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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제어 UAV를 이용한 발화 감지 시스템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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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험 상황이 발생하 다면 무인 비행체를 활용하여 그 상황의 규모와 치

를 악하여 더 큰 피해를 일 수 있다. 이러한 에서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무인 비헹체가 원활한 호버

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Beta Flight를 사용하여 Roll, Pitch, Yaw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설정한 후 센서의 작

동을 감지하여 기체의 기울기의 변화에 따라 센서의 PID 값을 설정하여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오차를 최

소화하여 안 한 호버링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카메라는 Open CV를 활용하여 라즈베리 이 로그램

을 설치한 후 HSV 색상표를 활용하여 화원과 가장 가까운 색인 붉은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흑백 처리하

는 필터링을 워 공 에서 감지한 상을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하 다. 최종 으로 0.5∼5m 높이에

서 호버링이 가능하 으며 5m 높이에서 반지름이 5cm 인 붉은색 원을 인식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ABSTRACT

If a dangerous situation arises in a place where  out of reach from the human, UAVs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size and location of the situation to reduce the further damage.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sets the minimum value 

of the roll, pitch, and yaw using beta flight to detect the UAV's smooth hovering, integration, and derivative (PID) 

values to ensure that the UAV stays horizontal, minimizing errors for safe hovering, and the camera uses Open CV to 

install the Raspberry Pi program and then HSV (color, saturation, Brightness) using the color palette, the filter is black 

and white except for the red color, which is the closest to the fire we want, so that the UAV detects the image in the 

air in real time.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hovering was possible at a height of 0.5 to 5m, and red color 

recognition was possible at a distance of 5cm and at a distance of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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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 을 때 그 주변에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한 인명 구조와 불길

이 퍼져나가는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

나 화재 장에 사람이 직  투입되는 것은 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화재 장에 무인 

비행체를 띄워 피해 규모와 불꽃의 치를 감지하는 

것은 물론 사람이 근하기 힘든 지역이나 공간에서

도 무인 비행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유지비 한 크지 않다는 도 장 이다.

무인 비행체가 활용될 수 있는 재난 장은 창고, 

주택 산불 등 실내외 구분 없이 사용된다. 그  화재 

통계는 매년 많은 건수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며 

한 재산피해 까지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인 비

행체에 카메라 상 기술을 도입하여 불꽃의 치를 

찾고 피해 범 를 실시간 상으로 확인하여 2차 피

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무인 비행체의 FC를 통하여 자이로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비행시 기울어짐을 확인

하고, Roll, Pitch, Yaw 값을 설정하여 원하는 방향으

로 조종할 수 있도록 로그래  한다. 그리고 무인 

비행체에 라즈베리 카메라를 장착하여 HSV 색상표를 

사용하여 화재감지 필터링을 운 후 우리가 원하는 

붉은색 색상을 Open CV를 통하여 상으로 실시간 

통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Ⅱ. 무인 비행체 동작  구성

2.1 무인 비행체 비행 원리

무인 비행체란 4를 의미하는 쿼드와 헬리콥터의 합

성어로 4개의 로펠러가 양력을 발생시켜 비행하는 

무인 비행체이다.

(a) Flight principle        (b) Ascent principle
그림 1. 무인 비행체의 동작 원리
Fig. 1 Operating principle of UAV

그림 1(a)는 무인 비행체의 비행 원리에 해 

설명한 그림이다 이때 무인 비행체의 각각 날개

는 서로 시계 방향(CW), 반시계 방향(CCW)으

로 회 하여 회 력을 상쇄시켜 기체가 안정감 

있게 떠오를 수 있게 한다. 그림 1(b)는 무인 비

행체의 상승 원리에 한 그림으로 이때 무인 

비행체를 4개의 모터 회 속도를 올려주면 기체

는 더 높게 상승한다. 이때는 Mode 2의 경우 조

종기의 왼쪽 스틱을 로 올려주면 된다.

무인 비행체의 조종을 해선 피치(Pitch), 롤

(Roll), 요(Yaw)의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a) pitch     (b) Roll      (c) Yaw
그림 2. 무인 비행체의 주행 원리
Fig. 2 Driving principle of UAV

그림 2(a)는 피치의 원리를 나타낸 그림이다. 

피치는 무인 비행체가 앞뒤로 주행하는 것으로 

진행 방향 기 으로 앞쪽 로펠러 2개와 뒤쪽 

로펠러 2개의 속도를 제어해주면 된다. 를 

들어 앞쪽 2개의 로펠러의 속도가 낮아지면 

무인 비행체는 진하게 된다. Mode 2의 경우 

오른쪽 스틱을 로 올려 다. 그림 2(b)는 무인 

비행체의 롤의 원리를 나타낸 그림이다. 롤은 진

행 방향 기 으로 무인 비행체가 좌우로 움직이

는 것으로 좌측 로펠러 2개와 우측 로펠러 

2개의 속도를 제어 해주면 된다. 를 들어 좌측 

로펠러 2개의 속도가 낮아지면 무인 비행체는 

좌측으로 움직인다. Mode 2의 경우 오른쪽 스틱

을 좌측으로 움직인다. 그림 2(c)는 무인 비행체

의 요의 원리를 나타낸 그림이다. 요는 무인 비

행체가 제자리에서 회 하는 것으로 각선에 

있는 로펠러의 속도를 제어하여 기체를 회

시킨다. 를 들어 시계 방향으로 회 하는 모터

의 속도를 증가시키면 기체는 그 반  방향인 

반시계방향으로 회 한다. Mode 2의 경우 왼쪽 

스틱을 왼쪽으로 작동시키게 된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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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ID 제어

PID 제어는 비례(Proportional), 분(Integral), 

미분(Derivation) 제어기를 의미하며 무인 비행

체에 자세를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PID 제어는 

기본 으로 피드백 제어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

으며, 출력값을 설정값과 비교하여 오차를 비교

하고 제어에 필요한 제어값으로 계산하는 구조

로 되어 있다.

그림 3. PID제어 시스템의 블록선도
Fig. 3  Block diagram of the PID control system

그림 3은 PID 제어기의 블록선도이다. P는 비례 

제어로 PID 제어의 가장 기본 인 제어이며 구 이 

쉽다. I는 분 제어로 정상상태 오차를 제거해 다. 

D는 미분 제어로 기울기 변화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

다. PID 제어는 3개의 항을 더하여 제어값을 계산하

며 이는 식 (1)에 보인 바와 같다[6].

   




 


    (1)

는 비례계수, 는 분 계수, 는 미분계

수이며, 는 오차에 따라 출력을 바꿔주며 매

개변수를 변경함에 따라 변화에 크게 작게 반응

할 수 있다. 는 시간에 걸친 오차의 합으로 

분항에 의해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의 합이 쌓

여 출력은 빠르게 변해 오차를 잡아 다. 는 

오차의 변화율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출력에 더

해 다[7-8].

2.3 화재 감지 시스템 구성

무인 비행체가 동작하기 해 가져야할 가장 

보편 인 구성과 부품 사이의 신호 달 방법이 

있다. 그림 4는 화재 감지의 가장 기본 인 시스

템 구성도이다.

그림 4. 화재 감지 시스템 블록도
Fig. 4 Block diagram of fire detection system

Ⅲ. 상 추출

3.1 색 추출

불꽃과 최 한 비슷한 H, S, V 값을 추출하기 

하여 화염 탐지 지수와 산림 화재 탐지 지수

를 이용하여 라즈베리 카메라가 화염의 색을 추

출할 수 있도록 해 다. H는 가시 선 스펙트럼

을 고리모양으로 배치한 색상환에서 가장 긴 빨

강을 로 하 을 때 상 인 배치 각도를 의

미한다. H의 값은 ∼의 범 를 갖고 

와 는 같은 색상 빨강을 가리킨다. S는 특정

한 색상의 가장 진한 상태를 100으로 하 을 때 

진함의 정도를 나타내며 0은 같은 명도의 무채

색을 나타낸다. V는 흰색, 빨간색 등을 100 검은

색을 0으로 하 을 때 밝은 정도를 나타낸다[9].

3.2 색상 인식

가장 기본 인 색상 모델인 RGB를 이용하여 검은

색은 R=G=B=255, 흰색은 R=G=B=0 RGB는 각각 최

소 0에서 255 사이의 색상 값을 가질 수 있다. 두 색

의 색상차이를 알기 해서는 RGB의 경우 두 개의 

RGB 색상 값을 서로 각각 상쇄시킨 값의 제곱한 값

을 더해주어 두 색상이 얼마나 다른 색인지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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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HSV 모델의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색상

을 구별할 수 있다. 우리가 실험에서 사용한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색조(H)만을 비교하여 두 색상

의 차이 D = h1-h2 로 두 개의 색상차이를 정량 으

로 표 할 수 있다[10-13].

Ⅳ. 실험  고찰

4.1 무인 비행체 실험

베타 라이트를 사용하여 무인 비행체의 안

정된 호버링을 하여 각각 롤, 피치, 요 값에 

한 조종기 스틱 최소값과 최 값을 설정하 다.

표 1. 롤, 피치, 요 범  값
Table 1. Range value of Roll, Pitch and Yaw

Row High

Roll 981 2039

Pitch 981 2036

Yaw 981 2031

표 1은 1500을 기 으로 롤 수치가 1500이하

이면 기체가 좌측으로 움직이고 피치가 1500이

하 일 때는 무인 비행체가 후진하며 요가 1500

이하 일 때 무인 비행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

한다. 반 로 1500이상인 롤의 경우는 기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고 피치의 경우 무인 비행체가 

진하며 요일 때 무인 비행체가 시계방향으로 

회 하 다.

표 2. PID 출력 값
Table 2. PID output value

P I D

 REF./ACRO

ROLL 46 45 25

PITCH 50 50 27

YAW 65 45 -

표 2는 안정 인 호버링을 하여 설정한 PID값으

로 의 값에서 안정 인 호버링이 가능하 다. P를 

높일수록 무인 비행체는 각도에 더 민감해지고 진동

이 심해진다. P를 낮추면 무인 비행체가 더 느리고 부

드럽게 비행한다. I는 각도 정 도에 향을 주며 I 

값을 높이면 느리게 반응하고 P 효과를 감소시킨다. 

D는 완충 장치로써 P에 의한 과도한 보정을 잡아

다.

베타 라이트를 사용하여 기체 상태에 따른 자이

로값의 변화를 실험하 다. 그림 5(a)는 기체가 불안

정한 상태일 때 자이로값을 그림 5(b)는 기체가 안정

한 상태일 때 자이로값을 추출하 다.  실험을 통하

여 기체의 상태에 따른 정확한 자이로 값을 인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Hovering gyro graph of UAV without PID 
control

(b) Hovering gyro graph of UAV with PID 
control

그림 5. PID 제어에 따른 자이로값 변화
Fig. 5 Gyro value change according to PID control

베타 라이트를 사용하여 기체의 기울기 변화에 

따라 센서가 기체의 각도를 정확히 측정하는지를 실

험하 다.

Heading

 359°

Pitch

 17.4°

Roll

 0.6°

Heading

 366°

Pitch

 21.6°

Roll

 0.6°

(a) Pitch positive value     (b) Pitch negativ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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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ing

 2°

Pitch

 0.2°

Roll

-19.9°

Heading

 6°

Pitch

 -0.1°

Roll

 22.7°

(c) Roll negative value    (d) Roll positive value
그림 6. 기울기에 따른 각도 측정

Fig. 6 Angle measurement according to slope

그림 6(a)는 기체가 진할 때 피치 값이 양수이며, 

그림 6(b)는 기체가 후진할 때 피치 값이 음수로 출력

되는 것을 확인하 고, 6(c)는 기체가 좌측으로 기울

을 때 롤 값이 음수이며, 그림 6(d)는 기체가 우측

으로 기울 을 때 롤 값이 양수로 출력되는 것을 확

인하 다.

아래 실험은 앞선 실험에서 확인한 조종 범  최소 

최 값 설정  PID제어 기체 상태에 따른 자이로 변

화율 실험을 모두 확인하고 비행을 실험을 진행하

다. 무인 비행체의 비행은 매우 험하기 때문에 안  

거리를 두고 비행 높이는 건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무

인 비행체를 건물 기 에 맞추어 높이를 측정하 다.

(a) 0.5m Hovering (b) 2m Hovering (c) 5m Hovering
그림 7. 비행 실험 스냅샷

Fig. 7 Flight experiment snapshot

그림 7(a)는 무인 비행체가 약 0.5m 호버링한 사진

이고 그림 7(b)는 무인 비행체가 약 2m 호버링, 그림 

7(c)는 약 5m 호버링한 그림이다.

4.2 상 실험

표 3은 H의 범  설정에 따른 인식표이며 H가 360

이 아닌 180으로 범 를 지정한 이유는 Open CV 이

미지 변수들은 8bit로 설정되어 있어서 최  255까지

만 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 H의 범  설정에 따른 값
Table 3. Value according to the range setting of H

Hue(H)

Satur

ation 

(S)

Valu

e(V)
recognition

Red 0∼10 255 255 X

Red 5∼10 255 255 X

Red 169∼179 255 255 O

Red 174∼179 255 255 O

(a) Red         (b) Blue       (c) Green 
그림 8. 색 필터링 카메라
Fig. 8 Red filtered camera

그림 8은 HSV 필터링 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은 

결과, 색[HSV(180, 255, 255)]을 제외한 청색

[HSV(80, 0, 0)]과 녹색[HSV(160, 0, 0)]은 흑백 색상

으로 나타남을 보여 다.

 아래 표 4는 색 원으로부터 카메라의 거리와 크

기가 변수가 되었을 때의 인식 유무이다. 색 원의 

반지름이 10cm와 5cm 일 때, 거리에 따른 색상 인식

이 가능 한 반면, 반지름이 3cm 이하인 색 원의 색

상 인식은 0.5m 거리부터 색상 인식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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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거리  크기에 따른 색 원의 인식표
Table 4. Tag of red circle by distance and size

          distance(m)

radius(cm) 
0.5 1.5 3 5

10 O O O O

5 O O O O

3 O O O X

1 O O X X

Ⅴ. 결론  향후개선 방향

본 논문에서는 무인 비행체 동작 원리인 기체 상승 

원리와 롤, 피치, 요의 원리를 이용하고 베타 라이

트를 이용한 스로틀, 피치, 롤, 요의 범  설정과 PID 

제어  MPU6000 센서의 자이로 값과 가속도 변화를 

측정하 고 안정 인 호버링을 설계하 다. 그 결과 

0.5m, 2m, 5m 높이에서 무인 비행체 호버링을 구 하

으며 무인 비행체에 카메라를 부착과 동시에 라즈

베리 이를 통한 Open CV를 이용하여 화재와 같은 

붉은 HSV 값을 추출하 다.

향후 무인 비행체를 호버링하는 에 카메라 흔들

림을 이기 해 GPS와 지자기 센서를 이용하여 고

도와 치를 기억하여 상 촬 을 안정 으로 하고 

카메라를 추가로 장착하여 기 붉은 색을 발견하

을 때 추출해내는 시간을 재보다 단축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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