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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쿼드로터는 수직이착륙 및(Vertical Take-off and Landing)

호버링 이 가능하고 다른 종류의 무인 비행체에(Hovering)

비해 구조가 간단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국내[1]. ·외

유수의 대학연구소 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연구소 국방과학,

연구소 등에서 쿼드로터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무인 쿼드로터의 자율 운행과 관련하여 실외 환경.

에서는 위성항법장치 를 사용한(Global Positioning System)

자율 항법 제어 와 자세 제어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 중[2]

이고 실내 환경에서는 다중 카메라를 이용한 쿼드로터의,

위치 및 자세 제어 시스템이나 지그비의 수신신호강도

등을 이용한 실내에서(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자기 위치 확인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3,4].

나 이런 연구들의 경우 실험 환경 구축과 쿼드로터의 정밀

한 측정 요구 등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

다 이미 상용화된 쿼드로터 비행제어보드인. Naza,

등이 있지만 제어보드가 고가이고 센서 데이Wookong,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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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가 매우 어렵다.

최근 들어 쿼드로터는 영화 촬영 물품 운송 정찰 분야, ,

에서부터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처럼 머지않은 미래에 쿼드로터의 활용 분야는 광범위하게

늘어날 것이며 이에 쿼드로터 자세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

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택배 업체인 아마존은 쿼드로.

터를 이용하여 물품 운송을 위한 많은 연구개발을 수행하

고 있지만 정확한 자세 및 위치의 신뢰성 확보 때문에 실

질적인 활용을 망설이고 있다 그러기에 쿼드로터 기체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쿼드로터 자세를 먼저 안정화해야 하

며 이를 위해 사용되는 센서의 경우 매우 제한적이며 측정,

할 때 센서 데이터 자체 노이즈 및 모터의 진동 현상이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에 쿼드로터 기체 및 자세 제어에 이를

반영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쿼드로터의 안정화와 자세제어에 대한

성능 향상을 위하여 쿼드로터 자세 제어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과 쿼드로터의 비행제어보드에 제어 알고리즘을 실제

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현된 제어 시스템을 실제.

쿼드로터에 적용하기에 앞서 시뮬링크를 이용하여Matlab

쿼드로터의 자세 제어를 우한 센서융합 알고리즘과 안정적

인 비행제어를 제어기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였고PD ,

시뮬링크를 통하여 검증된 알고리즘과 제어기들을Matlab

실제 쿼드로터 시스템에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저 장에서 쿼드로터의 자세 추정II

을 위한 쿼드로터 플랫폼의 구성과 비행제어보드 프로그래

밍 개발 환경에 대한 설명 및 쿼드로터 움직임의 원리를

기술하였고 장에서는 쿼드로터에 대한 동역학적 모델링, III

을 수행하였다 장에서는 다중 센서 융합을 이용한 자세. IV

추정 제어 시스템을 제안하고 장에서는 을 이용하, V Mat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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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안된 알고리즘과 제어기의 성능을 검증한 후 실제PD

쿼드로터 시스템에 적용된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다.

자세 추정을 위한 쿼드로터 플랫폼 구성 및 원리II.

쿼드로터의 플랫폼 구성1.

실험용 쿼드로터의 하드웨어 구성은 그림 과 같다 실1 .

험에 사용된 쿼드로터 프레임은 사의 을 사용하였DJI F450

고 기체의 무게는 이다 그리고 로터 구동을 위한, 282g .

모터 는 와 인치 카본BLDC (Brushless DC motor) KV1000 10

프로펠러를 사용하였다 기체 중심에서 쿼드로터의 날개까.

지의 길이는 이며 쿼드로터의 반경은 이다6cm , 16cm .

비행제어보드와 자세측정에 대한 다중센서시스템을 쿼드

로터 중심에 장착하고 자세측정을 위한 다중센서시스템으

로부터 출력되는 센서 데이터는 비행제어보드를 거쳐 시리

얼 통신으로 컴퓨터로 전송하여 데이터를 검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비행제어보드는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하고‘ ’

쿼드로터 제어 알고리즘과 제안한 다중센서융합 알고리즘

을 개발하였다 이때 다중센서에서 출력되는 센서 데이터. ,

와 쿼드로터의 자세를 모니터링 하였다.

쿼드로터의 비행제어보드를 이용하여 가속도계와 자이로

센서 지자기 센서의 측정값을 받아 제안된 알고리즘에 적,

용한 후 쿼드로터의 최종 자세 정보를 도출하게 된다. PD

제어기에 최종자세정보를 입력하여 출력된 비행제어 명령

은 개의 을 통하여 모4 ESC (Electronic Speed Control) BLDC

터를 동작하게 한다 모터를 제어함에 따라 안정적인. BLDC

쿼드로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쿼드로터의 동작 원리2.

쿼드로터의 기본동작은 그림 와 같다 이를 보다 자세2 .

히 설명하면 모터의 회전은 마주 보는 모터끼리 서로BLDC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며 인접한 모터는 역방향으로 동작하,

도록 를 연결한다 프로펠러는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ESC .

두 종류이며 모터에 각각 장착한다, BLDC .

더불어 쿼드로터 동작은 크게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쓰4 .

로틀은 모터 추력을 조정하여 쿼드로터의 고도 조절이 가

능하게 하고 과 를 통하여 전 방향으로 이동이 가, roll pitch

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는 대각선에 배치되어 있는. yaw 2

개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를 이용하여 쿼드로터가 시계방향

으로 회전하거나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을 가능하게 한다.

쿼드로터의 모델링III.

쿼드로터의 좌표 변환1.

쿼드로터에 대한 차원 공간상에서의 회전을 수학적으로3

나타내기 위해서 오일러 각을 이용하여 쿼드로터의 회전행

렬을 구했으며 쿼드로터 각축에 대한 회전행렬은 식 과. (1)

같다.

 










  
 cos sin
 sin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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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을 기초로 쿼드로터의 회전 행렬을 나타내면 식(1)

와 같다(2) .















  
   
  

(2)

여기서 는 을 그리고 는 을 의미한다, s sin , c cos [5].

쿼드로터의 동역학 모델링2.

쿼드로터의 동역학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위치에너지와

병진 회전 운동에너지를 각각 구해야한다 쿼드로터의 위, .

치 에너지의 방정식은 식 과 같다(3) .

 (3)

그림 1. 쿼드로터의기체및센서.

Fig. 1. Body frame of quad- rotor and sensor.

그림 2. 쿼드로터의동작원리.

Fig. 2. Operation principle of the quad rotor.

그림 3. 쿼드로터의좌표계.

Fig. 3. Coordinate frame of quad-r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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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운동에너지 방정식은 식 병진운동 에너지 방정(4),

식은 식 와 같다(5) .

1

2

T

r
T Jη η= � � (4)

1

2

T

t
T mξ ξ=

� � (5)

여기서 는   을, 는   을 의미한다.

식 부터 식 를 라그랑지안 방정식에 대입하여 전개(3) (5)

하면 식 과 같다(6) .

 















(6)

쿼드로터의 동역학 방정식은 오일러라그랑지안 방정식-

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식 과 같다(7) .













 (7)

여기서 는  
을 의미한다.

이에 주어진 식 을 식 에 대입하여 전개하면 식(6) (7) (8)

과 같다 단. , 는 매우 작은 값이므로 무시할 수 있다.













 (8)

 





sin
cos






여기서 는 쿼드로터의 추력의 합력이다.

각각의 오일러 각에 대한 외부 토크는 식 와 같다(9) .

 
















 (9)

여기서 는 번째의 모터의 추력을 나타내고, 은 쿼드로

터의 무게중심으로부터 모터 회전축 중심까지의 거리이다.

최종적으로 쿼드로터의 동역학 방정식은 식 과 같다(10) .

이때 는 중력가속도이다g .

   
  sin
  cos  
  

  

  

(10)

센서 융합을 이용한 자세 제어 알고리즘IV.

쿼드로터 자세 제어를 위해 가속도계와 자이로 센서 지,

자기 센서 등 다종 센서를 융합하여 사용하는데 이를 위해

각각의 센서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 오차를 유의해야

하며 특히 자이로 센서의 경우 누적 오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오차를. HDR (Heuristic drift

알고리즘과 칼만 필터를 이용한 다종 센서융합 과reduction)

정을 통해 쿼드로터 자세제어 수행에 적용한다.

센서1.

가속도계와 자이로 센서 지자기 센서는 여러 산업 현장,

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센서로서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이에 맞는 반응을 보여준다 쿼드로터에 사용[6].

되어지는 센서들은 기본적으로 물체의 자세를 측정할 때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센서를 이용하여 쿼드로터의 자세를.

도출할 수 있다.

가속도계 자이로 센서1.1 , (MPU 6050)

은 자이로 및 가속도계 센서가 함께 있는 원칩MPU6050

센서로 가속도 값과 자이로 값을 각각 개씩 출력한다3 .

가속도계 센서는 차원공간속에서 축 축 축 방향의3 x , y , z

가속도를 측정한다 가속도계 센서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일 때 축과 축은 가속도가 출력 되지 않고 축 방향으로x y , z

중력가속도 값을 출력한다 한쪽 축 방향으로 기울어진 상.

태일 때 다른 두 축에서 가속도 값을 측정할 수 있다 기울.

어진 정도를 이용하여 센서의 기울어진 각도를 알 수 있다.

쿼드로터를 진행 방향 쪽으로 기울어져 가속을 하게 되

면 각 축에서 측정되는 가속도 값이 변하게 되며 이런 경

우 쿼드로터의 자세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움직임이 생겨 어느 한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출

력 값은 중력에 의해 측정되는 가속도 값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정지하지 않은 움직임 상태에서는 가속도계 센서만.

으로 기울기 값을 측정 할 수 없다[7].

자이로 센서는 각속도를 측정한다 각속도는 시간당 회.

전하는 각도를 의미 하고 각도를 구하려면 전체 시간에 해

당하는 만큼 적분을 해야 한다 자이로 센서는 이와 같이.

각속도를 출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전체 시간동안 이 각

속도를 적분하면 기울어진 각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센서에서 측정되는 각속도는 노이즈가 생기거나 다른 이유

에 의하여 측정값에 잡음이 계속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 때.

문에 적분시에는 누적이 되어서 최종으로 출력되어지는 각

도가 드리프트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이로 센서에서 측.

그림 4. 자이로 가속도계센서, (MPU6050).

Fig. 4. Gyro and Acceleration sensor (MPU6050).

그림 5. 지자기센서 (GY-271).

Fig. 5. Geomagnetic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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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각속도를 이용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각도는 오차가

생겨 기울기 값이 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차적.

으로 바이어스 오차를 찾기 위해 일정 시간동안 수평을 유

지한 상태에서 자이로와 자이로 센서의 데이터를 추출한다.

각각의 센서데이터를 이용하여 바이어스 오차를 계산하여

보상을 해준다 또한 자이로 같은 경우에는 누적 오차를 제.

거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보상 해준다.

지자기 센서1.2

지자기 센서는 지구 주변의 자기장을 측정한 후 각도로

변환한다 비행제어보드에서 통신을 이용하여 지자기. I2C

센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다.

지자기 센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이로 센서의 적분 오

차 때문에 정확한 값을 찾을 수 없기에 지자기 센서를yaw

이용하여 값을 보상하기 위함이다yaw .

알고리즘과 칼만 필터를 이용한 센서 융합2. HDR

알고리즘2.1 HDR

자이로 센서에서 출력 되는 각속도를 적분하여 회전각을

계산하며 드리프트 바이어스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알고,

리즘이다. 는 에러가 포함되지 않은 이상적인 값이고

와 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8]. 는 센서가 움직이지

않는 일정한 시간 동안 측정값을 저장하여 평균을 구한 값

이고, 는 시간에 따라 미소하게 변하는 바이어스 값이다.

자이로 센서의 정지 상태를 가정하면 는 을 의미하0

고 바이어스 드리프트 를 제거하면 자이로 센서의 출력

가 되고 컨트롤러는 서서히 변하는, I- 를 추정 하게 된

다 이상적인 조건일 경우엔 는. I -가 성립한다 하지만 이.

상적인 는 인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컨트0 . I-

롤러는 오차신호 의 값에 둔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것E .

은 오차 신호 를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만을 고려하여 해E

결 한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있어. HDR 은

의 값을 유지한다 컨트롤러는 작은 오차에는0 [9]. Binary I-

민감하게 반응하고 큰 오차에는 둔감하게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오차의 부호만을 고려한다.

     (11)

여기서  은 아래와 같다.

  











  

 


  


(12)

컨트롤러의 값이 결정이 되면 자이로 센서의 측정값에I- I I

를 적용하여 보정된 회전율을 구하게 된다.

   (13)

센서 융합 알고리즘2.2

칼만 필터는 시스템의 모델과 측정값을 이용하여 시스템

의 상태 변수를 찾아내는 최적 추정기법이다 실제[10,11].

상태값과 추정된 상태값의 오차 공분산을 최소화 하는 알

고리즘이다 칼만 필터는 유도 항법 제어의 여러 분야에서. , ,

적용되고 있고 자세 추정 및 위치 추정 등에 많이 쓰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쿼드로터의 자세 추정에 칼만 필터를.

사용한다 칼만 필터의 전체 동작은 그림 에 나타나있다. 7 .

칼만 필터는 상태변수의 값 과 가 가질 값을 예

측하여 입력하며 이러한 과정은 초기에만 사용한다 그 다.

음으로 추정값과 오차 공분산을 예측하게 된다 추정값은.

전체적인 시스템 모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변수. 

는 보정과정의 오차공분산 값이고, 

은 예측과정의 오차

공분산이며 시스템 모델 와 시스템 잡음 오차 를 이용A Q

하여 예측한다 이렇게 얻어진 오차 공분산. 

값을 사용

하여 칼만 이득을 계산한다 추정값. 은 측정한 센서값

과 예측값


의 차이를 칼만 게인을 곱해주고 추정 예측값

을 더하여 최종 추정값을 출력한다 마지막으로 오차 공분.

산은 추정값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려주는 척도이며 이,

오차 공분산을 검토하여 앞서 계산한 추정값을 사용할 것

인지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오차 공분산.

이 크면 이 값의 신뢰도는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

그림 6. 드리프트현상최소화알고리즘.

Fig. 6. Heuristic drift reduction Algorithm.

그림 7. 칼만필터알고리즘.

Fig. 7. Kalman filter algorithm.

그림 8. 제안한다중센서융합알고리즘.

Fig. 8. Proposed multi-sensor fus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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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모델의 네 개의 변수가 칼만 필터의A, H, Q, R

설계 인자가 되며 이 값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칼만,

필터의 성능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기와 자이[8].

로 센서 데이터를 칼만 필터를 통해 융합하여 강인한 쿼드

로터 을 구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에 근접한 첫 번째yaw ,

칼만 필터의 설계인자 을 설계하였다 더불어A, H, Q, R .

가속도계와 자이로 센서 또한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roll,

를 구하며 이를 위해 두 번째 칼만 필터의 설계인자pitch ,

을 설정하였다 칼만 필터의 성능은 시스템 모A, H, Q, R .

델이 실제 시스템과 가까울수록 좋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 센서융합 알고리즘의 주요 센서는

자이로가 되며 이를 보정하기 위한 보조 센서는 가속도계,

센서와 지자기 센서이다 자이로에서 측정된 각속도를 이용.

하여 쿼드로터의 자세를 구하며 이때 자이로의 누적 오차,

및 센서 오차가 나타난다 이를 위해 가속도계는 과. roll

를 보상하고 지자기센서로 값을 보상하게 된다pitch yaw .

실험V.

시뮬링크를 이용하여 쿼드로터 시스템 모델링 및Matlab

제어기 그리고 설계된 설계하여 센서융합 알고리즘을 검PD

증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쿼드로터에 적,

용하여 실험하였다.

을 이용한 쿼드로터 시뮬레이션1. Matlab

그림 에서 입력 부분은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얻어진9

자세 정보이다 다중 센서 융합 알고리즘을 거쳐 나온 데이.

터 값은 제어기에 사용이 되고 이전 자세 정보를 피드PD ,

백 받아 사용한다 제어기의 출력은 와. PD U1, U2, U3, U4

같다 제어기에서 계산되어진 출력은 쿼드로터 시스템. PD

의 입력이 된다 이러한 입력을 받은 쿼드로터 시스템의 출.

력은 자세 정보로 나타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중 센서.

융합 알고리즘을 검증하였고 이를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쿼드로터 시스템에 적용해 보았다.

실제 쿼드로터 시스템을 활용한 실험 결과2.

쿼드로터를 직접 실험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은 관계로

보다 안전하게 실험을 하기 위해 쿼드로터 테스트 짐벌을

만들었으며 그림 과 같다 센서 데이터는 쿼드로터가 수, 10 .

평을 유지하고 있을 때 측정한 자세 값이다 제안한 다중.

센서 융합 알고리즘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실험하였다 센서 융합 알고리즘을 적용한 쿼드로.

터의 는 다음과 같다roll, pitch, yaw .

초부터 초까지는 쿼드로터가 짐벌에 수평이 되지 않은0 5

상태에서 동작하고 있다 이 경우 쿼드로터가 동작을 하고.

있지만 띄울 수 있는 추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

평이 되지 않는다 조종기의 쓰로틀을 천천히 이상 올. 50%

려 수평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면 쓰로틀을 로 설정한다50% .

초부터 초까지는 짐벌 위에서 쿼드로터가 수평을 유지5 25

하고 있다 일정 시간동안 유지한 후 쿼드로터의 쓰로틀 값.

을 줄이게 되면 다시 수평을 유지할 수 없다 그림 에서. 11

는 제안한 알고리즘이 적용된 가속도계와 자이로 센서의

각각의 값과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센서 융roll, pitch, yaw

합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roll, pitch, yaw .

그림 9. 매틀랩시뮬링크를이용한쿼드로터의모델링.

Fig. 9. Modeling of the quad-rotor usingMATLAM/Simulink.

그림10. 쿼드로터테스트짐벌.

Fig. 10. Quad-rotor Test Gimbal.

그림11. 쿼드로터의자세분석.

Fig. 11. Attitude analysis of quad-rotor (pitch, roll, y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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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VI.

본 논문에서는 쿼드로터의 자세 제어와 비행제어 알고리

즘 구현 및 시스템 적용에 목적을 두었다 쿼드로터의 자세.

제어를 위해 가속도계와 자이로센서 지자기 센서 등의 다,

중 센서 데이터를 융합하여 쿼드로터의 개선된 자세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앞서 자이로.

센서의 바이어스 오차를 보상하였고 알고리즘을 사, HDR

용하여 초기 드리프트 오차를 보상하였다 가속도계 센서는.

일정 시간동안 측정을 한 후 바이어스 오차를 구해 보상했

다 가속도계 센서와 같은 방법으로 지자기 센서 또한 바이.

어스 오차를 보상하였고 출력되는 데이터를 각도로 변환하,

였다 이러한 센서 데이터에 대하여 칼만 필터를 적용하여.

쿼드로터의 자세 정보를 비행제어보드에 제공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를 이용Matlab

하여 확인 해본 결과 제안된 알고리즘이 기존 융합 알고리,

즘인 측정치 융합방법보다 자세 오차 평균은 약 정도2°

줄어들었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쿼드로터는 적용하.

지 않은 쿼드로터 보다 출력에 잡음이 나타나지 않았고 알,

고리즘을 적용한 쿼드로터는 기존의 쿼드로터 시스템 보다

자세 제어에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안한 알고.

리즘은 잦은 변화에 강인한 자세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

추가로 비선형 문제 해결에 적합한 알고리즘에 적용UKF

하거나 제안 알고리즘의 각 센서에서 나오는 상태변수에

가중치를 줄 수 있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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