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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방향 비행로봇의 설계 및 제어 

허종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 공학 

석사과정 

우리는 비대칭적인 분산된 멀티 로터 배치로 SE(3)에서 fully-actuated한 특성을 가

지고 비행과 회전이 동시에 가능하여 일반적인 비행로봇이 가지고 있는 under-

actuation한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는 전방향 비행 로봇이라는 새로운 디자인의 비

행 로봇을 제안한다. 먼저 우리는 각 로터들 사이의 공기역학적인 간섭을 최소화함

과 동시에 최대의 제어 렌치를 생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로터 배치의 최적화 작

업을 수행한다. 우리는 SE(3)에서 ODAR 시스템의 동역학 모델링을 제시하고 병진

운동과 회전운동의 제어 디자인을 진행한다. 우리는 또한 ODAR 시스템을 실제 제

작하고 그것의 성능을 검증한다. 기존의 비행로봇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서 

우리는 ODAR 시스템이 전방향 렌치 생성이 중요한 항공 매니퓰레이터나 가상현실 

렌더링 3D 환경구축을 위한 전방향 구동에서의 촬영 성능을 지닐 수 있는 항공 

촬영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믿는다. 

주요어: 전방향 비행로봇, Full-actuation, 시스템 디자인 

학번: 2014-2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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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1 연구 동기 및 목적 

지난 10여 년간 임베디드 분야에서의 센서와 이와 관련된 하드웨어의 발달

은 많은 영역에서 드론과 같은 비행로봇들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대표적으

로 비행로봇을 이용한 항공촬영은 그 쓰임새가 이미 단순 취미생활을 넘어 

많은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비행로봇과 군수산업의 결합은 군사용 

무인항공무기로 발전하고 있으며 여러 재해현장에서도 비행로봇을 이용한 

구조활동 역시 많은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비행로봇과 매니퓰레이터

를 결합한 항공 매니퓰레이터 역시 연구와 실용적인 쓰임새로 다양하게 활

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요즘은 비행로봇과 같은 시스템을 제작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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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반 지식이 없는 비종사자 들도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하드

웨어의 구입 및 조작이 쉽기 때문에 비행로봇의 활용도가 더욱 커지고 있

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게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비해서 쿼드콥터와 같은 일반적

인 비행로봇은 그 자체의 under-actuated한 특성으로 인해 활용 할 수 있는 

작업의 제한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재난 현장과 같은 비행에 필요한 공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비행로봇의 자유도의 제약으로 인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비행로봇이 몸체를 90° 로 완전히 기울여서 이

동하는 동작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항상 비행로봇 자체의 크기가 보장되는 

공간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자재의 각도 변화를 통해 

원하는 영상을 얻어야 하는 촬영용 드론은 팬틸트 카메라를 달아도 under-

actuation으로 인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방향의 모든 영상을 연속

적으로 촬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군사용 이나 산업현장 

목적으로 많이 시도되는 비행로봇과 manipulator의 결합 역시도 비행로봇의 

under-actuation 문제로 인해 특정 방향으로의 조작력 생성이 어려워 작업의 

활용도가 매우 제한적이게 된다. 

물론,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 기관과 산업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under-actuation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반 적인 비행로봇에 도구를 장착하여 활용의 범위를 높이려

는 시도와 [1,2] 고정된 로터의 디자인에서 벗어나 로터의 기울임을 통해 

[3-8] 기존에 할 수 없었던 회전이나 동작을 구현 한다든지 또는 로터의 분

산 배치나 [9], 멀티 비행로봇의 연결을 [10] 통해 자유도를 증가시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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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도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구형태의 관절로 결합되어 추력의 회전

이 가능한 다수의 비행로봇 결합을 통해 특정조건 상에서의 full-actuation을 

[11] 구현한 연구와 일반적인 드론의 디자인에서 탈피한 완전히 새로운 디

자인의 비행로봇 [12-14] 제작이 이루어졌지만 이 역시도 전방향 구동이라

는 한계에는 벗어나지 못하였다. 새로운 디자인 접근 방식에 있어 전방향 

구동에 가장 근접한 연구결과를[24,25]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실험을 통한 

검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적화를 위한 구속조건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아래방향으로는 구동이 되지 않는 한계를[25] 지니고 있다. 또한 항

공촬영이라는 구체적인 작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의 연구도 진

행이 되었는데 비행로봇의 병진운동시 몸체의 기울임 없이 이동해야 하는 

항공촬영의 특성상 일반적인 비행로봇 로터의 수평 배치와는 다르게 각각 

특정 각도로 기울어진 6개의 로터 배치나[15,29], 8개의 로터 배치를 [16] 통

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비행로봇 역

시 전방향 구동이 어려워 가상현실 렌더링 구현시 필요한 3D 환경 구축을 

위한 사진촬영은 여전히 불가능 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활용도에 있어서 그 범위가 커지고 있는 비행로봇과 매

니퓰레이터의 결합 역시도 이러한 일반적인 비행로봇과 매니퓰레이터가 가

지는 기능상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분야와 산업 현장에서 다

양한 시도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초기 단순한 매니퓰레이터와 비행로봇의 

결합과 [17], 좀 더 구체적인 작업을 위한 시도와 산업 현장에 활용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의 확장에서 그치지 않고 [18,19], 다수의 비행로봇간의 

결합[20,21]을 통한 페이로드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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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운동과 회전운동을 분리하여 플래폼과 매니퓰레이터의 동역학적 커플

링을 고려한 제어기를 설계한[22,23] 비행로봇 역시 전방향 구동이 어려운 

문제로 인해 측면, 하방과 같은 작업의 제한성이 현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논문을 통해 기존에 시도되었던 접근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전방향 비행로봇을(Omni-Directional Aerial Robot) 제안

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앞으로 ODAR이라고 부르는 새

로운 시스템의 디자인과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실제 제작과 실험을 통해 

기존의 비행로봇이 가지는 한계점을 개선 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1.2 연구 성과  

이번  논문을  통해서  우리는  쿼드콥터와  같은  기존의  비행로봇으로

는  구현하기  어려운  동작이나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새로운  디

자인  컨셉의  ODAR 을  소개하고  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검증하고

자  한다 .  비록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under-

actuation이  가지는  비행로봇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많은  연구가  이

루어졌지만  우리는  그러한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디

자인  시스템의  비행로봇을  제안한다 .  6자유도의  전방향  구동이  가능

한  비행로봇  제작을  주어진  시스템의  크기  내에서  6개  각  로터의  

공기역학적인  간섭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모든  자세에서  보장되

는  힘과  토크를  최대화하도록  로터의  최적화  배치를  진행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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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레이션을  통해  이를  먼저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  또한  이렇

게  제안하고  설계한  전방향  비행로봇을  시뮬레이션  검증에만  머무

르지  않고  3D 프린터를  이용한  프레임의  제작과  더불어  새로운  

비행  플랫폼을  자체  구축하여  앞서  언급한  현재까지의  비행로봇이  

가지는  한계점을  구체적인  작업의  목적을  가진  실험을  통하여  검

증하도록  한다 .  

이번  논문의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다 .  먼

저  2장에서  우리는  ODAR의  시스템  모델을  디자인하고  시스템  구

동을  위한  제어기를  설계한다 .  그리고  3장에서는  앞서  진행한  시스

템  디자인과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보여준다 .  이어지

는  4장에서  우리는  실제  ODAR의  시스템을  제작하고  5장에서  실

험을  통해  우리가  제시한  ODAR의  성능과  기능적인  구현을  검증

하도록  한다 .  마지막으로  6장에서  이번  논문의  결론과  향후  작업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  



 

6 

 

 

 

 

2장  

 

시스템 디자인  및  제어 설계  

 

2.1 시스템 디자인 

이번  논문에서  ODAR 시스템은  6개의  로터를  이용하여  6자유도의  

full -actuation을  갖는다 .  ODAR 시스템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하여  어느  방향에서든지  6자유도의  제어  렌치(힘과  토크)를  생성  

할  수  있도록  링크  모듈의  디자인을  최적화하는  시스템  디자인을  

진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우리는  동시에  몇  

가지  시스템의  제한된  상황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먼저  우리는  추후  ODAR을  이용한  실내  실험  진행시  실험실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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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여  실내  환경에서  실험하기  적합한  1.5m 링크모듈  바디

를  선정하였다 .  더불어  이러한  링크모듈  바디의  크기에  맞게  6개의  

로터가  배치되어  각  로터들  간의  공기역학적인  간섭을  최소화  하

면서도  최대한의  추력을  발생  시킬  수  있도록  10인치(0.25m) 크기

로  로터  크기를  선정하였다 .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산출되는  링크모

듈의  무게와  추가로  더해지는  모터의  무게를  계산하여  해당  모터

에서  생성되는  최대  추력을  조합하여  최적의  모터를  선정하는  과

정을  진행  하였다 .  물론  강한  추력  발생시키는  모터를  사용할수록  

ODAR의  payload가  증가하지만  이에  따른  모터  자체의  무게  증가

와  전류  소모에  따른  전선의  굵기로  인하여  전체  무게가  무거워  

지기  때문에(비행로봇에  사용되는  3상  BLDC 모터는  각  모터  당  3

가닥의  전선이  필요함)  무조건적으로  모터의  용량을  키울  수는  없

는  것이다 .  

 

 

그림  2.1:  ODAR의  선정된  모터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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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최적의  조합을  목표로  일반적인  비행로봇에서  많이  

사용  하는  Tiger motor 사의  모터  사양을  참고로  하여  그림  2 .1과  

같은  무게  75g, 최대  추력  약  1.2kg의  모터를  선정하였으며  표  

2.1과  같은  ODAR의  사양  표를  작성하였다 .  

 

 

 

표  2.1:  ODAR 시스템  사양  

 

위  표  2.1에서  로터  와이어의  무게는  ODAR 실험시  실험  보조자

가  전원선의  무게를  감소하기  위해  잡고  있는  부분은  배제하고  실

제  링크모듈  몸체에  가해지는  무게만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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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자세한  부분은  4장  ODAR 시스템  제작  부분에서  다시  기

술하도록  할  예정이다 .  

앞서  언급되었듯이  ODAR의  링크모듈은  6개의  로터가  장착되어  전  

방향  구동이  가능  6자유도의  렌치를  생성한다 .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로터는  양 ,  음의  방향  모두  추력이  발생  되어야  함은  물론

이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링크모듈에  로터를  얼마나  최적화시켜  

배치하여  1.4kg의  하중을  극복하여  전  방향  비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  로터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최적화  문제를  다음

과  같은  식  (2.1)로  구성하였다 .  

 

 

         (2.1)  

 

여기서  목적함수는  모든  방향으로  생성  가능하다고  보장되는  렌치

의  크기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  이와  동시에  몇  가지  구속  조건들

을  만족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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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로터에서  발생하는  추력의  크기는   를  초과할  수  없다 ;  

2) 모든  로터를  포함하는  전체  볼륨   은  허용  가능한   사이

즈에  속해야  한다 ;  3)  발생되는  전체  힘은  링크모듈의  어느  방향에

서든지  링크모듈의  전체  하중보다  커야  한다 ;  4) 각  로터  들이  서

로  공기역학적인  간섭을  받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  

여기서  식  (2.1)의  최적화  하고자  하는  변수는  다음과  같은  로터의  

추력  벡터   와  그것들의  바디  프레임의  위치인

 로  나타낼  수  있다 .  

앞서  언급한  목적함수에  대해서  상술하기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은  

식  (2.2)과  같은  feasible wrench space를  정의할  수  있다 .  

 

   (2.2)  

 

𝑆𝑢  와  𝑆𝑡  는  각각  다면체로  이루어진  feasible thrust  space와  

feasible torque space를  의미한다 .  목적함수는  원점에서  이  space들

의  경계까지의  최소거리를  최대화하는  것이며  이는  최악의  경우에

서의  추력  및  토크를  최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우선  feasible 

thrust  space에  대해서  보면  이  다면체를  구성하는  모든  면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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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벡터는  𝑢𝑖  × 𝑢𝑗  로  나타낼  수  있다 .  이  때  원점에서  다면체  각  

면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식  (2.3) 값들을  정

의할  수  있다 .  

  (2.3)  

 

여기서  𝐸𝑖,𝑗  는  𝑢𝑖  ×  𝑢𝑗  벡터와  내적  했을  때  양의  값을  갖는  추력  

벡터들의  집합이다 .  여기서  식  (2.4)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는데  이

는  원점에서  수직벡터가  𝑢𝑖  ×  𝑢𝑗  인  면까지의  거리  중  최소값을  의

미한다 .   

 

  (2.4)  

 

따라서  식  (2.5)는  원점에서  다면체의  모든  면까지의  거리  중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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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의미하게  된다 .  

 

  (2.5)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양쪽으로  같은  추력을  낼  수  있는  양방향  

로터를  사용  하기  때문에  대칭성을  이용하여  𝑢𝑖,𝑗
𝑚𝑎𝑥  를  식  (2.6)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2.6)  

 

따라서  식  (2 .5)는  절대값을  이용해  식  (2.7)과  같이  보다  간단하

게  나타낼  수  있고 ,  이  값을  f(U) 로  나타낸다 .   

 

  (2.7)  

 

Feasible torque space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을  통해  식  (2.8)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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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g(U, ℛ) 을  정의할  수  있다 .   

 

  (2.8)  

 

즉 ,  최적화  문제에서  목적함수는  f(U) 와  g(U, ℛ),  즉  feasible thrust  

space와  feasible torque space 각각에서  원점에서  경계까지의  최소거

리를  동시에  최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  α  와  β  는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의미한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최적화  과정을  통해  나온  feasible thrust  space 

와  feasible torque space는  그림  2 .2와  같은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feasible thrust  space의  경우  처음에  최적화  과정을  통해  나

온  결과  모든  방향으로의  보장되는  추력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

에  사용  빈도가  많은  x,  z 방향으로의  추력을  강화하고  y 방향으로

의  추력을  낮추기  위하여  식  (2.9)와  같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과

적으로  모든  평면에서  9.95N의  추력이  보장되고  x,z 평면에서는  

각  19.53N의  추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  반면에  

feasible torque space에서  보장되는  추력은  모든  방향에서  4.64Nm로  

구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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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ODAR 링크모듈의 Feasible Thrust and Torque Space 

 

  (2.9)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2.3과  같은  ODAR의  링크

모듈  디자인을  완성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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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ODAR 링크모듈의  디자인  

그림  2.3 링크모듈  디자인에서  각각  로터  들의  위치  벡터  𝑟𝑖 ,  로터  

추력의  방향  벡터  𝑢𝑖 는  아래의  표  2.2를  참조  한다 .  

 

표  2.2:  링크모듈  디자인의  로터  방향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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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이것은  기존  비행로봇의  로터  배

치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이것은  기존의  비행로봇은  

단지  약간의  몸체를  기울인  상태에서  병진운동  하는  것으로  충분

한  반면에  ODAR은  병진운동과  동시에  공중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지  회전이  가능  해야  하기  때문이다 .   

 

2.2 제어 설계 

ODAR의 제어 설계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그림 2.4와 같은 

ODAR 시스템의 제어 워크 플로우를 먼저 정의 할 필요가 있다.  

 

 

그림 2.4: ODAR 시스템 제어 워크 플로우 

 

먼저 상위 operator 또는 main PC로부터 목표로 하고자 하는 원하는 작업을 

입력 받아 이를 통해 링크모듈의 구동 동작을 생성하게 된다. 이는 이후 

ODAR의 제어기를 통해 렌치를 결정하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링크모듈의 각 로터를 구동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ODAR 링크모듈의 제어 설계를 위해 그림 2.5와[29,30]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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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R 링크 모듈의 기하학적인 모습을 정의하고 식 (2.3)과 같은 ODAR 시

스템에 맞는 간단한 제어식을 유도 할 수 있다. 

 

 

그림 2.5: 제어식 유도를 위한 링크모듈의 기하학적 형상 정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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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3)에서 각 F, T는 링크모듈에서 생성되는 전체 힘과 토크이며 각 

𝑘𝑝, 𝑘𝑅 , 𝑘𝜔  은 제어 위치, 자세, 각속도의 제어 이득을 의미한다. 또한 에러

를 나타내는 각 에러 e, 𝑒𝑅 , 𝑒𝜔  는 위치, 자세 각속도의 에러를 의미하며 각

각은 식 (2.4)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4) 

 

그림 2.4 워크 플로우의 마지막 단계에서와 같이 ODAR의 제어식을 통해 

결정된 힘과 토크는 링크 모듈의 원하는 동작 구동을 위해 링크 모듈에 배

치되어 있는 6개 각각의 로터 구동 입력을 결정해줘야 한다.  

 

 (2.4) 

 

즉, 식 (2.4) 에서와 같이 6 x 6으로 정의된 행렬 B를 구하여 이것의 역행렬

을 취한 결과를 식 (2.5)와 같이 ODAR에서 구한 렌치 즉, 힘과 토크를 이

용해 링크모듈 각 로터의 입력 Γ ∈  𝑅6 를 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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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따라서 우리는 행령 B를 구하기 위해 먼저 식 (2.4)를 식 (2.6)과 같이 행렬 

B의 각 컬럼 벡터들의 합으로 정리 할 수 있으며 

 

  (2.6) 

 

그림 2.6과 같은 각 로터의 위치 및 로터에서 발생하는 추력의 방향 벡터를 

표현하는 기하학적인 배치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해 𝑏𝑖 를 얻는다. 

 

 

그림 2.6: 로터 구동입력을 위한 링크모듈의 기하학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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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𝑏𝑖  는 식 (2.7) 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𝑟𝑖, 𝑢𝑖  는 각각의 로터 들의 

위치 벡터와 로터에서 생성되는 추력의 방향 벡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γ는 

2% 정도의 축방향 모멘트 계수이며 s 는 ±1 에 해당하는 로터의 방향성을 

의미한다.  

 

(2.7) 

위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는 식 (2.4)의 행렬 B를 구할 수 있으며 

이것의 역행렬을 통해 식 (2.8)의 행렬을 생성하여 ODAR 링크모듈 각 로터

의 구동 입력 값을 구 할 수 있다. 

 

 (2.8) 

 

한편, 우리는 여기서 B의 역행렬의 랭크가 6인인 것 확인 할 수 있는데 이

것은 ODAR의 링크 모듈이 임의의 6자유도 렌치를 발생 시킨다는 것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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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시뮬레이션  

 

3.1 시뮬레이션 준비 

우리는  앞서  2장에서  진행한  새로운  컨셉의  비행  로봇인  ODAR 

시스템  디자인과  제어설계를  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검정하기에  

앞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먼저  검증하고자  한다 .  시뮬레이션을  위

한  ODAR의  모델링은  로봇  시뮬레이션을  위한  가상  실험  환경  플

랫폼인  V-REP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델링은  

이후  실험을  위해  실제  제작하게  되는  ODAR의  사양과  같은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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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모듈  형태로  진행하도록  한다 .  그리고  컨트롤  보드와  전원부

가  포함되는  컨트롤  박스는  링크  모듈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

고  실제  실험에서  사용될  예정인  IMU 센서와  모션  캡쳐  시스템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V-REP 플랫폼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도록  한다 .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위해  제작되는  링크  

모듈과  마찬가지로  양방향  추력을  발생시키는  revisable ESC 역시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하는  6개의  로터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  

마지막으로  링크  모듈과  로터의  크기  및  위치는  앞서  2장에서  진

행한  시스템  디자인의  결과를  이용하여  그림  3.1과  같은  시뮬레이

션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  

 

 

그림  3.1:  ODAR 링크모듈의  시뮬레이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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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위한  또  다른  도구인  매트랩은  V-REP 으로  제작된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위한  제어  루프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  되어  

지며  시뮬레이션  진행  중  V-REP과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아래  

그림  3.2 와  같은  워크  플로우로  진행된다 .  

 

 

그림  3.2:  시뮬레이션  데이터  송수신  작업  구성도  

 

ODAR의  시뮬레이션  작업은  원형의  궤적을  도는  것을  수행하도록  

한다 .  이때  ODAR의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이  서로  분리되어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yaw 회전운동도  동시에  구동하

도록  한다 .  시뮬레이션을  위한  제어  주기는  10ms 이며  6m 직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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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궤적을  0.75 m/s,  최대  좌우  30° yaw 회전운동을 1.1deg/s 속

도로 구동하게 된다 .  또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제어 이득은 표 3.1

과 같이 사용한다 .  

 

 

표  3.1:  ODAR 시뮬레이션의  제어  이득  

 

3.2 시뮬레이션 결과 

아래  그림  3.3과  같이  ODAR의  시뮬레이션이  주어진  원형  궤적과  

동시에  yaw 회전  운동을  서로  분리되어  구동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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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3초  구간별  시뮬레이션  결과  

 

ODAR 시뮬레이션  결과의  자세  제어와  포지션  제어의  에러  데이

터는  그림  3.4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두  데이터  모두  0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하지만  자세  제어의  각도  그래프

에서  yaw 데이터가  출발시  잡음이  생기는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원형  궤적  운동시  yaw 회전운동이  같이  진행되면서  정지상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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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링크모듈이  시작  직후  약간의  진동이  발생  되는  듯  보이지만  

바로  안정화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그림  3.4:  시뮬레이션  결과  에러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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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시스템  제작  

 

4.1 시스템 제작 준비 

이번  논문에서  제안된  ODAR 시스템은  기존의  비행로봇과는  완전

히  다른  비행  시스템이다 .  따라서  우리는  실제  시스템  제작을  위

해  기존의  플랫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드웨어를  제작한다 .  

ODAR의  시스템  제작은  새롭게  제안된  비행  모델의  그  성능과  기

능적인  측면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번  실험을  위

한  제작은  ODAR의  전원을  공급하는  컨트롤  박스는  지상에  고정

된  상태로  링크  모듈만  공중에  띄우는  방향으로  제작  컨셉을  선정

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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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의  하드웨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주

요  하드웨어  구성은  메인  컨트롤  보드와 ,  전원  공급장치 ,  ESC 

(Electronic Speed Controller)를  포함하고  있는  컨트롤  박스와  시스

템  오퍼레이터  역할을  하게  되는  데스크탑  컴퓨터  그리고  지상의  

전원  공급장치와  전원선으로  연결되어  추력을  발생시켜  비행을  하

게  되는  링크모듈로  이루어져있다 .  

 

그림  4.1:  ODAR 하드웨어  블록  다이어그램  

 

4.2 시스템 제작 구성품 

ODAR은  크게  비행을  하게  되는  링크모듈 ,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4장. 시스템 제작                     29 

 

 

컨트롤  박스로  나누어  진다 .  컨트롤  박스의  주요  구성품은  그림  

4.2와  같이  컨트롤  보드 ,  전원  공급장치 ,  ESC로  구성되어  있다 .  시

스템의  전체  성능을  결정하게  되는  컨트롤  보드는  STMicro 

Electronics사에서  제공하는  Coretex-M4 CPU를  탑재  하고  있는  

STM32F4 칩과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28] 이용하여  개발된  

Open429I 보드를  사용한다 .  이는  Waveshare사에서  제작된  보드로  

최대  180Mhz CPU 클럭을  제공하며  RC 제어기를  위한  많은  채널

의  PWM 포트를  제공하여  ODAR의  적합한  컨트롤  보드로  판단된

다 .  ODAR의  실험을  위해  제작되는  시스템은  지상에서  전원을  공급

받는  디자인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행로봇에서  사용되는  

LiPo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SMPS (Switching Mode Power Supply)

를  전원공급장치로  선정하여  실험  진행시  비행시간의  제약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  SMPS는  ODAR의  로터  전력  소모량을  고려하여  

Artesyn 사의  15voltage,  1.5kW급의  LCM1500N AC-DC convert를  

선정하였다 .  ODAR의  fully-actuated한  시스템  제작을  위해  기존의  

비행  로봇에서  사용되는  단방향  추력  발생  장치로는  6 자유도의  

비행로봇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앞서  시스템  디자인에서  언급

하였다 .  따라서  우리는  제어  입력에  따라  전류  방향을  전환  시켜  

정방향  역방향  추력  발생이  가능  reversible ESC를  사용하기  위해  

Maytech 사에서  제작한  4S (15 voltage),  25A 급  BLheli  f irmware를  

탑재하고  있는  MT25a-OPTO-3D ESC를  선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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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컨트롤  박스의  주요  구성품  

 

ODAR의  실제  비행을  담당하게  되는  링크모듈은  메인  구조물  역

할을  하는  Body와  추력을  발생시키는  프로펠러와  프레임 ,  모터 ,  

자세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IMU 센서로  구성된다 .  링크모듈의  

Body는  일반적인  비행로봇에서  많이  사용되는  카본  파이프로  선정

하여  경량성과  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Body의  길이는  앞서  시스

템  디자인에서  언급하였듯이  1.5m 길이로  선정하였으며  카본  파이

프의  직경은  시스템의  무게와  강성을  고려하여  30Φ로 정하였다 . 

링크 모듈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인 프레임은 시스템 디자인에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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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기존의 일반적인 비행로봇에서 사용되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 ,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으로는 제작이 불가능하

다 . 따라서 우리는 ODAR 링크모듈의 프레임을 위해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자체 제작한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 3D 프린터로 제작되는 

프레임은 프린팅에 사용되는 재질과 밀도에 따라 그 무게와 강성

이 결정되게 된다 .  따라서 우리는 시스템 디자인에서 결정된 링크

모듈의 무게를 고려하고 동시에 강성 테스트를 진행하여 70% 밀

도의 PLA fi lament 재질을 이용하여 프레임을 제작하였다 .  링크모

듈의 추력을 결정짓는 주요 구성품인 모터는 일반적인 비행로봇에

서 많이 사용되고 그 성능이 검증된 Tiger motor 사의 75g, 380w

급 MT2216 v2.0 BLDC 모터를 선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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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링크  모듈의  주요  구성품  

 

앞서  ESC 선정에서  언급하였듯이  6 자유도의  full-actuation을  위

해  ODAR은  양방향  추력을  발생  해야  한다 .  이는  기존의  비행로봇

과는  달리  프로펠러도  양방향  추력을  발생  시키는  대칭  구조를  가

지는  프로펠러를  이용해야  한다 .  하지만  시중에서  구입  할  수  있

는  양방향용  프로펠러는  8인치  길이가  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

요한  10인치  프로펠러의  사용을  위해  그림  4.3과  같이  Tiger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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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단방향  카본  10인치  프로펠러를  doubled-up 구조로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  이러한  새로운  구조로  사용하기  위해  모터  켈리브레이

션  테스트를  진행  한  결과  그림  4.4와  같이  single 구조로  사용한  

것  과  비교해도  단  8%만의  손실을  보여  ODAR 제작에  문제가  없

음을  확인하였다 .  

 

 

그림  4.4:  모터  켈리브레이션  결과  비교  

 

이번  논문에서  진행되는  ODAR 실험의  환경은  실내  테스트로  한

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ODAR의  절대  좌표  검출을  모션  캡쳐  시

스템인  Vicon을  사용하기로  한다 .  ODAR을  포함한  일반적인  비행  

로봇은  정확한  자세  제어를  위해  빠른  업데이트  속도를  필요로  한

다 .  하지만  Vicon의  최대  업데이트  속도는  240Hz이기  때문에  우리

는  IMU 센서의  gyro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하여  ODAR의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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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제어를  보완  할  수  있도록  한다 .  ODAR에  사용되는  IMU 센서

는  Inven 사에서  제작되는  500Hz 업데이트  속도를  보장하는  9축  

MPU9150 센서를  선정하였다 .  

 

4.3 시스템 제작 통합 

ODAR 제작을  위한  최종단계로  시스템  통합  과정을  진행한다 .  컨

트롤  박스는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합  과정  단

계에서  링크모듈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의가  덜  가는  부분이다 .  반

면에  링크  모듈은  시스템  디자인에서  결정된  로터와  프레임의  위

치에  어긋나게  되면  비행을  위한  충분한  추력을  발생하지  못하거

나  로터들간의  공기역학적인  간섭으로  인해  원하는  구동이  어렵게  

될  수  있다 .  또한  IMU 센서는  전기적  노이즈에  매우  취약하고  

IMU 센서에  사용되는  I2C 통신  길이의  유효  길이가  5m이내  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배치  하도록  한다 .  

그림  4.5는  시스템  통합  제작이  완료된  ODAR의  모습이다 .  그림에

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모션  캡쳐를  위한  마커 ,  전원  공급을  위한  

전원선 ,  자세제어를  위한  IMU 센서가  배치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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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ODAR의  전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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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실험  

 

5.1 실험 준비 

우리는  시스템  디자인에서  제안된  ODAR의  성능과  기능검증을  위

해  실험을  진행하도록  한다 .  실험을  진행  하기  전에  앞  절에서  제

작한  ODAR 시스템과  실험에  필요한  장비들을  세팅  하고  실험을  

위한  ODAR 시스템의  워크  플로우를  결정하도록  한다 .  

ODAR은  링크  모듈의  절대  좌표를  검출  하기  위해  일반적인  비행

로봇에서  주로  사용되는  GPS 센서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션  

캡쳐를  위한  Vicon을  실험에  사용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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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R의  실험  진행을  위해  크게  네  부분의  하드웨어  환경  구성을  

그림  5.1과  같이  진행  하도록  한다 .   

 

 

그림  5.1:  ODAR의  실험  작업  구성도  

 

먼저  실험실  천정에  배치되어  있는  모션  캡쳐  카메라는  ODAR 링

크  모듈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링크  모듈에  장착된  마커를  

캡쳐하여  현재  위치  데이터를  확인하게  된다 .  이렇게  확보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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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Vicon으로부터  main PC로  240Hz의  업데이트  속도로  전

송하게  된다 .  이때  전송되는  데이터는  링크  모듈의  현재  위치 ,  회

전  행렬이  모두  함께  전송되게  된다 .  이후  main PC에서는  Vicon 

으로부터  수신  받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업자로부터  입력  받은  

target  좌표  또는  궤적  좌표를  따라  구동하기  위해  토크와  힘을  계

산하게  된다 .  이렇게  계산된  토크와  힘은  Main PC와  컨트롤  박스

의  컨트롤  보드는  유선으로  연결된  RS-232 통신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  통신을  진행하게  되며  컨트롤  보드에서는  PC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와  링크  모듈의  IMU 센서로부터  전송  받은  gyro 데이터를  

통합하여  링크  모듈의  구동을  위한  로터의  최종  입력  값을  결정하

여  모터를  동작시키도록  한다 .  

 

5.2 실험 결과 

비행  로봇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위험한  공간과  같은  사람이  직접

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작업 ,  특수한  작업을  더욱  더  수행해  나갈  

것이고  그러한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  그러나  일반적인  비행  

로봇들은  이러한  많은  유형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명백히  기능적

인  제약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이번  실험을  통해  일반

적인  비행  로봇들이  수행  할  수  없는  특별한  작업을  진행하여  

ODAR이  이러한  기능적인  제약들을  극복  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

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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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원형 궤적 추적 

앞서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스템  디자인에서  제안된  ODAR

의  성능을  1차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  따라서  이번  실험을  통해  

먼저  시뮬레이션  결과를  입증  함으로서  기존의  단일  비행  로봇에

서  수행  할  수  없는  몸체의  기울임이  없는  병진  운동과  동시에  회

전운동이  서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   

ODAR을  이용한  첫  번째  실험은  시뮬레이션과  유사한  작업  구성

으로  직경  3m의  원형  궤적을  병진  운동으로  움직이는  동시에  

pi tch 방향으로  ±20°  회전운동을  진행하게  된다 .  실험에  사용되는  

제어  이득과  구동  속도는  아래  표  5.1을  참조한다 .  

 

표  5.1:  원형  궤적  운동  실험의  제어  이득  및  구동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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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궤적  운동  실험의  결과는  아래  그림  5.2를  참조한다 .  지상에

서  공급되는  전원공급장치의  전원선을  잡아주기  위한  보조  실험자

가  실험에  참여했으며  a-b-c-d 순으로  ODAR의  링크모듈이  원형  

운동과  pi tch 회전  운동을  동시에  수행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  

 

 

그림  5.2:  원형  궤적  운동  실험  진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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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궤적  운동  실험  결과의  에러  데이터는  그림  5.3을  참조  할  

수  있다 .  ODAR의  링크모듈이  0.1m 에러  이내로  구동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이  서로  분리되어  동작하는  것도  

확인  할  수  있다 .  그러나  x,y,z 에러  그래프에서  특정  구간에서의  

x축  에러  데이터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양

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한  로터의  회전  방향이  변화하는  순간으로  

ODAR 제작에  사용하는  ESC의  방향전환  반응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것과  더불어  자세  제어  그

래프에서  pi tch 에러  그래프가  일정한  주기로  에러가  발생  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고성능의  

ESC로  대체  후  감소  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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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원형  궤적  운동  실험  결과  그래프  

 

5.2.2 3D 영상촬영 모션 

6자유도의  전방향  구동이  가능한  ODAR은  그  기능의  특징으로  인

해  그  동안  일반적인  비행로봇으로는  구현이  어려운  동작이나  작

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매우  큰  이점으로  볼  수  있다 .  이중  이번  

실험과  다음의  5.2.3의  실험에서  수행  한  작업은  ODAR의  향후  활

용도의  범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  

우선 ,  비행로봇을  이용한  영상촬영은  앞서  논문의  도입부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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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와  활용도를  언급  한  적이  있는데  ODAR은  전방향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가상현실  렌더링  구축과  같은  

3D 영상  촬영에  이용  할  경우  기존의  비행로봇으로  수행  할  수  

없는  영상촬영  작업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우리는  

ODAR을  pi tch 회전방향으로  180°  완전히  뒤집는  실험  작업을  수

행하여  ODAR이  3D 영상촬영과  같은  구동에  제약이  없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한다 .  이는  그림  5.4에서  볼  수  있듯이  0° 위치에 위

치해 있는 링크 모듈이 a-b-c-d의 순서로 회전속도 5deg/s 로 동

작 하며 구동을 위한 제어 이득은 실험 5.2.1의 표 5.1과 동일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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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180°  Flipping 실험  진행  화면  

 

실험  에러  데이터는  그림  5.5의  그래프에서  참조  할  수  있다 .  포

지션  에러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0.1m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다 .  특정구간에서  x축  그래프에서  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것은  앞의  원형궤적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로터의  방향  전

환  부분에서  ESC의  반응속도  저하  문제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  한편  각도  에러  그래프는  전  구간에서  5° 이내의 오차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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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진행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그림  5.5:  Flipping 실험  결과  그래프  

 

5.2.3 수직 구동 작업 

5.2.2.의  실험에  이어서  마지막  실험  역시  일반적인  비행로봇에서

는  동작하기  힘든  특수한  조건  하에서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서  ODAR의  우수한  활용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   

일반적인  비행로봇은  어떠한  작업을  수행시  평형  자세를  유지하거

나  최대로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몸체  자체의  크기로  인해  좁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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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  하지만  6자유도의  ODAR

은  완전히  수직  상태로  몸체를  기울인  상태에서도  작업이  가능하

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행로봇이  가지는  작업의  제한성에서  자유롭

게  된다 .  따라서  이번  실험에서는  ODAR의  링크모듈의  pi tch 각도

를  완전히  90° 세운상태에서 주어진 목표지점까지 이동하여 작업

을 수행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목표지점까지의 이동거리는 약 

1m이며 작업 수행은 목표지점에서 가상의 물체를(스펀지) z축 아래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을 작업 목표로 한다 . 또한 작업 수행 

시 ODAR의 제어 이득과 구동 파라미터는 표 5.2를 참조한다 .  

.  

 

표  5.2:  수직  작업  구동  실험의  제어  파라미터  

 

작업  실험  진행  화면은  그림  5 .6에서와  같이  a-b-c-d 순으로  진행

되며  ODAR의  링크  모듈이  목표지점까지  x축  이동  후  목표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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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업  수행을  위해  z축  방향으로  구동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  목표지점의  작업  수행인  목표물의  하측  압력은  contact  force  

27N 까지  가한  것으로  측정을  통해  확인  되었다 .   

 

 

그림  5.6:  수직  작업  구동  실험  진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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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작업  구동의  에러  데이터는  그림  5.7의  결과  그래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자세  에러  그래프는  전  구간에서  0.1m 이내의  

에러를  보이며  안정적으로  구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한편  z축  

그래프가  상승하는  구간은  링크모듈이  목표지점에서  물체에  압력을  

가하는  구간인  것을  동시에  확인  할  수  있다 .  

 

 

그림  5.7:  수직  구동  작업  실험  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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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6.1 결론 

이번  논문에서  우리는  기존의  비행  로봇의  기능적인  한계를  개선

하기  위해  전방향  비행로봇 ,  ODAR 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비행로봇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제작하여  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  이러한  과정은  ODAR이라는  새로운  디자인  컨

셉을  적용하기  위해  로터  배치의  최적화  문제의  해결을  필요로  하

였다 .  따라서  우리는  ODAR에  배치되는  각각의  로터들이  서로간의  

공기역학  간섭을  주지  않도록  최적의  배치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  더  나아가  일반적인  비행로봇과는  대조적으로  어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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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서든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양방향  추력  생성이  가능한  

reversible ESC를  적용하였다 .  또한  이러한  ESC 적용하기  위해  

doubled-up 구조의  프로펠러  장착의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그  성

능을  입증하였다 .  게다가  ODAR의  좌표  측정을  위해  사용한  모션  

캡쳐  시스템의  다소  느린  업데이트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  링크모

듈에  IMU 센서를  장착하여  더  정확한  자세  제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  최종적으로  ODAR의  실험은  단지  그것의  기능  확인

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가능한  작업  위

주로  진행하여  인상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  

 

6.2 향후 과제 

이번  논문에서  제안된  ODAR은  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단일  링

크  모듈로만  제작이  되었다 .  그러나  ODAR은  디자인의  특성상  멀

티  링크로도  확장  제작이  가능한  비행로봇이다 .  따라서  우리는  추

후  멀티  링크로  연결하여  더욱  활용도가  높은  유용한  비행  로봇으

로  확장  할  것이다 .  더  나아가  이번에  제작된  ODAR은  실험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최초로  제작을  진행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전

을  위해  지상에  위치한  전원공급장치와  전원선을  연결하여  제작되

었다 .  이로  인해  ODAR은  비행시  작업  공간이  넓지  않은  제약을  

받았으며  실험시  보조  실험자가  전원선을  잡고  있어야  하는  비효

율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  따라서  우리는  전원공급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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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o 배터리로  교체하여  컨트롤  박스를  링크모듈에  임베디드  시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  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실내  실험시  사

용한  모션  캡쳐  시스템을  GPS 센서로  교체하여  실외  공간에서도  

비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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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and Control of Omni-Directional Aerial Robot 

JongBeom Heo 

Mechanical &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e propose a novel aerial robot system, Omni-Directional Aerial Robot (ODAR), 

which is fully-actuated in SE(3) with asymmetrically distributed multiple rotors and 

can fly and rotate at the same time, thereby, overcoming the well-known under-

actuation problem of conventional multi-rotor aerial robots (or simply drones). We 

first perform optimization of rotor distribution to maximize control wrench 

generation in SE(3) while minimizing aero-dynamic interference among the rotors. 

We present dynamics modeling of the ODAR system in SE(3) and simultaneous 

translation / orientation control design. We also implement a ODAR system and 

experimentally validate its performance. Being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drone, we believe this ODAR system would be promising for such 

applications as aerial manipulation, where omni-directional wrench generation is 

important, and also as aerial photography, where an ability to taking photos in omni-

direction is desired for 3D environment reconstruction for VR scene rendering. 

Keywords: Omni-directional, Full-actuation, System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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