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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무인기는 촬영, 군사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기에 대한 고장 

제어 기법의 적용 필요성을 제시하고 고장 감지와 격리 방법 및 고장 제어 방법에 대한 다양한 기법을 소개한

다. 고장 감지 및 격리 방법은 두가지로 분류된다. 모델 기반 방법은 잔차 비교와 고장 추정기로 구성되며 상

태 진단과 머신러닝과 같은 지능형 방법은 비모델 기반으로 구분된다. 고장 제어 방법 또한 2가지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 강건제어 알고리즘은 수동 방식으로, 예상 방법과 온라인 제어기/재설계/적응 방법은 능동 

방식으로 구분된다. 무인항공기의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센서나 구동기에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

어의 다중화를 설계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멀티콥터에 적용된 고장 감지와 격리 방법과 고장 제어 방법을 

소개한다.

키워드: 무인항공기, 드론, 고장감지및격리, 고장제어, 다중화

Abstract
Recently, UAV(Unmanned Aerial Vehicle) is used for various fields such as photography and military. 

In this paper presents the necessity of applying a fault tolerant control method on design with control 
for UAVs and describe various methods for fault detection & isolation with fault tolerant control. A 
fault detection & isolation method is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the model based method 
that consists of residual comparison and fault estimator. The other consists of condition monitoring and 
intelligent method as a machine learning that called the non-model based method. Also, a fault tolerant 
control method has two groups. The robust control method is classified as the passive control group and 
the projection, the online controller/redesign/adaptation called the active control group. Redundancy 
design of sensors and actuators has been adopted for improving reliability through utilizing additional 
hardware or software. Finally, it is introduced that an example of a fault detection & isolation with fault 
tolerant control algorithm on a multi-copter.

Key words: Unmanned Air Vehicle, Drone, Fault Detection & Isolation, Fault Tolerant Control, 
Redund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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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인항공기 또는 UAV(Unmanned Aerial 

Vehicle)는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제어되

는 항공기로 흔히 드론(Drone)으로 불리고 있다. 이

는 원격 조종(Remote Control), 자동 비행(Auto-

piloted) 또는 사람의 감독하에 제어되는 반자동

(Semi-auto-piloted)등의 방법으로 제어된다. 최근

에는 제어시스템에 인공지능(A.I)이 도입됨으로써 자

율적(Autonomous)으로 판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UAV들에 대한 연구가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자

동과 자율은 유사한 용어이지만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이미 만들어진 규칙을 기반으로 제어되는 방식을 자

동으로,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새롭게 생성되는 

방식으로 제어되는 것을 자율로 구분할 수 있다.[1]

UAV에 대한 역사는 1910년대부터 시작되어 왔

다. 당시의 기술로는 매우 조악한 수준이었지만 임

무 수행 중 피격 또는 추락을 당해도 인명 손실이 없

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1, 2차 세계대전 중 주로 군사

용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다. 1980년대 이

후 본격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군사용 UAV들이 속

속 개발되고 전장에서 활용되게 되었다. 해외의 경

우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군용 및 긴급 구조

원이 정찰에 활용할 목적으로 32g에 불과한 ‘Black 

Hornet 3’가 사용되고 있으며, 글로벌 호크(Global 

Hawk)나 리퍼(MQ-9 Reaper)와 같은 대형 기체와 

고정밀 정찰 장비, 공격용 미사일을 탑재한 UAV도 

이미 오래 전부터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육군

에서는 ‘드론 봇 전투단’이 창설되어 정찰, 무장, 전

자전 등 다양한 군사적인 목적의 UAV가 개발되고 

있으며 드론 운용에 관련된 병과가 신설되어 운영되

고 있다. [2]

이와 같이 UAV는 불과 20여년 전에는 높은 가격

으로 군사용의 전유물이었으나 근래에 이르러 마

이크로프로세서, 센서, 모터 등의 전자 부품 가격

이 매우 낮아짐과 동시에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민간 촬영용, 레저용 등 많은 대중화가 진

행되고 있으며 4개의 로터(Rotor)를 가진 쿼드콥터

(Quadcopter) 형은 단순한 구조와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독일의 국제 운송업체 DHL

은 물건 운송에서 더욱 진화하여 오지의 의약품 전

달 등 의료 서비스로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

며, 국내에서도 산불 감시, 재난 구조, 시설물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이다. 한편 UAV의 응용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여러 대가 동시에 

하나의 임무를 수행하여 그 성과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군집 드론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평창 올림픽에서 밤하

늘을 수놓은 Intel 사의 Shooting Star Drone 이 있

다. 군집 드론은 각각의 개체간의 충돌을 회피하며 

임무 수행을 위한 비행계획(Path Planning)을 세우

거나 임무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형을 갖추어 스스로 

제어 되어야 한다.[2]

UAV를 위해서는 구조 설계와 함께 센서와 구동

기, 로터 등 부품의 설계 기술과 함께 안정성 확보 

및 위치/자세 제어에 필요한 항법, 센서 융합기술 등

이 기본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향후 집중해야 할 

분야 중 하나는 본 논문의 주제인 고장 제어(Fault 

Tolerant Control)이다.[4] UAV의 고장은 군사분

야 에서는 추락과 기밀 누출, 오폭 등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민간분야 또한 개체

의 신뢰성이 없다면 손실되기 쉽고 추락 및 망실, 사

고 유발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UAV의 대

중화와 상용화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군집 드론의 경우 개체간의 상대 거리 등

을 제어하여 충돌을 방지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

를 가지게 되므로 한 개체의 고장 및 이에 따른 이상 

동작은 전체 시스템에 급격하게 전파되어 연쇄 충돌 

등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UAV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장 제어 방법론그림 1. 군사용 UAV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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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논하고 이를 멀티로터형UAV 제어시스템

에 에 고장 제어 방법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5, 

9, 11,12,13]

2. UAV의 고장 제어 방법론

전통적으로 항공기의 제어 시스템 설계 분야에

서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고장 제어 (FTC, Fault 

Tolerant Control) 방법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는 비행 중 항공기 부품의 고장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고 대응하여 자동으로 복구되어 정상적인 비

행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장 

제어를 위해서는 먼저 고장 감지와 격리(FDI, Fault 

Detection & Isolation) 방법을 통하여 고장의 위치

와 상태를 감지하고 이를 제어계에 통보한다. 고장 

제어계는 제어기의 재구성(Reconfiguration)을 통

하여 고장을 포용하는 제어를 수행함으로써 안정성

을 확보하고 고장에 대응하게 된다.[5]

제어시스템에서 센서와 구동기의 고장 증상은 여

러가지 종류를 가진다. 구동기의 경우 명령에 관계

없이 출력이 특정한 상태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Lock Failure, 명령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출력을 보

이는 Float Failure, 명령에 비하여 출력이 비정상적

으로 저하되는 Loss of effectiveness,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고장으로 명령과 관계없이 

최대 또는 최소의 출력을 보이는 Hardover Failure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센서의 경우 실제 값과 측정 

값 간의 일정한 차이를 갖는 Bias, 측정 오차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Drift, 정확도를 잃어

버리는 Loss of accuracy, 실제 값과 관련없이 일

정한 출력 값을 갖는 Freezing, 마지막으로 실제 값

과 다른 출력을 보이는Calibration Error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또한 센서 또는 구동기의 고장은 아니

지만 구조 손상(Structural Damage)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제어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구조물은 

흔히 질량과 관성모멘트를 갖는 강체(Rigid Body)

로 가정되지만, 실제로는 구속 조건(Constraint 

Condition)과 외력(External Force)에 따라 변형되

는 변형체(Flexible Body)이다. 따라서 국부적인 응

력(Stress)이 허용 응력을 넘을 경우 변형 및 파괴가 

유발되며 허용 응력 안에서도 지속적인 반복 하중에 

기인하여 피로 파괴(Fatigue Damage)가 발생하고 

큰 사고가 유발되기도 한다. 항공기의 경우 가벼운 

질량은 시스템의 성능과 베터리 등 연료 소모에 나

쁜 영향을 끼치므로 낮은 안전율이 요구된다. 따라

서 구조적인 강건 설계가 매우 어려운 편이다. 그러

므로 이를 고려한 정적/동적 해석과 실험을 통한 정

교한 설계와 가공 방법의 적용이 요구된다.

[그림 2]는 FDI 알고리즘을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

다. 용어를 정리하면, 고장 감지(Fault Detection)

은 현재의 고장과 감지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며 고

장 격리(Fault Isolation)은 감지된 고장의 종류, 위

치, 시간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장 규명

(Fault Identification)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곤 하는

데 이는 감지된 고장의 크기와 시간에 따르는 변화

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FDI는 크게 모델 기반(Model Based) 방법과 비모

델 기반(Non-Model Based)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모델 기반 방법은 잔차(Residual)를 비교하는 방

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림 3]에서 그 예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플랜트(Plant)는 제어 대상을 의미하며 

구동기의 입력이 작용하여 출력을 보이며 그 응답

은 센서로부터 측정된다. 한편, 수학적으로 모델링

된 플랜트 또한 동일한 입력에 대한 해석적인 출력

을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실제와 동일한 시간 때에서 

얻을 수 있다면, 실제 플랜트의 응답과 해석적인 플

랜트의 응답을 비교하여 그 잔차를 구할 수 있다. 고

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상적으로 둘간의 차이는 

그림 2. 고장 감지 알고리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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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야 하므로 잔차는 0이 되어야 하나 구동기나 센

서의 고장 시 잔차는 큰 값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판단 시스템은 이를 비교하여 고

장을 진단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그림 4]에서 보이는 고장 추정 기반

의 고장 감지 방법은 플랜트의 입력 신호와 출력 신

호를 고장 추정기(Fault Estimator)에 입력하여 고

장을 감내하는 방법이다. 고장이 발생하여도 참값을 

추정하여 제어 시스템에 전달할 수 있다면 고장에 

대응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정상

적인 동작이 가능한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

해서 칼만필터(Kalman Filter) 등이 이용된다. 칼만

필터는 가우시안 노이즈(Gaussian Noise)를 포함

한 상태관측기(State Observer)로 센서의 기능 이

상으로 일부 신호가 차단되어도 수학적으로 모델링

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상태 정보를 추

정할 수 있다. 그 밖에 매개변수 추정(Parameter 

Estimation)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입력 신

호와 출력신호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매개

변수의 값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많은 알고리즘이 개

발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상태의 매개

변수 값과 고장 상태의 매개변수 값을 비교함으로써 

고장을 감지할 수 있다.

비모델 기반 방법 중 상태 모니터링(Condition 

Monitoring) 방법은 크게 트렌드 분석(Trend 

Analysis)과 스펙트럼 분석(Spectrum Analysis )을 

이용할 수 있다. 트렌드 분석 방법은 센서에서 나오

는 신호를 일정한 시간 주기로 기록하여 그 변화 추

세를 이용하여 고장을 감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

어 모터에 온도 센서를 부착하는 경우 구동될 때 열

이 발생하게 되어 온도가 증가하지만 외부로 열이 

전달되어 냉각되게 되므로 정상적인 경우는 온도는 

일정한 범위 내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나 모터가 단

락 되어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큰 열

이 발생하여 온도는 점차적으로 정상보다 크게 올

라가게 된다. 이를 모니터링하게 되면 모터의 고장

이 전이되는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스펙

트럼 분석은 주로 모터 등 회전체에서 주기적인 진

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정상적인 로

터의 회전에는 일정한 주기의 진동이 발생하므로 이

를 가속도 센서 등으로 측정하여 FFT(Fast Fourier 

Transform)등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스펙트럼을 

구하게 되면 피크 주파수를 통하여 진동 주파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로터의 손상, 베어링의 손상과 

같은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이상적으로 큰 진동이 

발생하거나 진동의 주파수가 변화하게 되므로 역시 

스펙트럼의 피크 변화를 통하여 이를 감지할 수 있

으며, 이를 분석하여 고장의 원인까지 파악할 수 있

다.[8]

마지막으로 비모델 기반 방법 중 지능적인

(Intelligent) 방법으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이는 트렌드 분

석이나 스펙트럼 분석에 이용된 것과 같은 정상상태

와 고장상태의 센서 데이터를 다량으로 수집하고, 

심층학습(Deep Learning)등과 같은 기계학습 알고

리즘에 학습시켜 정상상태와 고장상태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이를 이용한 고장 상태 진단의 

적용은 트렌드 분석이나 스펙트럼 분석과 같이 전문

가의 경험과 수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매우 매력적인 방

법이나, 다양한 고장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

그림 3. 잔차 기반 고장 감지

그림 4. 고장 추정 기반 고장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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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과 온라인 학습(On-

Line Learning)을 통한 개선 방법도 같이 고려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그림 5]와 같이 감지된 고장에 대응하여 

고장을 감내하는 FTC 방법을 소개한다. 먼저 고장

에 대응하여 시스템을 재구성함으로써 시스템의 고

장 발생시에도 정상적인 동작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센서, 구동기 등의 다중화(Redundancy)를 부여하

는 설계 방법을 도입이 있다. 이는 실제 다중화된 부

품을 부착하는 직접적인 방법(Direct Method)와 해

석적인 방법(Analytical Method)로 구분된다. 

직접적인 방법은 하드웨어적인 보상 방법으로 더

욱 확실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비용과 질량

의 증가가 단점으로 작용하므로 상대적으로 작은 비

행 시스템의 경우 해석적인 방법을 더 선호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센서의 경우 직접적인 방법으로 동일

한 기능을 가지는 센서를 2~3배 부착하여 하드웨어

적인 다중화 설계를 방법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이

용하여 하나의 센서를 제어에 이용하다가 고장이 감

지되면 다른 센서로 변경하거나 여러 센서의 출력을 

다수의 이용하는 방법(Voting System)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센서의 수를 증가시키지 않고 

상태 관측기(State Observer)를 설계하고 추정된 결

과를 다중화된 센서와 같이 사용하는 해석적인 방법

을 이용하기도 한다. 한편 구동기의 경우를 예를 들

면, 대형 항공기의 날개에 부착된 방향타는 한 개의 

고장이 추락 등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하게 되므로 

주변의 다른 방향타들의 조합으로 고장 난 방향타의 

자유도에 해당되는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중화 설계가 도입되어 있다. 멀티콥터의 예를 살

펴보면 기본적인 고도 유지와 조절, 피치(Pitch), 롤

(Roll), 요(Yaw)와 같은 제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4개의 로터(구동기)가 필요하다. FTC의 개념이 도

입된 비행제어기(FC, Flight Controller)의 경우 이

에 대하여 로터가 6개 또는 8개인 경우 1~2개가 고

장이 나서 기능 불능에 빠지게 되어도 정상적인 로

터가 4개 이상임을 만족하면 성능은 떨어지지만 제

어 기능의 수행은 문제가 없는 FTC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 또한 로터가 4개뿐인 쿼트콥터의 경우 

1개의 로터가 손실되는 경우 최소한 추락을 방지하

기 위하여 자유도 1개를 포기하고 안정적인 비행 동

작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 방향의 자유도

를 포기한다면 정상적인 피치와 롤, 고도 제어는 수

행할 수 있지만 요 방향으로는 제어 불능 상태에 빠

지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제어신호 재분배 기

법(Control Signal Redistribution)이라고 한다.[9]  

이 방법은 여러 구동기 중 몇 개가 고장으로 정상적

인 구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공급되는 제어 신

호를 정상적인 다른 구동기로 재분배하여 안정성

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예로 의사역변환법 

(PI, Pseudo Inverse Method)과 주기해풀이기법

(Periodic Solution Method) 등이 있다. [5] 그 밖에 

상용 또는 군용 비행 제어용 컴퓨터를 다중화 하여 

비행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연구 등 많은 연구가 진

행되어 왔으며, [12] 드론 등과 같은 소형 UAV에도 

이와 같은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5]에서 보이는 FTC의 분류는 크게 수동적

인 방법(Passive)과 능동적인 방법(Active)으로 구

분할 수 있다. 먼저 수동적인 방법으로 강건 제어

(Robust Control)이 분류되어 있다. 이는 강건 제

어 알고리즘이 불확실도(Uncertainty)내에서 안정

성(Stability)를 보증하게 되므로 특정한 고장 부품

의 정보 없이도 고장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

게 된다. 그러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성능 저하를 

감수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

응되는 능동적인 방법으로는 앞서 설명한 다중화 기

법을 포함하여 예상(Projection) 방법과 온라인 제

그림 5. 고장 제어 알고리즘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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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재설계/적응 (Online Controller/Redesign/

Adaptation) 등으로 구분된다. 예상 방법은 시스템

과 외란 및 고장의 영향성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모델 스위칭(Model Switching)

기법은 고장을 감지하면 준비된 다른 제어 모델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전환 중 과도 응답(Transient 

Response)이 발생하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하다. 그 밖에 스케줄링(Scheduling) 기법은 해당

되는 고장에 대응한 제어기의 이득을 시간 또는 상

황에 맞추어 조정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예측

(Prediction) 제어 기법 또한 이용될 수 있다. 이는 

최적 제어 기반의 반복적인 제어 알고리즘 중 하나

로써 시스템의 입력에 대한 출력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해당되는 제어 입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제시된 온라인 제어기/재설계/적응 방법은 고

장의 감지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여 시스템을 재구성

하거나 적응하는 제어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적응 

제어 방법은 선형 시스템(Linear System)으로 가정

된 제어 알고리즘이 제어 동작을 수행 중 시스템이 

비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제어기

의 이득을 조정하여 항상 안정성을 만족하도록 유도

된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의 일부가 고장 등의 이유

로 손상되는 경우 시스템의 변화로 간주되며 이에 

적응하여 제어기가 변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제어 동

작을 수행할 수 있다.

3. 멀티콥터의 고장 감지와 
고장 제어 기법 적용

본 장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고장 제어 방법을 멀티

콥터에 적용한 연구에 대하여 쿼드콥터를 예를 들어 

간략히 소개 한다. 쿼드롭터는 아래의 [그림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X자 형태의 구조물 끝에 모터로 

회전되는 4개의 로터가 장착되어 있다. 각각의 로터

는 회전함에 따라 공기를 위에서 아래로 강제 이동 

시키며 상승 방향으로 작용되는 추력(Thrust Force)

과 함께 회전력(Moment)이 발생된다. 

시스템의 모델링에 앞서 상공을 비행하는 멀

티콥터의 운동 관점에서의 좌표계(Body Fixed 

Coordinate)는 지상을 기준으로 한 좌표계(Earth 

Fixed Coordinate)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지

상관점에서 멀티콥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지상좌

표계를 멀터콥터의 좌표계로 좌표 변환이 필요하

다. 이러한 변환을 수행하는 행렬을 좌표변환행렬

(Coordinate Transformation Matrix) 또는 방향코

사인행렬(Direction Cosine Matrix)로 정의하고 시

스템 모델링에 적용해야 한다. 멀티콥터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을 위하여 먼저 쿼드콥터의 관점에서 

위치 벡터를 식(1)과 같이 정의한다.[14]

(1)

쿼드콥터의 운동방정식은 뉴톤의 제2법칙을 적용

하여 아래의 식(2)와 같이 유도된다.

(2)

이때 각 항은 아래의 식(3)~(5)와 같이 정의된다. 

(3)

(4)

= + +r xi yj zk

/( ) ( ) ( ) ( )= + +�� B IMr t R t T t D t Mg

/

cos cos sin sin cos cos sin cos sin cos sin sin
( ) cos sin sin sin sin cos cos cos sin sin sin cos

sin sin cos cos cos

θ ψ φ θ ψ φ ψ φ θ ψ φ ψ
θ ψ φ θ ψ φ ψ φ θ ψ φ ψ

θ φ θ φ 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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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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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쿼드콥터의 자유 물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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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3)은 오일러각을 이용하여 정의된 방향코사인

행렬이며 식(4)는 각 로터에서 발생되는 추력이다. 

식(5)는 로터 회전 시 발생하는 공기의 항력을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Mg는 중력으로 모든 비행체는 수

직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회전 방향의 모델링의 정의는 아래의 식(6)과 같이 

정의된다.

(6)

이때 주요 매개변수는 아래의 식(7)에 나타내었다.

(7)

ω(t)는 쿼드콥터의 회전방향 각속도, Ω(t)는 로터

의 회전각속도를 의미한다. J는 쿼드콥터의 각 방향 

관성모멘트(Moment of Inertia)이며 Jr은 로터의 관

성모멘트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τ(t)는 쿼드콥터

에 가해지는 토크(Torque), τD(t)는 회전방향 공기의 

항력이다. 

위에서 유도한 운동방정식은 여러 가정을 거쳐 간

략화 된다. 이에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어 알고

리즘을 제어의 목적인 위치, 속도, 고도 제어 등에 

맞추어 설계하고 이득을 조정하여 제어 동작을 수행

하게 한다. 이때 일부 로터 또는 모터의 손실 등 고

장을 감지하기 위하여 모터에 공급되는 전류의 값

과 로터의 회전각속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모터에 토

크 제어 명령이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감지되는 전류

가 적다면 모터의 고장을, 전류는 흐르고 있으나 과

도하게 빠르거나 느린 회전각속도가 감지된다면 로

터의 고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확한 값을 확인하

기 위해서는 모터에 입력되는 전류와 출력 토크 간

의 전달함수를 유도하고 이의 매개변수를 추정하여 

그 값을 확인하는 방법도 사용된다.[14]

다음으로 고장이 확인된 로터를 배제하고 정상적

인 비행 또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의사역변

환법을 소개한다. 쿼드콥터의 경우, 4 개의 로터를 

장착하고 있으며 이는 수직방향 추력과 3개의 회전

방향 토크를 제공하므로 x, y, z-axis, yaw 등 4 방

향의 운동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많은 수

의 로터를 장착한 경우 최소 4개의 로터만 보유하

면 4개의 방향제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는 하드

웨어적 다중화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6개의 로터를 

장착한 헥사콥터(Hexacopter)는 2개의 로터 고장

을 감내할 수 있다. 이때 남아있는 정상적인 로터를 

이용하여 동일한 자유도의 제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식(8)과 같은 관계식을 유도한다. 벡터 u는 

실제 시스템에 입력되는 힘으로 추력과 각 방향 토

크이다. 벡터 f는 실제 로터에서 발생되는 개별적인 

추력이다. 행렬 B는 쿼드콥터의 형상, 추력계수, 모

멘트계수 등으로 구성되며 벡터 f입력을 통하여 벡

터 u를 얻을 수 있는 행렬이다.[5, 14]

 

(8)

행렬 B의 역행렬은 안정적인 제어에 필요한 추력

(u)에 대한 로터에서 발생하는 힘(fi)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일부 로터의 고장으로 fx = 0 으로 놓고 나머

지의 힘을 구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행렬B는 정방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므

로 이의 역행렬은 아래의 식(9)와 같이 의사역행렬

을 이용하여 구한다. 

(9)

이 밖에 모터 및 베터리의 효율성을 감지하고 이를 

보상하는 연구[15] 등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실외용 멀티콥터는 위치 측위, 고도 및 방향 등을 

측정하여 되먹임(Feedback)신호를 생성하여 정교한 

제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위성항법장치(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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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ositioning System), 기압센서(Barometer), 

지자기센서(Magnetometer), 직교방향 3축의 가속

도 (Accelerometer)와 회전 방향 3축의 각속도를 측

정하는 자이로스코프(Gyroscope)를 모두 포함한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센서 등 매우 다

양한 센서가 부착되어 사용되며 그 밖에 충돌 방지

와 거리 측정을 위하여 초음파 센서와 스테레오 비전

(Stereo Vision)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다

양한 센서는 각각의 특징에 따라 취약한 부분이 존재

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인 센서의 강점 만을 모아

서 측정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센서 융합(Sensor 

Fusion)기술이라고 한다. IMU 센서를 다중화하여 

부착하고 이의 고장을 감지하고 참값을 유추하는 방

법 등이 참고논문[6]에 소개되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UAV의 간단한 개념과 역사를 살펴

보았고 이의 비행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고장의 탐지 및 고장 제어 방법을 논의하였다. 비행

하고 있는 UAV의 고장에 기인한 사고는 추락과 손

실,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드웨어 또는 소

프트웨어적인 다중화 기법은 일반 항공기 시스템 구

성에는 매우 흔한 일이나 상용으로 사용되는 저가

형 드론 시스템에는 아직 많은 연구와 도입이 필요

한 시점이다. 신뢰성공학이나 피로 파괴를 고려한 

UAV의 설계 관점에서는 고장을 완벽히 차단하는 

방법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정

비 받지 못한 모든 부품과 구조는 언젠가는 고장이 

발생한다. 이때 이를 감지하고 제어하여 직접적인 

추락이 아닌 안정성을 유지하며 임무를 지속 수행하

는 것은 큰 장점으로 작용된다. 이는 사람과 밀착하

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드론과 같은 

UAV 시스템에게는 매우 필요한 기능이라고 사료되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의 수

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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