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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로봇이 항공기의 조종 장치와 상호작용하여 기존의 유인 항공기의 무인화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무인 항공기 개발 방법 중 새로운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는 방법은 경제적, 시간적 소모가 

크며, 유인 항공기를 개조하여 무인화 시키는 방법은 다수의 구동기를 장착함으로서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하며 신뢰도가 감소한다. 하지만 로봇을 이용하여 유인 항공기를 무인화 시키는 방법은 시스템의 

확장이 용이하며 소프트웨어만 변경하면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정익 항공기의 무인화를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을 이용하여 구현하며, 비행 모션 시뮬레이터에서 자동 이착륙 비행을 수행하여 검증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an unmanned system in which a humanoid robot acts as a pilot is proposed for use in converting existing 
aircraft into unmanned aircraft. Developing a new kind of unmanned aircraft consumes a lot of time and budget and 
optionally piloted vehicle (OPV), another way of developing an unmanned aircraft, increases complexity and decreases 
reliability of the system due to numerous actuators. However, if a humanoid robot is able to act as a pilot, it would be 
easy to convert existing aircraft into unmanned aircraft regardless of the model and type of the aircraft.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a flight simulation conducted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humanoid robot operation of an aircraft. 

Key Words : Unmanned Aerial Vehicles(UAV, 무인항공기), Pilot Robot(조종사 로봇), Humanoid(휴머노이드) 

 

1. 서 론 

 무인항공기를 개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임무수행에 적합한 형상설계부터 
시작하여 구동기, 전기 및 전자 계통 등의 각 부
체계를 개발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기존의 유
인 항공기를 수정 및 개조하여 유인기를 무인기로 
전환하는 OPV(Optionally Piloted Vehicle)를 개발하
는 방법이다.(1) 하지만 첫 번째 방법과 같이 새로
운 무인기를 개발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기체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
았기 때문에 사고의 확률이 높다. 실제로 미국에
서 무인기 시스템 고장의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는 
전력/추진(38%)과 비행제어(19%)가 차지한다.(2) 그 
뒤로 사람/지상국(17%), 통신(14%)이 뒤를 잇는 것
으로 보아 전력/추진과 비행제어와 같이 기체를 
새로 개발함으로 생기는 문제가 고장의 원인 중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방법
인 OPV 를 개발하는 것은 기존의 기체를 사용하

기 때문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됐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종간이나 페달 구동의 자동화뿐만 아니
라 레버, 다이얼, 스위치 등의 조작을 일일이 자동
화해야하기 때문에 그 수만큼 구동기를 장착함으
로서 시스템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신뢰성 또한 
감소하게 된다. 그 예로 Fig. 1 은 Aurora Flight 
Science 사에서 DA-42 를 개조하여 개발한 OPV, 
Centaur 의 내부를 보여주는데 조종간 및 페달에 
여러 종류의 많은 구동기가 설치되어있다.  

 
Fig. 1. Aurora Flight Science’s Centaur 

 
 



 

 

본 논문은 새로운 항공기 무인화 기법으로 휴머
노이드 형태의 조종사 로봇을 개발하여 항공기 조
종석에 앉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로봇
을 조종석에 앉히는 방식으로 항공기를 무인화하
기 때문에 기체의 종류에 따른 프로그램만 변경하
면 다양한 기체를 필요에 따라서 즉시 무인화 시
킬 수 있는 범용성과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로봇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을 사용하
는 이유는 기존의 유인항공기의 조종석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 형태의 로봇이 
가장 적합 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2012년부터 미국에서 개최되었던 DARPA Robotics 
Challenge 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재난현장에 투입
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조종사 로봇의 개발은 재난지
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다. 
관련 연구로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자동 이

착륙 비행 시뮬레이션(3)과 경로점 비행 실험(4)이 
수행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 크기의 휴머
노이드 로봇이 비행 모션 시뮬레이터에 앉아 조종
간을 조종하며 고정익 항공기의 자동이착륙 시뮬
레이션을 수행한다. 그리고 비행 결과를 분석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무인화 기법의 타당성을 검
증한다. 

2. 본 론 

2.1 조종사 로봇 개념 
조종사 로봇은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에 비행 
조종 매뉴얼과 자동 비행 알고리듬, 그리고 매니
퓰레이터의 제어 알고리듬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한다. 비행 상태에 대한 정보는 
계기판의 영상인식, 로봇 자체의 관성 항법장치, 
또는 외부로 항공기 상태를 송출할 수 있는 항전
장치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조종간과 각종 
스위치 및 레버 등의 위치는 각종 센서와 인식 알
고리듬을 이용해 파악 한다. Fig. 2는 조종사 로봇
의 개념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영어로는 Pilot 
Robot, 줄여서 PIBOT 이라 명명하며 무인화 대상 

기체에 따라서 비행 조종 매뉴얼, 비행제어 및 유
도 알고리듬, 매니퓰레이터 제어 알고리듬을 선택
적으로 탑재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2 하드웨어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되는 하드웨어는 크게 조종사 로
봇과 비행 모션 시뮬레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조
종사 로봇은 로보티즈사의 6 자유도 매니퓰레이터
-H 2 대를 사용했으며 Fig. 3 과 같이 로봇의 상체
를 설계했다. 제작된 로봇의 무게는 12kg 이며 매
니퓰레이터는 끝단에서 각각 3kg 의 페이로드를 
갖는다. 그리퍼는 로보티즈사의 로봇손(PHN-33C 
L)과 FR07-G101GM 프레임을 이용해서 구성했다. 
매니퓰레이터 2 대와 그리퍼에 의한 소비전력은 
약 1300W 이다. 머리 부분에는 키넥트가 장착되
어 있지만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비행 모션 시뮬레이터는 항공기의 롤, 피
치, 요, 히브에 해당하는 4 자유도의 움직임을 표
현 할 수 있다. 조종간은 및 패널은 Saitek사의 제
품을 사용하여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구성했다. 
제작된 조종사 로봇과 비행 시뮬레이터의 모습은 
Fig. 4. (a), (b) 와 같다.  

2.3 소프트웨어 구성 
본 연구에서는 X-Plane 비행 시뮬레이션으로부
터 비행 데이터를 받으며 Piper PA-24 Comanche 항
공기의 조종 매뉴얼을 일부 프로그램화 시키고 고
정익 항공기의 유도 및 제어법칙, 6자유도 로봇팔
의 제어 알고리듬을 결합하여 소프트웨어를 구성
했다.  

2.3.1 조종 매뉴얼 
프로그램 상에서 Piper PA-24 Comanche 항공기의 

조종 매뉴얼(5)에 명시 된 순항 속도, 실속 속도 등
과 같이 기체 특성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상수로  

Fig. 3. Pilot robot concept 

 
Fig. 2. Pilot robot torso design 



 

   
 

선언하고, 스위치, 랜딩기어 조작 등에 대한 운용 
동작들을 로봇손의 이동 경로로 변환했다. 예를 
들어, 착륙시에 랜딩기어를 펴는 속도(125mph), 플
랩을 펴는 속도(100mph) 등을 선언하고 각 동작을 
시작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또한 이륙을 시작하
기 전에 master, avionics master, fuel pump 스위치를 
켜고 throttle 레버를 천천히 밀어주는 동작을 하기 
위한 로봇손의 경로를 만들어 준다. 이 외에도 이
착륙과 순항 및 선회 비행시에 필요한 상수들을 
선언하고 운용 동작들을 로봇손의 경로점으로 변
환하여 로봇이 항공기를 자동으로 운용할 수 있도
록 했다. 

2.3.2 비행 제어 및 유도법칙 
로봇이 받은 비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절한 비

행 제어법칙과 유도법칙을 이용해 각 조종면의 입
력을 계산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종면 입력을 조
종간의 움직임으로 대응시키면 로봇이 조종간을 
얼마나 움직여야 하는지 계산 할 수 있다. 제어법
칙과 유도법칙은 연구실에서 기 개발된 PD제어기
(6)와 LOS 유도법칙(7)을 사용했다. 

2.3.3 6자유도 로봇팔 역기구학 
로봇손이 특정 각도와 위치로 움직이기 위해서
는 로봇팔의 각 관절의 회전량을 역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는 Fig. 5와 같이 로봇팔을 모델링하여 역

기구학(Inverse Kinematics) 해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우선 모델링한 로봇팔을 Lie group 
formulation을 이용한 정기구학(Forward Kinematics) 
해석을 하면 식 (1)과이 표현 할 수 있다. 
  3 3 5 5 6 61 1 2 2 4 4[ ] [ ] [ ][ ] [ ] [ ]s s ss s s

ohT e e e e e e Mθ θ θθ θ θ=  (1) 
 θ1~6 는 각 관절의 회전량이고 s1~6 는 각 관절의 
screw axis 이며 M 은 원점 좌표로부터 본 로봇손 
좌표의 초기 변환행렬이다. Toh 는 SE(3)에 속하는 
변환 행렬이며 자세한 수학적 전개는 생략한다.(8) 
역기구학은 식 (1)을 바탕으로 관절 1~3 과 4~6 을 
나눠서 해석 할 수 있다. 관절 1~3 은 손끝의 위
치를 제어하며, 관절 4~6 은 손의 자세를 제어한
다.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위치로 움직일 
수 있는 θ1~3 를 구하고 식 (1)에 대입하면 주어진 
자세를 구현 하기 위한 θ4~6를 구할 수 있다.(8) 

2.4 시뮬레이션 결과 
조종사 로봇이 상체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yoke 및 throttle 레버 조종만 했으며 페달로 조종
하는 rudder 는 프로그램에서 계산한 조종면 입력
을 시뮬레이션으로 바로 입력했다. 비행 시나리오
는 성무 공항(RKTE)에서 이륙하여 선회 및 수평
비행을 한 뒤 같은 공항으로 착륙하도록 구성했다. 
수평비행을 하면서 고도는 260m, 속도는 64m/s 를 
유지하도록 했다. 비행은 크게 7 개의 waypoint 로 
구성되었으며 Fig. 6과 Fig. 7에 순서대로 빨강, 초
록, 파랑, 노랑, 하늘, 분홍, 회색으로 구분되었다. 
비행 시뮬레이션 결과, 전 구간에 대해서 롤, 피치 
자세제어는 Fig. 6. (a)와 같았으며, waypoint 1~3 구
간에 대해서 고도 및 속도 제어는 Fig. 6. (b)와 같
았다. 롤, 피치 자세 명령과 고도, 속도 명령에 따
라서 로봇이 yoke 와 throttle 레버를 움직여 그 값
을 추종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전체적인 비행 
궤적은 Fig. 7과 같다. 

   
(a)                                           (b) 

Fig. 4. (a) Pilot robot torso, (b) Flight motion simulator with PI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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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6 DoF manipulator kinematics modeling 



 

 

3.  결 론 

본 논문은 조종사 로봇을 이용한 항공기 무인화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서 6 자유도 매니퓰레이터 2
대를 이용하여 사람 크기의 휴머노이드 조종사 로
봇을 설계 및 제작했으며 4 자유도 비행 모션 시
뮬레이터에 앉혀 고정익 항공기의 자동 이착륙 비
행을 수행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로봇에 의한 조
종으로 고정익 항공기의 자동 이착륙 비행이 성공
적으로 구현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항공기 무인화 
기법과 달리 특정 기체에 구애받지 않는 범용적이
고 확장성이 높은 무인화 기법이 휴머노이드 조종
사 로봇으로 가능함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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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light traj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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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ime histories of the flight states, (a) roll and pitch, (b) altitude and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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