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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쿼드로터를 비롯한 UAV (Unmanned Aerial 

Vehicle) 플랫폼은 높은 이동성 및 관련 제반기술의 

발달로 학계와 산업계, 대중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

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UAV 플랫폼은 구동부족

(under-actuation) 및 가반하중(payload) 부족의 근

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 중 구동부족 문제

의 해결을 위하여 최근 다양한 형태의 비행 플랫폼

들이 연구 및 개발되고 있다[1]. 이와 관련하여 본 

그룹에서는 여러 대의 쿼드로터를 스피리컬 조인트

를 이용해 플랫폼에 장착하여 구동부족, 가반하중 부

족 문제를 극복하는 SmQ (spherically- connected 

multi-quadrotor) 플랫폼을 제안하였다[2]. 본 고에

서는 그 중 두 개 및 세 개의 쿼드로터로 구성된 

SmQ 플랫폼을 이용한 공중조작 작업의 실험 결과를 

소개한다. 
 

2. 본론 

2.1 SmQ 플랫폼 

SmQ 플랫폼은 세 대 이상의 쿼드로터가 일직선 

상에 있지 않은 형태로 장착될 경우 완전구동(fully-

actuated)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스피리컬 조인트

에 의하여 각 쿼드로터의 회전동역학은 플랫폼으로

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쿼드로터를 회

전하는 추력발생장치로 간주한 제어기 설계가 가능

하다. 두 대 및 세 대로 구성된 SmQ 플랫폼의 가반

하중은 각각 0.7kg, 1.2kg으로, 공중조작작업을 하는 

데에 충분한 추력을 낼 수 있다. 
 

2.2 실험결과 

본 연구에서는 두 대 및 세 대의 쿼드로터로 구성

된 SmQ 플랫폼을 이용하여 박스 밀기 작업, 문 닫

기 작업, 사람과의 상호작용 등의 현실적인 실험들을 

수행하였다. 비행 중 궤적추적 오차는 5cm로 충분히 

작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 여러 대의 쿼드로터가 스피리컬 조인트를 

통해 연결된 SmQ 플랫폼  
 

3. 결론 

본 고에서는 SmQ 플랫폼을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현실적인 공중조작작업들을 충분히 작은 오차로 수

행할 수 있으며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시에도 안정

성을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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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고에서는 여러 대의 쿼드로터를 스피리컬 조인트를 이용해 플랫폼에 장착하여 구동부족 및 가반하중 문제를 극복한 

공중조작시스템의 실험결과를 제시한다. 실험을 통하여 두 대 및 세 대의 쿼드로터로 구성된 각각의 플랫폼에 대하여 

공중조작작업을 충분히 작은 오차로 수행할 수 있으며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시에도 안정성을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