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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항공 산업의 발전으로 개인의 해외여행의 부담이 낮아져 각국의 왕래가 많아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느끼는 

국가 간 거리감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또한, 화물의 운송이 활발해지며 이와 함께 화물 항공 물류량이 크게 

늘어가고 있다. 항공물류 절차 중 화물적재는 사람들이 작업하고 적재 실수로 인한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이를 개선하고자 본 연구를 선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구현할 ‘항공기 자동 중량평형 알림 시스

템’은 평형 상태일 때 항공기 화물실 각 위치의 무게를 측정하고 적정 평형 값을 계산해 스크린에 출력하고 

적정 평형 한계를 초과할 경우 경고음과 스크린을 통해 적정 평형이 아님을 알리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이러

한 방식을 통해 조종사와 운항관리사, Load Master들이 잘못된 적재로 인한 화물의 위치를 수정하여 화물 

적재 과정의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과제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 로 항공사에서 여객기, 

대형 수송기 등에 시스템을 추가하여 평형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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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항공 화물의 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화물 물류량은 국적사와 

외항사를 통틀어서 우리나라에서 약 280만t이 이동하였다. 국토교통

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1·4분기 항공 여객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1786만2693명으로 지난해 1·4분기(3056만9932

명)과 비교해 41.57% 급감했다. 항공화물톤수는 104만1047t에서 

91만1665t으로 12.43% 감소하는데 그쳤다. 항공기 자동 중량평형 

알림 시스템의 구성은 메인부, 센서부, 출력부로 되어있으며 출력부는 

소리출력부, 화면출력부로 되어있다. 무게센서는 항공기 중량을 측정

하는 것이고, AD 컨버터 모듈은 무게센서에서 받은 아날로그 신호를 

Arduino Mega에서 받을 수 있게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으

로 메인부인 Arduino Mega로 무게 정보를 전달한다. Arduino Mega

는 센서로부터 입력값을 받아 출력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면서 각각의 

출력부로 정보를 전달한다. Arduino Uno는 LCD를 장착하여 화면 

출력 및 제어를 하는 기능을 하고, LCD는 Arduino Uno가 전달받은 

무게정보를 화면 출력용 데이터로 화면상에 표시를 해주면서 항공기의 

평형이 어느 정도 벗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 피에조 부저는 항공기의 

평형이 적절치 못할 경우 소리를 출력시켜 청각적인 신호를 주고, 

녹음 모듈은 항공기의 평형이 적철치 못할 경우 경고 메시지 음성출력

을 한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성은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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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agram of Aircraft Automatic Weight Equilibrium 

Notification System

II. Design and Implementation

1. Circuits of Weight Equilibrium Notification System

본 시스템의 전체 회로도는 [Fig. 2]의 그림과 같이 메인부, 전원부, 

무게 측정부, 경고음 출력부, 음성 녹음/출력부, 화면출력부로 이루어

져 있다. 메인부인 아두이노 메가에 무게측정부에서 AD컨버터 모듈을 

사용해 정밀한 센싱이 가능하여 각 로드셀에서 무게가 측정된다. 

측정된 무게의 출력 값을 아두이노 메가에 보내주어 중량평형 식에 

대입하여 무게중심의 값이 산출이 되어 만약 중량범위가 초과가 

된다면 경고음 출력부에서 부저가 울리고, 음성출력부에서 음성이 

출력이 된다. 화면출력부에서 사용되는 우노와 메인부의 메가는 

URAT통신을 통해 서로간의 통신을 하게 되며 우노와 LCD가 각각 

연결이 되어 총 2개가 연결이 된다. 화면출력부에서 항공기 화물칸의 

그림이 표시되는 LCD에서는 항공기 화물칸의 중량이 초과되면 메인

부에서 신호를 보내주게 되어 중량이 초과된 위치를 표시해 준다.

Fig. 2. Circuit Diagram(Aircraft Automatic Weight Equilibrium 

Notification System)

2. Flow Chart for Machine Learning & Control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무게를 측정한 뒤 측정값으로 무게중심을 

구하고 구한 무게중심이 범위 내에 있으면 LCD1번 패널에 각 위치별 

무게를 출력한 뒤 ‘정상’ 음성출력 후 끝이 나게 된다. 만약 범위 

내에서 벗어날 경우 경고표시를 해준다. 전방이 무거울 경우 ‘전방과

중’ 경고표시를 해주고 과중점 위치표시를 한다. 부저와 음성출력까지 

해준 뒤 다시 무게측정을 해주며 음성출력까지 해준 뒤 다시 무게측정

을 한다. 전방 무게초과가 아니라면 후방과중이므로 후방과중표시를 

해주고 과중점 위치표시, 부저 및 음성출력 후 무게측정을 하여 비행 

가능한 정상무게중심범위 내에 들어올 때 까지 반복한다.

Fig. 3. Flow Chart

3. Implementation

본 연구의 구현은 먼저 추(화물)를 로드쉘 무게측정부의 전후방 

모두 한 개씩 올린후 ‘정상’ 음성출력과 무게값이 출력된다. 추를 

전방 무게측정부에만 올린 후 경고음, ‘전방과중’ 음성출력이 되고, 

LCD1번에 전방에 과중점의 위치표시를, LCD2번에는 각 위치별 

무게값이 출력된다. 추를 후방 무게측정부에만 올린 후 경고음, ‘후방

과중’ 음성출력이 되고, LCD2번에 후방에 과중점의 위치표시를, 

LCD2번에는 각 위치별 무게값이 출력된다. [Fig. 4]는 전체모습, 

정상, 전방과중을 나타낸다.

Fig. 4. Weight Equilibrium Notification System

III. Conclusions

본 연구를 통하여 항공사에서 여객기, 대형 수송기 등에 시스템을 

추가하여 평형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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