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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도심용 무인항공기의 사용범위가 넓어지면서 다양한 미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배터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배터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비행 미션을

수행하기 전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경로를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배터리의
전력 소모 및 에너지 잔량을 예측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심용 무인항공기의 비행 중

속도 및 가속도에 따른 소비전력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해 빠르게 소비전력을 도출할

수 있는 선형 전력 소모 모델을 도출하였다. 또한, 정확한 전력 소모를 예측하기 위해서 딥러닝에
기반한 전력 소모 모델을 도출하였다. 이때 정확하며 효율적인 전력소모 모델을 얻기 위해 모델링

입력 값으로 1) GPS 3축 속도 및 가속도, 2) IMU 3축 속도, 3) IMU 3축 속도 및 가속도 데이터를

사용한 모델들을 도출하여 비교하였다. 최종적으로 얻은 모델은 전력소모 오차율 5.86%을 얻었으며,
누적 에너지 오차율 1.50%를 얻었다.

핵심주제어: 도심용 무인항공기, 소비전력예측, 심층신경망

Abstract As the range of use of urban unmanned aerial vehicles (UAV) expands, it is necessary

to operate UAVs efficiently because of its limited battery capacity. For this, it is required to find
the optimal flight profile with various simulation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edict the power

and energy consumption of the UAV battery.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ed and acceleration of the UAV and power consumption during the flight. Then, we derived
a linear model, which is easily utilized. In addition, we also derived an accurate power consumption

model based on deep neural network learning. To find the efficient model, we used learning data as

1) the GPS 3-axis velocity and acceleration data, 2) the IMU 3-axis velocity only, and 3) the IMU
3-axis velocity and acceleration data. The final model shows 5.86% error rate for power

consumption and 1.50% error rate for the cumulative energy consumption.

Keywords: Urban unmanned aerial vehicle, deep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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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

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도심용 무인 항공기

(Urban unmanned aerial vehicle, UAV)는 초기

에는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감시

용, 연구개발용, 촬영용, 범죄 수사용, 물류용 등

사람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배터리 용량으로 그 활동 범

위가 극히 제한된다. 예를 들어, 1.3kg 무게의

드론에 주로 장착되는 5.8 Ah 용량의 배터리팩

으로는 최대 30분 정도밖에 비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배터리 팩의 에너지 밀도가 제한된 이유

는 비행 중 추력을 얻기 위해 상시 높은 전력을

소비해야하는 특성 상 고에너지 보다는 고전력

배터리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드론을 활용하

기 위해선 제한된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소비 특성을 분석하거나 시뮬

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운용방법을 도출해야 하

는데, 기존의 도심용 무인 항공기에 대한 연구

는 자율비행 방식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에너지 분석 및 관리에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다.

Fig. 1 System configuration.

또한, 일반적으로 수평비행 전력소모 모델링

에 대한 연구는 일정한 고도로 비행을 하는 드

론에 대해서는 많이 진행되었다[4]. 하지만, 상

황에 따라 고도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비행을 해

야하는 드론에게는 해당 모델이 적용되지 않으

며, 수직이동에 따른 전력소모까지 모델링을 해

아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선 수평

및 수직비행 그리고 복합 비행에 대한 전력소모

모델을 도출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통합적

인 전력 소모 분석 및 전력 소모 모델 과정을

제안한다. 먼저 충분한 시간 동안의 무인 항공

기 비행 실험 데이터를 추출한다. 그 이후에 비

교군으로써 추출한 데이터에서 수평 비행 시 전

력소모 특성을 분석하고 선형 모델을 도출한다.

반면, 드론의 복합 비행 패턴에 대한 전력소모

를 도출하기 위해 심층신경망 (DNN)을 이용한

전력소모 모델링을 완성한다. 이때, 정확한 전력

소모 모델링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입력 데이터

를 도출하기 위해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

한 모델과 IMU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한 모델

을 보이고, 분석하였다.

본 논문 2장에서는 무인항공기의 에너지 연

구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3장에서는 모델 도출

에 앞서 실험에 사용한 드론의 선정 및 데이터

수집, 분석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4장은 분

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한 선형 모델과 심

층신경망을 활용하여 도출한 두가지 모델에 대

해 서술하였으며 5장은 제안한 모델 세가지를

비교 및 분석한 내용을 서술 하였다. 6장에서는

현재 연구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관해서 서술하였다.

2. 무인 항공기 에너지 연구

무인항공기의 에너지 소비는 비행 가능 영역

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Yang and

Jue(2018)에서는 경찰 및 민간조사(탐정) 무인항

공기(드론)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로 드

론의 활용 전망이 첨단산업수사 분야, 선박안전

분야 등 활용 방안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ElSayed and Mohamed(2020)는 자율 무인항공

기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연구로, 무인항공기가

영공 규정의 영향을 받을 때, 운용 시 에너지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에너지 소

비를 예측하기 위해 뉴튼-오일러 파생 미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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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ElSayed and Mohamed(2022)은 연구는 공역 및

이산화 계획에 의해 자율 무인항공기의 에너지

소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평가

하였다.

한편, 무인항공기의 전력소모를 직접적으로

모델링한 연구들이 있다. Baek at al.(2019)는 전

기차 배터리의 실제 전력 소비 모델을 다이나믹

스 수식을 통해 분석 및 구성하였다. 물리법칙

을 적용함으로써 분석이 가능하지만, 비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기엔 한계가 있

다. Hong et al.(2020)는 심층신경망을 도입하여

드론의 전력소비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활

용하여 최소 에너지 비행 경로를 도출하였다.

또한, 무인항공기 응용 에너지 연구도 진행되

고 있다. Kim et al.(2020)은 드론에서의 데이터

수집, 연산 및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에너지 소

모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연산 처리를 위한 연산

오프로딩 기법을 제안하였다. Jung et al.(2020)

은 감시용 무인항공기를 위한 무선충전타워를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감시 영역을 구성하

여 중첩을 줄이고, 배터리 잔량을 고려하여 각

무인항공기의 활동 영역을 최적화하였다.

3. 데이터 수집

3.1 무인항공기 선정

본 논문에서는 도심용 무인항공기로 촬영용

DJI Phantom 4 Pro를 선택하여 직접 비행실험

을 진행하였다(DJI, 2022). 해당 무인 항공기에

대한 정보는 Table 1과 같다.

Weight (including battery and propellers) 1.38 kg

Size (excluding propellers) 350 mm

Maximum velocity 50km/h

Maximum flight time 30 min.

Battery type LiPo 4S

Battery size 5.8Ah
Maximum charging power 160 W

Table 1 DJI Phantom 4 pro specification.

해당 기체는 비행 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내장 되어 있다. 수집한 데

이터는 GPS 정보를 바탕으로 얻은 3축 속도와

고도가 있으며, IMU (inertial meaesurement

unit)을 활용한 3축 속도, 가속도, 상대고도, 절

대고도가 있다. 또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으로부

터 얻는 배터리 잔량, 온도가 있다. 드론의 모터

에 대해서는 각 4개의 모터의 각속도, 동작 전

압, 전류 등이 있다.

3.2 데이터 분석

약 6시간의 실험 비행을 통해 총 64만개의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초당 3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자유비행은 약 4시간 10분, 주어진 도

착지로 이동하는 자동 비행은 약 1시간 50분으

로 이루어져 있다. 수직, 수평 복합 비행은 약 2

시간 20분이다. 전체 데이터의 대략적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Fig. 2는 전체 비행 중 상세한 분석을 위해

200초 간 비행 데이터를 확대한 결과이다. 이

구간은 수직 가속도가 0.2 m/s2 이하인 수평 비

행 구간으로 수평 가속도와 소비전력 간 상당한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일부 구간에

서 오차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는 비행 중 외

부에서 강한 바람이 부는 등 특별한 상황이 발

생했다고 볼 수 있다. 도심용 무인항공기의 소

비전력이 수평가속도와 가장 관계가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다.

Height ranage (m) 0 to 60 m

Average horizontal flight velocity 13.34 km/h

Maximum horizontal flight velocity 48.20 km/h

Maximum vertical flight velocity 16.96 km/h

Average power consumption 310 W

Maximum power consumption 1241 W

Overall energy consumption 1870.54 Wh

Table 2 Summary of UAV fligh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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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ight data during 200 seconds.

4. 소비 전력 모델링

4.1 선형 모델

위 3.2에서의 분석을 통해 수평 비행하는 경

우에는 주로 수평 가속도에 따라 소비전력이 결

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간단하면서 정확한 선형 소비 전력 모

델을 linear regression 방식을 활용하여 도출하

였다. Linear regression 방식은 임의의

polynomial model (Y = a0 + a1x + a2x2 + a3x3

+ ...)을 활용하여 수많은 시행 데이터를 적용하

여 계수들(ai)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모델 특성

에 따라 차수(i)가 달라지며, 수학적으로 상관관

계가 클수록 linear regression 방식으로 정확히

모델링된다.

Fig. 3 Power consumption by horizontal

acceleration

위 Linear regression 방식을 활용하여 총 6

시간의 비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선형 전

력 소모 모델은 아래와 같다.

   
     

이때, a H는 수평 비행 가속도를 의미하고,

P는 UAV 소비 전력 (W)을 의미한다. 계수인

α와 β는 드론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 실

험에 사용한 DJI Phantom 4 Pro에 따른 계수를

도출하였다.

Fig. 3은 6시간의 비행 데이터의 수평 가속도

와 소비전력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이때,

선형 전력 소모 모델은 붉은 선으로 표시하였

다. 해당 그래프에서 수평 비행 가속도가 작아

질수록 소비전력의 분포는 더욱 넓어졌는데, 그

이유는 수직 비행에 의한 소비전력 때문이다.

Fig. 4 Validation of linear model.

Fig. 4는 선형 모델을 활용하여 도출한 소비

전력 예측값(파란색)과 측정값(주황색)을 비교한

결과이다. 선형 모델만으로 평균 절대 오차율

9.50%의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4.2 심층신경망(DNN) 기반 모델

선형모델에서는 비행체의 특성 상 수직 방향

과 수평 방향을 나누어 계산하였다. 수직 방향

에서는 항상 중력가속도의 영향을 받으므로 중

력에 대항하여 고도를 유지하기 위한 추력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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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나, 수평방향에서

의 소비전력은 이동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

기 때문이다. 수직 방향 비행은 고정된 에너지

를 사용하였다.

수평과 수직 비행을 동시에 고려하여 전력

예측 모델링을 하기 위해선 드론의 역학적 에너

지, 동작 원리, 배터리 특성 등을 모두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모두 고려하여 전력을 예

측하기 위해서는 함수가 매우 복잡해지며, 수집

해야 할 정보 역시 많아지는 등 한계가 있다.

머신러닝은 기존 모델링 방식의 한계를 극복

하여 보다 간단하면서 제한된 정보 내에서 최대

한 정확한 모델을 제공해주는 방식 중 하나이

다. 머신러닝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컴퓨

터로 학습시키고 신경망을 통해 그 사이의 관계

를 파악하여 독립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

본 실험에선 수집한 64만개의 데이터를 활용

하여 학습을 하였다. 학습데이터로 95%, 테스트

데이터로 5%를 사용했으며 대략적인 모델 구조

는 Fig. 5와 같다. 4개의 모터에서 소비하는 동

작 전압과 전류를 이용하여 수집한 power를 독

립변수(output)으로 설정하였다. 종속 변수

(Input)를 다르게 하여 세가지 모델을 도출 하

였는데 각각 GPS 3축(x,y,z) 속도와 가속도,

IMU 3축 속도(N,E,D), IMU 3축(N,E,D) 속도와

가속도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다. 학습률은

0.0002, 은닉층 개수는 30, 노드 수는 20으로 설

정하여 학습하여 모델을 도출하였다. 이때 과도

한 학습으로 인해 오차가 커지는 과대적합

(overfitting)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Fig. 5 DNN structure.

본 논문에선 모델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비행 데이터를 이

용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4.2.1 GPS 3축 속도 및 가속도 데이터를 이

용한 DNN 모델

Fig. 6는 GPS 3축 속도 및 가속도를 종속변

수로 설정하여 도출 한 모델로 30분간 비행한

데이터를 이용해 소비 전력을 예측한 그래프이

다. 소비전력 경향성을 어느정도는 따라가는 것

을 알 수 있으나,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다

양한 소비전력 변화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세부적인 전력 변화 그래프를 확인하면 정확도

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일단, GPS 데이터는 바람 및 자세제어 등을 통

해 발생하는 가속도 특성을 상세히 제공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낮은 센싱 주파수로 인

해 정확한 모델링이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예를 들어, 모터 전압과 전류를 얻을 수 있

는 센서의 경우 1초당 30개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반면 GPS의 데이터는 1초당 오직 5개의

데이터만 얻을 수 있어 무인항공기의 속도 및

가속도값을 충분히 도출하기 어렵다.

Fig. 6 UAV power measured data (orange) and

estimated data (blue) based on GPS.

4.2.2 IMU 3축 속도를 이용한 DNN 모델

업데이트가 빠른 IMU 3축 속도만을 종속 변

수로 설정하여 소비 전력 예측 모델을 도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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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7을 보면, 정확한 예측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NN 모델의 가중치

값 등을 변화하는 시도를 했으나 큰 효과를 보

지 못하였다.

Fig. 7 UAV power measured data (orange)

and estimated data (blue) based on

IMU 3-axis velocity information.

4.2.3 IMU 3축 속도 및 가속도를 이용한

DNN 모델

Fig. 8 UAV power measured data (orange) and

estimated data (blue) based on IMU 3-axis

velocity and acceleration information.

보다 정확한 예측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IMU 3축 속도 및 가속도를 모두 고려하였다.

Fig. 8은 도출한 소비 전력 예측 모델을 이용하

여 14초간의 구간에서 측정한 데이터(주황색)와

예측한 데이터(파란색)를 보여준다. 그래프를 보

면 IMU 속도와 가속도를 이용한 딥러닝 모델이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약간의 오차가 존재하는데 이는 이번 실험

에서 고려하지 않은 바람의 세기, 방향 등에 의

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별도의 바람 측정

센서를 사용하지 않은 환경을 가정했을 때 충분

히 딥러닝 모델이 정확함을 확인하였다. 약 6시

간의 비행에서의 전력소모 예측에 대한 평균제

곱오차 (MSE)는 21.03%으로, 바람 등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정확함을 알 수 있다.

Fig. 9 Comparison of energy consumption.

Fig. 9는 도출한 모델을 이용하여 1회 비행

중 소비되는 에너지를 예측한 그래프이다. 비행

에 의한 누적 소비 에너지의 오차율이 1.32%

정도로 에너지 예측결과가 매우 정확함을 확인

했다. 이를 이용해 드론의 수평 수직 복합 비행

미션을 수행하는데 있어 보다 정확하게 소비에

너지를 예측하고 어떻게 비행하는 것이 에너지

측면에서 효율적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 된다.

5. 모델 비교 및 분석

앞서 도출한 모델 중에 동일하게 IMU 데이

터만을 비교한 선형 모델(수평 가속도만을 활

용), IMU 3축 속도 모델, IMU 3축 속도 및 가

속도 모델 간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본 논문에선 선형모델을 Linear, IMU 3축 속

도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을 IMU_V, IMU 3축

속도 및 가속도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을

IMU_VA라고 표현하였다. 모델의 정확도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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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기 위해 앞서 모델 도출 및 검증에 사용된

데이터와 다른 새로운 18분간의 복합 비행 데이

터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Fig. 10는 복합 비행

동안 측정한 소비전력과 각 모델을 활용하여 예

측한 소비전력을 비교하였다. 이를 보면

IMU_VA 모델이 전체적인 전력 소모의 경향성

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1회 비행 중 17초간의

비행을 추출하여 Fig. 11과 같이 나타내었다.

Linear 모델은 직선의 형태로 소비전력을 예측

하였고 IMU_V의 경우 거의 직선 형태로 예측

하였으나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부분에 있어서

는 직선에서 벗어나 더 높은 전력을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IMU_VA의 경우 측정

값과 상당히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 Comparison for 17 seconds of flights.

예측 소비전력의 평균 절대 오차율(mean

squared error, MSE)은 IMU_VA의 정확도가

가장 좋음을 Table 3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Linear가 IMU_V보다 더 좋은 정확도를 보였는

데 이는 직선으로 소비전력의 평균을 따라가서

평균 절대 오차율에서 좋은 수치를 보였음으로

추측된다.

Input MSE

Linear
Horizontal (H): acceleration

Vertical (V): constant
9.50%

IMU_V H & V: velocity 11.44%

IMU_VA H&V: velocity, acceleration 5.86%

Table 3 MSE of predicted power consumption.

Fig. 12 Comparison results of different models.

Fig. 12는 1회 전체 비행 중 각 모델 별 비행

시 누적 에너지를 예측한 그래프이다.

IMU_VA가 누적 에너지 또한 상당히 정확하

Fig. 10 Comparison of power consumption estimation for ea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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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IMU 3축 속도

및 가속도를 넣어 도출한 모델이 소비 전력 및

에너지 예측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느정도의 오차율을 감안할 수

있다면 Linear 모델 역시 쉽게 활용하기에는 충

분히 좋은 모델이라 볼 수 있다.

Error (Wh) Error rate (%)

Linear 16.04 5.96

IMU_V 8.06 9.04

IMU_VA 1.61 1.50

Table 4 MSE of predicted pcumulative energy.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도심용 무인항공기를 비행하

여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형 모델 과 심층

신경망 (DNN)을 활용한 모델 3종류를 도출하였

고 각 모델을 비교하였다. 수평가속도를 이용하

여 도출한 선형 모델은 수평 비행에서의 소비전

력 예측에 상당히 정확한 성능을 보였음을 확인

하였다. 한편, 수직 및 수평 비행이 복합된 비행

예측을 위해 심층 신경망을 활용하여 모델을 도

출하여 GPS 3축 속도와 가속도 모델, IMU 3축

속도 모델, IMU 3축 속도 및 가속도 모델을 도

출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해당 모델을 이용해 도심용 무인 항공기의

소비전력을 예측하여 최적 경로를 예측하거나

최적 속도 및 비행 방향 등을 예측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도심용 무인 항공기의

미션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며 이는 도심용 무인

항공기의 활용의 가속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다.

도심용 무인 항공기의 전력 소모 특성에는

다양한 영향이 적용 되기 때문에 후속 연구로

센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통해 비행 중 발

생하는 환경적 요인을 측정 한 후 모델링을 수

행하는 연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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