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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프로펠러의 파손 부위에 따른 효율
적인 진단을 위해 파손 부위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펠러의 부위별 파손에 따른 회전자 고장을
갖는 모터의 고장 진단 방법 중 FFT를 이용한 측대파기법을 이
용하였으며, 측대파에서 발생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진단을 실
시하도록 한다.
키워드 : FFT, 측대파, 주파수, 프로펠러, 모터
Abstract –

1.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기술의 발달로 드론은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촬영이나 드론축구, 드론낚시와 같이
드론 레져산업이 각광받으며 대중적으로 접근성이 낮아지고 활
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되어 많은 사람들이 드론을 접하는 기
회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드론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신설하여 비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해서 드론 산업의 발
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드론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다양한 분야로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드론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진 드론 산업이 빠른 활성화
를 위해서는 드론의 고장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
응 방안을 마련하여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드론의 고장으로 인한 추락 사고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
를 지속적으로 갖게 된다면 산업적인 잠재성은 줄어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드론이 추락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조정거리 이탈로 인한 무선
통신의 끊김, 외부와의 충돌, 드론 배터리 화재, 프로펠러의 파
손에 따른 모터 과부하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펠러의 파손에 의한 드론추락의 원인을파악
하기 위해 프로펠러의 부위별 파손에 의한 부위별 진단과 특성
을 분석한다.
진단 방법은 FFT 측대파를 이용한 진단 방법을 사용하며 측대
파(side band)에서 발생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파손 부위별 진
단을 가능하도록 한다.
2. 본
2.1 프로펠러와 모터

달라진다. 프로펠러의 길이가 긴 경우 공기를 더 많이 밀어내기
때문에 더 많은 양력을 만들어내고 그 만큼 모터에 가해지는 부
하가 커지면서 모터의 소비전력도 커지게 된다.
회전시 관성이 크게 발생해 비행의 반응이 느려지는 것을 모터
가 부담하게 되어 높은 회전력을 필요로 하며 토크가 크고
KV(1V당 회전수)값이 작은 모터를 사용하게 된다.
위의 프로펠러와 모터의 상관관계를 통해 프로펠러가 파손 되었
을 때 모터에 부담되는 회전력에 의한 토크의 크기를 확인하며
프로펠러의 각 파손 부위별 진단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
환경을 고안하였고 모터의 전류값을 확인하였다.
2.2 측대파기법과 프로펠러의 진단

드론에 활용되는 모터는 BLDC모터로 유도모터와 유사한 3상
의 파형을 가지나 리플성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파수 자체 해
석이 어려움에 따라 FFT를 이용한 분석적 방법이 필요하다[1].
FFT를 이용한 진단 방법 중, 측대파기술은 모터에 부착된 장
치(블레이드, 풀리 등)로 기본파 BPF(Blade Pass Frequency)기
준으로 양측에 발생되는 주파수성분으로 회전익과 고정익 간의
불균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며, 과거 유도모터와 같은
산업용 회전기기에 활용된 진단기법으로 알려져 있다[2].
측대파에 발생되는 주파수 성분은 다음 식으로 성립된다.
   ±  
   
(1)
여기서,  는 블레이드, 풀리등의 결함으로 발생된 측대파주파
수,  는 기본주파수,  는 결함에 의한 모터슬립을 나타내며,
슬립값은 다음 식 (2)를 통해 알 수 있다.








식 (2)에서  은 모터의 기계적 속도,  는 동기속도를 의미하
며, 유도모터의 식을 채용하여 동기속도 값을 다음 식 (3)과 같
이 근사화할 수 있다.





  


론

드론 프로펠러는 BLDC모터의 회전력을 양력과 추력으로 변환
하는 장치이다.
추력이란 드론이 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력이 가해진 힘을 말하
며 양력이란 드론을 위로 뜨게 하는 힘을 말한다.
이 때 드론은 프로펠러가 가지는 기본 규격에 의하여 추력과 양
력을 발생하며 비행을 하게 되는데 프로펠러의 길이에 의해 양
력을 만들어내는 정도가 달라 모터에 가해지는 부하의 크기도

(2)

  



(3)

여기서, P는 극수를 나타낸다.
다음 그림 1은 FFT에 의한 측대파를 나타내며, LSC(Lower
sideband Compnents)와 USC(Upper Sideband Components)를
이용하여 진단도구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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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Bee- Spring 30 A를 이용하였으며, 입력 전압은 11.6 V로
설정하여 주었다.
고장환경은 정상상태, 프로펠러의 끝부분파손, 중간부위 윗단,
중간부위 아랫단, 중간부위 위-아래의 상태들로 총 4가지의 파
손상태를 진단하도록 한다.
3.2. 고찰

그림 1. 측대파를 이용한 모터진단 방법
Fig. 1. Method of Diagnosis for Motor Using Sidebands
한편, 프로펠러의 파손율은 가장 외곽에 위치하여 장애물과
충돌 등으로 끝부분의 깃의 파손율이 높으나, 상황에 따라 프로
펠러의 중간 또는 로터의 축에 근접한 부위가 파손이 발생될 수
있다[2].
프로펠러의 각부위별 파손은 진동 및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으
며, 추력과 양력의 변화에 따른 토오크의 변화 또한 불규칙적인
변화를 가져옴을 다음 식(4)~(7)을 통해 알 수 있다.
(4)
        
(5)

           
(6)

 
   
(7)


여기서      는 각 상의 전류,      는 각 상의 역
기전력,  는 역기전력의 최대치, 는 전류,  는 회전자의 위치
를 나타낸다. 즉, 식 (7)에서 알 수 있듯이 토오크의 변화는 전
류의 변화에 비례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터의 전류를 이용하여 프로펠러 파손별
진단 및 특성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그림 3. 측대파를 이용한 프로펠러 파손 특성분석
Fig. 3.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broken-propeller Using
sidebands
그림 3에서 흰색라인은 정상상태, 붉은색은 끝부분파손, 푸른
색은 중가부위 윗단, 노란색은 중간부위 아랫단, 보라색은 중간
부위 위-아래파손을 나타내고 있다.
중간의 가장 큰 DB를 가지는 기본파만을 이용하더라도 토오크
의 변동에 따른 전류의 변화와 그에 따른 주파수의 변이가 존재
함에 따라 진단이 가능함을 알수 있으나, 정상상태(흰색)와 중간
부위의 아래파손(노란색)은 동일 주파수선상에 존재함에 따라
진단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측대파에서는 기본파의 고유주파수는 줄어들고 고장부
위의 모든 요소들의 주파수변화 및 DB크기가 확연히 차이를 보
임에 따라 측대파기법의 진단기법이 용이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드론의 프로펠러 파손부위에 따른 효율적인 진
단을 위해 파손부위별 특성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분석에 있어
서 과거 회전기기의 기계적 결함의 진단에 활용된 측대파 기법
을 이용하였으며, 실험결과 용이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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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및 고찰
3.1. 실험환경

[참 고 문 헌]

그림 2. 실험환경
Fig. 2. Experiment environment
그림 2는 실험환경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류 raw-data 측정을
위해 드론 보드와 동일한 500 ks/s 샘플링 성능을 가지는 NI
USB-6341 DAQ 보드를 활용하였으며, 프로펠러의 상태별 1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또한, BLDC 모터의 속도변
화를 위해 아두이노를 통해 PWM 제어를 실시하였으며, 사용된
BLDC모터는 ReadyToSky RS2312 920 kv, ESC는 Favou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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