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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인용 경량 스포츠 헬리콥터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사용자는 운동
판 위에 설치된 헬리콥터 목업에 탑승하여 HMD 상에 보여지는 그래픽 환경
내에서 실제 헬리콥터를 운전하듯 페달과 조향 장치를 조작하면서 현실적 운
동감을 느끼고, 시각, 운동감, 음향 효과의 생생한 재현을 경험하게 된다. 또
한, 현실과 혼합된 가상환경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헬리콥터의 실제 모습과
가상환경을 동시에 보면서 운전할 수 있다. 개발된 헬리콥터 시뮬레이터는
다 자유도의 운동감 재현시스템, 조향 스틱과 페달 반력 장치, 시각 시뮬레이
터, 3 차원 음향시스템, 그리고 각 세부 시스템의 제어 모듈과 혼합가상환경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혼합가상환경을 이용한 비행
시뮬레이터 개발에 필요한 요소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였다.
Keyword : Helicopter Simulation, VR, 혼합가상환경

1. 서 론

업체에서는 군사용 항공기를 모사하는 시뮬레이터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자전거 등을 모사한 양방

를 개발하였다.

향 시뮬레이터는 설계에 대한 성능 평가용으로,

본 연구팀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자전거 시뮬레

실전 훈련의 대체용으로, 그리고 게임용으로 폭

이터 개발을 통하여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개발경

넓게 개발되고 있다. 특히 비행 시뮬레이터의 사

험과 기술을 축적하였다[2].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용은 항공기의 특성상 실제 훈련의 위험과 비용을

4 자유도 운동판을 이용한 저가형 스포츠 헬리콥

줄이기 위하여 증가하고 있다.

터 VR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항공우주연구소에서는 항공기 설계 및 시험평가

본

연구에서

개발한

헬리콥터

시뮬레이터는

를 위한 비행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고, Iowa State

Helicat 이라는 실제 존재하는 경량 헬리콥터를 모

대학의 VRAC 에서는 6 자유도 운동판과 입체영상,

델로 하여, 게임산업에서 응용이 가능하도록 저가

서라운드 사운드를 이용한 1 인승 헬리콥터 시뮬

의 장비를 이용하면서 현실감을 높이는데 초점을

[1]

레이터를 개발하였다 . Simpkins Design Group 에서

맞추었고, 몰입감과 현실감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는 영상과 음향을 모사하는 FLYIT 시뮬레이터를

의 연구에서는 수행된 적이 없는 혼합형 가상환경

개발하여 상용화 하였고, 도담시스템 등의 국내

(mixed reality)을 이용하였다. 그림 1 은 스포츠 헬
리콥터 VR 시뮬레이터의 개념적인 구조이다.

*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가상현실연구센터의 지
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시뮬레이터는 그림 2 와 같이 가상환경을 제공하

는 시각시스템, 헬리콥터의 동역학을 계산하고 운

레이터와는 달리, 지형 데이터의 구축과 시각화

동감을 제공하는 동역학 시스템, 헬리콥터의 각종

측면에서 모두 고도에 따른 가상환경의 변화를 고

조종기구의 입력과 촉감을 제공하는 햅틱 시스템,

려하여야 한다. 헬리콥터의 이착륙과 같은 낮은

3 차원 가상 음장을 제공하는 음향시스템으로 구

고도의 비행시에는 지형모델 외에도 건물, 나무,

성되며 각 시스템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등과 같은 지형지물까지, 상세한 3 차원 모델로 가
시화하여 현실감을 높이고, 높은 고도의 비행시에
는 지형모델과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광역 환경을
가시화하였다.
실제 대전 지역의 가상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DXF 형식의 NGIS (국가지
리정보시스템) 수치지형도에서 지형의 등고선 정
보를 추출하고, 이로부터 삼각형 패치로 이루어진
TIN(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s)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TIN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가시화 할 수

그림 1. 스포츠 헬리콥터 VR 시뮬레이터의 개요

있도록 모델 최적화 과정을 통하여 폴리곤 수를
줄여서 사용하였다[3].

a)

b)

c)

d)

그림 2. 헬리콥터 시뮬레이터의 구성

2. 시각 시뮬레이터

그림 3. LOD 에 따른 가상환경의 변화

가상환경의 시각화를 담당하는 시각 시뮬레이터
는 시뮬레이터의 동적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생성
하여 사용자가 체험하는 가상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학기
술원(KAIST)을 중심으로 대덕연구단지와 대전지
역의 실제 지형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가시화 하기 위하여 Vega API 를 이용하였다.

2-1. 가상환경 구축
헬리콥터 시뮬레이터에서는 시점의 고도가 자유
롭고, 이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용자의 시점이
지표면 부근으로 제한되는 자동차 드라이빙 시뮬

가상환경 모델에는 3 단계의 LOD(Level Of Detail)
를 적용하여, 고도에 따른 현실감을 유지하면서
실시간으로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단계
LOD 인 가장 상세한 모델은, KAIST 캠퍼스 모델
로 이착륙시에 사용된다. 헬리콥터의 고도가 높아
지면서 지형의 가시영역이 넓어지면 위성영상을
사용한 정밀한 지형모델(2 단계 LOD)을 이용하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단순화된

지형모델(3

단계

LOD)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가시화가 가능하다.
지형모델의

텍스쳐는

아리랑

위성에서

촬영한

6.6m 해상도의 흑백영상과, 10m 해상도의 컬러영

하고 그 사실적인 운동감을 재현하였다. 운동 생

상을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3 은 이렇게 구축

성 알고리즘은 크게 헬리콥터 동역학과 워시아웃

된 가상환경의 LOD 에 따른 가시화 결과이다.

필터(washout filter)로 구성이 되며, 운동 재현 시스
템은 4 자유도 운동판을 사용하였다.

2-2. 혼합형 가상현실 (Mixed Reality: MR)

헬리콥터 동역학은 뉴톤 – 오일러 방법을 사용

가상 세계의 가시화를 위해서 일반적인 스크린

하여 개발되었다. 즉 메인 로터, 동체, 꼬리 날개

이나 HMD 로의 직접 주사방식이 아닌, 실제 객체

등 각 부분에서 계산된 힘과 모멘트의 값을 사용

[4]

를 가상환경에 혼합한 방식이 사용되었다 . 이는

하여, 헬리콥터 무게중심에서의 힘과 모멘트의 합

탑승자의 손이나 조종간을 가상환경에 그래픽 객

을 구하고, 헬리콥터의 무게 중심의 가속도, 속도,

체로 삽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이질감을 최소화

위치를 계산한다. 이 값들은 다시 각 부분의 힘과

하기 위함이다. 물론, 다채널 스크린을 통한 가시

모멘트 계산에 사용된다[5]. 따라서 동역학 엔진은

화 기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공간과

각 부분의 공기 역학적인 값들을 추정하기 위한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계산 루프와, 계산된 상수들에서 가속도, 속도 등

혼합 가상 현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본

위치를 계산하는 루프로 나누어 진다. 대상 헬리

시뮬레이터의 가시화 시스템은 크로마키 기법을

콥터의 특성이 잘 나타나면서도 실시간 계산이 가

이용하였다. 탑승자는 뒷면을 제외한 5 면이 블루

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부분에서 그 특성을 잘

스크린으로 씌워진 시뮬레이터 본체 위에서, CCD

반영하면서도 단순화된 모델을 사용하였다. 또 헬

카메라와 Tracker 가 부착된 HMD 를 통해, 가상환

리콥터 모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메인 로터 부

경과 실제 객체가 혼합된 영상을 보게 된다. 탑승

분은, 수평 비행을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복잡성

자는 자신의 손과 발을 포함한 조향장치를 HMD

을 가진 모델을 사용하였다. 대상 헬리콥터는 동

에 부착된 CCD 카메라를 통하여 볼 수 있으며,

축반전 로터(co-axial rotor)를 사용하지만, 수평 비

HMD 에 부착된 Tracker 를 이용하여 시야가 결정

행의 경우 단축 로터의 이론값과 동축반전 로터의

된 가상환경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즉, HMD

실험값이 거의 일치함이 알려져 있으므로[6], 좀더

의 앞에 부착된 CCD 카메라는 탑승자의 직접적

이론적인 연구가 잘 되어있는 단축 로터 모델을

인 시선 역할을 하게 되며, 탑승자의 신체나 조종

통하여 공기 역학적 값들을 구하였다.

석을 제외한 청색계열의 배경에는 가상환경이 덧

운동감 생성에 중요한 워시아웃 필터는 4 자유

씌워지게 된다. 그림 4 는 시각화 시스템에서 나온

도 운동판의 성능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 항공기

원본 영상과, 크로마키 기법을 통해 가공된 최종

시뮬레이터 등에서 많이 사용되어 오던 전형적인

영상을 비교한 것이다.

워쉬아웃 필터(classical washout filter)를 채택하였다
[7]

. 그 계수의 미세한 조정은 운전자가 직접 시뮬

레이터를 주행할 때 느끼는 운동감을 통해서 이루
어졌다. 현재는 운전자의 몰입성과 재미, 스릴 등
에 초점을 맞추어 계수를 조절하였다.
운동 감각을 재현하기 위한 운동판은 시뮬레이
그림 4. 혼합형 가상현실의 적용 결과: (좌) 원본

터용 운동 장치로 많이 쓰이고 있는 6 자유도 스

영상, (우) 가공 후 영상

튜워트 플랫폼(Stewart platform) 대신에, 운동감 재
현에 중요한 상하(heave), 롤(roll), 피치(pitch), 운동

3. 운동 생성 알고리즘 및 운동 재현 장치

을 할 수 있는 3 자유도 병렬 매니퓰레이터 위에,

스포츠 헬리콥터 시뮬레이터용 운동 생성 알고

턴 테이블 형식을 가지는 요(yaw) 운동 장치로 구

리즘을 자체 개발하여, 운동 재현 시스템을 적용

성되는 4 자유도 운동판을 사용하였다[8]. 이 운동

시각 컴퓨터 :
가상객체의 정보

판은 계산 토크법(computed torque method), 슬라이
딩 모드 제어(sliding mode control), PID 제어 알고

UDP 통신

리즘 등을 사용하여, 헬리콥터 시뮬레이터용 운동
장치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부하 성능, 운동 변위

Mono
wave

Multichannel
wave format

및 제어 성능을 보이고 있다. 운동판의 특성은 표

각 채널의 실시간
독립제어

다채널
사운드
카드

다채널
스피커

그림 5. 다채널 입체음향 재현 프로그램의 구성

1 과 같다.
표 1. Characteristics of motion platform

Range
± 8 cm
± 18 deg
± 18 deg
± 30 deg

300 kg
180 mm
Speed
± 50 cm/s
± 50 deg/s
± 50 deg/s
± 42 deg/s

Acc.
± 0.6 g
± 600 deg/s2
± 360 deg/s2
± 180 deg/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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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음향 알고리즘

그림 6. 6 채널 wave 형태의 오디오 데이터의 예

4-2. 다채널 입체음향 재현 프로그램
4. 삼차원 입체음향 재현

다채널 음향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기 위
한 윈도우 프로그램은, Microsoft Visual C++과

4-1. 다채널 입체음향 시스템

DirectSound API 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다채널

3 차원 입체음향 재현이란, 헤드폰이나 라우드
스피커를 이용하여, 3 차원 공간 상의 임의의 위치
[9]

입체음향 재현 프로그램은 그림 5 와 같이 구성된
다.

에 가상의 음원이 위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프로그램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다채널

가상현실시스템에서 시각시스템은 사람이 주시하

사운드 카드의 각 채널을 독립적으로 제어하기 위

는 방향의 일정 영역에 국한되는 반면, 3 차원 입

해 각 채널의 음을 분리한다. 이를 위해 mono

체음향기술은 시각을 통해 보이지 않는 위, 아래

wave 파일을 읽어 다채널 wave 형태로 재구성해야

혹은 뒤에 있는 새나 자동차와 같은 물체의 존재

한다. 6 채널 사운드카드의 경우, 하나의 음원에 대

를 느끼게 해주어, 3 차원 공간 전체를 감지할 수

해 사운드 버퍼를 6 개 만들고, 각 버퍼가 하나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감을 증대 시켜준다. 헬기

채널이 되도록 그림 6 과 같이 zero-padding 한다.

시뮬레이터에 의해 형성된 가상공간에서, 사용자

즉, 의미 있는 데이터를 6 개의 샘플 간격마다 배

는 자기 자신의 헬리콥터 소리와 비행기가 날아다

치하고 나머지는 zero-padding 하여 해당되는 하나

니는 소리, 지상에 있는 자동차 소리가 구현된 입

의 채널에서만 소리가 나도록 한다. 둘째, 입체음

체음향 효과와 헬기의 상태에 따른 다양한 음향

향 효과를 비롯한 다양한 효과를 위해, 사용자와

효과를 통해,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다니는 것과

가상 음원의 상대 좌표나 엔진 회전수와 같은 헬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기상태에 대한 정보를, 시각처리파트와 실시간으

스포츠 헬리콥터 시뮬레이터의 입체음향 시스템

로 UDP 통신을 이용하여 입력 받는다. 셋째, 입체

은, 높은 정위감을 주기 위해 총 5 개의 라우드 스

음향 효과를 내기 위해 가상 음원의 좌표를 가지

피커(loudspeaker)를 이용하여 구현되었다. 시뮬레

고, VBAP (vector base amplitude panning) 알고리즘을

이터 위에 한 개의 스피커를, 바닥에는 4 개의 스

이용해, 각 스피커의 출력 볼륨을 계산하고, 앞에

피커를 배치하였으며, 5 개의 스피커를 PC 에서 구

서 만들어진 다채널 wave 형태의 사운드 버퍼의

동하기 위해 4 채널 사운드 카드와 2 채널 사운드

볼륨을 실시간으로 조절함으로써 입체음향을 구현

카드를 사용하였다.

하였다. 또한, 시동, 이륙, 주행, 착륙, 추락 등 헬
기의 다양한 상태에 따른 음향 효과를 재현하였다.

엔진 회전수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는 프로펠러

사가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하였고, 엔코더 값을 로

의 소리를 재현하기 위해, 사운드 버퍼 재생시 샘

터의 회전속도 (rpm) 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플링 주파수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를 구현하였다.

제작된 조종간 반력 시스템은 그림 7 과 같다.

5. 스포츠 헬리콥터의 조종간 반력 시스템

표2. 제작된 조종간의 제원
사이클릭 스틱

스포츠 헬리콥터 조종간은, 몸체의 피치 각과
롤 각을 조종하는 2 자유도의 사이클릭 스틱

피치 각

롤 각

페달

(cyclic stick), 꼬리 날개의 각을 조종하는 페달

작업공간

±60 도

± 40도

± 30도

(pedal), 그리고 주 회전익의 추력을 조절하는 콜

최대토크

100.32Nm

100.32Nm

27.36Nm

8000 pulses/rev

엔코더

렉티브 스틱 (collective stick)으로 구성된다. 스포츠
헬리콥터를 모사한 VR 시뮬레이터의 조종간 반력
시스템은, 피치 각, 롤 각, 추력 등의 입력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이며, 동시에 조종사에게 반력을 전
달하는 출력장치이다. VR 시뮬레이터의 조종사가
보다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종간의 형태, 크
기, 그리고 구동 방식 등이 실제와 유사하도록 설
계하였고,

역감

장치로서

역구동성

(back

drivability), 작은 관성, 큰 토크를 구현할 수 있도
록 설계하였다.

그림 7. 스포츠 헬리콥터의 조종간 반력 장치

조종석에 앉은 성인이 조종간을 잡고 앞뒤 방향
(피치)으로 발휘할 수 있는 최대 팔 힘은 200.16 N,

실시간 오퍼레이팅 시스템 (RTOS) QNX 기반의

좌우 방향 (롤)으로는 80.06 N 이며, 앉은 채 다리

멀티 프로세싱 기법을 이용하여, 3 개 장치에서 4

로 밟아서 낼 수 있는 최대 힘은 266.88 N 이다

[11]

.

개의 엔코더 값을 읽고, 3 개 모터의 토크를 동시

이 데이터를 기초로, 사이클릭 스틱은 피치와 롤

에 제어하였다. 페달의 반력 모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각각 독립된 움직임을 갖는 2 자유도 장

데, 페달에 의해서 꼬리날개의 각도가 변할 때 발

치로 설계하였다. 2 개의 BLDC (BlushLess DC) 모

생되는 반력을 모델화 한 것이다.

터로

구성하였고,

역구동성의

향상을

위하여

τ pedal = K kθ s sin θ r + K cθ&p

tendon 방식으로, 회전축의 지름비를 이용하여 모
터의 힘을 11 배 증폭하였다. 페달은 조종사의 편
의를 위해 모터 축의 회전 방향을 90 도 바꿀 수
있도록 기어박스를 이용하였고, 모터의 힘을 3 배

여기서 Kk : stiffness 상수, Kc : damping 상수,

θs
θ&p

: 콜렉티브 스틱 각,

θr

: 꼬리날개의 각도,

: 꼬리날개의 각속도이다.

증폭하였다. 표 2 는 제작된 사이클릭 스틱과 페달
의 제원을 정리한 것이다. 조종간의 길이를 고려

5-1. 모터/브레이크 혼합형 조이스틱

하면, 조종사의 손에 전달되는 반력은 250.8 N, 발

헬리콥터 조종기구의 반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에 전달되는 반력은 270.36 N 이다. 사이클릭 스틱

기존의 전기 모터와 자기유변유체 브레이크를 이

과 페달에는 헬리콥터 몸체와 꼬리 날개가 받는

용한 혼합형 구동기(Hybrid actuator)를 개발하여,

외력이 조종사에게 전달되지만, 콜렉티브 스틱의

일반적인 입력 장치의 힘 반사 능력의 한계를 극

경우는 트로틀 밸브의 개폐 정도를 조절하는 것으

복하고자 하였다.

로, 조종사에게 외력이 전달되지 않는다. 따라서
댐퍼를 이용하여 패시브(passive)적인 힘만을 조종

햅틱(haptic) 조이스틱은 브레이크와 모터를 함
께

사용하여

안정성(Stability)과

햅틱성능

(Performance)을 동시에 향상 시킬 수 있다. 모터/

역감 장치들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현실감을 재

브레이크를 함께 사용하여 하이브리드 구동기를

현하였으며, 본 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비행 시

장착한 2 자유도 헬기 시뮬레이터용 햅틱 조이스

뮬레이터 개발에 필요한 요소 기술과 경험을 축적

틱을 설계하여 제작하고, 가상환경에서의 작동 성

하였다.

능을 확인함으로써 혼합형 구동기의 적용 가능성

앞으로 보다 향상된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기 위

을 검증하였다. 2 자유도 조이스틱의 기구 구조를

해서는, 각 사용자의 현실감 인지도와 sickness 를

카던 관절 기구(Cardan Joint) 구조로 채택하여, 기

고려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학과 동역학적 계산 부하를 감소시켰으며, 또한
구조의 간결성과 강성을 확보하여 햅틱 디스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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