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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드론은처음에군사분야의정찰용으로활용되었으나오늘날

에는방송촬영장비, 환경보호, 재난, 방재등을넘어농업, 물류

운송, 광고및홍보까지민간용으로확대및운영되고있다[1].

광고및홍보용으로활용되는드론은옥외광고로분류되어

규제가되었으나 2019년에옥외광고물 등의관리와옥외광고

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이의결됨에따라산업

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

한편, 물류운송과 광고 및 홍보용 드론의 활용에 있어서 드

론에 직접적으로 와이어를 연결하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수막을 직접적으로 부착하여 비행시킬 때, 풍향

및 풍량과 드론모터에 의한 기류변화가 복합되어 심할 경우

드론이추락하는사고까지이어지게되는문제를가지고있다.

또한, 광고및홍보가종료된 후, 현수막의탈거를위해드

론을착륙시킬경우드론의기체와현수막이얽힘에따라사

고가발생될수있어일반적으로일정높이에서현수막을커

팅하는 방법으로 탈거를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광고 및 홍보용으로 활용되는 드론에

있어서 이.착륙시 현수막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를 제안하도록 하였다.

2. 본론
그림 1과 같이 드론에 현수막을 부착하여 이륙할 시, 드론

의 프로펠러에서 발생되는 하강기류가 지표면에 충돌한 후

다시 상승기류를 탈 때 현수막도 상승기류로 인해 프로펠러

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림 1] 현수막이 부착된 드론의 이륙시 문제점

이륙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환경을

구성하였다. 드론은 dji mavic 2를 사용하였으며, 와이어는

30cm 길이, 끝에 간이현수막을 부착하였다. 대기상의 풍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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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드론과 얽힘에 따라 사고의 원인이 된다. 또한, 현수막을 부착한 상태에서 착륙시에도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됨에
따라 일정높이에서 호버링한 후 현수막을 커팅하여 제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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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는현상을방지하기위해현수막틀을격자형태로구성하고, 착륙전에미리현수막을감을수있도록구성하였으며
이 개발된 장치는 실험을 통해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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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남서 2.2m/s이었다.

또한, 그림 2와같이이륙후장착된현수막은드론으로인

한 기체변화로 현수막이 꼬이게 되며 드론의 추락사고까지

이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3].

[그림 2] 현수막 부착 드론의 사고

실제 드론 프로펠러 및 드론 주변의 기체변화는 프로펠러

에서발생된기체가방사형으로발생되어상승기류를발생하

게 된다는 것을 그림 3의 CFD결과를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해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3] 드론 CFD 해석
이에 드론작동 전에는 현수막이 감아있는 상태로 드론이

상승한후현수막을펼칠수있도록하며, 홍보활동종료후에

도감아놓도록하여착륙시발생될수있는사고를미연에방

지하기 위해 그림 4(a)와 같이 설계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수막을 붙힐 수 있는 격자형 지지틀을 설계하여

현수막 게시활동 중 기류의 변화로 현수막이 꼬이는 현상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림 4(b)와 같이 구성하였다.

(a) 현수막 롤링장치 모델링 (b) 꼬임방지 격자지지대

[그림 4] 현수막 롤링장치 개발

다음그림 5는현수막롤링장치를드론에부착하여기동시

킨 결과이다.

[그림 5] 개발된 드론 현수막 롤링장치

실험에 사용된 드론은 픽스호크기반 오픈 FC이며, 배터리

는 44[V], 32,000[mAh]가 장착되어 있으며, 자체중량

13.8[kg], 최대 이류중량 23.8[kg]이며, 농업용드론 골격에 현

수막 롤링장치를 장착하도록 하였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홍보 및 광고용으로 활용되는 드론에 있어

서 현수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현수막 롤링장치

를 제안하였다.

최근 옥외광고 시행령의 의결로 인해 드론을 이용한 광고

및 홍보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드론에 현수막을 부착시킬 경우, 드론의 프로펠

러로 인한 상승기류변화로 인해 현수막이 드론의 몸체에 영

향을 미쳐 최악의 경우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될 수 있다.

또한, 현수막이 게시된 상태에서 기류의 변화로 현수막이

꼬이는 문제가 발생되어 사고유발을 더욱 과중시키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롤링타입으로 현수막을 감을 수 있는

장치를구성하였으며, 현수막 게시시현수막이꼬이지않도록

격자형의 틀을 구성하였으며, 효용성을 입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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