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형항공기 노콘(no control, 조종불능) 사고방지를 위한 해법
( 가솔린, 제트, 글로우 엔진을 탑재한 스케일, 아크로배틱(3D / TOC), 에어로배틱(F3A) 모형기 )

1 . 배 경

최근 몇년동안 무선조종 모형항공기를 조종하며 즐기는 동호인들의 취향이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실내용 소형 전동비행기로부터 대형 아크로배틱기, 패턴기, 속도를 위한 파일런레이싱기, 웅장한 느낌
을 주는 대형스케일기, 제트전투기/여객기 등등 과거 패턴기와 트레이너기 일색의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뚜렷해 지고 있습니다.

자연히 과거처럼 선배 또는 지도조종자 문하에서 정해진 코스에 따라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 나가는 분
위기도 대폭 퇴색된 분위기 입니다.

너무 경직된 과거의 관행도 문제였지만, 여러가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무선조종비행을 즐기려는 입문
자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를 잃어가는 것도 매우 위험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선조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무지와 몰이해 또는 편의주의에 따라 RC 모형비행기, 특히 대형 모형
기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가해지는 것 역시 스트레스의 한 축이 되고 있는 듯 하고, 반사적으로 대형기
의 음성적인 비행이 증가하여 사고의 위험이 늘어가는 것도 걱정거리 입니다.

2 . 위험 요소

RC 동호인들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세계적인 인터넷 발전과 해외와의 정보교류가 알게
모르게 활발해 짐에 따른,  대형 또는 고속 모형항공기와 UAV(무인비행장치), 촬영용 대형 헬리콥터 등
의 급속한 보급은 조종실수나 조종전파장애 등으로 인한 추락시 인사사고의 위험도 대폭 증가시키고 있
어 위기감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관중이나 조종자 근처에서 행해지는 아크로배틱 비행 등의 경우 대형 프로펠러 등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컴퓨터 비행 시물레이션 등을 통해 가상비행 위주의 훈련을 쌓은 애호가들의 현실에서의
위험회피비행 경험 부족도 사고의 위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3 . 기존 PCM 수신기의 위험성 ( 50%의 수신 성공율)

세계적으로 알씨조종의 위험에 따른 안전 대책은 매우 적극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나, 전파사용상의 제
약으로 안전대책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자기술의 발달로 무선조종 송수신기의 신뢰성 확보의 필요성에 따른 고감도, 고신뢰도 PCM 송수신기
가 일반화 되어가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신뢰도의 송수신 시스템이 사용된다 하여도, 단일 채널에 의한 단일 수신기 시스템으로
는 안테나의 지향성에 따른 전파수신 장애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수신기 안
테나의 수신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하며, 이로 인해 실제로 비행시간의 절반 정도까지만 정상적인 제어신
호를 받아 비행을 하고, 나머지 절반가량의 시간 동안에는 에러신호상태에서 비행을 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4. 하이토크 디지털 서보사용에 따른 위험성

모형기의 대형화에 따라 높은 토크의 디지털 서보의 사용이 필수가 되고, 또한 한 개의 타면에 여러 개의
서보를 병렬로 사용함에 따라 수신기의 공급전력부족에 따른 수신기 전원 불안정, 스위치의 전류용량 부
족으로 인한 전기접점 열화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의 극복을 위해 2개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방법은 서보의 전력부족은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으나, 수신
기의 신뢰도가 절반으로 저하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역시 추락의 위험을 높입니다.

5. 해결방법

이러한 문제는 Diversity Receiver라고 하는 방식의 수신기를 사용함으로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독점공급되는 Futaba / JR PCM1024 송신기 대응 솔루션은 두가지(베아드로닉과 액트유럽)가
있는데, 그 하나는 듀얼 송신기모듈 + 듀얼 다이버시티 수신기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듀얼수신기
+GPS+GYRO 시스템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신뢰성이 보다 우수한 듀얼수신기+GPS+GYRO 시스템
(DDR SYSTEM)을 먼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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