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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몇 년간 무인항공기(UAV) 시장이 차 커지면서 군뿐만 아니라 민간, 상업 으로도 무인항공

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무인항공기의 한 종류인 에어드론(AR.Drone)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쿼드로터(Quadrotor) 퓨 제어기법을 제안하 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아이폰(i-phone) 기반의 제어기법

이 아닌,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의 퓨 제어기법을 통하여 에어드론을 실시간으로 원격조정가능하게 

했는데, 이는 아이폰 App 개발 시 제공되는 API와 PC 기반의 쿼드로터 제어기법을 퓨 하는 방식으로 

쿼드로터의 비행제어와 상처리를 분리시켜 기존의 방식보다 상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그리고 제안된 퓨 제어기법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해, 기존의 방식들과 상처리 속도를 비교분석하

다.

1. 서론

   최근 몇 년간 무인항공기 시장이 차 커지면서 군뿐

만 아니라 민간, 상업 으로도 무인항공기의 수요가 증가

하고 있다[1]. 이는 사람이 직  근할 수 없는 재난 발

생지역, 환경오염지역, 화생방오염지역 등에 Hexarotor, 

Quadrotor, Micro-UAV 등과 같은 무인항공기를 투입하

여 실시간 원격으로 재난피해 정도를 찰하고 인명구조

작업, 생존자 치 악 등에 효과 인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험을 한 테스트 기반 쿼드로터 형태의 무인

항공기로는 와이 이 기반 무선통신  리 스 기반의 운

체재가 탑재된 에어드론[2]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에어

드론은 몸체가 작고 가벼운 장난감 용도로 출시되었으나, 

기본 으로 이·착륙, 비상착륙, 후이동, 상하이동, 좌우

이동, 회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한 방과 쪽에 

카메라가 달려 있으며, 바닥에 달린 음  센서로 바닥과

의 거리를 알고 수직 이동을 할 때, 속도  거리를 조

할 수 있다. 하지만, 재 이용되는 에어드론의 경우, 문제

으로 아이폰 App을 한 API만 제공하고 있고, 안드로

이드 기반의 App을 용하는 경우에는 개발어려움이 있

다. 기존의 자바로 개발된 제어기법도 있으나 미완성이거

나 PC 용으로만 동작하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3]. 결

국 기존의 제어기법들은 상의 깨짐이나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 다[4].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안드로이

드 기반의 퓨 제어기법을 개발하여 쿼드로터테스트 기반

인 에어드론에 용하여 보고자 한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퓨 제어기법이란 크게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째, 자바로 개발된 소스코드를 안드로이드 개발환경에 맞

게 변환시키고, 둘째, 쿼드로터의 비행제어와 상처리를 

분리시키며, 마지막으로 아이폰 App 개발 시, 제공되는 

JNI를 이용하여 상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실시간 원격으로 쿼드로터를 제어하는데 있어 큰 장

을 갖는다. 한 퓨 제어기법과 기존의 제어기법들을 

비교분석하여 제안된 퓨 제어기법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련연구

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제안된 퓨 제어기법을 설명하며, 

4장에서는 제안된 퓨 제어기법의 비교우 를 보여주기 

하여 기존의 제어기법들과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재 국내외 으로 무인항공기에 한 많은 이목이 집

되고 있다. 먼  미국의 경우, 라운 학  여러 연

구소에서 쿼드로터를 한 로 운 체제(Robot Operating 

System) 드라이버를 개발하고 있다.[5],[6] 캐나다의 캘거

리 학의 경우에는 손동작 움직임을 이용한 쿼드로터 조

종기술을 개발하고 있다[7]. 하지만 [7]의 경우 재까지 

아직 큰 손동작만을 인식하여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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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종 다른 형태의 무인항공기에 비 (Vision)을 활용한 

장애물 회피, 자율주행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 [10].

   특히 무인항공기의 한 종류인 에어드론을 활용한 실시

간 원격 쿼드로터 제어기술도 개발되고 있는데, parrot사

에서 제공하는 OpenApi[8]의 경우에는 실행 할 때마다 제

로 동작되지 않는 단 이 있다. JavaDrone[3]의 경우에

는 100% 자바로 개발된 제어 로그램으로 PC 기반에서 

작동되는 단 을 가지고 있고 상처리에 있어서 지연 

상이 발생하여 코드최 화 개선이 필요하고, 안드로이드에

서 사용할 수 없는 클래스들이 존재하여 실제 변환에 문

제 을 가지고 있다. FusionDrone[4]의 경우에는 안드로이

드기반으로 동작되지만, 상 으로 느린 상처리와 기본

인 이착륙(take-off, landing) 기능만 처리하여 실시간 

쿼드로터의 동작제어 처리를 못하는 한계 이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련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련 연구들에서 개선하지 못한 상처리속도 부분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퓨 제어기법을 통

해 처리하고자 하 다.

3. 안드로이드 기반의 퓨 제어기법

   퓨 제어기법이란 아이폰 기반으로 제공된 JNI와 PC

에서 동작하는 자바 기반 JavaDrone을 활용하여 개발한 

실시간 원격 쿼드로터 제어기법으로 안드로이드 기반의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도록 하 는데, 그림1의 Threads 단

계의 에어드론 제어 엔진 (only for I-phone), 에어드론 라

이 러리, 데이터 스트림, AT cmds 등을 안드로이드 기

반으로 수정하 다. 

(그림 1) AR.Drone의 시스템 구조  수정코드부분

   를 들어, 에어드론을 제어하기 해 기존제어방법으

로는 키보드를 통한 이벤트 처리 방식이었는데, 제안된 퓨

제어방식에서는 스마트폰의 터치 기능과 떨림(Tilting)

기능을 이용하여 에어드론의 비행을 제어하도록 그림2와 

같이 개발하 다. 특히 기존의 JavaDrone에서의 자바 소

스코드를 안드로이드 기반에 맞게 변환시켜 UI를 구성하

다.

(그림 2) Android 기반에 맞게 변환시킨 UI의 모습

    기존의 소스코드는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 에어드론 

제어부분, 상출력처리부분, 정보수신부분까지 모든 기능

이 activity 하나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는 로그램의 자

원의 비효율 인 리를 래하고 상처리속도의 느려지

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소스코드를 수정 변환함으로써 상처리부분과 비행

제어부분을 분리함으로써 다른 부분으로 근을 최소화시

켜 로그램  자원의 효과  리를 진행하고자 하 다. 

하지만 실제 상처리부분과 비행제어부분을 다른 아이피

로 설정하여 각각 독립 으로 에어드론에 연결하여 실행

하여 보았으나, 이와 같은 방법은 다른 문제 을 발생시

켜, 본 연구는 안드로이드 activity 부분에서 실질 으로 

에어드론과의 연결을 만들고 카메라 상을 받을 포트를 

독립 으로 열어주어 통신하도록 처리하 다.

(그림 3) 상처리부분과 비행제어부분을 분리시킨 

소스코드

   JavaDrone[3]에서는 상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하

여 코덱을 사용하 으나, C언어와의 기본 인 속도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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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지 못하 다. 특히 안드로이드 기반의 제어기법을 

용한 FusionDrone[4]은 상의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여 

실시간 제어로 보기 어려울 정도이었다. 이런 문제 을 해

결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JNI를 사용하여 그림 4와 

같이 보다 native한 소스 코딩을 통해 상처리 속도( 를 

들어, 당 임 처리속도)를 향상시켰다. 그리고 이런 

퓨 제어기법을 기반으로 그림5와 같이 에어드론의 동작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 다. 안드로이드 App이 실행되면 

activity가 활성화되고, 각각의 컴포 트들이 생성  기

화, 이벤트 Listener들의 연결 과정을 거친다. 에어드론과

의 연결을 통해 송신/수신 체크를 하고 에어드론로부터 

상, 내비게이션 데이터 들을 수신 받아 통신 상태를 

검한다. 와 같은 동작이 완료되면 각각의 컴포 트는 이

벤트에 의해 에어드론의 비행제어 는 상표  등을 수

행하게 된다. 에어드론의 제어가 종료되면, 연결을 끊고 

각각의 컴포 트 자원을 해제 시킨 후 activity를 종료한

다.

(그림 4) JNI를 이용한 Native한 소스코드 부분

   

(그림 5) 퓨 제어기법의 동작순서

4. 실험  비교분석

4.1. 실험조건

   일반 으로 에어드론에 달린 동작센서로 에어드론의 

pitch, roll, yaw, 즉, 기울기와 방향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에어드론 시스템 H/W 자체에서의 상처리속도 (frame 

per second: fps)는 방 카메라  쪽 카메라에 모두 

고정되어 있도록 설계되어 S/W 상에서 화면을 나타내는 

메소드나 함수 부분을 많이 호출한다고 해서 fps가 일정

상수 이상 올라가지 않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한 주

변의 무선기기에 의해 손실되는 상데이터가 있는지 알

기 해서는에어드론의 라이 러리 소스를 수정해야 하는

데, 그 부분은 비공개 소스라서 직 인 에어드론의 라이

러리를 변경하지 못하고, 안방법으로 자바나 안드로이

드 소스에서 화면을 출력하는 부분에 해 타임스탬 를 

잡아서 상처리속도를 측정해보았다. 

   하지만, 상처리속도가 JavaDrone은 평균 16의 값, 

FusionDrone은 평균 8의 값, FRD (제안된 퓨 제어기법)

는 평균 60의 값으로 모든 상황에서 비슷한 값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 6 참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험상태 

조건으로 실내 환경에서 무선통신기기의 향을 받지 않

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기존의 제어방법과 퓨 제어기

법의 상처리속도를 비교 분석하 다.  

(그림 6) 통신환경에 따른 상처리속도 비교그래  

4.2. 비교분석

   본 논문에서는 실험조건에 따라, 실내에서 무선통신기

기의 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퓨 제어기법을 통한 

상처리속도와 다른 제어기법들과의 상처리속도를 비교

하 고 그림 7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먼  PC 기반의 자

바로 만들어진 JavaDrone은 평균 16 fps로 상을 보여

다. PC기반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바꾼 FusionDrone은 평

균 10 fps 미만으로 상의 속도가 하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제안된 퓨 제어

기법을 사용한 FRD에서는 상처리속도(fps)가 기존의 안

드로이드 기반 어 리 이션인 FusionDrone보다는 물론 

PC기반의 JavaDrone보다도 훨씬 높아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퓨 제어기법이 기존

의 제어기법보다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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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내+무선통신기기의 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의 상처리속도 비교그래

5. 결론

   지 까지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기

기를 이용하여 쿼드로터 형태인 에어드론을 실시간 원격 

제어하는 퓨 제어기법을 제시하 다. 이는 아이폰 App 

개발 시 제공되는 API와 안드로이드로 구성된 PC 기반의 

쿼드로터 제어기법을 퓨 하는 방식으로 쿼드로터의 비행

제어와 상처리를 분리시켜 기존의 방식보다 상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실제 쿼드로터 형태의 에어

드론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해본 결과, 기존의 리 사용되

는 제어기법에 비교하여 제안된 퓨 제어기법이 보다 나

은 상처리 속도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

로 제안된 퓨 제어기법을 이용하여 에어드론 뿐만 아니

라 다른 기종의 쿼드로터, 무인항공기를 원격제어 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계속 인 연구방향으로는 주변 환경변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를 비교하고자한다. 특히 원격제어 범 를 

벗어난 경우를 비하여, 특별한 조작 없이 기기가 스스로 

장애물을 회피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기

술을 에어드론에 용하고, 여러 에어드론들이 서로 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군집제어 기능을 개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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