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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 무인 배달 서비스 

최근 들어 무인 택배 시스템, 무인 경비 시스템, 무인 주차 시스템 등 오늘날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뜨거워 지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

서는 Parrot사의 쿼드콥터인 'AR.Drone'을 이용한 무인배달서비스를 최종 목표로 한다. 

Drone에 있는 메인 보드는 기본적인 명령만 실행하므로, Bluetooth, Wi-Fi 등의 통신 기

술을 이용하기 위해 메인 보드에 Arduino Uno Board(이하 Arduino)를 추가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이 보드에 초음파 거리센서 모듈을 탑재하여 장애물 회피도 가능하게 할 것이

다. Arduino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이를 실제로 구

동시키는 스케치 프로그램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IDE)

을 제공해 준다. 

-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요즘 IT계에서 부상하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인 ‘IoT’는 물리적인 사물이 네트워크 상에

서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게 지원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지속적인 절차개선

과 상호작용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IoT’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Beacon이다. 간편한 설치와 정확성, 다양한 기계에서의 높은 활용

도를 장점으로 지닌 Bluetooth 4.0의 특성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최근 IPS시장에서 큰 각

광을 받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Beacon이 Bluetooth통신을 

이용하여 보내온 신호를 바탕으로 수신 기기와의 거리를 서버 상에서 계산한 후에 각각 

출발지, 도착지로 지정한다. 그 후, 좌표 상의 위치를 파악하여 길 찾기 알고리즘에 따라 

무선으로 동작 명령을 내린다. 마지막으로 Drone이 서버로부터 전달 받은 명령에 따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물품을 배달한다.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Beacon과 스마트 디바이스(Android phone), 

Beacon과 Arduino간의 Bluetooth 기반 무선통신 기술, Arduino와 서버 사이의 Wi-Fi 기

반 무선통신 기술 등을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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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Estimote Beacon의 BLE 신호를 통해 스마트폰의 위치 확인. 

 

스마트폰의 위치(목적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스마트폰에 가장 가까운 3개의 

Beacon에서 보낸 신호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신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 수행방법 

스마트폰 사용자가 브로드캐스팅 중인 Beacon 범위 

내에 진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Beacon의 BLE신호

(ID와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를 받

게 된다. 스마트폰(ios)이 어플리케이션에 이 사실을 

알리고, 정보를 받은 어플리케이션은 GPS가 아닌 

BLE 신호를 기반으로 사용자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Beacon에서 사용자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다. 이 과정

에서 BLE신호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신하기 위해서 

coreBluetooth framework와 core Location framework, 

libEstimoteSDK7를 사용한다. Beacon의 신호에서 

major number (2byte)와 minor number (2byte)를 분

석하여 어떤 Beacon에서 전송된 신호인지 파악하는 

부분을 수행하도록 구현한다. 파악된 신호정보와 세

기를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하고, 서버에서 신호의 세

기를 바탕으로 삼각 측량법에 흔히 사용되는 Friis equation Algorism를 통해 사용

자의 위치 좌표를 도출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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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Beacon과 Arduino 보드와 통신 

Drone(출발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으로 Drone 에서 가장 가까운 3 개의 

Beacon 에서 보낸 신호를 Arduino 보드에서 수신하여 신호의 세기와 특정 Beacon 의 

정보를 확인한다. 

● 수행방법 

Arduino Uno R3 보드를 기본으로 BLE-Shield-v2.0 을 보드의 8 번, 9 번 핀에 연결한다. 

BLE-Shield-Beacon v2.0.0 Firmware 와 BLE112 SDK v1.2.1 를 사용하여 BLE-Shield-

v2.0 에서 Beacon 의 신호를 수신하도록 한다. 

 

 

2.1.3  Arduino 보드와 클라우드 서버와 통신 

Arduino 가 수신한 Beacon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한다.  

● 수행방법 

WiFi-Shield SD 카드 겸용 버전을 Arduino Uno R3 보드에 연결한다. Beacon 에서 수신된 

신호의 세기 및 Beacon 정보를 WiFi-Shield 를 통해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한다. 이 때, 

Wi-Fi 는 교내 Wi-Fi 를 사용한다. 

 

 

2.1.4  클라우드 서버 구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Arduino 보드에서 전송된 정보를 기본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파악하고, 7 호관 지도를 바탕으로 경로를 탐색하여 명령어를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 수행방법 

3 개의 Beacon 신호의 세기인 RSSI 를 이용하여 Beacon 과 장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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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된 3 개의 거리를 바탕으로 Drone 의 위치와 사용자의 위치를 찾는다. 이 때, 

삼각측량법을 사용하며 아래 그림의 x,, y 값이 출발지, 목적지의 위치가 된다. 측정된 

출발지, 목적지 위치를 바탕으로 경로탐색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길을 찾는다. 탐색한 

경로를 stack 에 저장한 후, 실시간 Drone 의 위치를 확인하여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 즉, 

전진 및 좌∙우회전 의 명령을 Arduino 에 전송한다. 

 

 

 

 

2.1.5  AR.Drone의 무인 이동 

Arduino 와 AR.Drone 을 연결하여 Arduino 가 서버로부터 전송 받은 명령을 그대로 

AR.Drone 의 메인보드에 전달한다.  

● 수행방법 

AR.Drone 은 8bit 의 아스키 코드 명령을 수신한다. Arduino 와 AR.Drone 이 연결된 핀을 

i/o 로 하여 명령어를 Drone 의 메인보드에 전송한다. 전송된 정보를 바탕으로 

AR.Drone 이 목적지에 도착한다. 

 

 

2.1.6  무인 배달 완료 후, 출발지로 복귀 

목적지에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완료 버튼을 누를 때, Drone이 출발

했던 위치를 목적지로 변경하여 클라우드 서버에서 다시 경로를 탐색하여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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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현재 크게 3파트로 개발 진행 중이다.  

 Server 

 Application 

 Arduino 

각 파트 별로 담당자를 정하고, 규모가 큰 부분은 부담당자를 정하여 일을 처리하고 있

다. 최초 계획서에 작성한 일정에 맞춰서 현재 개발 중이다. 

  

2.2.1  Server 

 경로 탐색 

- 길 찾기의 대표적 알고리즘인 A⃰를 기반으로 하여 C++로 소스코드 작성 중. 

- 휴리스틱 기법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경로 탐색 가능. 

- 간혹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평균적인 효율이 좋음. 

  

 7 호관 맵 작성 

- 맵의 최소단위는 1m 로 함 

- 각 통로마다 상이한 값을 부여하여 경로탐색에서 낭비가 없도록 진행 중.  

 

 삼각측량법 코드 완성 

- 삼각측량법을 구현한 C++ 소스코드 작성. 

 

2.2.2  Application 

 App 개발 

- Beacon의 신호를 확인하여 거리를 계산 할 수 있는 App 개발. 

 

2.2.3  Arduino 

 IDE 설치 및 스케치 학습  

- Ubuntu 12.04 에 Arduino IDE 설치. 

- IDE 에 내재되어있는 예제 학습 및 오픈 소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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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서버와 통신하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OS를 IOS에서 Android로 변경한다.  

일반적으로 Android의 사용자 수가 IOS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Application 개발에 있어

서 상당히 용이하고, 확장성이 좋다고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IOS기반 application이 아

닌 Android기반 application을 개발하기로 수정 하였으며, 현재는 변경된 내용으로 프로

젝트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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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Server 

• 작성된 경로탐색 코드를 php 스크립트로 변형하여 서버에 업로드  

• 미리 작성한 7호관 맵을 바탕으로 통로와 강의실 등을 명확하게 구분한 DB 작성  

• 발전된 맵을 이용하여 server와 MySQL을 통해 좌표 인식 

 

4.1.2  Arduino 

•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장애물 회피   

• 작동 명령을 Drone 에게 전달하는 방법 연구 

    - AT Commands 를 통한 동작 제어. 

 

4.1.3  Application 

• Beacon 에서 보낸 신호 인식. 

• Wi-Fi 환경에서 서버로 전송 가능하게 함. 

• UI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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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마일스톤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2 차 중간 보고 

서버, app, 무선통신, Arduino sketch 동시 진행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4-04-04 2014-05-01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 

1. 전체 구현 소스 코드 

2. Well-working drone 

2014-05-02 2014-05-17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2014-05-18 2014-05-26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프로젝트 최종 구현 소스 코드 / 보고서 

2014-05-20 2014-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