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5-28

1

(feat. AR.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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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1.1 프로젝트 개요

• 미국 최대의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은 '옥토콥터'라 불리는 무인기를 이용해 상품을 주문 받은 후

30분 이내에 고객들에게 배달을 할 수 있는 차세대 배송 시스템 ‘아마존 프라임 에어(amazon Prime 

Air)’를 공개했다.

• 구글에서는 구글 글라스의 출시와 함께 미니 Drone이나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 driverless cars / 

self-driving cars )를 통한 운송 시스템 구글X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호주의 교과서 판매 및 대여 업체인 주칼은 세계 최초로 Drone을 이용해 교과서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작년 10월 선보였다. 

• 본 프로젝트에서는 앞서 언급한 차세대 운송 기술 ‘무인 배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Drone이 7호관이라

는 실내 공간에서 무인 컨트롤을 통한 물건 배송 또는 길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발한다. 

개요
•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기술의 시장 현황

• iBeacon

- Beacon은 블루투스 4.0기술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서비스로, 약 50M이내에서의 통신이 가능하다. 이를 적

용시켜 실내 위치 확인 시스템이나 쇼핑몰에서 각각의 매장의 상품정보를 뿌려주는 기능 등의 일상생활의 편

의성에 이용할 수 있다.

• AR.Drone

- 스마트기기의 애플리케이션만으로도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고 내장형 720p HD 카메라를 사용하여 스마트폰에

직접 영상을 스트리밍 및 기록할 수 있는 멀티콥터로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을 위한 오픈

소스 및 포럼이 잘 구성되어 있어 다른 멀티콥터 기기보다도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다. 

• Arduino

- Arduino 보드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로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을 비교적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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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내용 및 결과물
• 2.1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Arduino – wifi shield
Arduino에 wifi shield를 연결하여 서버와
무선통신을 할 수 있다. 열린 공간에서 통신할 경우, 
20미터까지 안정적으로 통신 가능하다. 전원이
공급되고 난 후, 서버와 연결되기까지 약 30초가
소요된다.
•Ultrasonic sensor
Ultrasonic sensor 3개를 Bread Board 이용하여
wifi shield에 연결해서 정면의 장애물과 직선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3개의 신호를
차례대로 받아서 변수에 저장한 후, HTTP 요청을
통하여 웹 서버에 그 값을 전달한다.

개발 내용 및 결과물

내용 특징

프로그램 Apache 사용

언어 PHP를 이용

DB MY SQL을 이용

• Ultrasonic sensor값을 받는 웹 서버 구축

- 전달된 초음파 센서 값을 DB에 저장하는 PHP파일
작성하고 , DB에서 Sensor값이 저장된 테이블을
Load하여 화면에 display해주는 PHP파일 작성하였다.
테 이 블 에 ‘ Auto_incremental’ 변 수 를 추 가 하 여
편의성을 높였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의 공유를
위하여 모든 DB 및 웹 서버는 외부접속을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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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내용 및 결과물
• PHP를 이용한 Drone 컨트롤

- php client source 파일을 이용하여
php 프로그램을 만들 었다 . Linux
커맨드 창에서 커맨드를 입력함으로써
Drone을 조종할 수 있으며 Arduino의
Ultrasonic Sensor를 이용하여 처리
한 부분으로 일정 거리 이하일 시 stop
명 령 을 자 동 으 로 내 리 게 하 고 ,
app에서 mysql로 보낸 경로 및 delay
데이터를 통해 Drone이 경로진행을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개발 내용 및 결과물
• App 개발 환경구축

사용자 모바일환경인 android 4.3 kitkat <-

- 서버로 Apache tomcat 7.0 사용

- Android App개발환경 java 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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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내용 및 결과물
• Beacon의 신호를 받는 App개발

- estimote sdk android 버전을
받 아 Beacon 의 신 호 를 받 는
Application을 만들었다. 주변의
Beacon을 파악하는 버튼을 눌러
근처의 Beacon을 확인한다. 버튼
클릭 시 넘어가는 화면에서는
Beacon으로부터 받은 rssi, major,
minor, distance 값을 출력하여
보여준다.

- 이 화면에서 미스론 서비스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Beacon의 minor값과 distance 값을 웹 서버로 넘겨진다.
이때 minor 값은 Beacon을 구별하여 어디 위치에
사용자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쓰인다.

개발 내용 및 결과물
• Beacon의 신호를 받는 웹 서버

- 어 플 리 케 이 션 에 서 넘 어 온 minor,
distance 값을 이용해 서비스 이용자의
목적지를 파악한다 . 이후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는 최단경로를 계산하여
Drone에게 내릴 명령들을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올린다. 이때 데이터베이스에 2개의
테이블을 만드는데 하나는 목적지의
위치정보를 담은 테이블이고 다른 하나는
최종적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최단경로로 가는 Drone의 명령을 담은
테이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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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내용 및 결과물
• Optimized H/W

<Drone위에 Aruino board를 올려놓은 모습> - Drone은 적재 무게와 무게 중심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수 많은 테스트를 통하여 최대 적재 무게와 정확한 무게
중심을 맞추었다.

2.2.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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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내용 및 결과물

- 무인 배달 Drone 서비스를 이용할 User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rone을 호출한다.                               
호출하기 전에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근처의 비컨 신호를 파악하고 호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Tomcat Server로 그 정보가 전달된다.
- 전달된 값을 바탕으로 목적지 위치를 파악하고 경로를 계산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 저장된 값을 내려 받아 PHP remote server에서는 Drone에게 이동 명령을 보낸다. 
(ex takeoff, front, land 등)

- 명령을 받은 Drone은 User의 위치로 이동을 시작한다.
- 이동 중,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연결된 Arduino 의 초음파 센서로 장애물과의 거리를
감지해 그 순간 멈추게 된다..
- Drone이 User의 위치에 도달하면 Land 하여 사용자에게 물건을 배달해 준다.
- 일정 시간 후에 Drone은 자동으로 출발지의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

개발 내용 및 결과물

- AR drone과 app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핵심 기술인 Beacon에 커다란 결
함이 있었다. 우리는 Beacon의 rssi신호를 측정함으로써 위치를 계산하려고
했지만, 측정된 신호 값은 너무 변동이 심하고 예측이 불가능했으며 때때로
연결이 끊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는 삼변측량법을 사용 할 수가 없게 되
어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확
한 위치는 모르지만 미리 서버에 Beacon의 좌표 값을 넣어 Drone과 가장
가깝게 연결되는 Beacon을 통해 대략적 위치를 알 수 있게 했다.
Drone이 사전예측보다 무게를 견디지 못하였다. 하드웨어적인 성능은 개선
이 불가능 하였기 때문에,

2.2.3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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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4  결과물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4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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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   자기 평가

2.2.1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본 프로젝트는 실내에서 특정 강의실이나 사무실로 물건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데, 무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절감되고 배송비용과 배달 시간을 상당히 감축시킬 수
있다.
- 무인 배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물에 처음 오는 방문자를 무인으로 안내하여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도 이용할 수도 있다.
- 북한의 무인Drone 침투를 통해서 느끼게 된 무인Drone의 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최
근의 추세에 맞추어 많은 학교 학우 및 사람들에게 무인Drone에 대한 관심을 유발 할 수 있다.
- 실제 Drone의 이륙과 착륙을 통해 Drone 프로젝트시 Drone의 동력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다.
- 프로젝트의 진행을 통해 Drone의 메인보드와 Arduino를 배우고 향후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프로
젝트에 활용할 수 있다.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2  추후 계획

- 현재 상태 : Drone 무인배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Drone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시스템 제어불능상태 에 대비
하는 부분이 구현되어 있지 않다. 

향후 계획 : 실시간 통신을 바탕으로 Drone의 위치를 1초단위로 확인하고 잘못된 경로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상태 : Drone의 방향전환에 있어서 직진, 좌회전 등의 움직임 관성과 move 명령 사이의 Delay로 인하여
매끄럽게 곡선을 주행하는 부분이 미흡하다.

향후 계획: 곡선 주행 시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Drone 제어 코드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 상태 : 배터리의 용량이 부족하여 Drone이 오래 날지 못한다. 또한 현재의 Drone 동력으로는 무게에 매우
민감하여 무거운 물건을 배달할 수 없다. 

향후 계획: 추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드론의 동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 길 안내서비스로 활용 시에 음성지원 open source를 활용하여 음성 안내 서비스를 추가한다.
- 현재 Drone에는 카메라가 연동되어 있으며, 실시간으로 Drone이 촬영하는 화면을 볼 수 있다. 또한 사진을 찍
을 수 있다. 이렇게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웹 서버의 DB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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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