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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Drone Edu’는 초보 드론 조종사들에게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드론 조종 튜토리얼을 제

공한다. 드론 조종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Drone Edu’를 통해 여러 조종 방법을 학습

하며 기본적인 드론 조종 방법에 익숙해질 수 있다. ‘Drone Edu’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

어지며 모바일 게임과 같은 UI로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사용자들에게 오프라인 강의보다 

저렴하고 간편한 조종 교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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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 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Drone 

● 드론을 조립하고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드론을 튜닝한다. 

● 드론이 배터리가 모두 소모되거나 어플리케이션과의 연결이 끊겼을 경우, 자동으로 

착륙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 안전성을 위해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속도 제한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 어플리케이션과 드론 간에 블루투스 연결이 되는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에서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촬영하는 영상 자료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 드론이 비행 중에 지정된 경로로부터 일정 범위를 이탈할 경우, 자동으로 원위치로 

돌아오는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2.1.2  Android Application 

전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Java 언어로 작성한다. 

 

● 어플리케이션과 드론이 블루투스 통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 유니티 3D 를 이용하여 화면에 사용자가 드론을 움직여야 할 방향과 전체적인 

루트를 보여주는 미니 맵을 증강현실로 구현한다. 

● 드론의 벡터 값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드론이 지나온 경로와 현재 위치를 미니 

맵에 표시한다. 

● 드론이 비행 중에 지정된 경로로부터 일정 범위를 이탈할 경우, 자동으로 

원위치로 돌아오는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 어플리케이션의 배경은 카메라 센서로부터 읽어 온 영상 정보와 Unity3D 로 

구현한 루트를 보여준다.  

● 드론을 조종하는 360˚ 방향을 조종하는 키 1 과 이 착륙을 조종하는 키 2 는 실제 

Drone 의 컨트롤러와 유사하게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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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시간이나 미니 맵은 화면에 상단에 보여준다.  

● 배터리가 거의 방전되면 진동으로 알려준다. 

 

 

2.1.3  Contents 

단계 학습 내용 목표 사용 버튼 종류

0-1 띄워보고 내린다. 이륙, 착륙 Throttle 

0-2 앞으로 가보고 뒤로 온다. 전진, 후진 Pitch 

0-3 제자리에서 반 시계, 시계방향으로 돌게 한다. 제자리 회전 Yaw 

0-4 좌측으로 움직이고 우측으로 움직인다. 좌우 이동 Roll 

1 띄워서 제자리에서 낮게 5번 띄웠다가 내린다. 제자리 뛰기 Throttle 

2 띄워서 3미터 반경 내에 지정된 자리에 내린다. 이동, 착륙 전부 

3 호버링1하여 원형 모양으로 이동하고 내린다. 호버링, 회전 전부 

4 호버링 하여 8자 모양으로 이동하고 내린다. 호버링, 회전 전부 

 

 

 0 단계(Tutorial) 

- Stage 1 에서 사용자는 조종기를 이용하여 드론을 1m 가량의 높이로 이륙 시키고 

                                          
1 Hovering, 공중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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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착륙 시킨다. 여기서 이용하게 되는 버튼은 조종기 좌측의 스로틀2 기능을 

제공하는 버튼이며 이 단계를 통해 사용자는 드론을 이륙과 착륙시킬 수 있다. 

 

- Stage 2 에서 사용자는 조종기를 이용하여 드론을 1m 가량의 거리로 전진시키고 

바로 후진 시킨다. 아직 사용자가 이륙과 착륙에 익숙하지 않은 단계이므로 이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드론 기체는 프로그래밍된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상공 3m 

높이에 뜨게 된다. 드론이 3m 높이에 뜬 상태에서 사용자는 이 단계를 진행하게 

되며, 여기서 이용하게 되는 버튼은 조종기 우측의 피치 3  기능을 제공하는 

버튼이다. 이 단계를 통해 사용자는 드론을 전진과 후진 시킬 수 있다. 

 

- Stage 3 에서 사용자는 조종기를 이용하여 드론을 제자리에서 반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시킨다. 아직 사용자가 이륙과 착륙에 

익숙하지 않은 단계이므로 Stage 2 와 마찬가지로 드론 기체는 시작하기 전에 1m 

높이에 뜬 상태에 이르게 되며 사용자는 드론 기체가 1m 높이에 다다르면 이 

단계를 시작하게 된다.  여기서 이용하게 되는 버튼은 조종기 좌측의 요4 기능을 

제공하는 버튼이며 이 단계를 통해 사용자는 드론을 제자리에서 회전시킬 수 

있다. 

                                          
2 Throttle, 상하 조종 
3 Pitch, 전후 조종 
4 Yaw, 회전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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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4 에서 사용자는 조종기를 이용하여 드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고 바로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아직 사용자가 이륙과 착륙에 익숙하지 않은 단계이므로 

Stage 2 와 마찬가지로 드론 기체는 시작하기 전에 3m 높이에 뜬 상태에 이르게 

되며 사용자는 드론 기체가 3m 높이에 다다르면 이 단계를 시작하게 된다. 

여기서 이용하게 되는 버튼은 조종기 우측의 Roll 기능을 제공하는 버튼이며 이 

단계를 통해 사용자는 드론을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다. 

 

 1 단계에서 사용자는 조종기를 이용하여 드론을 제자리에서 1m 가량의 높이로 이륙 

시키고 착륙시키는 것을 5 번을 반복한다. 여기서 이용하게 되는 버튼은 조종기 좌측의 

스로틀 기능을 제공하는 버튼이며 이 단계를 통해 사용자는 드론을 제자리에서 이륙과 

착륙을 반복시킬 수 있다. 

 
 2 단계에서 사용자는 조종기를 이용하여 드론을 3m 가량의 높이로 이륙 시키고 

프로그램이 지정해주는 2m 반경 내의 임의의 위치로 이동하여 착륙 시킨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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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게 되는 버튼은 조종기에 있는 모든 버튼이며 이 단계를 통해 사용자는 조종기의 

모든 기능(Throttle, Pitch, Yaw, Roll)을 응용하면서 드론을 이륙 시키고 임의의 지점으로 

이동시킨 후에 착륙시킬 수 있다.  

 
 3 단계에서 사용자는 조종기를 이용하여 드론을 3m 가량의 높이로 이륙 시킨 후 

호버링을 하며 원형 모양으로 이동한 후 이륙한 지점에 착륙 시킨다. 여기서 이용하게 

되는 버튼은 조종기에 있는 모든 버튼이며 이 단계를 통해 사용자는 조종기의 모든 

기능을 응용하면서 드론을 호버링하고 원형 모양으로 회전한 후에 착륙시킬 수 있다.  

 
 4 단계에서 사용자는 조종기를 이용하여 드론을 3m 가량의 높이로 이륙 시킨 후 

호버링을 하며 8 자 모양으로 이동한 후 이륙한 지점에 착륙 시킨다. 8 자 모양은 원형 

모양의 회전에 방향 전환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모양이다. 여기서 이용하게 되는 버튼은 

조종기에 있는 모든 버튼이며 이 단계를 통해 사용자는 조종기의 모든 기능을 응용하면서 

드론을 호버링하고 8 자 모양으로 회전한 후에 착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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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단계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1 단계부터는 해당하는 경로를 안내하기 위해 

증강현실로 구현된 동전 모양의 객체를 따라 드론이 이동하게 된다. 

 

 감점 기준 

- 상승과 하강 중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수직이 아닐 경우.  

- 전진 비행 시 속도 및 고도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 중앙 착륙장을 벗어난 경우(이착륙 시). 

 

2.2 수행내용 

2.2.1  Drone 

 드론의 부품들을 조립하여 전체적인 기체의 모습을 완성하였다.  

드론은 DJI사의 f450 모델을 사용하였다. 바텀 보드(bottom board)를 먼저 설치하고, 나사

를 조여서 받침대와 암(arm)을 이어 붙였다. 4개의 Esc를 각각의 모터와 하나씩 연결하고 

점퍼 케이블로 라즈베리 파이의 포트와 연결하였다. 그리고 모터의 회전 방향을 정하였다. 

Esc를 암(arm)에 고정하고 이후에 탑 보드(top board)를 설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드론 배터

리와 라즈베리 파이, 보조 배터리를 일시적으로 고정한다. 비행 제어 시스템 구성한 이후

에 프로펠러를 설치할 예정이며 추후에 드론 배터리와 라즈베리 파이, 보조 배터리도 완

전히 고정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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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의 라즈베리 파이에서 모터를 제어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드론과 연결된 라즈베리 파이에서 직접 4개의 모터를 제어할 수 있다. 모

터를 돌릴 수 있게 주파수 값에 따른 모터 세기 값의 범위를 찾았다. 파이썬 코드로 세

기를 다르게 주어 이에 따라 모터의 속도를 제어한다. 

 자이로 센서의 값을 읽을 수 있다. 

드론 본체의 기울기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 자이로 센서로써 mpu6050 모델을 사용한다. 

이 모델은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합쳐놓은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아두이노와 연결

할 때 자주 쓰인다. 자이로 센서는 점퍼케이블로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하였다. 그리고 파

이썬 코드를 실행하여 센서의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어플과 TCP 통신을 할 수 있다. 

리눅스 데비안 계열의 라즈비안에서 파이썬 언어를 이용하여 TCP 통신의 서버를 구현하

였다. 사용한 파이썬 언어는 2.7 버전이며, IP 주소는 본 프로젝트에서 이용하는 무선 랜의 

내부 주소이고 포트는 임의로 지정하였다. 소켓을 생성한 뒤 연결된 안드로이드 어플의 IP 

주소와 포트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고 어플로부터 문자열 형식의 데이터를 수신한다. 수신

한 데이터로 모터를 조종하는 코드까지 완성되었으며 어플의 연결이 중단되어도 서버는 

계속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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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Android Application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안드로이드 어플로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된 모터를 제어할 수 있다. 

본 프로젝트의 초기 계획에는 븥루투스로 라즈베리 파이와 안드로이드를 통신하려고 했으

나, 블루투스는 영상 스트리밍에 대한 한계점이 있으며, 무선 랜 통신과 동시에 사용이 불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통신 가능 거리가 비슷한 무선 랜만을 이용하여 통신을 

구현하였다. TCP 소켓을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어플에서 라즈베리 파이로 데이터 송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모터의 세기 값을 주어서 속도를 바꿀 수 있다. 

 “Drone Edu”의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어플의 프레임을 완성하였다. 

시작 화면에 ‘Start’, ‘Help’, ‘Exit’ 버튼을 만들었다. ‘Start’에 들어가게 되면 각 단계별로 버

튼이 있고 0단계 외의 단계들은 잠귀 두었다. 사용자가 단계를 깨면 잠금이 풀리게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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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Wireless Network 사용 

블루투스는 주파수 혼선을 막기 위해 블루투스기기끼리 통신이 가능한 채널을 지속적으

로 찾으면서 연결을 한다. 통신 가능한 채널을 찾다가 혼선이 일어나면 알아서 채널을 바

꾸지만 문제는 잦은 간섭 탓에 기기 사이의 페어링이 끊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위의 그림에 나타난 대로 블루투스와 비교하여 와이파이의 대역폭이 훨씬 넓고, 유효 거

리도 더 길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라즈베리 파이와 안드로이드 어플 간의 통신을 

무선 랜 기반으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현재 TCP 소켓을 통해 안드로이드 어플에서 라즈베리 파이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은 구현

하였으며,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모터의 세기 값을 지정하여 모터의 속도를 바꿀 수 있다. 

데이터 수신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어플로의 데이터 송신을 보완하여 

카메라 센서가 촬영한 영상을 라즈베리 파이에서 어플로 송신할 것이다, 어플을 통해 사

용자의 조종을 라즈베리 파이에 전송하여 모터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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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Android Application 

드론이 비행 중에 지정된 경로로부터 일정 범위를 이탈할 경우,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려고 했다. 그러나 드론의 위치 변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

능 구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사용자가 조종해야 할 모범 답안을 만

들어 사용자의 조종과 모범 답안을 비교하여 사용자의 조종 실력을 평가할 계획이다. 

모범 답안은 드론을 움직이기 위한 명령으로 특정 순서의 버튼 입력을 의미하며, 일반

적인 리듬게임 형식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Figure 1 Open source music video game StepMania5 

위 그림처럼 화면에 보이는 지시 사항대로 사용자는 버튼을 입력해야 하며, 지시 사항

에 맞게 입력되었을 경우 드론이 움직이도록 한다. 이는 사용자와 드론에 인접해 있는 사람

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본 프로젝트에서 제안하는 방책이다.  

                                          
5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Music_video_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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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드론의 세기 값을 자유롭게 조절하도록 하여 호버링과 트리밍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매

크로를 구현할 것이다.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여 스트리밍으로 어플에 전송하고 어플이 라

즈베리 파이의 카메라 센서에게 받은 영상에 유니티3d를 적용하여 증강현실 구현한 콘텐

츠를 입힐 것이다. 

 

4.1.1  Drone 

모터를 더 세밀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코드를 수정하고 있다. 이후에는 자이로 센서와 

PID제어를 활용하여 드론의 균형을 제어(트리밍)할 것이다.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서 드론

과 어플의 연결이 끊겨도 자체적으로 호버링과 트리밍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할 것이다. 또

한 어플에서 받은 값을 통해 드론이 매끄럽게 제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1.2  Android Application 

우선적으로 안드로이드 라즈베리 파이에서 어플로 데이터 송신을 하는 것을 완성할 필

요가 있다. 그 이후에 카메라 센서가 촬영한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전송하는 것을 구현할 

것이다. 매크로를 통하여 가공된 데이터를 어플에서 라즈베리 파이로 전송하여 모터를 제

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추후에 UI를 비롯하여 안드로이드 어플을 완성한다. 

 

4.1.3  Contents 

카메라 센서로부터 받은 영상에 유니티 3d를 이용하여 각 단계별로 경로를 만들고 미니

맵을 우측 상단에 출력한다. vuforia를 이용하여 증강현실을 입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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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Milestone 

마일 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2차 중간 보고 

기능 Android App 드론 Macro, 증강현실 구현 

완료 

산출물: 1. 프로젝트 2차 중간 보고서 

2. 2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6-04-08 2016-05-19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최종 소스 코드 
2016-05-05 2016-05-18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개발 결과 Feedback 
2016-05-10 2016-05-22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2016-05-20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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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5.1 드론 모터 세기 제어 

이론상으로는 일정 주파수에서 0부터 100 사이의 세기 값을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재는 주파수마다 일정 범위 내로만 세기 값을 조절 할 수 있다. 현재 모터 조절은 주파수 

210에서 25~40의 세기 값을 사용하고 있다. 드론의 정확한 조종과 안전을 위해서 모터의 

세기를 미세하게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5.2 TCP 소켓을 통한 데이터 송신 및 수신 

현재 안드로이드 어플에서 라즈베리 파이로 TCP 소켓을 통해 데이터 송신이 가능하지만 

아직 수신이 완벽하지 않다.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후에 센서 측정 값도 주고 

받을 수 있다. 

5.3 컨텐츠 구현 

통신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플의 기본적인 컨텐츠를 별개로 제작한다. 2차 

중간 평가 전까지 어플 제작을 먼저하고 추후에 증강현실을 입히도록 한다. 

5.4 카메라 센서 값 추출 

본 프로젝트에서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하여 영상을 추출할 카메라 모듈이 아직 준비 

중이다. 장비가 다 갖춰지면 카메라로 영상을 스트리밍하여 안드로이드 어플과 추출한 

영상을 공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