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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마리오네트는 프랑스어로, 줄 인형극 이라는 의미를 가지

고 있다. 국내에서는 접할 기회가 많지 않지만, 유럽에는 많

은 극단들이 있으며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는다. 다양한 인

형극 중에서도 줄 인형극은 가장 사랑 받는 장르이며, 그래

서 인형극을 마리오네트라고 통용해서 부르기도 한다. 줄 인

형극은 주요 관절에 줄을 매단 인형을 무대 뒤편의 사람이 

조종하여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움직임을 만들며 풍자, 

해학과 같은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달한다. 줄 인형극은 인형

극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공연에 속한다. 인형을 직접 제

어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 막대와 줄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서 인형을 조종하기 때문에 직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

종 막대는 여러 가닥의 줄을 사람이 두 손만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한다. 십자가 형태의 나무 막대에 줄들을 

매달고, 이를 회전시키고 이동시키면서 인형의 움직임을 만

들어낸다. 조종 막대의 자세는 인형의 자세로 연결되며, 따라

서 한편의 인형극은, 조종 막대가 그리는 궤적에 의해 인형

의 움직임이 생성되어 만들어진다. 따라서 인형극 중의 조종 

막대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재현한다면, 본래의 인형극 또한 

재현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드론의 성능이 크게 발전

했다. 안정적인 공중 선회 기능을 가진 드론은 군사, 농업, 



 

 

인명구조,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드

론이 다른 비행체보다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드론의 

장점은, 간단한 동역학, 쉬운 제어, 그리고 안정적인 공중 선

회능력을 꼽을 수 있다. 

본 학위 논문에서는 이러한 드론의 장점을 이용하여 사람

이 조종하는 조종 막대를 대체하여 인형극을 재현하는 방법

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줄 인형극은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전문 팀들이 많지 않다. 또한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뒤

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최대한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

해 무대 뒤 배경에 숨거나, 배경과 비슷한 색의 옷을 입어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또한 사람보다 큰 인형

을 제어할 수 없다. 하지만 드론을 이용한다면, 더 많은 사람

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생산, 보급할 수 있고, 무대의 

시야에서 벗어난 높은 곳에서 조종한다면 사람이 숨는 노력

을 할 필요 또한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드론을 이용한

다면, 사람보다 큰 무거운 인형의 제어 또한 가능할 것이다. 

사람이 조종하는 조종 막대와, 드론의 움직임은 비슷하면

서도 큰 차이가 있다. 조종 막대는 회전과 이동에 대해 자유

로운 6 자유도를 가지는 반면 드론의 동역학은 회전과 이동

이 모두 가능하지만, 부분적으로 두 움직임이 연결되어있다. 

따라서 완벽하게 조종 막대의 움직임을 따라가기는 불가능하

다. 따라서 이를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가기 위해 모델 예측 

제어 기법 중 하나인 미분 동적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하고 



 

 

적절한 손실 함수를 설계하였다. 

 조종 막대의 궤적은 조종 막대를 모션 캡쳐하여 얻어내고 

이렇게 얻어진 궤적을 미분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물리 

기반 드론 시뮬레이터가 추적하게 하고, 드론이 그려낸 궤적

을 얻어내었다. 

 이렇게 얻어낸 드론의 궤적을 이용해 물리 기반 엔진을 통

해 기존 인형극과 최대한 유사한 인형을 설계하고 줄 위에 

매달아서, 실제 인형극을 얼마나 비슷하게 재현해 내는지에 

대해 평가하였다. 

 

주요어: 컴퓨터 그래픽스, 줄 인형극, 궤적 최적화, 드론 

학번: 2016-2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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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제１장 서론 

마리오네트는 프랑스어로 줄 인형이라는 뜻 이다. 인형의 주요 

관절에 줄을 매달아놓고 인형 위에서 사람이 줄을 흔들며 조종한

다. 마리오네트 연극은 인형극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연극이

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인형극 자체를 마리오네트라고 통용해서 부

르기도 한다. 마리오네트 연극에 쓰이는 인형들은 다양하다. 사람

의 형상을 한 인형에서부터 시작해서, 새, 코끼리, 뱀과 같은 동물

들이나, 때로는 현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비 현실적인 형상의 

인형들 또한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형들을 자유도 높게 다룰 

수 있는 것이 다른 인형극과 비교되는 마리오네트의 특성이다.  

간단한 인형 같은 경우에는 줄이 한 두개에서부터 시작해서, 복

잡하고 정교한 인형은 줄의 개수가 10개가 넘어간다. 대부분의 경

우 연결된 줄들을 하나씩 손에 쥐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조종 막

대(그림 1-1)에 줄을 매달고, 줄을 직접 제어하는 대신 조종 막대

를 제어함으로써 다수의 줄들을 관리하면서 인형의 움직임을 생성

한다. 

 

그림 1-1 십자가 형태의 조종 막대를 이용해 위 그림처럼 줄 4개

를 모두 손으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대의 모서리 부분에 줄

을 연결해서 관리한다. 



 

２ 

인형의 특정 관절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해당 관절에 연결

된 줄을 위 아래로 흔들어서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 개별 줄

들은 무대에 수직인 위 아래로 이동하며 생성되는 움직임이

지만, 이런 움직임을 조종 막대를 통해 만들어 내기 위해서

는 조종 막대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줄 인형 조종자는 조

종 막대를 기울이면 개별 관절들을 제어할 수 있고, 조종 막

대를 이동시키면 인형 전체가 이동하는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줄 인형극은 다른 인형극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공연으

로 꼽힌다. 손가락 인형극과 같은 다른 인형극들은 대부분 

사람이 인형을 직접 제어한다. 그래서 직관적이고, 조금만 연

습하면 인형을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다. 

 하지만 마리오네트는 직접 인형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조종 막대, 줄 이라는 매개체가 존재한다. 사람이 조

종 막대를 움직이면 조종 막대의 움직임이 줄을 타고 인형의 

관절에 전달되기 때문에 직관적이지 못하고, 조금만 실수해

도 줄의 떨림이나 엉킴이 인형에 전달되고,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인형의 움직임이 만들어 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제대로 된 줄 인형극을 하기

란 쉽지 않다. 본 학위 논문에서는 이러한 마리오네트 연극

을 드론을 통해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드론의 기술 발달로 인해, 드론은 경량화 소형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형화 경량화와 더불어 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옮길 수 있는 능력 또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３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종전에는 농업, 군사, 인명구조

에만 머물렀던 드론이 이제는 복잡한 빌딩 숲 사이를 지나다

니며 물품을 배송하는 무인 택배 서비스, 드론과 함께하는 

탁구, 캐치볼 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연구들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타 비행체와 다르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안정적인 공중 선회(hovering) 능력이다. 4개의 프로펠

러가 십자형태로 지면과 평행하게 달려있는 드론의 구조를 

바탕으로 좋은 제어기만 있다면, 외력의 발생이나 심지어 한

쪽 날개의 손상을 입은 채로도 안정적인 공중 선회 능력을 

가진다. 

두 번째 이유로는 쉬운 제어방식으로도 만족도 높은 안정성

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례 미분 제어기를 통해 정교

한 드론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드론의 장점을 바탕으로 본 학위 논문에서는 사람의 

손을 대체하여 드론 자체가 조종막대가 되어 인형을 제어하

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드론이 사람 대신 정교한 

인형극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높은 난이도로 인해 아무데

서나 자주 볼 수 없었던 줄 인형극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높

아질 뿐 아니라, 드론이 소형화 경량화됨에 따라 사람이 할 

수 없었던 큰 인형이나(그림 1-2) 더 복잡한 인형을 가지고 

넓은 무대에서 인형극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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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축제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대형 인형극을 연출하

는 모습 

 

또한 줄 인형극 중 사람은 무대 배경과 비슷한 옷을 입거나 

무대 배경 뒤에 숨어(그림 1-3) 관객들이 인형극에 몰입하

는걸 방해하지 않도록 숨어왔는데, 드론을 이용해 무대 위 

높은 곳에서 드론이 줄 인형극을 진행한다면, 관객들에게 더 

리얼한 연극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림 1-3 배경이 그려져 있는 천막을 사용하고, 그 뒤에서 

사람들이 인형극을 조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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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움직임과 사람이 조종하는 조종막대의 움직임에는 차

이가 있다. 드론의 구조 상 회전 움직임과 선형 움직임은 서

로 독립적이지 못한 반면, 사람이 조종하는 조종 막대의 경

우에는 회전 움직임, 선형 움직임 모두에 대해 독립적인 자

유도를 가진다. 또한 4개의 프로펠러를 가지는 드론은 4개의 

입력 값에 비해 6 자유도를 가지는 구동계가 부족한 시스템

(Under Actuated System)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사람이 그

리는 조종 막대의 궤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식

으로 사용되는 비례 미분 제어기로는 서로 독립적이지 못한 

회전 움직임과 선형 움직임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이를 위해 모델 예측 제어 기반 방식인 미분 동적 프로그래

밍 기법을 드론에 적용해서 드론의 경로 최적화를 진행하고, 

이러한 드론의 궤적을 바탕으로 인형극을 재현한다. 

 본 학위 논문에서는 한 손으로 조종하는 간단한 인형극에 

대해 조종 막대의 움직임을 모션 캡쳐하여 데이터를 얻어내

고, 이를 한 대의 드론으로 하여금 위에서 제시한 알고리즘

을 이용해 궤적을 추적하게 하고, 얻어진 움직임을 바탕으로 

본래의 인형극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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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관련 연구 

[1]의 연구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인형극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사람의 인형극을 제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궤적을 사용자가 베지에 곡선 기반으로 그려야 한다. 그래서 입력

이 실제 기대하는 인형극이 나올 때 까지 수정해야 한다. 또한 회

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고려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매우 제한

되어 있다는 것이 본 연구와의 차이점이다. [2]의 연구는 사람의 

움직임을 모션캡처하고 이 움직임을 서보 모터를 이용한 인형을 

통해 인형으로 하여금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하게 한다. 관절의 갯

수가 실제 사람의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적화를 통해 인형의 

움직임을 구해낸다. 서보 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형은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 움직임만 가능하다. 

또한 드론의 궤적 최적화에 대한 연구와 이를 활용한 다양

한 프로젝트들이 진행 되어왔다. 초창기 드론의 연구는 대부

분 군사 및 인명구조 등에 사용되었으나 드론이 점차 소형화 

경량화 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보급되고, 따라서 실생활과 

연관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3, 4, 5, 6]와 여러 드론

의 조종, 드론을 이용한 폴 아크로바틱스, 탁구치기, 캐치볼 

하기와 같은 재미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드론

의 제어에 대한 연구는 종류가 많지 않다. [7] 과 같이 비례 

미분 제어기를 이용한 제어기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주제들 역시 기본 제어기는 비례 미분 

제어기를 사용한다. 이는 드론의 선형 움직임과 요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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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w)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롤(roll), 피치(pitch)는 드론의 

선 속도에 종속되어 있다. [8]의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비례 

미분 제어기를 이용한다. 회전 움직임에 대한 비례 미분 제

어기와 선형 움직임에 대한 비례 미분 제어기 두 종류를 설

계하고, 이를 통해 드론을 제어한다. 하지만 이런 비례 미분 

제어기의 경우에는 적절한 파라미터 값을 얻어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특히 인형극과 같이 회전 움직임과 선형 

움직임에 대해 격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로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파라미터 값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모델 예측 제어 기법을 통한 궤적 최적화 문제는 최근 캐

릭터 애니메이션 및 로봇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9, 

10, 11]. [12]의 연구에서는 드론의 동역학과 드론에 매달린 

물체의 동역학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이를 미분 동

적 프로그래밍(differential dynamic programming, DDP)를 

통해 물체가 최소한으로 흔들리면서 주어진 궤적을 드론이 

따라가도록 하는 경로 최적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모

델 예측 제어 기법을 통한 궤적 최적화 기법의 장점은 간단

한 동역학 모델을 대상으로 하는 제어의 경우 실시간으로 최

적화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이동 중 발생하는 외력에 대해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드론의 

경우 다른 로봇 시스템에 비해 간단한 동역학을 가지고 있어, 

실제 비행시에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바람과 같은 외력의 

발생이나, 신호 지연과 같은 상황에 있어 강인하게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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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목표 및 접근 방법 

 

3.1 인형과 조종 막대와의 관계 

가장 기본적인 조종 막대의 형태는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

다. 제어하고자 하는 인형의 생김새와 크기, 자유 도에 따라 

그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본 학위 논문에서는 십

자가 형태의 조종 막대로만 인형극을 다룬다. 

시간 t에서의 조종 막대의 상태를  Scontrol  stick  라고 하면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control  stick = [𝑥,   𝑦,   𝑧,   𝜑,   𝜃,   𝜓] 

 𝑥,   𝑦,   𝑧 는 전역 좌표 계(Global coordinate) 에서의 

시점 t에서의 위치를 나타내고, 𝜑,   𝜃,   𝜓 는 조종 막대의 

지역 좌표 계(Local coordinate) 에서의 회전을 나타낸다. 

정지 상태에서의 관절과 조종 막대 사이에 연결된 줄은 조종 

막대의 상태에 영향을 받고, 따라서 조종 막대의 상태에 의

해 인형의 자세가 1 대 1로 대응된다. 그림 3-1은 조종 막

대와 인형의 자세에 대한 상관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3-1 조종 막대의 회전 및 이동에 따라 인형의 자세가 바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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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첫 번째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조종 막대의 

회전 상태와 위치를 통해 오른발을 내민 채 서있는 인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운데 그림에서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조종 막대의 회전 상태와 위치는 왼발을 내밀고 있는 인형의 

상태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조종 막대의 위치 변화로 인해 

인형이 앉아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인형극을 일정 프레임 단위로 잘린 연속된 필

름으로 본다면, 조종 막대 역시 각각의 프레임의 상태 배열

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 배열은 3개의 위치 정보

와 3개의 회전 정보를 가진 하나의 궤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3.2 조종 막대와 드론 

 

3.2.1 드론의 동역학  

 

드론은 4개의 프로펠러가 그림 3-2 처럼 십자가 형태로 

위치한다. 인접한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으

로, 4개의 프로펠러들의 회전 수를 조정하면서 선 속도 및 몸

체의 회전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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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드론의 모형도. 서로 인접한 프로펠러의 회전 방

향은 반대이다. 

 

각각의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힘을 𝑓1 , 𝑓2 , 𝑓3, 𝑓4 라고 하면 

드론의 추력 F는 아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F = 𝑓1 +  𝑓2 +  𝑓3 +  𝑓4  

또한 드론 몸체의 각 축에 대한 모멘트는 아래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M = 𝑘 ∗  [𝑓1  –  𝑓2,   𝑓2 − 𝑓4 ,   𝑓1 −  𝑓3 + 𝑓2  –  𝑓4 ] 

k는 상수이며 해당 드론의 몸체 길이와 관련 있는 값이다. 

또한 드론의 상태는 다음과 같이 12개의 인자로 표현 할 

수 있다. 

        Sdrone = [𝑥, 𝑦, 𝑧, 𝑑𝑥, 𝑑𝑦, 𝑑𝑧, 𝜑, 𝜃, 𝜓, 𝑑𝜑, 𝑑𝜃,

𝑑𝜓]  

𝑥, 𝑦, 𝑧, 𝑑𝑥, 𝑑𝑦, 𝑑𝑧는 각각 전역 좌표계 내에서 각 축에 대한 

위치 및 속도를 나타내고, 𝜑, 𝜃, 𝜓, 𝑑𝜑, 𝑑𝜃, 𝑑𝜓는 드론 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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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 좌표 계 내에서 각 축에 대한 오일러 각 및 회전속

도이다. 

입력으로 들어온 4개의 프로펠러 힘에 대해 F, M을 얻어내

고, 이를 이용해 드론의 상태를 업데이트 한다. 드론의 동역

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12]를 참조하여 알 수 있다. 

3.2.2 조종 막대의 움직임과 드론의 움직임의 비교 

사람이 조종하는 조종 막대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손으로 

회전 시키고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조종 막대의 움직

임은 6 자유 도를 가지는 움직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반면에 드론은 각 축에 대한 회전과 선형 이동이 가능하므

로 역시 6 자유 도를 가진다고 표현할 수 있으나, 회전과 선

형 이동이 서로 독립적이지 못하다. 드론의 프로펠러는 고정

되어 있고, 추력은 오직 드론 몸체 좌표에서 위를 향하는 방

향으로만 생성된다. 그래서 드론이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는 각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를 조정해서 발생하는 토크를 이

용해 몸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시켜야만 해당 방향으로 

선형 이동 할 수 있다. 그래서 드론은 지면과 평행한 채로 

공중 선회 할 수 있지만, 몸체를 기울인 채로는 공중 선회 

할 수 없다. 

반면 조종 막대의 경우 몸체를 기울인 채로 공중에 정지한 

움직임이 가능 할뿐더러 인형극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

다. 따라서 매 프레임 마다 조종 막대의 움직임 하나 하나를 

정교하게 따라가기 보다는, 조종 막대가 그리는 전체 궤적에 

대해 최대한 비슷하게 이동하게 할 수 있는 최적화 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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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제４장 최적화 

 

3장에서 드론으로 하여금 사람이 조종하는 조종 막대의 회

전 움직임, 선형 움직임 모두에 대해 완벽하게 추적하기 어

려움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미분 동적 프로그

래밍 기법을 소개하고, 적절한 손실 함수를 설계해서 입력으

로 들어온 전체 경로에 대해 온라인 궤적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４.１ 미분 동적 프로그래밍 

미분 동적 프로그래밍은 궤적 최적화에서의 최적 제어 알

고리즘이다. 본 알고리즘은 시스템 동역학 및 손실 함수에 

대한 1, 2차 도 함수를 사용하여 손실 함수를 지역 2차 근

사하여 손실 함수를 최소화 하는 입력 시퀀스를 구해낸다. 

복잡한 동역학을 가지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iLQG(iterative Linear Quadratic Gaussian) 기법을 사용

하면 시스템 동역학의 1차 도 함수만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드론의 동역학은 다 관절을 가진 휴머노

이드 로봇처럼 복잡하지 않고, 2차 분석적 미분이 가능하여 

수치적 미분을 사용하는 동역학 시스템보다 훨씬 빠른 계

산 속도를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2차 도 함수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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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DDP 알고리즘을 사용해도 충분히 빠른 시간에 손실 

함수의 수렴 값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본 학위 논문에

서는 DDP 알고리즘을 택했다. 

DDP는 주어진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풀어 궤적 최

적화를 진행한다. DDP는 손실 함수를 최소화 하기 위한 

최적의 값을 가지는 최적 값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𝑉∗(𝑥, 𝑖) = min
𝑈𝑖

∑ 𝑐(𝑥𝑘, 𝑢𝑘) + 𝑐𝑓(𝑥𝑁)

𝑁−1

𝑘=𝑖

 

 

 𝑈𝑖 는 프레임 i에서 N-1까지의 입력 시퀀스를 나타낸다. 

위의 식은 벨만 식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아래 식과 

같은 재귀적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𝑉∗(𝑥, 𝑖) = min
𝑢𝑖

𝑐(𝑥, 𝑢𝑖) +  𝑉∗(𝑓(𝑥, 𝑢𝑖), 𝑖 + 1) 

 

이제 이 식을 N-1부터 시작해서 i번째 프레임까지 거꾸로 

풀어나간다. 그리고 얻어진 값을 이용해 입력 시퀀스를 업

데이트 하고, 주어진 입력 시퀀스와 시스템 동역학, 그리고 

현재 상태 x를 가지고 드론이 앞으로 그려나갈 궤적을 예

상하고 평가한다. 해당 입력 시퀀스를 통해 얻어진 궤적에 

대한 손실 함수가 임계 치 미만으로 수렴하거나, 미리 지

정한 반복 횟수에 도달하기 전까지, DDP는 이를 반복해서 

풀어나간다. DDP에 대한 식 유도 및 자세한 설명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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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을 참조하여 얻을 수 있다. [14]는 DDP의 식을 유

도하고 ILQG 기법에 대해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DDP 기법은 시스템의 동역학이나 상태에 대

하여 강한 제약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드론의 경우 프로

펠러에서 작용하는 추력은 항상 양의 값이 되어야 하므로, 

[16]을 참조하여 입력에 대한 강한 제약을 주었다. 드론이 

낼 수 있는 최대 최소 추력에 대한 정보 및 드론의 무게, 

크기는 5장에서 명시하였다. 

 

４.２ 손실 함수 디자인 

 

미분 동적 프로그래밍에서 적절한 손실 함수의 설계는 시

스템 전체의 성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부분

의 손실 함수는 2차식 형태의 식들을 이어 붙인 형태로 구성

된다. 

DDP 알고리즘에서 손실 함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현재 프레임에서 N-1번째 프레임까지의 손실 함수이

고 다른 하나는 N번째 프레임에서의 손실 함수이다. 두 손실 

함수를 따로 디자인 하는 이유는 첫번째 손실 함수의 경우 

시스템 입력 값에 손실 함수가 영향을 받지만, 마지막 손실 

함수의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학위 논문에서 제안한 손실 함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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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 Wp ∗ (𝛥𝑝𝑜𝑠𝑖)
2 + Wv ∗ (𝑣𝑒𝑙𝑖)

2 +  Wψ ∗ (𝛥ψ𝑖)
2 + Wu ∗ (𝑀𝑖)

2 

 

c𝑓 = Wp ∗ (𝛥𝑝𝑜𝑠𝑖)
2+ Wo ∗ (𝛥𝑅𝑜𝑡𝑖)

2+ W𝛺 ∗ (𝛺𝑑𝑟𝑜𝑛𝑒,  𝑖)
2
 

 

ci는 입력 값 M에 영향을 받는다. 𝛥𝑝𝑜𝑠𝑖는 i번째 프레임에

서 입력 궤적의 위치와 현재 드론의 위치의 차이를 나타낸다. 

𝑣𝑒𝑙 𝑖  는 드론의 속도를 나타내고, 손실 함수에 속력 값을 넣

은 이유는 속도의 급격한 변화에 제한을 줌으로써 조금 더 

부드러운 궤적을 얻어내기 위함이다. 𝑀𝑖  역시 입력 값에 대

해, 드론이 급격하게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실 함

수에 더해주었다. 속도와 회전에 대한 입력 값을 최소화 함

으로써 드론이 그리는 궤적이 급변하지 않고 부드럽게 만들

어 나가 줄의 떨림을 줄일 수 있다. 𝛥ψ𝑖  는 드론 몸체의 z축 

회전에 대한 값이다. i번째 프레임에서 궤적의 yaw와 현재 

드론의 yaw의 차이를 나타낸다. 

웨이 포인트에 도달하기 전까지 사용되는 손실 함수는 요

(yaw)에 대해서만 회전을 고려하고, 롤(roll), 피치(pitch)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데, 이는 지정된 위치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위치에 대한 정보와 요(yaw)만 고려하고, 위치로 

가까워 질수록 c𝑓  에서 나머지 회전에 대한 손실 역시 고려

하도록 설계하여, 회전 움직임과 선형 움직임의 비 독립적인 

특성을 최소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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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𝑓는 입력 시퀀스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용되는 손실 함수

이다. 𝛥𝑅𝑜𝑡𝑖는 입력 궤적과 현재 드론의 회전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며, 또한 𝛺𝑑𝑟𝑜𝑛𝑒,𝑖은 현재 드론의 회전 속도를 나타낸다. 

회전 속도를 최소화 하는 이유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드론

이 회전에 대한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

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Wp ,  Wu , Wo, W𝛺 , Wψ, Wv는 상수이다. 실험에서 사용된 

값은 각각 1.0, 1.0 * 10−5 , 1.0 * 10−2 , 1.0 * 10−1 ,1.0 * 

10−4, 1.0 ∗  1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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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결과 

 

5.1 인형극 궤적 데이터 생성 

실험에 사용된 조종 막대의 궤적을 얻어내기 위해 모션 캡쳐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VICON 8i를 이용하여 다양한 움직임을 

가지는 인형극을 촬영하였고, MAYA2017을 이용하여 해당 

데이터에서 궤적에 대한 회전 및 위치 정보를 얻어내었다. 

인형극에 사용된 인형은 총 3종류로 그림 5-1과 같이 강아

지, 코끼리, 그리고 다리를 구부린 로봇을 가지고 인형극을 

구성하였다. 강아지 인형은 회전 움직임이 거의 없고, 다리와 

목을 구부려 먹이를 먹거나 걷는 모습을 연출하고, 코끼리 

인형은 조종 막대의 회전 움직임을 이용하여 코를 휘두르거

나 구부릴 수 있다. 로봇 인형은 양 무릎에 줄이 연결 되어

있어, 회전 움직임을 이용해 걷는 장면을 연출하도록 구성하

였다. 궤적의 성격이 서로 다른 인형극을 연출하고, 제안한 

알고리즘이 성격이 다른 궤적에 대해서 얼마나 잘 추적하는

지에 대한 결과를 5.3에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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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코끼리, 이족 보행 로봇, 강아지를 제작하고 인형

극 하는 장면을 모션 캡쳐 하였다. 

 

5.2 시뮬레이션 

본 학위 논문에서는 두 종류의 시뮬레이션을 개발, 사용하였

다. 

드론 시뮬레이터는 C/C++ 기반으로 구현하였으며, 드론의 

동역학과 DDP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입력으로 

들어온 궤적에 대해 드론으로 하여금 추적하게 하고, 이렇게 

얻어진 드론의 상태를 인형극 시뮬레이터로 전달한다. 인형

극 시뮬레이터는 Unreal Engine으로 구현하였으며, 드론, 줄, 

인형의 역학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현실감 있는 움직임을 만

들어 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드론 시뮬레이터에서 얻어진 드

론의 상태 궤적을 가지고 인형극을 움직이며, 인형의 무게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5-2는 그림 5-1의 인형들을 인형극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만든 인형들이다. 각각의 관절 자유도

와 줄이 연결된 부분까지 최대한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구현

해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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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그림 5-1의 인형들을 시뮬레

이션 한 결과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드론의 상세 스펙은 다음과 같다. 

최대 속도 무게 크기 

약 12m/s 0.5kg 500mm * 500mm 

그림 5-3 실험에서 사용된 드론의 성능 표 

5.3 궤적 최적화 결과 

 

본 실험에서 2 종류의 성격의 다른 궤적에 대해 제안한 알

고리즘을 이용한 결과를 평가한다. 두 궤적 모두 인형극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궤적으로, 두 궤적 모두 회전 움

직임과 선형 움직임을 동시에 담고 있다. 비례 미분 제어(PD 

control)나 비례 미분 적분 제어(PID control)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궤적의 위치 및 회전 정보뿐 아니라, 해당 값의 미

분 값인 속도와 각속도에 대해서도 정보가 필요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속도나 각속도가 급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

대로 성능을 내지 못하거나, 극단적으로는 드론이 추적하던 

궤적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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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snap 경로[5]라는 3차 미분이 가능한 부드러운 

곡선으로 변환해서 입력으로 넣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제안

한 알고리즘에서는 입력으로 생성된 경로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경로가 전

혀 부드럽지 않고 많은 잡음(손 떨림)이 경로 내에 그대로 

포함되어있다. 

궤적 1의 경우에는, 코끼리를 제어하는 인형극이다. 걸어가

면서 좌 우로 코를 흔들며 걸어가는 간단한 인형극을 구성하

고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5-4 x축 이동에 대한 첫 번째 궤적 추적 결과 

 

 

그림 5-5 y축 이동에 대한 첫 번째 궤적 추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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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z축 이동에 대한 첫 번째 궤적 추적 결과 

 

위 그림에서 x축은 시간, 즉 프레임 진행을 나타내고, y축

은 각각의 위치를 나타낸다. y축의 단위는 미터이다. 입력 궤

적은 초록색으로, 드론이 그린 궤적은 빨간색으로 나타내었

다. 

본 궤적은 x축으로 일정한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위 

아래(z축)으로 지면에 수직하게 운동한다. 반면 y축에 대해

서는 움직임이 크지 않다.  x축, y축에 대한 오차는 평균 0.6 

센티미터 정도의 차이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확성을 

보였다. 가장 움직임이 큰 z축 이동 역시 손 떨림까지 정교

하게 따라가는 결과를 보였다. 입력 궤적의 잡음에 대해 더

욱 크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인형극을 재

현할 때에 있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추후에 잡음을 

제거한 입력 궤적을 사용하면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다음은 첫 번째 궤적의 회전에 대한 궤적 추적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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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x축 회전에 대한 첫 번째 궤적 추적 결과 

 

 

그림 5-8 y축 회전에 대한 첫 번째 궤적 추적 결과 

 

 

그림 5-9 z축 회전에 대한 첫 번째 궤적 추적 결과 

 

roll, pitch, yaw는 각각 드론 몸체의 x축, y축, z축에 대해

서의 회전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x축은 프레임의 변화를 

나타내고, y축은 각각의 회전에 대한 라디안(Radian)값을 나

타낸다. 입력으로 들어온 값은 초록색 선으로, 드론이 회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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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빨간색으로 나타내었다. 본 궤적은 roll과 pitch 움직임

이 거의 없고, yaw 움직임이 큰 폭으로 변화한다. 제안한 알

고리즘으로, 첫 번째 궤적에 대해 위치 이동과 회전 이동에 

대해 높은 정확도를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궤

적의 경우 회전이 크지 않고, yaw는 위치 이동과 독립적이기 

때문에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다. 

 

두 번째 궤적에서는 roll 움직임과 x축 위치 이동이 주를 

이룬다. 이는 로봇 모양의 인형의 양 다리를 위 아래로 흔들

며 로봇이 걸어가는 인형극을 연출하기 위해 사용된 입력 궤

적이다. 

 

그림 5-10 x축 이동에 대한 두 번째 궤적 추적 결과 

 

 

그림 5-11 y축 이동에 대한 두 번째 궤적 추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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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z축 이동에 대한 두 번째 궤적 추적 결과 

 

두 번째 궤적에서 x축에 대한 이동에 대해서 오차는 인형

극을 재현할 때 무시할 수 있을 수준인 반면, y축과 z축에 대

해서 오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이는 x축(roll) 회전이 위치 

이동에 대해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드론의 동

역학 구조 상 몸체를 x축으로 기울이기 위해서는 z축, y축으

로 이동할 수 밖에 없어 발생한 오차이다. 

 

다음은 두 번째 궤적의 회전에 대한 결과이다. 

 

 

그림 5-13 x축 회전에 대한 두 번째 궤적 추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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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y축 회전에 대한 두 번째 궤적 추적 결과 

 

그림 5-15 z축 회전에 대한 두 번째 궤적 추적 결과 

 

 roll에 대해서 큰 오차가 발생한 반면, 움직임이 거의 없는 

yaw와 pitch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오차를 발

생시켰다. 입력 궤적의 회전이 일정한 반면 드론은 매우 지

저분한 회전 궤적을 그려 나가는데, 이는 회전과 위치 이동

에 대해 동시에 모두 고려하는 손실 함수 때문이다. 드론이 

roll을 정교하게 따라갈수록 위치에 대한 손실 함수 부분의 

값이 커지기 때문에 움직임이 매끄럽지 못하였다. 

 

pitch와 roll은 축을 어느 방향으로 잡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

을 뿐 둘의 움직임은 동일하다. 따라서 본 실험 결과에서는 

pitch에 대한 결과를 따로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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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험 결과는 드론으로 하여금 사람이 만들어내는 매끄럽

지 못하고 변화가 극심한 궤적에 대해서, 상대 오차를 계산

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오차를 계산하여 얼마나 

오차가 적게 추적하여 최대한 비슷한 경로를 그려 나가는 데

에 초점이 있다. 그래서 본 결과에서는 입력으로 들어온 궤

적에 대해 오차율을 구해서 평가하기 보다는, 얼마나 비슷한 

인형극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첫 번째 궤적에 대해서는 나타내고자 하는 인형극을 시뮬레

이션으로 꽤 그럴싸하게 재현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두 번

째 입력으로 사용된 인형극의 경우, 본래 의도한 인형극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했다. 

 

아래의 그림들은 실제 게임엔진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그림 5-16 회전 동작 없이 위치 이동만으로 재현한 인형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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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첫 번째 궤적을 이용해 재현한 코끼리 인형극 

 

 

그림 5-18 두 번째 궤적을 이용해 재현한 로봇 인형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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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학위 논문에서는 마리오네트의 조종 막대의 6 자유도 

움직임을 구동기가 부족한 시스템인 드론이 모델 예측 제거 

기법인 미분 동적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추적하여 

본래의 마리오네트 공연을 재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조

종 막대의 회전 및 위치 이동에 대한 정보에 대해, 각각에 

대한 가중치가 있는 손실 함수를 제안하고, 반복적으로 개선

하여 손실 함수가 가장 적은 입력의 배열을 얻어내고, 이를 

통해 드론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렇

게 얻어진 드론이 그려낸 궤적을 물리 시뮬레이션 기반 게임 

엔진을 이용해 인형극을 재현하였다. 

드론의 동역학 구조 상 인형극을 하는 조종 막대의 움직임

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사람이 조종하는 인형극은 움직임

의 범위가 크지 않고, 실시간으로 방향이 계속 변화한다. 또

한 회전에 대한 움직임에 대하여, 정교하게 회전과 위치 이

동에 대해 추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본 학위 논문에서는 드론의 프로펠러에서 발생

하는 바람이 매달려있는 줄과 인형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인형극을 실제 드론을 이용해서 재현하기 

위해서는, 드론과 인형의 상호작용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초보자 수준의 간단한 인형극만 실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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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인형극의 경우에는 단순히 조종 막대만 사용하기 보

다는, 두 손을 이용한 줄의 제어 또는 더 복잡한 형태의 조

종 막대를 사용해 현실감 있는 마리오네트 연극을 만들지만, 

본 논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종 막대와 한 대의 드론을 

이용한 연구만 진행되었다. 이러한 드론의 동역학과 인형과

의 상호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한 대의 드론을 가지고

만 인형극을 재현하기 보다는, 다수의 드론의 궤적을 한번에 

최적화하여 충돌에 대한 손실 함수를 추가함으로써, 한 대의 

드론이 인형의 한 개의 관절을 제어하도록 한다면, 더 복잡

하고 정교한 인형극에 대해서 재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자유도가 높아진 인형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단순한 

인형극의 재현에서 멈추지 않고, 인형의 움직임을 역 기구학

(inverse kinematics)를 이용해 계산하고, 이를 따라가기 위

한 드론의 궤적을 생성하는 연구 또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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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line Trajectory Optimization of 

Quadrotor for Reproduction of 

Marionette Show 

  

 

 

Yongs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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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rionette show is a play with the puppet controlled from 

above using wires by human. One ends of the wires are 

connected on different joints of the marionette, and the other 

ends are tied on a control stick. The marionettist makes the 

puppet move by elaborately manipulating the control stick. By 

the marionettist, the puppet looks like a living creature, 

sometimes walking, jumping, talking and dancing. Through the 

performances of theses puppet, it gives pleasur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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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ence. The string puppet show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performances among the puppet shows. This is because it 

does not directly control the puppet’s joint, but controls the 

puppet using control stick. Therefore, it is not intuitive, and 

even a slight shake of the control stick causes a large twisting 

or swinging of the wires, which results in a completely 

different motion from the original intention. 

In this thesis, we try to reproduce the marionette show by 

drone in motion capture of human’s puppet control. 

As the drone has become smaller and lighter due to recent 

technological developments, various studies using it have been 

going on. In addition to topics such as military agriculture, and 

lifesaving, many interesting researches such as table tennis 

and pole acrobatics using drone are being conducted. 

The movement of the drones and the movement of the control 

stick controlled by human show the following differences. The 

control stick controlled by human has 6 degrees of freedom. 

Drone also has 6 degrees of freedom. However, translation 

and rotation are partially coupled. In addition, it has 4 wings, 

so its system is under actuated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follow the control sticks trajectory 

drawn by the human. We propose an online trajectory 

optimization method that follows the trajectory of the control 

stick. In this thesis, we design a proper loss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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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both the rotation and translation of the drone and 

use a differential dynamic programming method based on 

model predictive control to solve it. This will optimize the path 

of the drone and use the obtained path to reproduce the 

original marionette show through the simulation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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