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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람의 수족을 대신하는 단순동작을 반복하는 기계부터 시작해 

사람의 움직임을 흉내 내는 지능적인 로봇까지, 기술은 사람의 편

의를 도모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동작을 관

찰하고 컴퓨터로 분석하여 원리를 이해하여 다른 대상이나 환경에

서 재현하는 것은 로봇공학과 컴퓨터 그래픽스의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본 학위 논문에서는 그 동안 사람의 영

역이라고 여겨졌던 예술의 부분 중에서 사람이 손으로만 연출했던 

마리오네트 인형극을 기술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에 공간적

인 제약에서 자유로운 드론으로 하여금 인형의 움직임을 연출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공중에 떠 있는 드론의 

특성상 여러 물리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쉽지 않으며, 구사할 수 있는 물리적 

상태에 제약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참조 궤적으로 명령 배

열을 만든 경우 오차가 적지 않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

해 추상화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사용하는 고성능의 

드론을 이용해 본다. 드론의 상태는 위치와 방향 각 3개의 자유도

를 합쳐 6개의 자유도를 가지지만, 드론의 설계 구조 상 실제 조

작은 위치가 3, 방향이 1로 4개의 자유도 밖에 가지지 못한다. 이

와 같이 자유도가 부족해지는 underactuated problem을 반복적인 드

론 비행 시뮬레이션과 드론 비행 궤적 갱신을 통해 참조 비행 궤



 

ii 

 

적과 유사하게 드론의 비행 궤적이 나오도록 하는 드론 명령 배열

을 얻어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초기 상태로부터 얻은 드론의 

비해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보이며, 나아가 드론의 비행에 적합한 

마리오네트 인형을 조사하고 설계하여 인형이 궤적 최적화를 통해 

얻은 드론의 궤적에 따라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다.  

 

 

 

 

 

 

주요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컴퓨터 그래픽스, 로보틱스, 드론 비행 

제어, 경로 최적화 

학번: 2015-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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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론 

 

 

"인형극"이란 사람이 물체를 조종하여 연출하는 공연 형태를 일

컫는 예술의 한 가닥이며, 역사적으로 그 기원은 약 기원전 2000년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구체적으로는 기원전 5세기부터 지중해 근

처를 중심으로 "인형", "실", "밀다", "당기다" 등의 단어의 단어 중심

으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On the Motion of 

Animals"이라는 저서에서 인형에 대해 "동물의 움직임은 레버가 풀

어지고 실들이 꼬여 만드는 작은 정해진 움직임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자동 인형들의 움직임과 비교될 수 있다"고 하였다[1].  

 

 

그림 １-1 체코 프라하의 마리오네트 인형극 "돈 지오반니". 인형

사가 손으로 실과 막대기를 움직여 인형을 조작해 극을 연출한다. 

 

인형극 중에서도 "마리오네트 인형극"은 주로 사람을 형상화한 목

각인형의 각 관절 마디 마디를 실로 묶은 것을 사람이 위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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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하여 움직이도록 연출되는 인형극을 뜻한다. 마리오네트 인형사

는 조종의 편의성과 다양한 세부 조종을 위해 기본 적으로 X자 혹

은 T자 모양의 손잡이의 각 끝부분에 실을 연결한 후, 막대기의 움

직임에 덧붙여 손가락 혹은 여러 장치를 덧대어 세밀한 움직임을 

연출해낸다. 위와 같이 예술의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던 사람들의 

움직임을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사람처럼 연출하는 연구들이 컴퓨

터 그래픽스, 시뮬레이션과 로보틱스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

어 왔다. 컴퓨터 그래픽스와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는 사람의 흉내를 

내는 물리적인 대상과 환경을 가사에서 구축하고, 로보틱스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환경에서 사람의 흉내를 실제로 수행할 물리적 대

상(주로 기계장치)에 움직임을 부여하여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관찰, 분석, 개선한다. 본 학위 논문에서는 사람 손 대신 최근 급속

도로 발전하여 이전보다 비교적 세밀한 조종이 가능해진 드론을 

조종하여 마리오네트 인형극을 연출해보고자 한다. 

드론은 보통 "날아다니는 로봇"이라 불리며, 기술적으로는 "무인

기(Unmanned Aerial Vehicles, UAVs)"에 속한다. 하지만 무인기에 해

당하는 비행체는 손바닥만한 크기부터 정찰기까지 다양하므로 보

편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정의를 좁혀 "4개의 프로펠러를 가진 

헬리콥터"라는 뜻을 가진 쿼드콥터로 정의한다(이하 드론이라 한

다)[2]. 드론은 대각선으로 배치된 시계방향과 반 시계방향으로 

도는 두 쌍의 프로펠러의 모터 힘을 조절하여 그 힘의 차이를 이

용해 roll, pitch, yaw방향 회전을 조절하고, 전체 추력(throttle)을 조

절하여 위아래 방향의 속력을 조절한다. 기존의 드론은 비행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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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진했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가속도계와 GPS, 카메라 등의 

하드웨어 발전과 함께 컨트롤러 또한 빠르게 발전되어 비행 안정

성과 세부적인 조종 능력 또한 개선되었다. 

 

 

그림 １-2 하늘을 날고 있는 DJI Phantom 4 드론. Vision Positioning 

System이 탑재되어 있어 비행 안정성이 뛰어나다. 

 

사람의 손은 어느 정도 숙련되어 있다면 정적인 동작부터 역동

적인 동작까지 연출이 가능하다는 분명한 장점이 존재하지만, 사람

의 손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물리적 한계점과 인적 자원인 숙

련된 인형사가 부족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반면에 드론은 사람

의 손이 닿지 않는 공중에서 조종하거나 긴 거리를 빠르게 주파하

는 동작 등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여러 대의 드론의 상호작용

이 가능해진다면 사람이 조종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부피를 가진 

인형의 연출도 가능하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인형극의 연출을 

온전히 드론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드론의 비행 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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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조종하는 것 이상으로 그럴듯한 인형극을 위해 드론의 움

직임을 인형의 동작으로부터 얻어내야 한다. 이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 우선 여러 마리오네트 인형극의 움직임을 참고하여 

가장 단순한고 간단한 형태의 마리오네트를 만든다. 드론은 동체의 

기울기를 이용해 전/후/좌/우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므로 드론으로 

조종이 가능하면서도 그럴듯한 인형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이상

적인 드론의 위치와 방향 궤적을 생성하여 참조 궤적으로 설정한

다. 이 참조 궤적을 최대한 따라갈 수 있도록 실제 드론의 센서를 

이용한 반복적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드론의 시뮬레이션 궤

적이 참조 궤적과 닮아가도록 드론에 전송할 명령 배열을 갱신한

다. 본 학위 논문에서는 참조 궤적에 대한 궤적 최적화를 중점적으

로 다뤄 몇 가지 인형의 움직임에 대한 궤적 최적화를 진행하고, 

시뮬레이션과 실제환경에서의 드론 주행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한

다. 또한 드론의 조종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추상화된 응용 프로

그램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과 드론 조종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또한 기술하고 해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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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관련 연구 

 

 

사람이 행하는 여러 활동을 분석하여 재현하는 것은 컴퓨터 그

래픽스 분야에서 흥미롭고 도전적인 연구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 분야에는 사진, 그림, 영상 등 시각적인 효과에 중점을 둔 연구

들도 있지만, 연극, 무용 둥 움직임에 중점을 두고 이를 분석하여 

재현하는 연구들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컴퓨터 그래픽스뿐만 아니

라 로보틱스 분야와도 함께 여러 연구 주제를 공유해 왔으며, 이를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Won[3]은 사람이나 물체의 그림

자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공연예술을 재현하고 예술가로 하여금 효

율적인 연출을 예측할 수 있도록 단일 광원 환경에서 2D 흑백 그

림자를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이 각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제시하였다. Yamane[4]는 실로 조

종되는 마리오네트 인형이 사람의 모션캡쳐 정보를 재현하여 움직

일 수 있도록 모션캡쳐 정보를 이용해 마리오네트 인형을 조종하

는 실의 풀고 당김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계하고 이를 역기구학

(Inverse Kinematics)으로 풀어내었다. 

드론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부터 큰 관심을 받으며 지금까

지 활발히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초기 몇 년 동안은 드론 개발에 

내재된 다양한 문제를 탐구하는 연구들이 있어왔다. 드론의 동적 

모델링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5, 6, 7, 8]과 함께 비선형 비행 법칙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카메라 시야를 분석하여 비행 조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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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 연구들[9, 10, 11, 12]이 있었으며, Bouadballah[13]와 Bouadi[14]

는 앞선 연구들과 함께 백 스테핑(back-stepping)과 슬라이딩 모드

(sliding-mode) 컨트롤 등 여러 컨트롤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를 진

행하였다. 드론 컨트롤러의 기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Catillo[15]

와 Abdelhamid[16]의 연구와 같이 실내/외에서 비행 안정성을 높이

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후 개선된 비행 안정성을 토대로 

Yang[17], Bouktir[18], Geiger[19], Charles[20] 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드론의 궤적을 설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Trajectory Planning 연

구를 진행하였다. 최근에는 Roberts, Hanrahan[21]에 의해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둔 드론 궤적이 실제 하드웨어의 한계치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드론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드론의 궤적 상에서 존재하는 

시점을 조절하는 것으로 궤적을 보존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나아

가 실제 드론으로 설계해둔 궤적을 따라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구글맵(Google Map)이 3차원 건물 지형을 제

공하는 영역에 한하여 가상 촬영 결과물도 만들어서 보여주는 기

능까지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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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목표 및 접근 방법 

 

 

마리오네트 인형극에서는 인형이 매달린 막대의 위치와 방향을 

조작함으로써 인형의 움직임을 연출한다. 즉, 인형의 움직임이 출

력이라면 인형을 조종하는 막대의 시간에 따른 상태가 입력에 해

당한다. 드론을 이용한 인형극에서는 드론이 막대를 대신하므로 자

연스레 시간에 따른 드론의 상태가 입력으로써 작용한다.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는 막대는 위치와 방향에 제약이 없으므로 6개의 자

유도를 가지지만 모터 4개의 추력을 조절하여 조작하는 드론이 행

할 수 있는 동작은 자유도를 최대 4개까지밖에 가지지 못한다. 이 

차이로 인해 이 문제는 underactuated problem이 된다. 

 

 

그림 ３-1 인형을 조종하는 시간에 따른 막대의 상태를 시간에 따

른 드론의 명령 배열로 재현하고자 한다. 

 

움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순간 자신의 상태와, 목표, 주변 

환경, 수행 가능한 동작의 총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를 편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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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목표, 환경, 동작이라 하자. 드론 비행의 경우, 상태는 각 순

간 드론의 위치와 방향, 목표는 해당 시각의 막대기 위치, 환경은 

드론이 뿜어내는 바람과 주변의 공기 역학을 포함하는 물리적 환

경, 동작은 매 순간 드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된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드론 동작은 4개의 날개에 각각 

가해지는 모터 힘이 되겠지만, 본 학위 논문 연구에서는 드론 제조

사가 만든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보다 고차원의 

조종이 가능해 드론의 내부 좌표계 축을 기준으로 한 회전과 병진

운동으로 치환하여 생각할 수 있다. 

   실제 드론을 이용한 실험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가

장 큰 문제점은 드론의 상태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상적

인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실험자가 완벽하게 목표, 환경, 동작을 정

의하고 제어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재 가상 환경 내에서 상태, 목표, 

동작이 동일하다면 다음 상태 또한 동일함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환경에 작용하는 물리법칙이 현실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시뮬레이션 스텝 사이에 정의된 시간 차이로 인해 다음 

상태를 주어진 현재의 상태, 목표, 환경으로부터 완벽하게 얻어낼 

수는 없다. 게다가 드론 시뮬레이션을 위한 계측 드론에 장착된 실

제 센서로부터 얻기 때문에 센서들마다 얻어낼 수 있는 값의 해상

도에 한계치가 있으며, 이를 얻고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

를 가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학위 논문에서는 드론 제작자들이 만들 응용 프로그램 인터

페이스와 실제 센서를 이용한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동일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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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을 전송해도 드론이 움직이는 출력 궤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드론 하드웨어의 설계상의 한계로 시뮬레이터를 매번 실행하지 못

하고 한번 실행된 시뮬레이터에서 반복적으로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시뮬레이터에서 얻은 드론의 상태 정보와 시간 구간의 보정도 필

요하다. 위와 같은 하드웨어 설계의 한계로부터 오는 여러 어려움

을 극복하고자 사용한 여러 방법도 기술한다. 먼저 간단한 인형을 

직접 만들고 드론을 이용하여 비행을 시도하여 비교적 궤적이 단

순하면서도 서로 다른 인형 동작을 몇 가지 만들어낸다. 드론의 상

태 모델과 드론에 전달할 명령 모델을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와 호환되도록 시뮬레이터를 설계한 후 시간에 따른 드론의 상태 

배열로부터 드론에 전달할 명령 모델을 만들어내고 시뮬레이터에 

입력하여 결과를 얻는다. 결과와 목표 궤적(참조 궤적)간의 차이를 

시간 별로 측정하여 다음 드론의 명령 배열을 개선한다. 이러한 작

업을 반복하여 실제로 움직인 드론의 시뮬레이터 결과 궤적이 참

조 궤적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명령 배열을 얻고자 하며, 이를 위한 

상태와 명령 모델을 포함한 궤적 최적화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안

하고, 이에 사용할 시뮬레이션 정보를 보정하는 간단한 법칙을 정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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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드론 비행 컨트롤러 모델 

 

 

드론의 상태 모델과 전송할 명령 모델을 정의하고, 드론의 상태

로부터 어떻게 드론 명령을 유도해내는지 설명한다. 입력으로 주어

지는 드론의 상태 배열은 동일한 시간차(timestep) 𝛥𝑡로 주어지며, 

명령 배열 또한 𝛥𝑡 간격으로 드론에 전송된다고 가정한다. 

 

４.１ 드론 상태 모델 

 

보편적으로 공간상의 물체를 기술하는 데는 위치와 방향을 이용

하는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물체의 경우 위치와 방향 모두 

각각 3개의 자유도를 가진다. 4개의 날개를 가진 드론은 공간 상에

서 임의의 위치와 방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우선 드론의 상태   

는 다음과 같이 위치와 방향 성분으로 나눠 표현할 수 있다. 

 

    (𝑃 ,   ) (4.1) 

 

여기서 𝑃 는 위치,   은 방향을 나타내며, 𝑖는 이후 설명될 궤적 상에서 

해당 상태, 위치, 방향이 가지는 색인(index) 번호이다. 위치는 전역 좌표

계(Global Coordinate) 상에서의 위치 (𝑥, 𝑦, 𝑧)를 뜻하며 3개의 자유도를 가

진다. 방향은 전역 좌표계 축 (𝑥, 𝑦, 𝑧) 각각에 대한 3개의 오일러 각(Euler 

Angle)의 회전 조합으로 나타내며 (𝑟𝑥, 𝑟𝑦, 𝑟𝑧)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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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𝑃  (𝑥 , 𝑦 , 𝑧 ) (4.2) 

    (𝑟𝑥 , 𝑟𝑦 , 𝑟𝑧 ) (4.3) 

 

전역 좌표계 상에서의 위치 𝑥, 𝑦, 𝑧 값은 미터 단위이며 오일러 각 

𝑟𝑥, 𝑟𝑦, 𝑟𝑧 는 도(degree)단위를 사용한다. 곱의 순서에 의존적인 오

일러 각은 순서대로 𝑥, 𝑦, 𝑧 축을 기준으로 𝑟𝑥, 𝑟𝑦, 𝑟𝑧 값만큼 회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 방법으로 얻은 행렬이 곧 드론의 3차원 

방향을 나타내는 회전 행렬이 된다. 전역 위치와 회전을 얻을 때 

사용한 좌표계는 착륙된 드론을 기준으로 정면을 𝑥 , 왼쪽을 𝑦, 위

쪽을 𝑧축으로 하는 오른손 좌표계를 사용한다. 이는 사고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것이며, 인접한 드론 상태로부터 드론 명령을 얻어내

기 위해서는 드론의 내부 좌표계(Local Coordinate)로 변환하는 과정

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사용할 정해진 드론 내부 좌표계의 각 축

은 다음과 같이 제조사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API)에 기술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된 일련의 상

태 배열을 궤적(Trajectory)이라 정의하자. 길이 𝑁짜리 궤적 𝑇는 다

음과 같이 유한 개수의 상태    (𝑖 ∈  자연수)들의 배열로 표현할 

수 있다. 

 

 𝑇  (  ,   ,  ,   ), 𝑁 ∈  자연수 
(4.4) 

 

시뮬레이션에 사용할 드론의 초기 상태 궤적은 몇 개의 드론 상태

를 키 프레임으로 설정한 후 Bezier Interpolation을 이용해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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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４-1 드론의 내부 위치 좌표계. x가 정면, y가 오른쪽, z가 아래

쪽을 향한다(https://devusa.djicdn.com/images/flightController-

concepts/xyz_noRedArrows-76a3f18df8.png). 

 

４.２ 드론 명령 모델 

 

드론 비행은 각 순간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두 쌍의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힘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본 학위 논문 

연구에서는 제조사의 𝐴𝑃𝐼를 사용하므로, 각 프로펠러의 힘까지 직

접 조종할 수는 없다. 보편적인 3차원 물체의 자유도는 위치와 방

향 각 3개의 자유도를 합쳐 6이 되지만, 4개의 날개로 구동되는 드

론의 조종은 내부 좌표계의 회전축으로 기준으로 한 회전과 전체 

추진력을 이용한 상하이동을 포함, 총 4개의 자유도 밖에 가지지 

못한다. 드론의 𝑟𝑜𝑙𝑙축 기준으로의 회전은 𝑦축 방향의 속도와 의존

성을 가지고, 𝑝𝑖𝑡𝑐ℎ축으로의 회전은 𝑥축 방향의 속도와 의존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𝐴𝑃𝐼에는 이 4개의 자유도에 해당하는 매개변

수가 각각 지정되어 있으며, 일련의 값들을 결정하는 것으로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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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부좌표계를 기준으로 𝐴𝑃𝐼를 이용해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 

𝑟𝑜𝑙𝑙, 𝑝𝑖𝑡𝑐ℎ, 𝑦𝑎𝑤로 대표되는 내부 좌표계의 각 축을 기준으로 한 오

일러 각들과 전체 추진력을 이용한 상하이동에 사용되는 𝑡ℎ𝑟𝑜𝑡𝑡𝑙𝑒 

값이 앞서 말한 4개의 자유도를 결정하는 매개변수가 된다. 그림 

4-1의 𝑥, 𝑦, 𝑧 축들이 각각 𝑟𝑜𝑙𝑙, 𝑝𝑖𝑡𝑐ℎ, 𝑦𝑎𝑤 회전축에 대응된다. 그

림 4-2 참조. 

 

그림 ４-2 드론의 내부 회전 좌표계. roll이 정면, pitch가 오른쪽, yaw

가 아래쪽을 향한다(https://devusa.djicdn.com/images/flightController-

concepts/altitude-7e757661b6.png). 

 

드론의 명령 𝐶  는 𝐴𝑃𝐼 에서 결정되어있는 4개의 매개변수인 

𝑟𝑜𝑙𝑙, 𝑝𝑖𝑡𝑐ℎ, 𝑦𝑎𝑤, 𝑡ℎ𝑟𝑜𝑡𝑡𝑙𝑒로 표현된다: 

 

 𝐶  (𝑟𝑜𝑙𝑙 , 𝑝𝑖𝑡𝑐ℎ , 𝑦𝑎𝑤 , 𝑡ℎ𝑟𝑜𝑡𝑡𝑙𝑒 ) (4.5) 

 

드론의 명령으로 전달 가능한 매개변수는 𝑟𝑜𝑙𝑙, 𝑝𝑖𝑡𝑐ℎ, 𝑦𝑎𝑤,

𝑡ℎ𝑟𝑜𝑡𝑡𝑙𝑒의 4가지로 정의되어 있지만, 𝐴𝑃𝐼  문서에는 이를 조작하

는 모드가 매개변수마다 하나씩 존재한다. 본 학위 논문에서는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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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위치 궤적을 최적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각 매개변

수의 모드를 결정한다. 우선 의존성이 있는 𝑟𝑜𝑙𝑙, 𝑝𝑖𝑡𝑐ℎ축 기준의 

회전보다는 𝑥, 𝑦 축 기준의 속도로 드론을 조작하는 것이 위치를 

조종하기 유리하므로 𝑥/𝑟𝑜𝑙𝑙, 𝑦/𝑝𝑖𝑡𝑐ℎ축에 대해서는 𝑉𝑒𝑙𝑜𝑐𝑖𝑡𝑦 𝑀𝑜𝑑𝑒

를 사용한다. 실제로는 위에 언급했듯 𝑟𝑜𝑙𝑙축 기준으로의 회전은 

𝑦축 방향의 속도를 결정하고, 𝑝𝑖𝑡𝑐ℎ축으로의 회전은 𝑥축 방향의 

속도를 결정하지만, 축의 일관성을 위해 𝐴𝑃𝐼에는 축이 보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𝑧/𝑡ℎ𝑟𝑜𝑡𝑡𝑙𝑒  의 경우, 축의 표시형식을 𝑥, 𝑦와 맞

추기 위해 역시 𝑉𝑒𝑙𝑜𝑐𝑖𝑡𝑦 𝑀𝑜𝑑𝑒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𝑦𝑎𝑤의 경

우, 𝑥, 𝑦, 𝑧단위가 상태 위치의 시간에 대한 미분 값이므로 역시 𝑧

축 방향의 회전 각도에 대한 미분 값이 되도록 하는 

𝑃𝑎𝑙𝑠𝑡𝑎𝑛𝑐𝑒 𝑀𝑜𝑑𝑒를 사용한다.  

 

Argument Control Mode Value Limitation 

x / roll Velocity Mode [-10 m/s, +10 m/s] 

x / roll Angle Mode [-30°, +30 °] 

y / pitch Velocity Mode [-10 m/s, +10 m/s] 

y / pitch Angle Mode [-30°, +30 °] 

z / throttle Velocity Mode [-4 m/s, +4 m/s] 

z / throttle Position Mode [0m, 100m] 

yaw Angle Mode [-180°, +180 °] 

yaw Palstance Mode [-100°/s, +100 °/s] 

표 ４-1 드론 조작 모드에 따른 매개변수의 조작 축과 전송 가능한 

범위. Velocity Mode는 값이 범위를 넘으면 경계 값으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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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３ 드론 상태로부터 드론 명령어 얻기 

 

본 학위 논문 연구에서는 실제 드론이 참조 궤적 𝑇𝑟𝑒𝑓를 잘 따

라갈 수 있도록 단위시간마다 드론에 전송할 명령 배열을 만 들어

내고자 한다. 드론이 올바르게 움직인다는 가정 하에서 드론에 전

해져야 하는 명령 𝐶는 동일 시점에서 상태의 시간에 대한 미분인 

𝑑 /𝑑𝑡가 될 것이다. 하지만 드론의 궤적은 단위 시간 𝛥𝑡간격의 상

태 배열이므로, 인접한 두 상태의 차이를 단위시간으로 나누는 것

으로 드론 명령을 얻을 수 있다. 드론의 상태는 전역 좌표계 기준

이므로 우선 전역 좌표계 상에서 드론의 상태를 얻는다. 단위시간

(𝛥𝑡)사이 드론 상태    와   + 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위치와 방향 

성분 각각의 차이를 이용 해 표현할 수 있다: 

 

 𝛥   (𝛥𝑃 , 𝛥  ) (4.6) 

 𝛥𝑃  (𝑃 +  𝑃 )/𝛥𝑡 (4.7) 

 𝛥 ̂   ̂ 
   ̂ + /𝛥𝑡 (4.8) 

 

𝛥𝑃 는 단위시간 당 위치성분에 대한 차이이며, 전역 좌표계 상에

서 드론이 가져야 할 속도성분이 되고, 𝛥  는 단위시간 당 방향성

분에 대한 차이로 드론이 가져야 할 축과 각속도 정보를 가진 행

렬이 된다. 위의 수식으로 얻은 단위시간 당 상태의 차이를 나타내

는 𝛥  는 전역 좌표계 기준으로 얻은 것이므로, 드론 명령을 얻기 

위해서는 드론의 내부 좌표계로 변환해줄 필요가 있다. 내부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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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나타내는 회전 행렬은 상태의 방향성분인   로부터 행렬 연

산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드론의 방향을 나타내는    

(𝑟𝑥 , 𝑟𝑦 , 𝑟𝑧 )의 세 오일러 각으로 얻은 축 방향 회전 행렬을 순서

대로 곱하여 얻은 회전 행렬을  ̂ 로 표시한다. 이렇게 전역 좌표계

에서의 속도를   의 내부 좌표계 기준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𝛥𝑃 , 𝑟  𝑒   ̂ 
  𝛥𝑃  (4.9) 

 

전역 좌표계의 𝑥, 𝑦, 𝑧축은 드론 기준으로 정면, 왼쪽, 위쪽이지만, 

드론 내부 좌표계의 𝑥, 𝑦, 𝑧축은 드론 기준으로 정면, 오른쪽, 아래

쪽으로 구성되어 있어 두 좌표계 모두 오른손 좌표계이지만 𝑥축을 

기준으로 드론 명령에 필요한 드론의 방향 축이 전역 좌표계를 기

준으로 180°회전이 필요하다. 

 

 𝛥 ̂ , 𝑟  𝑒  𝛥 ̂   ̂    ,         (   ,  ,  ) (4.10) 

 

4-2장에서 드론 명령 매개변수는 위치와 방향 6개의 자유도 중 

𝑟𝑜𝑙𝑙, 𝑝𝑖𝑡𝑐ℎ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 하므로, 

식 (4.6) ~ (4.10)을 조합하면 최종적으로 (5)에 들어갈 각 매개 변수 

값들을 다음과 같이 얻는다: 

 

 (𝑟𝑜𝑙𝑙 , 𝑝𝑖𝑡𝑐ℎ , 𝑡ℎ𝑟𝑜𝑡𝑡𝑙𝑒 )   𝛥𝑃 , 𝑟  𝑒 (4.11) 

 𝑦𝑎𝑤  𝛥  , 𝑟  𝑒  𝑟𝑧  (4.12) 



 

１７ 

 

제５장 드론 궤적 최적화 

 

 

올바른 드론의 상태 궤적으로부터 위의 방법으로 얻은 명렬 배

열을 드론에 전송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궤적을 따라가지는 않는데, 

이산적인 상태 배열이 야기하는 단위 시간의 크기에 따른 드론 명

령의 오차, 드론의 상태를 센서 값에 의존해서 생기는 정확도의 한

계, 드론의 비행과 시뮬레이션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

기는 시간차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초기의 상태 궤적을 이용하는 

것 이상으로 드론의 궤적을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

다. 시뮬레이션에서 출력되는 상태 배열과 참조 궤적을 비교하여 

드론에 전달될 명령 배열을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의, 설계하고 기술한다. 

 

５.１ 시뮬레이션 출력 궤적 

 

𝐴𝑃𝐼를 이용하여 드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 등록된 시뮬

레이션 콜백 함수에서 전역 위치 (𝑥, 𝑦, 𝑧) 와 드론 방향 

(𝑟𝑜𝑙𝑙, 𝑝𝑖𝑡𝑐ℎ, 𝑦𝑎𝑤), 그리고 모터의 동작 여부와 비행 여부 등

을 알 수 있다. 드론의 내부 좌표계 축과 전역 좌표계의 축이 

𝑥축 기준으로 180°차이임을 알고 있으므로, 식 (4.10)을 역이

용하여 시뮬레이션 출력 상태 배열로부터 드론의 상태 배열

을 얻어낼 수 있으며, 이것이 시뮬레이션 출력 궤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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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에 전송되는 명령 배열은 드론의 상태로부터 직접 계산

하여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출력이 참조 궤적에 

최대한 맞춰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접 명령어의 값을 조절

하는 대신 드론의 상태 궤적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시뮬레이션의 반복을 통해 시뮬레이션 입력 궤적에 

대한 시뮬레이션 출력 궤적을 얻고 참조 궤적과 비교한 후 

시뮬레이션 입력 궤적을 갱신한다면 시뮬레이션 출력 궤적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𝑂  (  
 ,   

 ,  ,   
 ), 𝑁 ∈  자연수 (5.1) 

 

𝑇 를 𝑖번째 반복 시행에서의 입력 상태 궤적이라고 하면, 𝑂 

는 𝑖번째 시뮬레이터 출력 상태 배열이다.   
 는 𝑖번째 반복 

시행에서의  번째 명령을 실행한 결과에 해당하는 상태이다.  

 

５.２ 시뮬레이션 상태 갱신 

 

시뮬레이션의 입력과 출력의 형태가 동일하므로, 반복 시행의 

𝑖번째 반복 시행에서 𝑖   번째 반복 시행은 다음과 정의한다. 

 

 𝑇 +  𝑇   ( 𝑇𝑟𝑒𝑓   𝑂 ) (5.2) 

 



 

１９ 

 

이 때, 𝑂 와 𝑇𝑟𝑒𝑓  모두 상태 궤적이므로, (4.6)을 이용하여 두 

상태간의 차이를 구할 수 있고, 이를    
𝑟𝑒𝑓, 

라 하자.  는 궤

적 갱신 상수로, 0이면 갱신을 하지 않고, 1이면 차이를 모두 

갱신한다. 반복을 진행하면서    
𝑟𝑒𝑓, 

와 같은 궤적 차이를 스

칼라 값으로 변환하여 시뮬레이션 출력 궤적이 얼마나 참조 

궤적과 유사한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반복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할 오차는 다음과 같이 각 프레임마다의 상

태 차이의 가중치가 적용된 제곱 평균 제곱근(Root Mean 

Square, RMS)으로 정의한다. 

 

 

   √
∑ 𝑑𝑖𝑠𝑡𝑎𝑛𝑐𝑒 (   

𝑟𝑒𝑓, 
 )  

         

𝑁 (   a   개수)
  (5.3) 

 𝑑𝑖𝑠𝑡𝑎𝑛𝑐𝑒(   
𝑟𝑒𝑓, 

)  𝑟𝑎| 𝑃 
𝑟𝑒𝑓, 

|  (  𝑟) |   
𝑟𝑒𝑓, 

| (5.4) 

 

| 𝑃 
𝑟𝑒𝑓, 

|는 전역 좌표계 상에서 두 점간의 거리의 제곱 값을 

나타내며, |   
𝑟𝑒𝑓, 

|은 두 방향 사이의 회전 행렬이 나타내는 

각도 차이의 제곱 값을 나타낸다. 𝑎,  는 양의 상수로, 각각의 

값을 보정하는데 사용되며,    𝑟   은 위치와 방향 차이 값

의 가중치이다. 0인 경우 회전 차이 성분만 고려하고, 1인 경

우 위치 차이 성분만 고려하게 된다. 이 때, 회전 행렬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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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각도 차이는 라디안을 사용한다. 위의 요소들을 이용

한 궤적 최적화 시스템 개요는 다음과 같다(그림 5-1) 

 

 

그림 ５-1 궤적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 개요이다. 드론의 실시간 시

뮬레이터가 동일한 입력에도 결과값에 차이가 있으며 간혹 잘못된 

로그를 출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갱신 반

영에 오차의 상한선을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궤적 최적화의 연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서버에

서 진행하지만, 드론 시뮬레이터는 안드로이드 API를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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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기 때문에 명령 실행(Execute Commands)과 드론 상태 저

장(Record Drone States) 부분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서

버로부터 정보를 받아 실행한 후 시뮬레이터 상의 드론 상태

를 기록하여 서버로 다시 전송한다.  

 

 

 

 

 

 

 

 

 

 

 

 

 

 

 

 

 

 

 



 

２２ 

 

제６장 인형 제어 

 

 

６.１ 인형 설계 

 

드론은 사람의 손과 비교하여 생김새부터 움직임에 대한 자유도 

까지 여러 방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비교적 저 차원의 자유

도를 가진 드론의 움직임으로 인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인형 또

한 드론의 움직임에 대응될 수 있도록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단적

인 예로, 복잡한 마리오네트 인형의 경우 인형 내부와 조작 막대 

사이의 장치들이 많게는 25개 이상의 실들로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두 손을 이용해 인형극을 연출한다. 시각적으로 그럴듯한 정도로 

유효한 움직임을 가지는 마리오네트의 움직임 형태를 조사하여 비

교적 단순하면서도 그럴듯한 동작이 나올 수 있는 인형 형태를 선

정하였다. 막대기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한 인형들의 경우 주로 X자

형 T자형 I자형 막대기 순으로 조작이 단순해지는데, X자는 주로 

몸체와 팔다리, T자는 몸체와 양 팔, I자는 몸체의 장축을 막대와 

연결해 조종한다. 인형은 가벼우면서도 드론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바람으로 인한 영향이 적은 구조일수록 드론의 비행에 방해

를 받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여 다음 제시된 그림의 인형 형태들 

중에서 위치와 드론의 yaw 방향 이동만 가지고도 간단한 연출을 

위한 동작이 가능한 T자형 스카프 인형과 I자형 키위 새 인형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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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６-1 인형 후보들. (좌측) 스카프 인형, (좌중간) 키위 새, (우중

간) 날개를 가진 나비, (우측) 목각인형. 이 중 나비는 바람의 저항

이 우려되어 제외하였으며, 목각인형은 걷는 움직임의 난이도가 높

아 보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스카프 인형으로 기어가는 동작을, 

키위 새로 가볍게 뛰는 동작을 만들었다. 

 

６.２ 인형 시뮬레이션 

 

궤적 최적화 작업으로 얻어낸 시뮬레이션의 출력 궤적을 애니메

이션 입력으로 하여 드론 아래에 여러 인형을 실이나 파이프 등의 

물질을 연결 매개체로 매달아 간단한 시뮬레이션도 진행하였다. 엄

밀히 하자면 드론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인형의 움직임이 모두 시

뮬레이션이어야 하지만, 드론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제공

하는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야 하므로 인형의 무게가 드론의 적재 

하중 한계보다 현저히 낮아 인형에 의한 드론 움직임에 영향이 없

을 것이라 가정하고 드론 궤적을 애니메이션 입력으로 치환하고 

그에 따른 인형의 움직임이 출력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총 두 

단계로 이루어진 인형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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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７장 결과 

 

 

７.１ 궤적 최적화 시뮬레이션 

 

궤적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먼저 기어가기

(Crawling)와 가벼운 점프(Hopping)로 여겨지는 동작을 참조 모션으

로 만들었다. 컨트롤 포인트의 Bezier Interpolation을 통해 40ms 간

격으로 생성하였으며, 의존성이 있는 𝑟𝑜𝑙𝑙, 𝑝𝑖𝑡𝑐ℎ의 값은 연상 과정

에서 무시하므로 0으로 고정하였다. 기어가는 동작의 경우 중심점

은 같은 속도로 전진하면서 바라보는 방향을 좌우로 흔들어 양 손

을 번갈아 가면서 짚는 동작을 연출하려 했고, 점프의 경우에는 앞

으로 서서히 전진하면서 높이를 조절해 가볍게 뛰는 동작을 연출

하려 했다.  

 

그림 ７-1 기어가는 동작의 참조 궤적. y, z, rx, ry는 0으로 두고 중

심점을 서서히 앞으로 나가면서 바라보는 방향을 좌우로 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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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이다. 가로축은 ms단위 시간, 세로축은 m단위 위치이며, 각도

의 경우는 도 단위를 사용한다. 

이에 대해 궤적 최적화 반복이 거듭될 수록 시뮬레이터 궤적과 참

조 궤적 사이의 오차를 그림 7-2에서 설명한다. 이 때, 각 상수 값

은 𝑎     ,      , 𝑟     , α      이었다. 

 

그림 ７-2 반복 수행에 따른 오차 그래프. 중간에 증가하기는 하지

만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그림 ７-3 참조 궤적(밝은 색), 최적화 없이 실행하였을 때 시뮬레

이터의 출력 궤적(중간 색), 최적화 반복 수행이 종료된 후 가장 

오차가 작았던 시뮬레이터 출력 궤적(어두운 색). 계산에 거의 상

관이 없었던 𝑧, 𝑟𝑥, 𝑟𝑦  는 차트의 가시성을 위해 제거하였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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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확실히 최적화 없이 실행하였을 때 보다 개선되었으며, 

𝑦𝑎𝑤의 경우도 다소 개선되었다. 

매 반복마다 업데이트되는 정보는 모두 서버에 저장하고 아래와 

같이 해당 반복 수행의 입력과 출력을 3차원으로 적절히 시각화하

여 볼 수도 있다. 

 

 

그림 ７-4 three.js를 이용한 3차원 시각화. 각 점은 드론의 위치를 

나타내며, 각 화살표는 드론의 정면 방향을 나타낸다. 3가지 색은 

각각 (노란색) 참조 상태 궤적, (흰색) 입력 상태 궤적, (하늘색) 시

뮬레이션 출력 궤적을 나타낸다. 

 

７.２ 인형 시뮬레이션 

 

앞서 선정된 두 가지 인형 중에서 스카프 인형은 시뮬레이션 모

델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강체로 구성된 키위 새를 선택하였다. 

작은 새들은 가벼운 점프를 반복하며 움직이기 때문에 기어가는 

움직임은 새를 작은 새를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를 위한 별도의 가벼운 점프 모션도 참조 모션으로 만들었다. 인형 

시뮬레이션에는 만들었던 가벼운 점프 움직임의 참조 궤적을 따라

가는 드론 궤적을 입력으로 넣었고, 드론의 시작 높이를 적절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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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결과, 그림 7-6의 스냅샷과 같은 움직임을 얻었다. 

 

그림 ７-5 가볍게 뛰는 동작의 참조 궤적. 이번에는 그림 7-1과는 

달리 방향 변화가 없는 대신 x, z방향의 이동을 섞어 서서히 앞으

로 나가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양이다. 가로축은 ms단위 시간, 

세로축은 m단위 위치이며, 각도의 경우는 도 단위를 사용한다. 

 

 

그림 ７-6 키위 새 인형을 이용하여 진행한 시뮬레이션의 스냅샷. 

드론이 천천히 전방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위아래 반복 이동을 통

해 연속적인 도약을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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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３ 구현 환경 

 

참조 상태 궤적 생성, 상태 궤적으로부터 전역 좌표계 기준의 명

령,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시뮬레이터 출력 궤적과 참

조 궤적의 비교, 데이터 가공 및 저장과 궤적 갱신, 차트 시각화, 3

차원 시각화 등은 모두 Ruby on Rails 프레임워크로 작성되었으며, 

ThreeJS, ChartJS, Geo3D, spectre.css 등의 오픈 소스를 이용하여 UI, 

행렬 계산과 차트, 3차원 시각화를 구현하였다. 드론 조종과 궤적 

최적화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모든 기능은 DJI Mobile SDK를 사용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였으며, Retrofit, OkHttp, 

RxAndroid, ButterKnife, Timber, MaterialDialog 등의 오픈 소스를 이용

하여 통신과 이벤트 핸들링, UI 등을 구현하였다. 서버는 무료 호스

팅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여 Ubuntu 14.04.3 LTS 위에

서 가동되었으며,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Android 7.0버전의 

API를 탑재한 Nexus 5X를 사용하였다. 인형 시뮬레이션은 Unreal 

Engine 4 (UE4)를 이용하여 렌더링과 시뮬레이션 모두 진행하였다. 

 

그림 ７-7 DJI Mobile SDK와 서버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구축한 

시뮬레이션 관계도 



 

２９ 

 

제８장 논의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추상화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드론 

경로를 최적화하여 드론의 궤적을 얻어내고 선정된 드론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제안하였다.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와 서

버 통신을 포함한 시뮬레이션 기반을 모두 구현하였으며, 초기에 

만들어진 드론 궤적에 비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아쉬

운 점은 드론과 함께 제공된 시뮬레이터가 임의로 환경을 설정하

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데다 드론 리모트 컨트롤러가 핸드폰과 

연결되어있어야 하며, 드론도 함께 연동되어있어야 하고 시뮬레이

션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가상 조이스틱

(VirtualStick)을 이용해야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명령어가 전송되는 것 또한 엄밀하게 

보장이 되어있지 않아서 동일한 명령어를 입력해도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아예 시뮬레이터 피드백 값을 쓸 수 없는 경우도 

간혹 발생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션 캡쳐 혹은 비컨 등을 이용한 

절대 좌표를 실시간으로 얻는 방식으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추가로, 현재는 인형 시뮬레이션에서도 매어진 줄이 완전히 실처

럼 늘어지거나 탄성이 있는 물질이 아닌데, 실제 인형극에서는 복

잡한 손의 이동이 어우러지는 와중에 실의 탄성에 의해 절묘한 움

직임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렇듯 드론을 천천히 움직여 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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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동작을 임의로 따로 또 같이 

수행하면서 드론과 매달린 인형의 움직임을 동시에 촬영한 후 풍

부한 정보를 기반으로 Data-Driven 방식의 접근도 생각해볼 수 있

다. 또한 현재는 참조 궤적의 프레임 수가 크면 클수록 궤적의 뒤

로 갈수록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궤적의 앞쪽부터 차

례로 수렴 후 고정하는 방식으로 최적화 방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향후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다양한 사람

의 손 움직임 혹은 인형의 움직임을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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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has evolved to make people comfortable, from machines that 

repeat simple movements instead of people's labor to intelligent robots that 

mimic human movements. Among them, observation of human motion, 

analysis by computer, understanding of principle and reproduction in other 

object or environment is one of the important research topics of robot 

engineering and computer graphics. In this thesis, we try to understand 

technically the marionette puppetry, which was man's only hand-drawn part 

of the art which was considered as the domain of human. Therefore, I would 

like to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quadrotor drone can direct the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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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puppet.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rones floating in the air, 

it is not easy to know the exact state of itself, and there exist some 

constraints on the physical states that can be appli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we use high-performance drones that use abstracted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APIs). The state of the drone has 6 degrees of 

freedom combined with 3 degrees of freedom of position and direction, but 

the actual operation of the drones is only 3 degrees in position and 1 degree 

in rotation. In this way, we try to obtain a command sequence that is similar 

to the reference flight trajectory but does not exceed the physical drive limit 

of the drone through repetitive drone flight simulation and trajectory update. 

In this process, the performance of the drones obtained from the initial state 

is improved, and furthermore, the marionette dolls suitable for the flight of 

the drones are investigated and designed to simulate the movement of the 

drone according to the trajectory obtained through the trajectory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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