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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A 2015 드론 연구동향-드론기반 

공중작업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1. 서 론  

로봇, 항공분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드론’이라는 

단어는 각종 매체에서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최
근 Amazon, DHL, Alibaba 등 세계적 기업에서 드론

을 활용한 배송을 선보이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항

공촬영은 영화부터 취미 생활에 이르기까지 대중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국내외 조사기관에서

는 드론관련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
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여러 개의 로터로 이루어진 쿼

드로터 또는 멀티로터는 구조적 단순함과 제어의 용이

성, 하드웨어의 발전 및 활용성으로 인해 가장 대중적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분야에서도 관련하여 매년 

세계적 연구그룹들에서 다양한 드론관련 신기술을 선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로봇분야에서 초기 멀티로터 타입의 드론 연구는 대

부분 구동부족(under-actuation) 특성을 갖는 시스템의 

움직임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대부분이었

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움직임제어를 기반으로 드론을 

기존의 항공촬영과 같이 외부와 물리적 상호작용이 없

는 것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조립과 같이 물리적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응용분야의 확장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미국 시애

틀에서 개최된 로봇분야의 대표적 학회 중 하나인 

ICRA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에서 발표된 드론 관련 연구결과, 그 

중 공중조작 연구에 집중하여 그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자 하며 제어기법, 상태/위치 추정기법, 새로

운 디자인 등이 이에 포함된다.
ICRA 2015에 발표된 논문은 총 954개로 그 중 드

론과 관련된 논문은 74편이며 총 109개의 세션 중 드

론을 주제로 한 세션은 7개로 구성되었다. 전체 세션 

중 드론을 주제로 한 세션 외에도 다양한 세션에서 센

싱, 인식, 제어 등 드론의 응용을 위한 연구가 포함 되

어 있어 드론관련 연구가 다양한 기술에 걸쳐 폭넓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드론관련 분야, 그 중에서 멀티로터기

반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공중조작분야를 중심으로 다

루며, 앞에서 서술된 각각의 주제별로 대표적인 논문

에 대해 정리하고, 현재 드론을 활용한 공중조작분야

의 연구 동향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 소

개하는 논문은 필자의 제한적인 연구경험과 관심사, 
그리고 논문 분량제한 등으로 인하여 불충분할 수 있

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드론기반 공중

조작에관한 논문에 대해 소개하며, 3장에서는 공중조작 

작업을 위해 필요한 센싱 및 상태추정 기술, 4장에서는 

기존 멀티로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디자인 

연구 그리고 5장에서는 본 고를 정리하고자 한다.

2. 공중작업제어

멀티로터 타입의 드론을 특정위치로 이동시키고, 정
찰 및 항공촬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활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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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드론에 펌프를 이용한 접착 메카니즘 및 
soft-bag 구동기를 부착하여 문에 부착 후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여는 실험[2]

[그림 2] 드론-매니퓰레이터의 기구학 기반 계층적 제
어 기법 실험으로 상위계층에서 장애물을 회
피하며 하위계층에서 원하는 경로를 추종하
는 실험결과[3]

에 드론이 3차원 공간에서 제약 없이 이동가능 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의 지상에만 국한되었던 로봇의 작

업을 3차원으로 확장하여 드론의 활용성을 증진시키

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다양한 대학 및 연구소가 참여한 대형 프로젝

트인 ARCAS(Aerial Robotics Cooperative Assembly 
System) 프로젝트가 있으며, 후속 프로젝트로 

AEROARMS와 AEROWORKS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공중조작작업의 중요성 및 국제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Perching과 같은 환경과의 물리적 상호작용을 드론

에 부착한 도구의 디자인 관점에서 해결한 연구들이 

있다 [1,2]. 일리노이대(UIC) 연구팀은 쿼드로터에 접

착성이 있는 판과 벽에 접착 및 분리가 가능하도록 액

츄에이터를 결합한 메커니즘을 부착하여 벽에 접착 및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접착이 가

능한 비행속도 조건을 유도하였다. 이때 PID 제어를 

통해 비행 및 접착 분리시의 상황을 나누어 제어하였

다. 또한 도쿄공업대에서는 위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
림 1]에서처럼 벽에 부착할 수 있도록 진공펌프를 이

용한 흡착장치를 부착하여 쿼드로터가 수직 벽에 부착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공기를 통해 팽창 및 수축

하여 길이를 변화할 수 있는 soft-bag 구동기를 부착하

여 문의 손잡이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2]. 두 논문은 외부와의 특정 상호

작용을 메커니즘 디자인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으나 벽

으로의 부착이나 손잡이를 미는 것만을 고려하여 다양

한 공중조작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드론을 이용한 공중작업을 위한 직관적인 방법으로 

지상의 로봇처럼 드론에 작업을 위한 매니퓰레이터를 

장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공중

조작 관련 연구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ARCAS 프로젝트의 공동연구팀은 드론-매니퓰레이터 

시스템이 수행해야 하는 경로추종, 장애물 회피 등의 

임무를 계층적으로 나누고 장애물 회피 같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임무는 상위계층에, 경로추종과 같은 

임무는 하위계층에 할당하여 여자유도에 기반하여 각 

계층별로 순차적으로 제어목적을 달성하는 계층적 제

어기법을 기구학 기반 null space based behavioral 
control기법을 활용하여 제안하고, 이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3]. Johns Hopkins대에서는 드론-매니퓰레

이터를 활용한 시스템의 동역학에 기반하여 물체의 집

기조작(pick-and-place)을 위해 MPC(Model Predictive 
Control)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때 Euler angle의 특

이점을 회피하기 위해 SE(3)상에서 동역학을 서술하

고 MPC를 적용하기 위해 기존에 벡터에 대해 정의된 

연산을 SE(3)로 확장하였다[4]. MPC의 계산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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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계층적 제어기법을 이용해 다중 드론-매니퓰
레이터가 협업하여 물체를 운반하고 다른 물
체와 연성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음을 보이는 
시뮬레이션 스냅샷[8]

[그림 3] 드론-매니퓰레이터를 MPC기법에 기반하여 경
로를 추종하고 물체를 잡는 제어기법 실험[4]

[그림 4] 드론-매니퓰레이터의 조작부에 달린 카메라
를 이용해 서랍을 여닫는 제어[5]

는 기존에 많이 쓰이고 있는 단순한 shooting method
를 이용하여 복잡한 계산의 실시간성을 확보하였고, 
또 다른 방법으로 SE(3)상에서 유도된 동역학의 Lie 
group 구조를 보존할 수 있도록 저자가 기존 연구에서 

수정하여 제안한 Stagewise Newton 방법을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실험으로 검증하였다. 
서울대 연구팀은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매니퓰레이

터 시스템을 이용해 어느 방향으로 향해있는지 모르는 

서랍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제어기법을 제안하였다[5]. 
해당 연구에서는 동역학 해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장착

된 로봇팔의 질량과 회전관성을 무시하였고, 움직임이 

충분히 느리다는 가정을 사용하였으며, 정상상태해석

을 통해 서랍에 원하는 힘을 가하기 위한 자세를 계산

하여 이를 추종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서랍의 방향

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추정하기 위해 기존의 타 연구

팀의 연구결과에서 제안된 추정기를 활용하였다[6]. 
하지만 위와같이 단일 드론-매니퓰레이터 시스테을 

이용할 경우 제한된 드론의 가반하중이 다자유도 로봇

팔을 장착하므로 더욱 더 감소하게 되므로 실제 작업

에 활용할 수 있는 가반하중이 매우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반력이나 외풍이 측면으로 작용 시 드론이 

가지는 구동부족의 문제로 인해서 드론 플랫폼 자체가 

기울어져야 하므로, 조작작업이 교란되거나 접촉을 지

속할 수 없는 등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여러 대의 드론-매니퓰레이

터의 협업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협업하는 드론-매니퓰

레이터 시스템 수의 증가에 따라 가반하중이 증가하

고, 조작할 수 있는 자유도가 증가하여 시스템의 

dexterity가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7,8]. 이와 관련하여 

Napoli Federico II대에서는 두 대의 드론-매니퓰레이

터 시스템에 각각 카메라를 부착하여 조작하고자 하는 

물체에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 한 후, 전체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closed chain 구속조건을 이용

하여 visual servoing 하는 제어기법을 제안하였다[7]. 
이때, 제어는 실제 좌표가 아닌 이미지 좌표계 상에서 

이루어지며 2차원의 이미지 상의 움직임이 3차원 상

에서는 원하지 않는 거동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불

필요한 움직임을 감소시키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의 움

직임을 제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미지 모멘트 방법

으로 해결하였으며 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

다. 하지만 이 연구[7]에서는 각 시스템의 기구학적 제

어 및 해석만을 수행하였다. 한편 여러 대의 드론-매니

퓰레이터 시스템을 제어할 경우 자유도가 급격하게 증

가하며 각각은 동역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어문제가 매우 복잡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

울대 연구팀은 복잡한 문제를 계층적 접근을 통해 문

제를 단순화하여, 상위계층에서 조작물체의 움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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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여러 대의 드론을 이용해 range sensor만 
쓰는 SLAM에서 다른 드론의 정보를 이용해 
beacon의 가능한 위치 정확도를 향상시키
는 기법을 나타낸 도식[9]

정의하고, 중간계층에서 물체와의 마찰에 기반하여 움

켜쥐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각각의 드론-매니퓰레

이터에 적합한 힘을 분배하고, 하위계층에서 각각의 

드론-매니퓰레이터가 분배된 힘을 추종하는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동역학 수준에서 여러 대의 드

론-매니퓰레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법을 제안하

였다 [8]. 또한 드론은 상대적으로 부정확하고 느리며 

매니퓰레이터는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

문에 전체 시스템의 여자유도로부터 서로 상이한 동역

학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각에 적합한 제어입력을 

할당하는 coarse-fine 제어 기법을 제안하였다.

3. 센싱 및 상태추정  

드론의 실제 활용을 위해서는 모션캡쳐 시스템과 같

이 드론의 위치와 자세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외부측정 

장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드론에 내장된 IMU, 카
메라, GPS 등에 의존해야 하며 이는 모션캡쳐 시스템

에 비해 정밀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안정

한 비행을 위해 여러 센서의 정보를 융합하는 연구가 

기존에 많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이를 기반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다양한 상황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은 

로봇이 자체적으로 지도를 작성하며 지도상에서의 위

치를 추정하는 기술로 다양한 로봇뿐만 아니라 드론에

서도 그 활용성으로 인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최
근에는 여러 대의 드론을 활용하여 위치추정의 정확도

를 높이거나 지도 작성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스페인 Seville대에서는 기존의 대

다수의 연구가 카메라를 이용했던 것과 달리 거리만을 

측정할 수 있는 range 센서를 이용한 RO-SLAM 
(range only-SLAM)에서 여러 대의 드론을 이용해 정

확도를 높일 수 있는 추정기법을 제안하였다[9]. 
Range 센서는 거리 정보만을 주기 때문에 각 landmark
의 거리만 알 수 있고, 방향정보는 알 수 없는데, GMM 
(Gaussian Mixture Model)을 통해 가능한 landmark의 

위치를 확률적으로 가중치를 두어 가정을 세운 뒤, 다
른 드론에서 추정한 landmark의 가정과 비교하여 가

정이 특정 조건에서 벗어날 경우 기존 가정에서 제외

하는 방법을 통해 지도작성과 위치추정 성능을 향상시

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Pennsylvania대 연구팀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단안카메라 이용 SLAM기술인 PTAMM 
(Parallel Tracking and Multiple Maps)을[10] RGB-D 
카메라를 이용해 단안 카메라의 문제인 깊이 정보 오

차를 보완하여 맵의 정확도와 위치추정 결과를 향상시

켰다[11]. 이를 위해 기존의 알고리즘에서 단안카메라

로 추정된 3차원 정보와 실제 깊이 정보를 비교하여 

특정 오차 이상의 결과를 제외하는 방법을 이용하였

다. 또한 두 대 또는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운용할 

때 각각의 key frame을 비교하여 서로 차이가 적은 

key frame을 선정하여 이들간의 변환관계를 이용해 

서로 다른 지도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여러 센서를 이용해 드론의 상태를 추정할 때, 상황

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한 위치추정이 실패하거나 주변

환경에 따라 GPS와 같은 센서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이용 불가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ETHZ대 연구팀은 

공기역학적 효과에 기반을 둔 상태추정 기법을 제안하

여 카메라와 GPS 등이 정상화될 동안 드론의 비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 기존의 상태추정기법

에서는 카메라, GPS같은 위치 추정 센서가 없는 경우 

IMU의 가속도 정보만을 이용해 속도, 위치를 추정하

기 때문에 적분오차로 인해 각 정보가 발산하지만, 연
구팀은 드론의 속도에 의존하는 항력 정보를 EKF 
(Extended Kalman Filter)의 모델에 추가하여 발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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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상) range sensor이용 TOA 기반 위치추정 
도식, (하) 위치추정 결과를 이용한 비행경로
로 파란선은 추정위치, 붉은선은 실제경로 및 
검은선은 원하는 경로[13]

 

[그림 8] 얇은 판을 드론 주변에 설치하여 압력중심이 
무게중심보다 높게 위치하여 안정하게 만든 
디자인과 (상,좌) 검증하기 위해 테스트한 디
자인들(상,우), 제어 없이 안정성을 유지함을 
보이는 실험 결과 (하)[15]

지 않고 실제 속도를 잘 추종하여 카메라 및 GPS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태추정이 가능

함을 실험으로 보였다. 또한 ETHZ의 타 연구팀은 드

론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 GPS나 모션캡쳐 시스템을 

쓰는 것이 아닌 여러 대의 range 센서를 통해 추정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3]. Range 센서는 신호의 TOA 
(time of arrival)을 측정하여 두 물체의 거리를 추정하

는데,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3대 이상의 이미 위

치를 알고 있는 range 센서를 바탕으로 드론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고, 자세 및 속도는 가속도계와 자이로의 

정보를 융합한 기존의 EKF 방법을 이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중조작작업과 같은 외부와 상호작용

시 시스템이 가하는 힘과 바람에 의한 외란을 추정하

는 것이 비행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하므로 이를 

추정하기 위한 시도 또한 이루어졌다. 독일 DLR연구

소에서는 쿼드로터에 작용하는 외란에서 바람에 의한 

영향과 접촉에 의한 힘을 추정하는 방법을 공기역학 

모델을 쿼드로터의 동역학에 적용하여 외부 힘을 추정

하고 바람과 접촉에 의한 외력을 주파수 영역으로 분

리하여 제안하였으며, 이를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였

다 [14]. 바람에 의한 외력은 낮은 주파수 영역에 해당

하고 충돌에의한 외력은 높은 주파수 영역이기 때문에 

두 힘의 구분이 가능하나, 외부의 물체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정상상태의 접촉에서는 마찬가지로 낮

은 주파수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바람으로 인식하는 

한계가 있다.  

4. 새로운 디자인  

기존의 대다수의 멀티로터관련 연구는 주어진 시스

템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제어하고 활용할 지에 대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공중조작을 하

기 위해 멀티로터 시스템이 갖는 문제 및 근본적인 한

계점을 디자인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

되고 있다. 일반적인 멀티로터 시스템은 추력을 최대

화하기 위해 각 로터를 윗방향으로 정렬하며 이로 인

해 병진운동을 하기 위해 플랫폼이 회전을 해야 하는 

구동부족 문제를 갖게 된다. 또한 제어가 적합하게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스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센싱 

및 제어 성능에 의해 시스템의 비행성능이 크게 영향

을 받는 특징이 있다.
먼저 Pennsylvania대 연구팀은 제어 및 센싱 성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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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6개의 로터를 프레임상에 삐뚤어지게 부착
하여 6자유도의 wrench를 생성할 수 있으
며 구동부족문제를 해결한 디자인으로 시뮬
레이션을 통해 상기 디자인을 검증 [17]

[그림 9] 로터를 기울여서 배치하여 구동부족 문제를 
해결한 디자인[16]

[그림 11] 쿼드로터 타입 드론으로는 구현 불가능한 기
울어진 비행을 로터의 기울기를 조절하는 모
터를 추가하여 구현한 실험 결과 (각 그림 
하단의 숫자는 pitch 각도)[18]

따라 불안정해 질 수 있는 멀티로터에 얇은 판으로 된 

간단한 장치를 부착하여 스스로 안정화 할 수 있는 디

자인을 제안하였다[15]. 이는 무게중심(center of mass)
과 압력중심(center of pressure)과의 관계를 [그림 8]
에 있는 것처럼 쿼드로터를 둘러싼 판의 길이를 변화

하여 조절할 수 있음을 선형화하여 단순화된 수식을 

활용하여 보였고, 다양한 길이의 판을 제작해 단순화

된 모델과 실제 실험결과로부터 안정화되는 정도를 비

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별도의 

자세제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외란으로부터 

강건하고 센서의 성능이 낮더라도 안정한 비행이 가능

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멀티로터의 근본적인 문제인 구동부족을 해결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16,17]. 먼저 Max Plank 연구팀

에서는 기존과 유사한 헥사로터 시스템에서 로터를 삐

딱하게 부착함으로써 위방향으로 정렬되어있던 추력

을 그 밖의 방향으로 낼 수 있게 하여 시스템을 fully- 
actuated 되도록 제안하였으며, 이때 로터의 기울어진 

각도는 최적화문제를 풀어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

은 fully-actuated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제어기를 

통해서 제어될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였다 

[16]. Athens대 연구팀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동부족 문

제를 해결하였으나, 상기한 [16]의 결과나 기존의 멀

티로터와는 달리 로터를 정렬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방향을 달리하여 로터로부터 발생하는 추력이 다양한 

방향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17]. 각각의 로터

배치는 공중조작을 위해 시스템의 크기 최소화, 공기

역학적 간섭, 낼 수 있는 추력 및 토크의 wrench를 최

적화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제안된 시스

템에 적합한 back-stepping 기반 제어기를 설계하였으

며 시뮬레이션으로 이를 검증하였다. 
고정된 로터의 위치 디자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액

츄에이션을 추가하는 디자인을 제안하여 기존의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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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 드론으로는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인 연구도 있었

다 [18]. 일본 Tohoku대에서는 Max Plank[16]와 유사

하게 로터를 비스듬히 기울여서 부착하였으나 기울어

진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액츄에이션을 쿼드로터에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원하는 드론의 거동에 따라 기

울어진 각도를 조절하여 플랫폼이 지면과 수평인 상태

뿐만 아니라 비스듬하거나 수직으로도 비행이 가능하

여 다양한 자세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자세 별로 각 로터가 낼 수 있는 추력과 토크에 제한

이 있기 때문에 자세/위치 제어를 위한 방법을 자세에

따라 스위칭하여 제어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실험

을 통해 검증하였다.

5. 결 론  

본 고에서는 ICRA 2015에서 발표된 드론관련 연구 

분야 중 멀티로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에 대하여 소

개하였다. 특히 멀티로터기반 공중조작과 그에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으며, 드론을 이용한 

공중조작 제어기법과 드론의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 필

요한 상태 및 위치 그리고 작업에서 필요한 외력추정 

및 구동부족과 같은 기존의 멀티로터기반 드론의 한계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새로운 디자인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결과들로부터 지속적

으로 성장하는 드론관련 시장에서 기존의 제한된 드론

의 활용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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