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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10여년간 로봇, 항공 연구분야에서뿐만 아니라 

Google, Amazon 등 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Drone이라고 불리는 무인 비행기에 대해서는 해당 분

야의 연구자가 아니라도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특히 네 개의 프로펠러로 구성된 쿼드로터 (quadrotor)
는 구조적 단순함과 제어의 용이성, 모터, 센서 등의 하

드웨어의 발전 및 플랫폼의 다양한 활용성으로 인해 매

년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다양한 상용제품의 출시

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항공촬영 및 레저활동

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1. 
초기 쿼드로터 연구는 under-actuated된 특성으로 인

해 발생하는 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제어에 

대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존의 움직임제어

를 활용하여 다양한 응용을 구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외부 위치/자세 측정장치에 의존하지 않

고 비행을 하거나, 외부환경과의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고려, 또는 다양한 외부 환경으로의 적용 및 활용이 가

능하도록 하는 등의 기존의 연구 결과를 확장하고 쿼드

로터의 활용성을 증진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로봇분야의 대표적인 학회 중 하나인 2014년 ICR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에서도 aerial robot 및 쿼드로터에 관련된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발표된 논문 총 1036편
의 논문 중 aerial robot 관련 논문은 52개이며 총 228

1 http://www.dji.com/

의 세션 중 13개의 세션이 관련된 발표로 구성되었다. 
Aerial robot관련 논문 52편을 주제에 따라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여기에서 움직임 제어논문들은 주로 쿼

드로터, ducted fan, flapping robot 등 다양한 aerial 
robot의 움직임을 어떻게 제어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이며, 물리적 상호작용을 위한 제어논문들은 

aerial robot을 이용하여 물체조작, 운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 상태추정 및 제어논

문들은 외부 측정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카메라, IMU와 

같은 쿼드로터에 부착된 여러 센서를 이용한 위치/자세 

추정과 이를 이용한 제어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기
타 논문은 aerial robot의 설계 또는 에너지 효율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 논문으로 분류하였다.
본 고에서는 aerial robot분야, 그 중에서 쿼드로터를 

중심으로 다루며, 앞에서 서술된 각각의 주제별로 대표

적인 논문에 대해 정리하고, 현재 aerial robot의 연구 

동향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 소개하는 논

문은 필자의 제한적인 연구경험과 관심사, 그리고 논문 

분량 제한 등으로 인하여 불충분할 수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쿼드로터의 움직임 제어에 관한 논문에 대해 소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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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기적인 해를 이용해 yaw방향 제어를 하지 
않고 다수의 프로펠러 고장시에도 비행할 수 
있는 쿼드로터 제어

[그림 2] 다수의 쿼드로터를 이용해 인간형상의 애니메
이션을 표현하고 변화를 추종하는 시뮬레이션

후, 3장에서는 쿼드로터를 이용한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제어, 4장에서는 쿼드로터의 상태추정 및 제어와 

관련한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5장에서 결론으로 본 고

를 정리한다.

2. 쿼드로터 움직임 제어

먼저 이 장에서는 앞에서 분류한 연구 주제 중에서 

쿼드로터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움직임제어 연구결

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쿼드로터의 움직임제어는 

초기에 hovering과 같은 정적인 상황에서의 자세 제어

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flip과 같은 빠른 움직임에 대

한 제어 및 이론에서 모델링 되지 않은 파라미터의 불

확실성이나 외란 등의 요소들을 고려한 강건제어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번 ICRA 2014에서는 프로

펠러가 동작하지 않거나 비행을 위한 위치/자세 정보가 

부족한 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움직임 제어 문제가 

주종을 이루었고,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쿼드로터의 응

용을 위한 제어 결과도 소개되었다. 
쿼드로터는 네 개의 액추에이터로 구성되어 있고, 이

는 제어를 위한 최소의 개수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액

추에이터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 추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TH 
Zurich 대학에서는 이용 불가능한 액추에이터의 개수에 

따라 특정 방향의 자세제어를 포기하고 쿼드로터의 위

치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1]. [그림 1]
과 같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액추에이터가 정지될 경

우 yaw 방향의 제어는 불가능하지만 회전을 하면서 주

기적인 해 (periodic solution)을 갖는 다는 점에 착안하

여 이 해를 해석적으로 구하고, 해 주변에서 선형화를 

통해 controllability 해석 및 제어기를 설계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쿼드로터의 움직임제어를 통해 엔터테인먼트로 응용

하기 위해 여러 대의 쿼드로터를 이용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ETH Zurich 대학과 Disney Research Zurich 
그룹의 공동 연구결과 또한 소개되었다 [2]. 이를 구현

하기 위해 [그림 2]처럼 주어진 애니메이션 또는 물체

의 형상을 여러 개의 점들로 표현하고, 이 점들을 쿼드

로터의 개수로 분할한 후에 쿼드로터의 목표위치 지정 

및 시간에 따른 경로를 최적화 함으로써 3차원에서 움

직이는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또
한 경로 최적화 과정에서 각 쿼드로터간의 충돌을 방지

하며, 급격한 경로 변화를 방지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물체를 잡거나 벽에 부착하기 위해 그리퍼 또는 그 

외의 다른 기계적 메커니즘을 부착한 쿼드로터의 제어

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이는 물체를 움켜쥐고 

운반하는 목적과 동시에 쿼드로터의 문제점 중 하나인 

에너지 및 짧은 비행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벽면 

또는 파이프 등의 물체에 perching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비행에 소모되는 에너

지를 줄일 수 있고, 정찰, 촬영 등의 임무를 더 오랜 시

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쿼드로터를 

다양한 환경에 착륙 및 고정 시킬 수 있는 제어 알고리

즘과 이를 구현할 기계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제어 알

고리즘에 대한 연구로는 [3], [4] 논문에서 제안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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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대의 카메라와 IMU만을 이용하여 임의의 
각도를 가진 고정된 라인에 착륙하는 제어와 
그 플랫폼

[그림 4] 한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파이프 위에 
perching 또는 grasping을 하기 위한 
visual servoing 제어

[그림 5] Perching을 성공하기 위한 초기조건 영역과 
perching을 위한 기구부 

며, 메커니즘 및 동역학적 해석은 [5]에서 제시되었다.
쿼드로터가 perching하고자 하는 물체 혹은 벽면에 

접근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착륙과정과는 다르므로 상황

에 적합한 제어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Pennsylvania 대
학의 논문에서는 [그림 3]과 같이 다양한 각도의 라인

에 착지하기 위하여 외부 측정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한

대의 카메라와 IMU만을 이용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3]. 착지하고자 하는 라인과 쿼드로터의 상대적

인 위치추정을 위하여 카메라를 이용한 간단한 비전알

고리즘을 적용하고, 제어에 필요한 상태추정은 IMU와 

앞서 계산된 위치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낮은 계산량으

로도 다양한 각도의 라인으로의 perching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같은 연구 그룹의 다른 논문 [4]에서는 

앞선 논문 [3]에서 고정된 라인으로의 착륙을 다룬 것

과는 대조적으로 [그림 4]와 같이 움직이는 파이프를 

추종할 수 있는 제어기를 제안하였다. 이 역시 단안카

메라를 이용한 비전알고리즘을 이용하였으며, 2차원 평

면으로 제한되었지만 모션캡쳐와 같은 외부 측정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카메라 이미지상의 feature 위치를 

output으로 했을 때에 쿼드로터 시스템의 differential 
flatness을 보이고, 이를 이용하여 snap을 최소화하는 

궤적을 생성한 후 이 궤적을 추종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Perching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제어관점이 아닌 

기구 설계와 그에 대한 해석으로 접근한 Stanford 대학

의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는데 [5], 벽면에 수직 또는 천

장에 쿼드로터를 부착하기 위해 접착능력이 있는 생체

모방 재료와 이를 위한 [그림 5]와 같은 기계적 메커니

즘을 제안하였으며, 쿼드로터가 벽에 충돌할 때의 에너

지 및 힘의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perching이 성공할 수 

있는 초기조건을 제안하였다. 

3. 쿼드로터 물리적 상호작용 제어 기법

기존의 대다수의 쿼드로터 제어 연구는 대부분 외부 

환경과의 물리적인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최대한 피하고 

배제된 상황에서의 움직임제어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쿼드로터를 더 이상 외부와 독립된 수

동적인 플랫폼이 아닌, 도구를 조작하거나, 물체를 운반

하는 등의 외부 환경과 물리적 상호작용을 하는 플랫폼

으로써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외부와의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한가지 방법은 

쿼드로터 플랫폼에 상호작용을 위한 도구, 그리퍼, 케이

블을 부착하는 것인데, 이러한 도구나 그리퍼, 케이블은 

그 구조적 단순함으로 인해 무게가 가볍다는 장점이 존

재 한다. 하지만 쿼드로터에 추가적인 도구 등을 부착

하게 되면 전체 시스템의 동역학이 변하거나 제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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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움직임 제어에 기반해 도구를 이용하여 힘을 
제어하기 위해 기울어진 쿼드로터

[그림 7] 쿼드로터를 이용한 aerial-writing, 파이프 
검사를 위한 접촉제어

[그림 8] 쿼드로터와 결합한 3자유도 매니퓰레이터 (실
험에서는 1자유도만 이용) 

에 따라 필요로 하는 움직임이 기존의 쿼드로터만의 움

직임제어와는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새로

운 제어 기법이 제안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자유도를 가지지 않는 actuation이 없는 간

단한 막대형태의 도구는 구조적인 단순함과 가벼운 무

게로 인해 활용과 제어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외부 환

경 또는 물체에 원하는 힘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힘 또는 움직임제어 방식을 이용하

고 있다. ICRA 2014에서 발표된 단순한 막대 형태의 

도구를 이용한 연구에는 [6], [7] 등이 있다. 
Siena 대학, 막스플랑크 연구소, LAAS-CNRS 공동

연구팀은 막대형태의 도구를 이용해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물리적 접촉이 없다는 가정에 기반한 기존

의 쿼드로터 움직임 제어기법의 활용을 연구하였다 [6]. 
이를 위하여 외력이 작용하지만 quasi static한 상태를 

가정하여 평형점 (equilibrium point)를 찾았고 이 때의 

외력과 쿼드로터의 자세/위치와의 관계를 찾아 이를 이

용해 [그림 6]에서처럼 원하는 외력을 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ETH Zurich 대학에서는 [그림 7]과 같이 aerial- 

writing이나 파이프의 검사를 위한 물리적인 접촉 및 

위치 제어를 위해 자유비행과 접촉이 있는 상태를 나누

어 hybrid 모델을 이용하고 장애물 회피 및 안전을 위

해 힘, 자세 등을 제한하기 위한 hybrid MPC (model 
predictive control)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7]. 
제안된 알고리즘을 통해 글씨를 쓰고, 장애물을 회피하

고, 파이프와 접촉하며 이동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로봇 팔과 쿼드로터를 결합한 시스템은 쿼드로터의 

자유도 외에 로봇 팔의 추가적인 자유도를 제공한다. 

따라서 쿼드로터의 under-actuation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용되거나 더 복잡한 조작 임무를 수행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높아진 자유도로 인하여 전

체 시스템의 동역학 또한 복잡해지며 로봇 팔과 쿼드로

터의 동역학적 커플링이 존재하여 이를 해결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동역학적 커플링을 해결하기 위해 Twente 대

학에서는 [그림 8]과 같은 1 자유도의 prismatic 조인트

와 결합한 쿼드로터의 feedback linearization이 가능함

을 보이고 이 특성을 이용해 제어기를 설계하고 또한 

시스템 안정성을 증명하였다 [8]. 워크숍에서도 소개된 

DLR 그룹은 [그림 9]의 헬리콥터-7자유도 로봇 팔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두 시스템간의 동역학적 커플링으로 

인해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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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헬리콥터-7자유도 로봇팔 결합 시스템을 이
용한 집기조작 

[그림 10] SLAM을 통한 제어 및 SLAM 실패를 방지
하기 위해 제안된 localization quality를 
높이기 위한 위치 (strategic pose)

[9].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자유도를 이용해 불안정성

을 야기하지 않는 평면상에서 로봇 팔을 제어하며, 헬
리콥터의 회전을 제어하기 위해 힘/토크 센서를 이용하

여 매니퓰레이터에 의한 영향을 측정하고 제거하는 제

어기법을 제안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쿼드로터-로봇 팔의 전체 동역학이 

좀 더 단순한 형태의 완전히 분리된 (decoupled) 두 개

의 동역학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밝혔다 [10]. 또한 

많은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쿼드로터와 로봇 팔의 동역

학적 커플링을 외란으로 간주하고 각각을 제어했던 것

과는 달리 상기한 동역학의 구조를 이용해 각각을 분리

한 뒤 쿼드로터의 상대적으로 느리고 부정확한 병진운

동과 빠르고 정확한 회전 및 매니퓰레이터의 특성을 고

려하여 end-effector 제어기를 제안하였다.
Johns Hopkins대학의 논문에서는 retraction map을 

통해 Lie group상에서 이산화된 로봇 시스템의 동역학 

및 최적제어 문제를 정의하였다 [11]. 이를 이용하여 

기존의 nonlinear programming과 같은 최적제어 기법

이 Lie group 상에서도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음을 보

이고, 쿼드로터 및 쿼드로터-로봇 팔 시스템을 제안된 

최적제어 기법을 통해 제어할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시하였다. 
외부 환경과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제어를 

하여 원하는 거동을 보이기 위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의 측정이나 추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Naples 
Federico II 대학에서는 쿼드로터의 모멘텀에 기반하여 

힘/토크 추정기 (estimator)를 제안하였다 [12]. 제안된 

알고리즘을 통해 쿼드로터에 작용하는 힘, 토크 및 모

델의 부정확성 등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추정기를 

활용해 측정된 외력 정보를 이용하여 쿼드로터 임피던

스 제어기를 제안하였으며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환경에서 경로를 추종하거나 외란에 순응하는 것과 같

이 원하는 거동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보

였다.

4. 쿼드로터 상태추정 및 맵핑

초기의 많은 연구결과에서는 쿼드로터의 제어를 위

해 필요한 위치 및 자세 추정은 모션캡쳐 시스템이나 

다른 외부 측정장비에 의존하였으나, 이러한 외부 측정

장비의 이용이 불가능한 다양한 실제 응용 분야에 쿼드

로터를 이용하려는 시도와 함께 센서, 카메라 등의 기

술 발달로 인해 외부 측정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쿼드

로터 자체적으로 상대/절대위치 추정 및 자세 추정 등

을 이용한 비행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기술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맵을 형성하고 

이 맵 상에서 로봇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기술로 이번 ICRA 2014에서도 SLAM을 이용

해 모르는 환경에서의 자동비행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

가 발표되었다. Graz 대학에서는 기존의 SLAM 연구

결과에서 feature가 적은 위치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맵을 형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움직임을 방지하고자 

맵을 구성하는 점과의 기하학적 관계, 인식확률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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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KITTI 영상자료를 이용한 SLAM 결과 (좌측)
와 실제 형상 (우측)

[그림 12] RGB-D 카메라를 이용한 3D SLAM과 데이
터를 이용해 형성된 쿼드로터 경로

[그림 13] 거리센서와 마커를 이용해 조작하고자 하는 
막대의 위치를 찾는 실험 구성

해 localization quality를 정의하였다 [13]. 이 

localization quality를 측정함으로써 SLAM 알고리즘

이 실패하는 확률을 줄이고,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경우 

주변을 탐색하여 localization quality를 높이는 방향으

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SLAM이 실패하는 조건

에서도 맵 형성과 위치확인 성능을 향상시켰다.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공동연구팀은 넓은 공간에서 

한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맵핑결과의 드리프트 오차를 

줄이고 loop closure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있는 알

고리즘을 제안하였다 [14]. 이 연구에서는 keypoint 추
종과 loop closure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계산량

이 적은 feature descriptor를 처음으로 제안하였고, 상
대적인 자세 정보만을 이용함으로써 loop closure를 빠

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이

용해 [그림 11]과 같은 KITTI 영상자료를2 이용한 

SLAM 결과를 제시하였다. 
New York 시립대학교에서는 기존의 카메라 영상정

보만을 이용하던 visual odometry를 RGB-D카메라가 

제공하는 색상과 깊이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loop closure를 온보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산량을 감소시킨 3차원 SLAM을 

소개하였다 [15]. 또한 ARA*(anytime repairing A*) 

2 http://www.cvlibs.net/datasets/kitt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어진 맵 상에서 쿼드로터의 경

로를 계산하였으며 제안된 알고리즘을 실험으로 검증하

였다 [그림 12].
일반적인 외부 환경에서의 비행 외에도 aerial 

manipulation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한 상태 추정 및 

SLAM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Seville 대학에서는 

aerial manipulation을 위해 [그림 13]과 같이 외부에 

설치된 거리 측정 센서 (range sensor)와 카메라, 마커

를 이용한 SLAM 기술을 제안하였다 [16]. 비전 정보

를 이용하지 못하는 먼 거리에서는 거리센서를 통해 대

략적인 위치를 파악하여 접근 한 뒤 비전 정보를 이용

하여 부정확한 센서의 위치를 보정하는 방식을 통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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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G (GPS), V (vision), L (laser)센서를 조합
하여 각각이 실패하는 상황에서도 위치/자세
를 추정하여 실내외에서 자동 비행하는 실험
결과

[그림 15] GPS없이 안정한 착륙을 위해 케이블을 연결
하여 착륙하는 헬리콥터

현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센서들을 조합하여 정확한 측정을 하

도록 하는 sensor fusion연구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 Pennsylvania 대학에서는 실내외에서 모두 사

용 가능 하도록, IMU, 레이저 스캐너, 스테레오 카메

라, GPS 등 여러 가지 절대 및 상대적인 측정센서들을 

확장된 변수와 unscented 칼만필터를 이용하여 조합하

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림 14]와 같은 실험결과를 제시

했다 [17].
쿼드로터 또는 헬리콥터의 착륙시에는 외란이 존재

하거나 센서 데이터가 부정확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eville 대학, 
CATEC, DLR 공동연구 팀에서는 헬리콥터와 착륙지

점을 [그림 15]과 같이 케이블로 연결하고 케이블과 헬

리콥터의 상대적인 자세를 알 수 있도록 엔코더를 이용

하여 GPS같은 절대위치 측정 장치 없이도 안정하게 착

륙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18]. 

5. 결 론  

본 고에서는 ICRA 2014에서 발표된 aerial robot 분
야 연구 결과 중 쿼드로터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에 대하

여 소개하였다. 특별히 본 고에서 주안점을 가지고 소

개된 연구 결과들은 쿼드로터를 실내 및 외부 환경과 

다양한 운용조건에서도 활용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움직

임 제어기법과 다중 센서를 이용한 상태추정 및 맵핑기

법, 그리고 기존의 수동적 플랫폼이었던 쿼드로터를 물

리적 상호작용 및 조작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연구결과들이다. 이로부터 쿼드로터와 aerial 
robot, UAV가 향후 우리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폭

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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