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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내 비행 환경은 구조물에 의한 장애물이 많으며 제한된 고도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신호를 이용하여 안정적인 호버링 기능 구현이 필수적이다. 실외와는 달리 실내 환경은 GPS 수신이 불가능하여 호버링을
위한 새로운 기준점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옵티컬 플로우를 이용하여 실내 호버링을 구현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옵티컬 플로우 기술을 기반으로 실내 환경에서 조명의 세기를 이용한 호버링 기술과 이를
랜드마크로 활용한 실내 위치 인식 시스템을 제안하고 성능 분석을 위해 실내 호버링과 위치 인식의 향상된 정확도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Ⅰ. 서 론
최근 사람을 대신해 드론이 재난 상황에 투입되는 등
정찰 및 운송수단으로써 그 용도와 역할이 다양해 지고
있으며, 실내 환경에서도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실내
드론 환경은 실외와는 달리 실내는 바람의 영향은
적으나 GPS 수신이 불가능하고, 구조물에 의한 장애물이
많으며 제한된 고도를 가지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실내 환경에서의 드론은 안정적인 비행을 위한 자세
호버링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옵티컬 플로우는 GPS 수신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보조
기준점의 역할로 호버링을 위하여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드론의 바닥에 부착하여 센서를 이용해
지면에서 되돌아오는 거리값을 기준점으로 잡고 이
기준점을 바탕으로 광학 카메라 센서의 초점을 조절하여
실내 호버링에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기술에서는,
기준점 바닥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드론 센싱 시야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순간적인 기준점 변경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지속적인 기체 안정상태를 유지시키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실내 스마트
조명 시스템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여[1][2] 옵티컬
플로우 활용 기법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실내 환경에는 일정 간격으로 같은 높이를
가진 실내 조명이 설치 되어 있으며, 실내를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천장의 중요 위치에 조명이 위치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본 고에서는 드론의 상단 부분에 조도
센서를 부착하여 옵티컬 플로우 이외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제시하고[2], 이와 더불어 기존 방식과의
성능적 차별성 검증을 위하여 기존 옵티컬 플로우기반
시스템과의 비교실험을 토대로 호버링 안정도 및
위치인식 정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실내 조명의 위치를 랜드마크로 활용하고 이를
실내 무선 맵에서의 절대좌표로 설정하여 드론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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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파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방안에서는 조명의
세기를 이용한 드론의 호버링을 통해 드론의 자율
주행시 누적되는 IMU 센서의 오차를 보정하여 드론의
실내 위치 인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Ⅱ. 본론
1)

전체 시스템 구조

Figure 1. 전체 시스템 구조
IMU, Optical Flow Camera, Digital Light Sensor
에서 측정된 기체 자세, 고도 기준점, 빛의 밝기 세기를
FC 보드에 전달하여 전체 시스템을 제어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드론의 상태정보를 텔레메트리로 전달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드론은 FC 보드로 IMU 센서
가 내장된 32-bits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Pixhawk)를
사용하였다. FC 보드에는 IMU 센서(선형 가속도, 각속도,
자기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 카본 파이버의 소재 프레임,
920rpm/V 의 모터와 30A 의 변속기와 8045 사이즈
프로펠러, 3000mAh 의 Li-Po 배터리를 사용하였다. 1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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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을 위해 소나센서와 스마트 카메라가 있는 옵티컬
플로우 스마트 카메라 센서(px4flow)를, 2 차 기준점을
위해 조도 센서(TSL2561)를 사용하였다.
2) 드론 실내 호버링
드론이 실내 조명 근처를 지나갈 때 조도 센서를
통하여 조명과의 거리에 따라 들어오는 빛의 밝기를
전압의 크기로 바꾸게 되고, 이 전압의 크기를
기준점으로 호버링을 하게 된다. 조명의 밝기의 ±10%를
Threshold 로 하여 호버링의 기준점으로 설정하였다.
드론에 하단부에 있는 옵티컬 플로우 스마트 카메라
센서의 값과 함께 조명의 밝기 값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호버링이 가능하도록 한다.
실험은 고도(z 축)은 지상을 기준으로 5m 로 고정한
상황에서 옵티컬 플로우만 사용하였을 경우와 옵티컬
플로우와 Li-Fi 통신을 사용하였을 경우로 비교측정을
하였다. 고도 5m 에서의 기준밝기는 800 lux 이다.

드론의 자율주행 환경에서의 IMU 센서는 누적되는
오차로 인한 위치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기존의
랜드마크 기반의 위치 인식은 특정 모양의 그림이나
특이점을 랜드마크를 설정하고 카메라 등으로 인식하여
위치를 보정한다. 하지만 추가적인 인프라 없이 기존에
존재하는 실내 조명의 세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방법으로
랜드마크 활용이 가능하다.
드론이 비행 중 누적되는 IMU 센서 오차로 인해
위치의 오차가 발생되는 점을 막기 위하여, 빛의 세기를
이용한 드론 호버링을 이용해 조명 랜드마크로 이동하여
IMU 센서의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위치를 보정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실내 위치 인식과 더불어 전체적인
경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트랙킹 또한 가능하다.

Figure 4. 드론 비행의 경로 트랙킹
그림 4 는 로비에서 시작해 대강의실을 거쳐 실험실로
이동하는 실험의 경로를 나타낸 그림이다. 로비의 시작점
(7,7)의 절대 좌표를 갖는 조명을 지나 대강의실의
(8,4)의 조명을 통해 대강의실 입장후 한 바퀴 돌고
복도를 거쳐((4,6)의 조명) 통해 실험/실습실로( (2,10)
조명)이동하였다. 본 실험을 통하여 조명 랜드마크를
이용해 IMU 센서 캘리브레이션하여 위치를 보정하면서
드론이 이동하는 기능을 실증화시킬 수 있다.

Figure 2. 옵티컬 플로우 호버링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내 호버링 방식으로 옵티컬 플로우와
더불어 실내 조명의 밝기를 동시에 적용하였을 경우가
기존 옵티컬 플로우 방식 대비 정확도가 15.17%
향상되었다는 결론을 실험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실내조명의 인프라를 랜드마크로 활용한 위치
보정방법은 드론의 실내 위치 인식과 더불어 사람의
위치 인식 기술 PDR(pedestrian dead reckoning)의
보정방법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Figure 3. 옵티컬 플로우와 실내 조명 호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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