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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쿼드콥터 드론의 충돌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자동제어 방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인 드론조종 방법은 RC 

조종기에서 노브의 움직임을 PWM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면 이를 드론의 무선 수신부에서 수신하여 비행제어(FC) 모듈에 전달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드론의 수신기와 FC 모듈 사이에 충돌 회피 모듈을 구현하여 쓰로틀, 피치 및 롤 제어 신호를 모니

터링하고 변경하는 방식으로 드론 충돌을 방지한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LiDAR 거리 센서와 서보 모터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비행 방향을 중심으로 -45도에서 +45도 이내의 장애물 거리를 측정한다. 충돌이 예상되면 수신된 PWM 신호를 변경하여 FC 모

듈로 전송함으로써 충돌을 방지한다. 우리가 제안한 방법을 쿼드콥터 드론에 적용하여 실험을 통해 검증한 결과, 조종자 부주의 

혹은 조종 미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할 수 있어 안전성이 향상됨을 보였다.

• 주제어 : 드론, 충돌방지, 라이다 센서, 무선제어, 진폭변조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automatic control method for the collision avoidance of drones. In 

general, the drones  are controlled by transmitting to the flight control (FC) module the received PWM signals 
transmitted from a RC controller which transduce movements of the knob into PWM signal. We implemented the 
collision avoidance module in-between receiver and FC module to monitor and change the throttle, pitch and roll 
control signals to avoid drone collision. In order to avoid the collision, a LiDAR distance sensor and a servo-motor are 
installed and periodically measure the obstacle distance within -45 degrees from 45 degrees in flight direction. If the 
collision is predicted, the received PWM signal is changed and transmitted to the FC module to prevent the collision. 
We applied our proposed method to a hexacopter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safety is improved because 
it can prevent the collision caused by the inadvertency or inexperienced maneuver.

• Key Words : Drone, Collision avoidance, LiDAR sensor, RC control, P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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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드론은 초기에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물류, 기상, 농업, 정보통신, 미디어, 취미활동 등 다양

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활용영역이 늘어남에 따

라 드론의 보급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소비자

원 보고에 따르면 드론에 의한 안전사고도 또한 증가

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비율 중 50% 이상이 드론 충돌

에 의한 사고이다 [1]. 

또한 드론이 비행 중에 추락할 경우 막대한 재산피

해와 치명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2]. 현재 ArduPilot, Pixhawk 등 해외 오픈

소스 기반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충돌회피 기능이 개발

되고 있지만 국내는 충돌회피 기능이 포함된 드론 제

품은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3].

본 논문에서는 LiDAR센서를 이용한 드론의 충돌방

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Lightware사의 LiDAR센서인 

LW20과 서보모터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감지하고 설정

된 충돌방지 모드와 장애물 감지 여부에 따라 RC조종

기에서 출력되는 드론 제어신호를 변경하여 드론에 전

달하여 드론이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다.

Ⅱ. 관련연구 

  드론에 탑재되는 충돌회피 기술은 거리측정 센서를 

활용하는 기술과 카메라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방식

으로 나뉜다. 센서 활용 기술의 경우 다수의 센서를 

부착하여 전방향의 장애물 감지에 사용한다. 이 경우 

센서 제어가 복잡해지며 둘 이상의 센서가 같은 물체 

감지 시 측정값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센서의 경우 

초음파센서를 활용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3-7]. 초음파

센서의 경우 감지범위는 넓으나 감지거리가 짧다.  

기존의 Pixhawk 기반 드론시스템의 경우 그림 1처럼 

드론 제어신호가 RC조종기에서 RC 리시버로 전달되어 

PPM Encoder를 거쳐 PPM신호로 Flight Controller에 

전달된다. 

Fig. 1. Basic drone system RC signal flow

Ⅲ. 제안 드론 충돌방지 시스템

3.1 충돌방지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헥사콥터 충돌방지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장애물감지를 위해 LiDAR센

서와 서보모터를 이용하며 Buzzer를 통해 장애물 감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과 같이 장애물 

감지 후 충돌방지를 위해 ATmega128을 이용하여 드론

으로 전달되는 제어 신호 중 롤(Ch1), 피치(Ch2), 쓰로

틀(Ch3), 요(Ch4), 비행모드(Ch5) 신호를 중간에서 변경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Fig. 2. Proposed collision avoidance system

  

Fig. 3. Proposed drone system RC signal flow

RC 조종기 채널(Ch6)을 사용하여 3가지 충돌방지 모

드 (Normal, Mode 1, Mode 2)를 설정한다. Normal모드

는 일반 모드로서 ATmega128에서 전달받은 신호를 변

경하지 않고 Pixhawk으로 전달한다. Mode 1는 장애물 

감지 시 드론이 착륙하도록 한다. Mode 2는 장애물 감

지 시 장애물을 왼쪽으로 회피하여 착륙하도록 한다.

충돌방지모드 설정과 LiDAR 센서와 서보모터를 통

한 장애물 감지여부에 따라 드론제어 신호 중 롤(Ch1), 

피치(Ch2), 쓰로틀(Ch3), 요(Ch4), 비행모드(Ch5) 신호를 

변경하여 드론에 전달하여 충돌을 방지한다. 사용된 

LiDAR센서는 Lightware사의 LW20으로 최대 100m까지 

거리측정이 가능하며 UART 인터페이스와 I2C 인터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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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를 지원한다 [8]. 충돌회피 모듈은 DS-919MG 서보 

모터, LW20 센서와 ATmega128를 사용하여 제작하였

고 그림 4와 같이 드론 상단에 부착하여 운용하였다.

(a) (b)

Fig. 4. (a)Collision avoidance module, (b)Module attached to
top of hexacopter

3.2 장애물 감지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충돌방지 시스템을 위한 장애

물 감지에 LiDAR센서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LiDAR센

서는 Lightware사의 LW20으로 센서의 측정 각도가 좁

아 그림 4와 같이 하나의 센서로 전방의 장애물 감지

를 위해 서보모터와 결합하여 서보모터를 이동시키며 

거리측정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서보모터의 이

동 각도는 –45°~ 45°로 설정하였다. 장애물 감지 알

고리즘은 그림 5와 같다.

Fig. 5. Obstacle detection algorithm flow chart

 

  1회 스캔은 –45°에서 45°까지 또는 45°에서 –
45°까지 거리측정을 한 것을 말한다. 1회 스캔하는 

동안 설정된 거리(10m)보다 짧은 거리가 한번이라도 

검출된다면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3.3 충돌방지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충돌방지 시스템은 그림 6과 

같이 드론 제어를 위해 RC 리시버에서 수신한 신호 

중 드론 제어에 필요한 롤(Ch1), 피치(Ch2), 쓰로틀

(Ch3), 요(Ch4), 비행모드(Ch5) 신호를 ATmega128가 검

출하고 이를 필요시 변경하여 드론의 비행제어 모듈인 

Pixhawk로 전달되도록 한다. ATmega128에서 검출한 

제어 신호를 장애물 감지여부와 충돌회피 모드 설정에 

따라 변경하여 Pixhawk에 전달한다.

Fig. 6. Collision prevention algorithm flow chart

Ⅳ. 실험 및 결과

4.1 거리 측정 실험

LW20 센서의 거리측정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내에

서 2m~10m, 실외에서 2m~20m 거리에서 직선거리 측

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표 1, 표 2, 그림 

7과 같다. 실험결과 측정된 거리 데이터와 실제 거리

값은 1~10cm의 오차를 보였으며 ±1.2%의 오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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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Table 1. Indoor distance measurement result

Table 2. Outdoor distance measurement result

Fig. 7. Indoor / outdoor distance measurement data and
actual distance value comparison

4.2 이동 물체 거리측정 실험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거리측정 실험은 그림 8과 같

이 LW20 센서와 서보모터를 이용하여 –45°~ 45°각

도 내에서 이동하는 물체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센서

로 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는 수직 직선거리 5m로 설정

하였으며 –45°에서 출발하여 45°방향으로 이동하였

다.

측정된 결과는 표 3과 같다. 1회 스캔은 서보모터가 

–45°에서 45°까지 또는 45°에서 –45°까지 한번 회

전하며 거리측정을 한 것이다. 실험결과 물체가 이동

하는 방향을 따라서 정확히 감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a)

  

(b)

  

Fig. 8. (a) Moving object distance measurement experiment
scenario, (b) Moving object distance measurement

스캔 순서 1 2 3 4 5

측정 각도
측정 거리

-44.02°
7.10

-32.55°
6.01

-24.52°
5.80

-14.20°
5.41

4.16°
5.32

각도 범위 -45°/-35° -35°/-25° -25°/-15° -15°/-5° -5°/5°

Table 3. Experiment results of moving object distance
measurement

스캔 순서 6 7 8 9

측정 각도
측정 거리

6.45°
5.11m

15.63°
5.19m

27.10°
5.59m

39.51°
5.53m

각도 범위 5°/15° 15°/25° 25°/35° 35°/45°

4.3 충돌방지 실험

드론에 충돌회피 모듈을 부착하여 비행실험을 진행

하였다. 드론의 Auto모드의 웨이포인트를 이용하여 드

론이 장애물로부터 5m거리까지 비행 후 착륙하도록 

표 4와 같이 비행계획을 설정한다. 충돌방지 모드설정

에 따른 이동 예상 경로는 그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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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llision avoidance experiment scenario   

Table 4. Experimental scenario by collision avoidance mode

드론의 log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Normal 모드일 때

는 RC 조종기의 신호가 그림 10과 같이 Pixhawk에 전

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설정한데로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Mode 1일 때 드론의 log 데이터는 그림 11과 같다. 이

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으며 Auto모드로 비행 중 

장애물로부터 10m지점에서 장애물을 감지하고 호버링 

후 착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Mode 2일 때 드론

의 log 데이터는 그림 12과 같다. 표 7과 같이 10m 거

리에서 장애물 감지하였으며 호버링 후 왼쪽으로 평균 

4.5m 이동 후 착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0. Normal mode pixhawk log data

Table 5. Normal mode experiment result

Fig. 11. Mode 1 pixhawk log data

Table 6. Mode 1 experiment result

Fig. 12. Mode 2 pixhawk log data

Table 7. Mode 2 experimen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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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쿼드콥터 드론의 충돌방지를 위해 드

론의 수신기와 비행제어 모듈 사이에 충돌 회피 모듈

을 구현하여 쓰로틀, 피치 및 롤 제어 신호를 모니터

링하고 변경하는 자동제어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

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LiDAR 거리 센서와 서보 모

터를 설치하여 비행 방향을 중심으로 -45도에서 +45도 

이내의 장애물 거리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였다. 만일 

충돌이 예상되면 수신된 PWM 신호를 변경하여 FC 모

듈로 전송함으로써 충돌을 방지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드론이 10m 

이내 장애물을 감지하고 설정된 모드에 따라 장애물을 

자동으로 회피하여 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조종자의 숙련도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드론 충돌사고를 예방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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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1월: 미. 뉴욕대학교 

전기공학과(공학박사)

 1997년 3월:  울산대학교 교수

 2017년 4월 ~현재: 울산대학교 연구교수

관심분야 :  Signal Processing, Drone System, Fault 

Detection, Whales

안 우 진 (Woo-Jin An)

2012년 3월~현재 : 울산대학교 

IT융합학부 학사과정

  관심분야 : 신호처리, 드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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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 민 (Yearn-Min Kim)

1979년 2월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공학사)

 1981년 2월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공학석사)

 1993년 2월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공학박사)

1994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경영과학과 객원 교수

2001년: 미국 어번 대학교 산업공학과 객원교수

2011년: 덴마크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1984년 9월~현재 :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  기계학습, 인공신경망, 기술경영

이 정 철 (Jung Chul Lee)

1984년 2월 :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1998년 8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1985년~2000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2000년~2001년: (주)L&H Korea 전문위원 

2000년~2002년: (주)VoiceTech 전문위원

2002년 9월~현재 : 울산대학교 IT융합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  디지털신호처리, 음성신호처리,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