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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V 의 정현파 궤적 알고리즘을 이용한 3 차원 실내 맵빌딩 

Indoor 3D Map Building using the Sinusoidal Flight Trajectory of a U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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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robust 3D mapping system for a UAV (Unmanned Aerial Vehicle) that carries a LRF (Laser Range 

Finder) using the sinusoidal trajectory algorithm. In the case of previous 3D mapping research, the UAV usually takes off vertically 

and flights up and down while the LRF is measuring horizontally. In such cases, the measuring range is limited and it takes a long 

time to do mapping. By using the sinusoidal trajectory algorithm proposed in this research, the 3D mapping can be time-efficient and 

the measuring range can be widened. The 3D mapping experiments have been done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sinusoidal 

trajectory algorithm by scanning indoor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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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UAV (Unmanned Aerial Vehicle)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고, 기구학적 구조가 간단하면서 안정

적인 제어가 가능한 쿼드로터형(Quadrotor-type) UAV에 관한 

연구가 주목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쿼드로터형 UAV는 실외 

환경에서 특정 장소를 감시하거나 항공 촬영을 통해 군사용 

목적으로 연구가 되었으며, 최근에 UAV를 통하여 민간 분야

로까지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1,2]. 또한 UAV는 비행 

제어 시스템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원하는 목표점까지 최적 

경로를 찾아 이동하고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환

경지도가 필요하다. 이처럼 주위 환경을 인식하여 환경 지도

를 작성하는 방법은 자율주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기술 중

의 하나이다. 지상에서 주행 로봇으로 3차원 맵 빌딩을 할 

때 주행 경로가 파손되거나, 강이나, 좁은 공간에서의 환경적 

요소로 인하여 환경적 제약을 받게 된다. 이처럼 환경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UAV를 이용하여 실내환경에서의 3차원 맵을 

작성 할 것이다. 실내 환경에서 UAV는 정적 및 동적으로 동

작을 하기 위해서, 호버링(hovering)을 통해 안정된 자세 제어

와 정확한 궤적 제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공간적 

환경에서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맵 빌딩 및 제어를 통해서 이동하는 

로봇의 위치 추정기술이 필수적이다[3,4]. UAV는 작은 크기이

며 공중을 비행하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이 적어서, 장애물 

회피 및 기동성이 용이 하다는 장점이 있다.  

3차원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ARS (Attitude Reference 

System) 센서를 이용하여 로봇의 이동 좌표를 알 수 있고, 환

경 거리센서를 이용하여 3차원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이용하여 이동궤적에 따른 좌표와 환경 정보를 결합하

여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사용한 2차

원 센서인 LRF (Laser Range Finder)는 2차원 거리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수평으로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3차원 정보를 얻

기 위해서는 높이 정보(Z축)를 결합하여, 2차원 거리정보를 

결합하여 3차원 맵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2차원은 3차원으

로 확장한 개념으로 Octree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데이터 구조

로 표현하여 3차원 공간에 대한 점유/비 점유 정보를 저장해

서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LRF 센서가 장착 된 UAV를 이용하여 정현

파 궤적 비행을 통하여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II 장에서 

UAV의 좌표를 설정하였으며, III 장에서는 정현파 궤적 알고

리즘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리고 LRF의 센서정보와 정현파 

궤적 알고리즘을 통하여 결합하여 3차원 맵을 만들었다. IV 

장에서 Octree 알고리즘을 설명하였다. V 장에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실내환경의 실험을 하였고, VI 장에서

는 결론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 하였다. 

 

II. 쿼드로터 기구학 분석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쿼드로터이며, 4개의 로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비행체의 쿼드로터를 사용하였으며, 

Walkera사의 QRX-350을 사용하였으며, 스캔 장비는 LRF를 

사용하였고 Hokyuyo 제품의 UBG-04LX-F01 사용하였다. 쿼

드로터에 LRF를 탑재하여 스캔 하였고 블루투스 통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매핑을 하였다. 

비행 좌표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림 2와 같이 설정하였

다. 지구 좌표계(Earth-Fixed Frame)는 ,
e
x ,

e
y

e
z 로 설정하였

다. 쿼드로터의 동체좌표(Body-Fixed Frame)는 ,
b
x ,

b
y

b
z 로 

설정 하였다. 이를 통하여 상대적 위치가 나타난다. 동체좌표

계를 기준으로 4개의 로터로부터 발생되는 상대적인 토크와 

힘을 이용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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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RF를 장착한 쿼드로터. 

Fig.  1. Quadrotor with LRF. 

 

 

그림 2. 쿼드로터의 기구학 분석. 

Fig.  2. Kinematics analysis of the Qudrotor. 

 

쿼드로터의 전진 방향인 X축으로 설정하였으며, Z축 방향

은 쿼드로터의 비행높이, Y축 방향으로는 이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쿼드로터의 자세는 Y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인 피치 각으로만 회전한다고 가정하였다. 

 

III. 정현파 궤적 알고리즘 

1. 일반적 쿼드로터 궤적 

일반적으로 쿼드로터를 이용한 맵을 형성 할 때 쿼드로터

에 탑재된 LRF를 이용하여 수평면의 장애물만 스캔하게 된

다. 그림 3과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직각적인 주행을 하게 

되며, 전방에 있는 물체만 스캔을 하게 된다. 이처럼 한정적 

공간의 스캔범위에서 좀더 넓은 공간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게 되었다. 

2. 정현파 궤적 

그림 4는 정현파 비행궤적에 따라 장애물의 위아래를 번

갈아 가면서 스캔하게 되며 바닥면을 포함하여 넓은 범위를 

스캔할 수 있는 장점이다. 쿼드로터의 전진방향을 x 축으로 

설정하였으며, 쿼드로터의 좌우방향을 y축이며, 쿼드로터의 

높이를 z 축으로 설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쿼드로터가 좌

우방향으로는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y  좌표는 0으로 잡는

다. 전진방향 x에 따른 높이 z의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설

정하였다. 

 
0

2 (1 cos )

y

z A xω

=

= −

 (1) 

정현파 궤적으로 증가하는 정현파 형태이다. 정현파 형태

의 비행 궤적에서 ω 는 주파수를 결정하는 상수이고 A 는 

진폭이다. 정현파 궤적 알고리즘의 비행 궤적에 대하여 성능

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비행 궤적에 따른 쿼드로터가 전방에 

위치한 장애물과 바닥의 스캔반경에 대해 식을 유도하였다.  

정면에 x축의 거리는 L이고, 위치한 장애물을 스캔 할 때

의 스캔 구간의 공식을 유도하였고, 여기서 쿼드로터의 피치 

자세는 θ 이고, ω 는 쿼드로터의 정현파 형태의 비행 궤적

의 주파수를 결정하는 상수이다. 그리고 A는 정현파의 진폭

을 나타내며, 쿼드로터가 상승할 때는, 사선 방향으로 위를 

바라보며 비행을 하고, 하강 할 때 역시 사선방향으로 아래

를 바라보고 비행을 한다. 그렇게 때문에 각도에 관한 식은 

다음과 같다. 

 

(2 (1 cos ))

sin

(2 (1 cos )) sin

d A x

xdz

d A x x

dz

ω

ω
θ θ

ω ω

⎛ ⎞−
⎜ ⎟
⎜ ⎟− = −

−⎜ ⎟
⎜ ⎟
⎝ ⎠

 (2) 

여기서 
sin

sin

x

x

ω

ω

− 는 부호값만을 나타낸다. 

그림 3. 쿼드로터의 일반적 주행궤적. 

Fig.  3. General flight trajectory of Quadrotor for mapping. 

 

그림 4. 정현파 궤적 주행과 측정 방법. 

Fig.  4. Sinusoidal trajectory and diagonal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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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쿼드로터의 주행을 궤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쿼드

로터의 피치 각에 따른 LRF 센서의 기울기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식은 다음과 같다. 

 
sin

tan
sin

x

x

ω
θ

ω

⎛ ⎞
−⎜ ⎟⎜ ⎟

⎝ ⎠
 (3) 

LRF 센서의 직선방향은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내었다. 

 
sin

tan ( )
sin

x
z x k

x

ω
θ

ω

⎛ ⎞
= − −⎜ ⎟⎜ ⎟

⎝ ⎠
 (4) 

여기서 k 는 LRF의 x 축으로 나타내었으며, 쿼드로터의 x

축 위치를 ,
r
x z축 위치를 

r
z  두었으며 궤적 방정식은 다음

과 같이 된다. 

 2 (1 cos )
r r
z A xω= −  (5) 

위 식을 식 (3)과 연립하여 k 에 대하여 풀면 다음 식과 

같다. 

 

sin
2 (1 cos ) tan ( )

sin

2 (1 cos )

sin
tan

sin

r r

r

r

x
A x x k

x

A x
k x

x

x

ω
ω θ

ω

ω

ω
θ

ω

⎛ ⎞
− = − −⎜ ⎟⎜ ⎟

⎝ ⎠

−
= −

⎛ ⎞
−⎜ ⎟⎜ ⎟

⎝ ⎠

 (6) 

식 (5)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다음 식과 같이 된다. 

 

2 (1 cos )
sin

tan sin
tansin

sin

r

r

A x
x xx

z x
x

x

ω

ω
θ ω

θω
ω

−⎛ ⎞
− +⎛ ⎞⎜ ⎟⎛ ⎞= −⎜ ⎟⎜ ⎟⎜ ⎟ −⎜ ⎟⎜ ⎟⎝ ⎠⎜ ⎟

⎝ ⎠⎝ ⎠

 (7) 

위 식에서 L 지점의 장애물과 만나는 구간을 구해야 하므

로 x L= 을 식 (7)에 적용하여 정리하면 다음 식과 같이 된다. 

 

2 (1 cos )
sin

tan sin
tansin

sin

r

r

A x
L xx

z x
x

x

ω

ω
θ ω

θω
ω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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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 ) tan 2 (1 cos )
sin

r r

x
z L x A x

x

ω
θ ω

ω

⎛ ⎞
= − − + −⎜ ⎟⎜ ⎟

⎝ ⎠
 (9) 

여기서 좌변의 z는 L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스캔하고, z축

의 높이 나타내었다. 식 (9)를 이용하여 장애물의 스캔되는 

구간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식 (7)에 LRF가 바닥을 스캔하는 

구간을 구하기 위해 0z = 을 대입하고 x 에 대하여 정리하

면 다음 식과 같이 된다. 

 
2 (1 cos )

sin
tan

sin

r

r

A x
x x

x

x

ω

ω
θ

ω

−
= −

⎛ ⎞
−⎜ ⎟⎜ ⎟

⎝ ⎠

 (10) 

위 식을 이용하여 바닥에서 스캔되는 구간을 구하게 된다. 

 

IV. Octree 알고리즘  

앞에서 구한 궤적을 이용하여 UAV가 비행을 하면서 주변 

환경을 스캔하게 되면, Octree(Octre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균

등한 나타낸다. Octree는 3차원 공간을 계층적으로 분할하여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이며, 복잡한 물체의 3차원 세부

형상을 보다 빠르게 저장하고 인식하여 화면에 출력하기 위

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각 부모 노드(Parent Node)아래 8

개의 동일한 크기의 육면체를 자식노드(Child Node)로 가지는 

구조가 최하층의 최소 크기의 단위 노드를 만날 때까지 반복

된다. Octree에서 각 점은 보통 복셀(Voxel)이라고 불리는 정

육면체의 체적에 포함된 공간을 나타낸다. 최소 복셀의 크기

에 도달할 때까지 8개의 하위 체적으로 재귀적으로 세분화 

된다. 최소 복셀크기는 Octree해상도를 결정한다. Octree가 계

급적인 데이터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 내부 점들이 그에 맞춰 

유지 된다면, 트리는 자식 노드을 얻기 위해 어떤 레벨에서

도 나눠질 수 있다. 체적이 되고 점유되었다고 측정되면 

Octree에서 대응하는 점은 초기화된다. 어떤 초기화되지 않은 

점을 부울 환경에서 자유롭거나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 또

한 불투명한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명시적으로 트리

의 자유 체적을 나타낸다. 또한, 명확히 초기화 되지 않은 영

역은 미지의 공간으로 모델링 된다. Octree 사용 시 주의할 

점은 한번 분할할 때 마다 8번씩 분할하기 때문에 Octree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컴퓨터 버퍼링

이 심해지며, 프레임 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Ray-casting Algorithm을 사용하여 Octree 지도에서 기체의 위

치 및 자세와 레이저의 측정각을 알 때 해당 Ray의 방향에 

위치한 첫 번째 점유된 셀까지의 거리를 출력할 수 있다[5]. 

 

V. 정현파 알고리즘 실험  

쿼드로터의 정면에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을 스캔하기 

위하여 쿼드로터가 장애물을 향해 전진하면서 제안한 정현

파 궤적으로 비행한다. 궤적에 따른 비행 중 상승할 때는 쿼

드로터의 피치 자세에 따라 아래쪽으로 하강할 때, 위쪽을 

스캔을 할 때, 전진거리 x 에 따른 LRF로 스캔하고, 장애물

의 높이 H와 바닥의 구간 L을 통하여 실험 하였다. 

그림 6에서는 UAV를 이용하여 궤적 실험을 하였다. 정현

파궤적의 쿼드로터 피치자세 θ 를 0.52rad, ω =10rad, 

A =0.37m로 고정하고 실험 하였다. 파란선은 쿼드로터의 비

행궤적이며 최대 높이 1.5m의 높이로 정현파 형태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쿼드로터를 이용하여서 주행 할 때, 쿼드로터

를 이용하여 위아래로 주행하면서 매핑을 하였다. 이 때, 

LRF를 이용하여서 스캔할 경우 바닥에서부터 1.5m 높이까지

만을 스캔할 수 있게 된다. 빨간선은 쿼드로터의 x 축 위치

에 따라서 전방 L에 위치한 장애물의 스캔구간을 나타내었

고, 장애물의 최대 3m 높이까지 측정구간을 형성되어 있다. 

그림 5. 왼쪽: 부피 모델 , 오른쪽: 구조. 

Fig.  5. left : Volume model, right : Octree achitecture. 

Indoor 3D Map Building using the Sinusoidal Flight Trajectory of a U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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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F의 측정범위가 3m이기 때문에 측정범위 역시 3m로 동일

하게 된다. 초록선은 쿼드로터의 x축 위치에 따른 바닥면의 

스캔구간이다. 쿼드로터의 출발위치부터 장애물 앞의 바닥까

지 측정 구간을 형성된다. 하강할 때에는 쿼드로터가 아래쪽

을 바라보기 때문에 LRF가 주로 바닥면을 스캔하며, 상승할 

때에는 쿼드로터가 위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로 장애물의 

상단을 스캔하게 된다[6,7].  

장애물에 가까워질수록 쿼드로터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

면서 스캔을 하기 때문에 장애물의 전체를 여러 번 스캔 하

게 된다. 따라서 바닥면을 포함하여 비행할 때, 장애물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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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UAV를 이용한 위치 측정 범위. 

Fig.  6. The measure range according to location of UAV. 

 

 

그림 7. LRF 센서의 높이 측정을 위한 반사경. 

Fig.  7. LRF with Reflector. 

 

 

그림 8. LRF의 반사경 정보. 

Fig.  8. Reflector information of LRF. 

함하여 넓은 구간을 스캔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매핑이 가

능하게 된다. 또한 바닥면을 스캔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이 

움푹 패이거나 구멍이 있는 부분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 

쿼드로터에 장착하여 실험을 하였으며 그림 7과 같이 LRF

의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범위에 반사경을 45º 

각으로 장착하여 쿼드로터의 비행 높이를 측정하여 제어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8,9]. 

그림 8의 붉은 삼각형 안의 부분이 반사경으로 높이를 측

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쿼드로터의 IMU와 결합하여 비행궤

적의 위치를 측정하였다. 정현파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하여 

그림 8의 실험환경에서 실험을 하였다. 전방의 사각 기둥을 

앞에 두고 UAV를 이용하여 알고리즘 실험을 하였다.  

위의 그림은 일반적이 비행 궤적과 제안한 정현파 궤적을 

따라 비행한 실험이다. LRF를 이용하여 스캔을 하였고 쿼드

로터의 최대 비행 높이는 1.5m이며, 장애물까지의 거리는 

2m로 실험하였다[10-14]. 

실험 결과인 그림 10는 맵과 같이 기존의 매핑방법으로 

장애물을 스캔한 결과 이다. 그리고 그림 11 제안한 정현파 

궤적 알고리즘으로 주행한 실험 결과이다.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은 실험에서는 장애물의 제한적인 

구간만을 매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현파 궤적 알고리즘을 

쿼드로터 앞의 바닥부터 장애물의 3m 이상의 높이까지 넓은 

범위의 매핑을 할 수 있었다. 매핑은 기존에 연구되어있는 것

보다 효율적인 매핑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15-18]. 

 

 

그림 9. 벽면 측정을 위한 실험환경. 

Fig.  9. Experimental environment on wall surface. 

 

 

그림 10. 일반적 주행으로 측정 반경. 

Fig.  10. General flight trajectory of Quadrotor for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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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정현파 궤적을 이용하여 한쪽 벽면 측정. 

Fig.  11. Sinusoidal trajectory and diagonal Scan. 

 

 

그림 12. 정현파 궤적을 이용하여 기둥 전체 측정. 

Fig.  12. The scan of the wall surface using Sinusoidal trajectory. 

 

그림 12는 기둥의 전체를 정현파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스

캔하였다. 그림 11에서는 기둥의 한쪽 면을 측정하였고, 위 

그림에서는 기둥을 회전하여 전체를 측정한 모습니다. Octree

를 이용하여 기둥의 적층면을 균등하게 만들었으며, 제안한 

정현파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벽면과 바닥면이 동시에 측정

된 것을 볼 수 있다. 

 

VI. 결론 

논문에서 제안한 정현파 궤적알고리즘으로 매핑한 결과 

기존의 쿼드로터를 이용한 매핑법과 다르게 짧은 비행으로 

바닥부터 쿼드로터의 비행높이 이상의 범위까지 매핑이 가

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매핑을 위한 쿼드로터의 

비행구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다. 또한 수직적이

고 수평적인 환경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넓은 범위로 측정할 

수 있다. 수직적이지 않은 물체의 경우 물체의 표면을 정확

하게 매핑하기는 현재 무리가 있다. 

이 부분의 경우 쿼드로터에 장착된 LRF의 피치 각을 줄이

거나 정확도가 떨어져서 특정구간에 따로 스캔하여 정확도

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

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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