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UAV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항공기)의 
활용영역은 실로 광범위하며, 현재에도 꾸준히 다
양한 분야로 응용이 확대대고 있다[1-4]. [1]에 의
하면 국내 11개 부처(산림청, 문화재청, 관세청,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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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소방청, 국립재난안
전연구원, 환경부 등)에서 UAV의 활용분야를 분석
하여 10개의 협업기능(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정
지원, 응급복구, 재난자원지원, 교통대책,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재난현장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수
색·구조·구급)들을 도출하였다.

 원격지에서 비행중인 UAV의 동작과 위치를 제
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GPS 수신기, 기압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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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영상 스트리밍 기술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으며, 항공영역에서 또한 예외가 아니다. 
UAV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항공기) 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군뿐만이 아닌 민간영역에
서도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UAV를 기반으로 원격지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실시
간 감시 및 정찰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UAV는 기상상태, 기체의 중량 그리고 배터리 등 다양한 환경 
영향으로 인해 체공시간이 짧고 가변적이다. 따라서 다른 감시정찰 시스템대비 임무수행에 시간제약이 
더 크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다수의 UAV를 활용하여 임무시간 단위로 순차적으로 비행시
켜 직전 무인항공기의 임무를 인계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했다. 본 논문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수행하는 UAV 운영환경에서 항공기간 임무 인계가 이루어질 때 꾸준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
원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ABSTRACT

The video streaming technologies are used in diverse areas including aerospace. UAV (Unmanned Aerial Vehicle) is 
still being developed so that we are able to use the UAV not only in military areas but also in civil areas. Remotely 
monitoring and observing a certain area is possible via using video streaming service based on the UAV nowadays. 
However, UAV is vulnerable to weather conditions, plane’s weight, battery capacity and so on, which makes many 
restrictions of flight time and video streaming services. In order to prolong the video streaming services, we can use a 
number of UAVs, fly them one by one, and switch video streaming channels. In the paper, we propose the methods 
how to interchange UAVs’ missions and their video streaming channels to provide seamless video stream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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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barometer), 초음파센서, 영상 카메라 탑재 등이 
일반적이다. GPS 수신기는 경우 비행체의 위치(경
도, 위도, 고도)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기압센서와 초음파센서의 경우 비행체의 수면 또
는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를 측위하기 위함이다. 영
상 카메라의 경우 리모컨사용자의 디스플레이 장
치를 통해 현재 비행체에서 촬영되는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이 시각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비행체의 
이동 및 관심체의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탑재되는 센서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UAV의 활
용영역은 더욱 더 넓어진다. 그러나 UAV는 배터
리, 수소 또는 내연연료(예: 휘발유, 경우 등) 등의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여 운영되며, 지상/수상/수중 
이동체와 달리 자원 소진 시 임무위치에서 정지가 
아닌 지면으로의 낙하 또는 활강(sliding)으로 인한 
후속 피해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대비 비
행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센서의 탑재를 통한 응
용이 추천된다.

 CCTV 등의 영상센서를 통해 우리는 원격의 상
황을 감시할 수 있다. 이를 기반한 동영상 스트리
밍 기술은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히 발전되고 사용
이 되고 있으며, 항공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5, 
6].

UAV는 기상상태, 기체의 중량 그리고 배터리 
등 다양한 환경 영향으로 인해 체공시간이 짧고 
가변적이다. 따라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
원하는 다른 감시정찰 시스템대비 임무수행에 있
어서 시간적 제약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지속적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 다수의 UAV를 활
용하여 임무시간 단위로 순차적으로 비행시켜 직
전 무인항공기의 임무를 인계하는 식의 해결안 그
리고 동영상 스트리밍 채널에 대한 전환에 대한 
방식을 함께 제안한다.

Ⅱ. 운영 시나리오 및 관련 기술

UAV는 GCS(Ground Control System)의 제어를 
통해 임무를 수행한다. UAV와 GCS간의 통신은 
무선링크기반의 프로토콜로 운영되며, 대표적으로 
MAVLink[7]가 있다.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GCS
를 위한 응용프로그램으로 QGroundControl[8]과 
Mission Planner[9]가 대표적이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UAV들의 운영
을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UAV를 통해 수집된 영
상은 GCS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Console Station
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용자 컴퓨터(User Station)에
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UAV의 
지정장소의 유지(flight)가 더 이상 어려운 상태에 
도달하면 지상의 다른 UAV가 기존 임무장소를 대
체하고 직전 비행체의 위치/자세와 카메라의 모든 
설정상태를 승계하여 새로운 영상을 GCS에 전달
한다. 

최종적으로 변경된 UAV를 통한 GCS에 수신된 
영상은 기존 인터넷 송출 채널에 새로 수신된 영
상을 병합(merge) 하고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
속적으로 유지한다. 

Fig 1. Basic Operation Concept

 MAVLink 프로토콜에는 다양한 PDU(Protocol 
Data Unit)를 정의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능을 위해서는 UAV의 위치/자세 그리고 카메라
의 자세 정보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본 논
문의 기능구현을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메시지들
이다.

Ÿ GLOBAL_POSITION_INT(UAV 송신) : 비행체의 
위치(경도/위도/고도)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달

Ÿ ATTITUDE(UAV 송신) : 비행체의 자세
(Roll/Pitch/Yaw)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달

Ÿ CAMERA_CAP_FLAGS(UAV 송신) : 요청에 의한 
카메라의 상태를 응답

Ÿ VIDEO_STREAM_TYPE(UAV 송신) : 요청에 의
한 영상 스트리밍 형식을 응답

Ÿ CAMERA_MODE(UAV 송신) : 요청에 의한 카메
라의 운영모드(사진/동영상)를 응답

Ÿ MAV_CMD_REQUEST_MESSAGE(GCS 송신) : 
비행체 및 탑재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는 명령

그림 2는 GCS에서 UAV와 카메라 제어를 위한 
MAVLink 메시지들의 흐름을 예로 보여준다.

Fig 2. MAVLink Message Flow Example

Ⅲ. 설계

그림 3은 GCS내 다중 드론을 활용한 동영상 스
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구성을 간략히 보여준다. 
Console Station은 MAVLink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671 



UAV들의 비행/자세, 짐벌의 자세 그리고 카메라의 
속성/동작을 제어한다.

Fig 3. GCS Basic Architecture

UAV간의 영상촬영 임무의 전환을 통해 인터넷
을 통한 사용자 화면에 지속적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 그림 4와 같은 동작을 수행한다.

Console

Station

V i d e o

Server

Fig 4. GCS & Video Server’s Logics

UAV, 짐벌 그리고 카메라의 동작과 상태를 제
어하는 Console Station은 현재 비행중인 UAV(A)에 
대한 잔여 비행 예상시간(flight_remain)을 모니터링
한다. 그리고 flight_remain이 지상에서 현재 위치까
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arrival_time) + 여분의 
시간(k)과 비교하여 더 낮은 값을 갖게 되면, 지상
에 있는 대체용 UAV(B)를 가동시키고 A와 근접한 
곳에 위치시킨 후 A의 모든 임무를 GCS를 통해 
전달 받는다. 그리고 B는 새로운 영상정보를 GCS
의 Video Server에 송신한다. 마지막으로 A는 회항
(return to home) 기능을 수행하고 B는 A의 자리로 
이동한다.

수신되는 모든 영상 정보는 GCS의 Video Server
에서 수집된다. Video Server는 송신중인 동영상 스
트리밍 채널(sout)에 모든 수신중인 영상(t)들을 병
합(merge)함으로써 지속적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
스가 가능토록 한다.

Ⅳ. 결  론

본 논문을 통해 우리는 다중 UAV를 활용하여 
특정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
스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관련 기술과 설계를 
통해 제시하였다. 향후 본 제안을 바탕으로 구현과 
시험을 통해, 본 논문의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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