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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군사적 용도로 처음 개발된 드론(drone)은 현재 드론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용도로 군사적 용도 외 민

간 분야에서도 개발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분야 중 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개발된 촬영용 드론은 드론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현재 영화나 방송분야를 넘어 다양한 영상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촬영용 

드론은 기존의 촬영 기술로는 촬영하기 어려웠던 현장성과 역동성 있는 영상 촬영을 가능하게 해 준다. 본 논문은 드

론을 이용하여 촬영을 할 때 드론 조종자가 드론을 조정하면서 드론 카메라가 촬영하는 피사체를 직접 보면서 드론

을 조종할 수 있는 뷰파인더를 제작하였다. 제작한 드론용 뷰파인더는 안경 형식으로 3D MAX로 모델링한 데이터를 

3D 프린터로 출력하여 초소형 LCD 모니터를 장착하는 과정으로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드론 촬영용 뷰파인더

는 드론의 안전한 비행과 함께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의 정확한 프레이밍 촬영을 가능하게 해 준다.

ABSTRACT

A drone which was developed first for military purpose has been expanded to various civil areas, with its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drones developed for such diverse purposes, a drone for photography has a camera installed and is 
actively applied to a variety of image contents making, beyond filming and broadcasting. A drone for photography makes 
it possible to shoot present and dynamic images which were hard to be photographed with conventional photography 
technology. This study made a view finder which helps a drone operator to control a drone and directly view an object 
to shoot with the drone camera. The view finder for drones is a type of glasses. It was developed in the way of printing 
out the data modelled with 3D MAX in a 3D printer and installing a ultra-small LCD monitor. The view finder for 
drones makes it possible to fly a drone safely and achieve accurate framing of an object to 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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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벌이 윙윙거리는 소리’ 또는 ‘수벌’이라는 뜻을 가진 

드론(Dron)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

거나 미리 입력된 경로를 스스로 비행할 수 있는 원격 

조정 무인 항공기(UVA : Unmanned Aerial Vehicle)를 

총칭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처음으로 개발

된 드론은 이후 군사용으로 발전되어 왔다. 1982년 이스

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할 때 이용하였으며, 이후 군사용 

드론은 정찰, 무기 파괴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군사용으로 개발되

어 온 드론은 민간시장으로 확대되어 취미용으로 개발

된 뒤 현재 상업용으로 발전되어 물품 배송, 산림 병충

해 조사, 조난 수색, 응급 구호 물품 수송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1]. 그림 1은 군사용 드론을 

보여준다. 

Fig. 1 UVA(Unmanned Aerial Vehicle)

이처럼 최근 드론의 다양한 활용 분야 중 주목받는 하

나는 영상콘텐츠 제작 분야이다. “삼시세끼”, “도시어

부” 등 다양한 TV 방송에서 드론을 사용하여 촬영한 영

상을 보여 줌으로써 기존에 일반적으로 촬영할 수 없었

던 영상미를 만들어 내고 있다[2]. 이처럼 영상을 촬영

하는 드론은 영상콘텐츠 제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을 사용하여 촬영할 때 드론을 조

종하면서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정확히 프레이밍

(Framing) 할 수 있는 드론용 뷰파인더를 제작하였다. 
특히 현재 촬영용 드론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Inspire 
2용 뷰파인더를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내

용을 설명한다. 2장 본론에서는 촬영용 드론인 Inspire 2
의 특징과 드론 카메라 그리고 짐벌(Gimbal)에 대하여 

다룬다. 그리고 3장에서는 드론용 뷰파인더의 제작 과

정에 대하여 논의하고 마지막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촬영용 드론의 특징

2.1. 드론의 특징

드론은 비행을 하기 위한 날개의 특징에 따라 고정익

(Fixed Wing)과 회전익(Rotor)으로 분류한다. 헬리콥터

의 프로펠러처럼 날개를 가지는 회전익은 3개 이상의 

프로펠러를 장착하고 있어 멀티로터(Multi Rotor)라고 

불린다. 이렇게 드론에서 멀티로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존의 RC 비행기와 다르게 안정적인 정지비행(Hovering)
을 하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3]. 
이러한 장점을 가진 멀티로터는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촬영용 드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 중에서도 

4개의 프로펠러로 드론 비행의 상하 추진력과 앞뒤 좌

우 비행 방향을 운행하는 쿼드콥터(Quadcopter) 시스템

은 수직 이착륙과 정지 비행이 가능하고 비행 활동의 공

간적인 제약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프로펠러를 

구동하는 모터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비행에 어

려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추락의 위험도 발생한다. 이
러한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1~2개의 구동 중인 모터에 
문제가 발생해도 비행이 가능한 헥사콥터(Hexacopter)
와 옥타콥터(Octacopter) 시스템을 사용하는 촬영용 드

론도 있다. 그러나 현재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가

지 문제점을 최소화한 드론은 프로펠러 4개를 장착한 

쿼드콥터 시스템 형태를 주로 사용한다[4]. 
드론은 X, Y, Z의 3축으로 이동 비행을 한다. 이러한 

드론의 조종 용어로는 스로틀(Throttle), 요(Yaw), 피치

(Pitch), 롤(Roll)이 사용되는데 스로틀은 모터의 추진력

을 이용하여 드론 기체의 상승 하강을 의미하며, 요는 

수평 회전, 피치는 전후 이동, 롤은 좌우 이동을 의미한

다[3]. 그림 2는 드론의 이동 방향을 보여준다. 

Fig. 2 Moving direction of 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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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드론의 추진력과 비행에 전원을 공급하

는 배터리는 운용시간이 20분 내외이므로 촬영 시간에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드론 조종자는 조금이나마 많은 

촬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드론을 촬영 위치로 빠르게 

비행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드론을 촬영에 적합한 고도

와 위치로 빠르게 이동시키는 드론의 비행 속도가 중요

하다. 일반적으로 촬영용 드론은 2,000미터 이상까지 비

행이 가능하다. 

2.1.1. Inspire 2 드론

세계 최초로 항공 촬영을 시도한 이는 1858년 프랑스 

사진작가 펠렉스 나다르(Felix Nadar)로 열기구를 타고 

파리 공중에서 사진 촬영을 하였다. 이후 비행기와 헬리

콥터 등을 활용한 항공 촬영은 꾸준히 발전되어 왔으나 

높은 비용과 촬영의 위험성으로 인해 촬영에 많은 제한

이 있었다[5]. 그러나 최근 촬영용 드론의 발전으로 저렴

한 비용으로 완성도 높은 항공 촬영이 가능해졌다. 현장

에서 사용하는 촬영용 드론으로는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DJI사 제품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개발된 촬영용 드론인 Inspire 2는 5초 만에 

80Km의 가속도가 가능한 순간속도를 지니며, 최대 비행 

속도는 94Km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비행 속도는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같은 물체를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9m/s의 하강 속도와 6m/s의 상승 속

도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촬영 드론보다 역동적인 카메

라 워킹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Inspire 2는 5,000미터

까지 고도의 비행이 가능하고 최대 7Km의 전송거리를 

가지고 있어 조종기로 Full HD(1920*1080)화질의 영상

을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드론은 비행 중 여러 장애로 

인해 드론과 조종기 간의 송수신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

가 종종 발생한다. 이처럼 드론과 조종기 간의 송수신 연

결이 끊어지는 경우 Inspire 2는 자동으로 드론이 처음 비

행한 위치나 조종기 위치로 돌아오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드론이 조종기와의 신호가 끊어졌을 때 자

동으로 조종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조종자와 

가까운 거리가 되면 드론과 조종기의 송수신 신호가 다

시 연결되어 드론을 조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드론들이 

하나의 배터리로 운행되는 반면 Inspire 2는 듀얼 배터리 

시스템으로 배터리 안정성을 확보 하였으며 비행시간은 

27분까지 가능하다. 감지 및 회피 시스템으로는 전방과 

하향 비전 시스템으로 최대 30M 앞의 장애물을 스스로 

감지한다. 또한 상향 적외선 센서가 있어 5M 위의 장애

물을 스캔한다. 그림 3은 Inspire 2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각종 센서(Sensor)와 장치들을 보여준다.

Fig. 3 Sensor and Unit of Inspire 2

2.1.2. 촬영용 드론의 카메라와 짐벌

인스파이어 2에서는 ZENMUSE X4S, ZENMUSE 
X5S, ZENMUSE X7의 3종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카메라는 FHD(1920*1080)의 동영상 해상도에서

부터 5K의 동영상 해상도의 촬영도 가능하게 해준다. 
이와 함께 H.264, H.265 코덱뿐만 아니라 Apple ProRes, 
CinemaDNG의 고화질 코덱을 지원함으로써 방송용 뿐

만 아니라 영화 제작에서도 사용 가능한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ZENMUSE X7 카메라의 경우 

교체 가능한 렌즈와 포스트 프로덕션을 위한 새로운 

DJI 시네마 컬러 시스템(Cinema Color System)을 제공

해 영화와 비디오 전문가들에게 보다 자유로운 창작 기

회를 제공한다. 또한 조명이 어두운 환경에서도 14가지 

다이내믹 레인지를 지원하는 슈퍼 35 비디오 센서를 장

착하고 최대 30fps 에서 6K Cinema DNG RAW 또는 

5.2K Apple ProRes의 영상 촬영을 지원한다. 
Inspire 2의 카메라는 짐벌이라는 기계장치를 통하여 

드론과 연결하게 된다. 짐벌은 드론의 움직임이나 프로

펠러의 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이 카메라로 전달

되는 것을 없애 준다. 또한 짐벌을 드론의 스로틀

(Throttle), 요(Yaw), 롤(Roll), 피치(Pitch)의 움직임에서 

카메라의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능도 한다[6]. 
그림 4는 짐벌에 장착된 카메라를 보여준다. 

(a) X4S                        (b)X5S                        (c)X7
Fig. 4 Gimbal of 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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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짐벌은 카메라의 움직임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데 이는 사용자가 촬영을 할 때 카메라의 팬(Pan), 틸트

(Tilt)의 움직임을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 고화질의 카

메라를 장착하여 촬영용 드론의 대중화를 이끌어낸 드

론 DJI사의 팬텀(Phantom)의 경우 카메라와 짐벌이 드

론 기체와 일체형이라 카메라의 선택에 제한이 있었다. 

Ⅲ. 드론용 뷰파인더 제작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은 현장성, 역동성, 입
체성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능, 스포츠 중

계,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분야에서도 다

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드론은 피사체를 포

함한 넓은 공간을 원거리 하늘 위에서 촬영하는 방식으

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드론 촬영은 저고도 근접 

촬영과 다양한 움직임의 항공촬영 기법을 사용해 실제 

현장을 돌아다니며 바라보는 것과 같은 현장성과 역동

성이 있는 느낌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내셔널지오그

래픽(National Geographic)은 탄자니아 세렝게티 공원

에 살고 있는 야생 사자 다큐멘터리에서 생동감 있는 사

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하여 근접 촬영

을 시도하였다. 또한 KBS 다큐멘터리 ‘생명의 선물, 고
기’에서는 순록 떼를 몰고 다니는 장면을 드론으로 촬영

하여 역동적인 장면을 극대화하였다[5].
DJI FPV(First Person View) 고글은 근거리에서 

1080p/30fps, 장거리에서 720p/60fps의 영상을 보여준

다. 고글을 착용한 조종자는 드론이 촬영하는 영상을 1
인칭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 마치 하늘로 올라간 듯 

한 느낌을 주는 역동적인 영상효과를 느낄 수 있다. 그
림 5는 DJI사에서 드론용으로 개발한 FPV 고글을 보여

준다.

Fig. 5 DJI FPV Goggles

그러나 실제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 할 경우 고글을 사

용하지 는 않는다. Inspire 2의 경우 2개의 조종기를 사

용하여 한 명은 드론 조종을 나머지 한명은 카메라를 조

종하면서 촬영을 한다.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자는 일반

적으로 드론을 보면서 조종하기 때문에 실제 드론에 설

치된 카메라가 촬영하는 모습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일
반적인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현장에서는 카메

라 맨은 한쪽 눈으로 뷰파인더를 보면서 촬영을 하게 된

다. 그러므로 실제 촬영 시 촬영할 피사체를 선택하여 

프레이밍하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이 뷰파인더(View finder)라고 할 수 

있다[7]. 뷰파인더는 촬영을 할 때 화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 편리하도록 피사체를 관찰할 수 있게 고안된 카메

라 내의 광학 장치이다. 뷰파인더는 촬영자의 시각을 뷰

파인더를 통해 실제 카메라가 촬영하는 영상과 일치시

켜 촬영자가 보고 있는 뷰파인더 안의 모습 그대로를 촬

영할 수 있게 해준다. 촬영을 하는 사람은 뷰파인더를 

통해 촬영하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하는 프레이밍 작업

을 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들이 정확한 프레이

밍 작업을 위해 뷰파인더를 작창하고 있다. 그림 6은 

DSLR 카메라와 ENG 카메라의 뷰파인더를 보여준다.

(a) View finder of DSLR

(b) View finder of ENG
Fig. 6 View Finder

본 논문은 Inspire 2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사용

할 수 있는 뷰파인더를 제작하였다. 뷰파인더는 안경 형

식으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여 디자인하고 이러한 디

자인을 바탕으로 3D MAX 소프트웨어로 모델링한 뒤 

3D 프린터 Formlabs form2 로 프린팅 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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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뷰파인더 모델링

뷰파인더의 모델링은 3D MAX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여 디자인하였다. 모델링 과정에서는 기본 안경사이

즈를 바탕으로 뷰파인더 안에 장착해야 할 LCD모니터

와 디옵터 렌즈 사이즈를 고려해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

여 모델링 하였다. 모델링 과정에서는 디옵터 렌즈의 초

점거리는 3단계로 조절 가능하게 제작하여 모니터 화면

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7은 3D MAX를 

사용하여 디자인한 모델링을 보여준다. 

Fig. 7 View Finder Modeling

모델링 과정에서 뷰파인더 부분은 3D 프린터의 출력 

기능을 고려해 뷰파인더 본체와 덮개, 렌즈 장착 부분, 
안경과 결합 부분 등의 4부분으로 나누어 출력이 되도

록 모델링하였다. 그림 8은 뷰파인더 모델링 데이터에

서 3D 프린팅을 위하여 나누어진 4개의 부분 모델링을 

보여준다. 이렇게 모델링한 데이터는 OBJ파일로 저장

하고 3D 프린터에서 출력하게 된다. 

Fig. 8 View Finder 4 Parts 

3.2. 3D 프린팅

모델링하여 출력된 OBJ 데이터는 3D 프린터 Formlabs 
form2로 출력하였다. Formlabs Form2는 250mW Laser
를 이용하여 SLA(StereoLithography Appartus) 출력 방식을 

사용하는 3D 프린터이다. 프린터 재료로는 레진을 사용

하게 된다. SLA방식은 미국의 3D Systems사에서 처음 

개발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로 아크릴과 에폭

시 계열의 광경화성 수지를 레이저를 이용해 쌓아가는 

방식으로 정밀도가 뛰어나고 속도가 빠른 편이다. 
Formlabs form2의 레이저 스팟(Laser Spot) 사이즈는 

140Microns로 정밀한 3D출력을 가능하게 해준다. 3D 
MAX에서 4 부분으로 나누어 모델링된 데이터는 기본 

레진을 재료로 사용하여 3D 프린팅 하였다. 이렇게 출

력된 결과물은 경화 과정을 거친 후 출력할 때 발생하는 

지지대(Supporter)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9는 뷰파인더 모델링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력하는 

3D 프린터 Formlabs form2의 출력 과정과 지지대와 함

께 출력된 결과물을 보여준다.

(a) Formlabs form2 3D Printer

(b) Out of 3D Printing
Fig. 9 3D 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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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뷰파인더 제작

3D 프린터로 출력된 출력 결과물은 경화 과정과 지

지대 제거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경화 과정과 지

지대 제거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뷰파인더를 제작하

였다. 뷰파인더는 그림 10과 같이 Inspire 2 조종기에 연

결하여 사용할 수 있게 제작하였다. Inspire 2의 Broadcast 
Mode는 드론 기체에서 촬영되는 영상을 조종기로 직접 

스트리밍 하는 기술이다. 조종기로 1080i 50과 720p 60
의 영상을 전송하여 HDMI 연결을 이용해 다양한 출력 

장치에 출력을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종기에서 출

력된 HDMI 신호를 AV신호로 변환 하여 뷰파인더 안에 

설치된 모니터 안으로 전송된다. 그림 10은 드론 조종기

와 제작된 뷰파인더의 연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Fig. 10 Connection Structure of View Finder

뷰파인더 안에 설치된 모니터는 2인치 TFT-LCD모

니터로 칼라 영상을 지원한다. 뷰파인더 제작 전에 

Inspire 2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에서 조종기로 보내지는 

영상신호를 AV신호로 변환 하여 모니터에 나타나는지

를 테스트하였다. 그림 11은 뷰파인더 안에 설치될 모니

터 테스트 영상을 보여준다. 

Fig. 11 2-inch TFT-LCD Monitor Test

3D 프린터로 출려된 결과물은 검은색으로 도색을 하

여 건조시킨 후 LCD모니터와 함께 조립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설치된 모니터에 디옵터 렌즈를 설치하고 

덮개를 덮어 조립하게 된다. 조립된 뷰파인더는 안경과

의 연결을 위해 연결 파트 부분을 조립 후 안경에 부착

하게 된다. 그림 12는 완성된 안경형 뷰파인더와 전원 

부분 HDMI TO AV 컨버터를 보여준다.

(a) LCD Monitor Installation

(b) The View Finder for Drone

Fig.12 Making of View Finder for Drone

3.4. 뷰파인더를 활용한 드론 촬영

촬영용 드론을 이용하여 하늘 위에서 영상을 촬영하

기 위해서는 비행 및 촬영 준비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는 드론이 지상이 아닌 하늘에서 비행하는 장비

이기 때문이다. 무선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에 문제가 발

생하면 지상에서 동작을 멈추는데 그치지만 드론의 경

우는 다르다. 하늘 위에서 비행하는 드론의 경우 비행 

중인 드론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추락하게 된다. 이러

한 경우 추락하는 드론 아래에 있는 물체나 사람과 충돌

하는 큰 사고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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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자는 드론을 비행할 때 항시 드론을 주시하여

야 한다. 비행하는 드론을 바라보면서 드론 기체의 이상 

발생 시 떨림과 바람에 의한 드론의 비행 방향 방해 등

을 체크 하여야 한다. 드론 조종자는 드론을 조종하면서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정확히 촬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뷰파인더는 하늘을 비행하는 드론과 

드론 카메라가 촬영하는 피사체를 함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드론을 이용하여 근접 

촬영을 할 때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의 정확한 프레이

밍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안전한 드론 비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림 13은 제작된 드론용 뷰파인더

를 이용하여 드론 조종과 함께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Fig. 13 Drone Photography using View Finder

Ⅳ. 결  론

군사용으로 개발되어 온 드론은 현재 민간 시장으로 

확대되어 취미용으로 개발된 뒤 현재 상업용으로까지 

발전되어 왔다. 특히 영상콘텐츠 분야인 영화나 방송 분

야에서 드론을 사용한 촬영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을 사용하여 영상을 촬영할 때 사용

할 수 있는 드론용 뷰파인더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뷰파

인더는 안경 형식으로 디자인 과정을 거친 후 3D MAX
로 모델링하였다. 이 후 3D 프린터로 출력하고 2인치 초

소형 LCD 모니터를 삽입하여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 제작된 뷰파인더 안의 LCD 모니터는 드론 카메라

가 촬영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작된 드론용 뷰파인더는 드론 조종기와의 연결을 

통해 드론의 카메라가 촬영하는 영상을 드론 조종자가 

드론을 조종하면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드론을 사용하여 근거리 촬영을 할 때 피사체와의 충돌

을 피하면서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정확히 프레이

밍 하면서 촬영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제작된 드론

용 뷰파인더는 드론을 조종하면서 촬영을 함께 수행하

는 조종자에게 안전한 비행과 정확한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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