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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드론(dron)은 무인항공기(UVA : Unmanned Aerial Vehicle)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정하거나 사

전에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경로를 스스로 비행하는 비행물체를 의미한다. 처음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된 드론은 현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농업 산업을 비롯하여 여가활용, 물류 서비스, 인명 구조 분야에 이르기 까

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 중 드론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개발된 촬영용 드론은 현재 영화나 방

송분야를 넘어 다양한 영상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드론의 특

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드론의 비행이나 드론을 활용한 촬영기법에 대하여 다룬다. 특히 영상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사용되는 촬영용 드론의 운용에 대하여 살펴본 후 기존의 영상촬영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카메라 워킹을 드론을 사용

하여 촬영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 논의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ABSTRACT

As unmanned aerial vehicle(UVA), drone means a flying object that could aviate the route entered by a program in 
advance or remotely-controlled when a pilot is not on board. Drone that has been initially developed for the military 
purpose is currently used for diverse areas such as agricultural industry, leisure activity, logistics service, and life-saving 
area. Out of these areas, the shooting drone equipped with a camera is actively used for diverse image contents 
production areas including film and broadcasting area.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drone for the purpose 
of shooting, and also handles the shooting techniques using drone. Especially,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d discuss the 
methods to shoot diverse camera working used by the existing image shooting with the use of drone after examining the 
operation of shooting drone used for the image contents produc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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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드론의 발전과 활용

‘벌이 윙윙거리는 소리’ 또는 ‘수벌’이라는 뜻을 가

진 드론(Dron)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

종하거나 미리 입력된 경로를 스스로 비행할 수 있는 

원격 조정 무인 항공기(UVA : Unmanned Aerial Vehicle)
를 총칭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처음으로 개

발된 드론은 이후 군사용으로 발전되어 왔다.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할 때 드론을 이용하였으며, 
이후 군사용 드론은 정찰, 무기 파괴 등 군사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군사용으

로 개발되어 온 드론은 민간시장으로 확대되어 취미용

으로 개발된 뒤 현재 상업용으로 발전 되어 다양한 분

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그림 1은 군사용 드론을 

보여준다. 

Fig. 1 UVA(Unmanned Aerial Vehicle)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회사인 아마존은 드론을 이용

한 물품 배송에 성공을 거두었고, 인터넷 기업인 구글

도 드론을 물품 배송하는데 활용하고 있다[1]. 또한 산

불 과 같은 산림 재해에도 활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2015년 강원도 화천군 산불 진화 현장에서 드론이 투입

되어 산불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감시하는데 사용되기

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산림 병충해 조사, 조난 수색, 
응급 구호 물품 수송에도 드론이 활용되는 등 드론의 

활용 분야는 더욱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최근 드론의 다양한 활용 분야 중 주목 받는 하나는 영

상콘텐츠 제작 분야이다. “삼시세끼”, “도시어부” 등 다

양한 TV 방송에서 드론을 사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보

여 줌으로써 일반적으로 촬영할 수 없는 영상미를 만들

어 내고 있다[2]. 이처럼 영상을 촬영하는 드론은 영상

콘텐츠 제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에서 드론의 활용 분

야와 촬영용 드론을 이용한 드론 촬영기법에 대하여 살

펴본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내용을 설명한다. 2장 

본론에서는 드론의 발전과 드론의 활용 분야를 다룬다. 
또한 영상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드론의 특징과 비행 그

리고 촬영용 짐벌(Gimbal)과 카메라에 대하여 살펴본

다. 이후 3장에서는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에서 드론을 

이용한 촬영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드론 촬영 기법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본  론

2.1. 촬영용 드론의 특징

드론은 비행을 하기 위한 날개의 특징에 따라 고정정

익(Fixed Wing)과 회전익(Rotor)으로 분류한다. 헬리콥

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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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는 다

양한 멀티로터 형태를 보여준다.

      (a) Tricopter                    (b) Quadcopter

     (c) Hexacopter                   (d) Octacopter

Fig. 2 Multi R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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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프로펠러로 드론 비행의 상하 추진력과 앞뒤 

좌우 비행 방향을 운행하는 쿼드콥터(Quadcopter) 시스

템은 수직이착륙과 정지비행이 가능하고 비행 활동의 

공간적인 제약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프로펠러

를 구동하는 모터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추락의 위험도 발생한다. 
이러한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1~2개 구동모터의 동

작 문제에도 비행이 가능한 헥사콥터(Hexacopter)와 옥

타콥터(Octacopter) 시스템을 사용하는 촬영용 드론도 

있다. 그러나 현재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 문

제점을 최소화한 촬영용 드론은 프로펠러 4개를 장착한 

쿼드콥터 시스템 형태를 주로 사용한다[4]. 현재 영화나 

방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드론인 DJI사의 팬

텀(Phantom)이나 인스파이어(Inspire) 1, 2 드론은 쿼드

콥터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대표적인 촬영용 드론인 인스파이어 2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영상 촬영의 다양한 기법을 다

룬다. 이러한 촬영용 드론은 소방 방재나 농업용 드론

과는 다른 비행의 특징과 카메라 특징을 가지고 있다.

2.1.1. 촬영용 드론의 비행

드론의 비행은 X, Y, Z의 3축으로 이동 비행을 한다. 
드론의 조종 용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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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드론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해야 하며, 빠른 비행 운영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좁은 공간에서의 드론 촬영도 필요하기 때문에 느리거

나 미세한 이동 비행이나 회전 비행을 할 수 있는 능력

도 갖추어야 한다. 최근 개발된 촬영용 드론인 인스파

이어 2는 5초 만에 80Km의 가속도가 가능한 순간속도

를 지니며, 최대 비행 속도는 94Km까지 가능하다. 이러

한 비행 속도는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같은 물체를 따

라가면서 촬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9m/s의 

하강 속도와 6m/s의 상승 속도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촬영드론보다 역동적인 카메라 워킹을 할 수 있게 해준

다. 그림 3은 드론의 이동 방향을 보여준다. 

Fig. 3 Moving direction of drone

드론의 추진력과 비행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는 

운용시간이 20분 내외이므로 촬영 시간에 제약이 발생

한다. 이러한 경우 드론 조종자는 조금이나마 많은 촬

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드론을 촬영 위치로 빠르게 

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드론을 촬영에 적합

한 고도와 위치에 빠르게 이동시키는 드론이 비행 속도

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촬영용 드론은 2,000미터 이

상까지 비행이 가능하며 인스파이어 2는 5,000미터까

지 고도의 비행이 가능하다. 또한 최대 7Km의 전송거

리를 가지고 있고 조종기로 롱(1920*1080)화질의 영상

을 전송한다. 그러나 드론은 비행 중 여러 장애로 인해 

드론과 조종기 간의 송수신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가 종

종 발생한다. 이처럼 드론과 조종기 간의 송수신 연결

이 끊어지는 경우 자동으로 드론이 처음 비행한 위치나 

조종기 위치로 돌아오도록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드론이 조종기와의 신호가 끊어졌을 때 자동으로 조종

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조종자와 가까운 거리

가 되면 드론과 조종기의 송수신 신호가 연결되어 드론

을 조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드론과 조종기의 송수

신 신호의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 정지비행으로 설정하

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드론이 배터리가 완전 소모될 

때까지 정지비행만 하게 되므로 배터리의 완전 소모 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드론을 이용하

여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 드론 조종자는 이러한 셋팅 

값을 변경하여 드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세계적으로 드론의 활용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무인 항공기의 안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무인항공시스템 관련 규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무인비행 장치를 초경량 비행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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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으로 분류하여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5]. 국토교통

부와 각 지방 항공청에서는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

의 드론이 고도 150m 미만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드론 비행 시 조종사의 준수 사항은 표 1과 같이 

지정하고 있다. 

Table. 1 Compliances for drone pilots

1 Act of dropping object that could cause damage to 
lives or properties.

2
Act of flying that could cause damage to lives or 
properties in the sky where population is 
concentrated.

3

Act of flying in the no-fly zone of unmanned aerial 
vehicle without getting an approval of flight plan, or 
flying in the control restricted area/controled 
airspace/airspace for caution.

4
Act of flying in the condition when the ground target 
cannot be identified with the naked eye due to 
reasons like fog.

5 Act of flying at night from sunset to sunrise(except 
for the approval of test flight).

6 Act of flying in abnormal conditions or methods or 
after drinking or taking medicines.

7 Act of not yielding a course for plane, light aircraft, 
and non-powered ultra-light flying device.

8
Act of flying outside of range that cannot be 
identified with the naked eye(except for the approval 
of test flight).

 
2.1.2. 촬영용 드론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드론에는 카메라가 장

착이 된다. 초기의 드론은 HD(1280*720)해상도의 영상 

촬영이 가능하였으나 현재 드론용 카메라의 발전으로 

인해 FHD(1920*1080)화질의 동영상 해상도뿐만 아니

라 UHD(4096*2160)와 4K이상의 해상도로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영화제작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뛰어난 해상도와 화질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인스

파이어 2는 두 대의 조종기를 사용하여 드론의 조정 및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하나의 조종기로 드론의 비행을 

조종할 수 있는 동시에 나머지 하나의 조종기로는 짐벌

의 방향 및 카메라의 설정을 조정하면서 자유롭게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6].
인스파이어 2에서는 ZENMUSE X4S, ZENMUSE 

X5S, ZENMUSE X7의 3종류 카메라를 상요할 수 있다. 
이런 카메라는 FHD(1920*1080)의 동영상 해상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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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아니라 영화제작에서도 사용 가능한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게 해준다. 팬텀과 같은 드론은 비행하면서 영상 

촬영을 할 경우 짐벌을 이용하여 카메라를 좌우 회전시

키면 드론의 다리 부분이 촬영된다. 이 경우 카메라의 

팬 기능을 사용하기보다는 드론 자체를 회전시키면서 

촬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인스파이어 1, 2는 드론의 다

리가 비행 시 위로 접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카메라

의 팬 움직임에도 드론의 다리가 촬영이 되지 않아 드

론 비행 촬영 시 카메라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드론의 카메라는 짐벌(Gimbal)이라는 기계장치를 

통하여 드론과 카메라를 연결하게 된다. 짐벌은 드론의 

움직임이나 프로펠러의 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

이 카메라로 전달되는 것을 없애 준다. 또한 드론의 스

로틀(Throttle), 요(Yaw), 롤(Roll), 피치(Pitch)의 움직

임에서 카메라의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능도 

한다[7]. 그림 4은 짐벌에 장착된 카메라를 보여준다. 

     (a) X4S                (b)X5S               (c)X7

Fig. 4 Gimbal of Drone

짐벌은 카메라의 움직임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데 사

용자가 촬영을 할 때 카메라의 팬(Pan), 틸트(Tilt)의 움

직임을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 고화질의 카메라를 장

착하여 촬영용 드론의 대중화를 이끌어낸 드론 DJI사
의 팬텀(Phantom)의 경우 카메라와 짐벌이 드론 기체와 

일체형이라 카메라의 선택에 제한이 있었다. 이후 여러 

종류의 짐벌과 카메라를 교체할 수 있는 영상 촬영용 

드론인 인스파이어 1, 2가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인스

파이어 1, 2는 드론마다 장착할 수 있는 짐벌과 카메라

가 다르기 때문에 호환성에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같

은 DJI사의 인스파이어 1과 인스파이어 2도 짐벌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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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없어 장착되는 카메라가 다르고 이러한 불편함은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에게 보유하고 있는 드

론에 따라 추가로 짐벌 및 카메라 구입 비용을 부담시

키게 된다.

Ⅲ. 드론 촬영 기법

3.1. 드론 비행과 촬영을 위한 준비 사항 

촬영용 드론을 이용하여 하늘 위에서 영상을 촬영하

기 위해서는 비행 및 촬영 준비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는 드론이 하늘에서 비행하는 물체이기 때문이

다. 무선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땅

위에서 동작을 멈추어 버리는 경우만 발생한다. 그러나 

하늘 위에서 비행하는 드론의 경우 비행중인 드론에 문

제가 발생하면 바로 추락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추락

하는 드론 아래에 있는 물체나 사람과 충돌하는 큰 사

고가 발생한다. 심지어 높은 고도에서 사람을 향하여 

추락하는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드론 조종자는 비행 전 그리고 

이륙 후에 점검할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여 안전한 드론 

비행과 촬영을 하여야 한다.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드

론의 비행 전 점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체와 짐벌의 올바른 연결 확인.
- 기체와 프로펠러의 올바른 연결 확인.
- 배터리 완충 상태 확인.
- 드론 기체와 조종기의 무선 연결 상태 확인. 
- GPS 수신 상태 확인.
- IMU(Inertia Measurement Unit)와 콤퍼스(Compass) 
상태 확인.

- 드론 비행이 가능한 풍속 확인. 

위와 같이 드론의 비행 전 점검사항을 확인한 후 드

론을 이륙시켜 확인할 때는 드론의 비행 높이를 조종자

의 눈높이 정도로 유지하면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

유는 드론 기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드론 비행 후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종기를 사용하여 드론의 방향과 회전 확인.
- 조종기를 사용하여 짐벌과 카메라의 작동 확인. 

- 드론의 호버링(Hovering) 확인.
- 조종기 모니터를 참고하면서 배터리 상태 확인.
- 영상 녹화 버튼을 눌러 영상의 녹화 확인. 

촬영용 드론을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할 경우에는 반

드시 앞에서 설명한 드론 기체와 조종기의 비행 전과 

이륙 후 점검을 통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드론

을 비행하면서 촬영을 진행하여야 한다. 

3.2. 드론을 이용한 촬영 방법 

드론을 이용한 촬영은 기본적으로 하늘 위에서 피사

체를 바라보는 장면의 촬영을 가능하게 하여준다. 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버즈 아이 뷰 샷(Bird’s eye view 
shot), 높은 곳에서 아래로 바라보며 촬영하는 하이앵글 

샷(High angle shot)을 촬영할 때 주로 사용하는 촬영 방

식이다. 또한 공중 샷 이라고 불리는 에이리얼 샷(Aerial 
shot)도 드론을 이용한 촬영이 가능하다. 주로 이러한 

샷들은 편집 과정에서 한 씬(Scene)이 시작하기 전 배경

을 알려주기 위한 설정 샷(Establishing shot)으로 사용

된다. 그림 5는 드론을 이용하여 하늘 위에서 촬영한 영

상을 보여준다. 

Fig. 5 Aerial shot

촬영을 목적으로 한 드론은 앞에서 설명한 촬영 방법

을 지원하는 비행 이외에 다양한 영상 촬영을 위한 비

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드론의 비행이 일반적인 

촬영 분야에서 카메라 워킹을 대신하여 촬영을 가능하

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이 불가

능한 장면도 촬영을 가능하게 해준다. 촬영용 전문 드

론인 인스파이어 2는 액티브 트랙(Active Track), 탭 플

라이(Tap Fly), POI(Point of Interest)의 자동 비행을 지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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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트랙은 사람이나 자동차 등의 피사체를 자동

으로 인식하여 촬영 카메라가 피사체를 추적하면서 촬

영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드론의 촬영 움직임은 다양한 

카메라 워킹을 대신하여 촬영을 가능하게 해준다. 움직

이는 피사체를 따라 카메라가 이동하는 팔로우(Follow) 
샷(Shot)이나 트래킹(Tracking) 샷을 촬영할 때 매우 편

리한 촬영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레일이나 바퀴가 

달린 이동차 위에서 카메라를 장착하여 피사체를 향해 

달리 인(Dolly In)을 해서 들어가거나 피사체에서 점점 

멀어지며 달리 아웃(Dolly Out)을 촬영하는 달리 샷을 

매우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드론의 짐

벌은 드론을 이용한 팔로우 샷, 트랙킹 샷, 달리 샷 이동 

중에도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6은 드론의 액티브 트랙 촬영 기능을 보여

준다. 

Fig. 6 Active Track

탭 플라이(Tap Fly) 기능은 일정한 속도로 비행하며 

촬영하기에 매우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조종기 

화면에서 화면상에 보이는 지점을 터치하고 비행경로

를 설정하면 드론은 설정된 경로를 자동으로 비행한다. 
이렇기 때문에 조종자는 짐벌 조종과 카메라의 조종만 

함으로써 편리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일반 

적으로 드론을 조종할 때 일정한 속도로 드론 비행을 

유지하는 조종이 어렵다. 조종기의 전후 스틱을 앞으로 

밀면서 드론을 앞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드론이 앞으로 

비행하면서 가속도가 증가하여 드론의 속도는 점점 빨

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촬영된 영상은 

일정한 속도로 촬영되지 않기 때문에 편집 과정에서 속

도를 별도로 조절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탭 

플라이 기능은 드론의 비행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줌으로써 드론을 정해진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비행

하면서 원하는 부분은 촬영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7은 

드론의 탭 플라이 기능을 보여준다. 

Fig. 7 Tap Fly

POI(Point of Interest) 촬영이란 드론이 피사체를 두

고 일정한 거리에서 원을 그리며 비행하면서 피사체를 

촬영하는 촬영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인 카메라 

워킹에서 아크(Arc) 샷으로 불리는데 주로 피사체 주위

에 레일을 원으로 설치하고 이 레일 위에서 바퀴가 달

린 이동차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아크 샷이 카메라의 높이를 

사람의 눈높이 기준으로 설정하는 반면에 드론을 이용

한 POI 촬영은 카메라의 높이를 사람의 눈높이에서부

터 조종자가 원하는 높이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드론을 이용한 POI 촬영 기법은 다양한 높이에

서 피사체를 촬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크 샷보다 매우 역동적인 촬영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림 8은 POI 촬영 기법을 보여준다. 

 

Fig. 8 Point of Interest

3.3. 드론을 이용한 카메라 워킹

영상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영상 촬영은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카메라를 트라이포드(Tripod)에 고정시킨 채 

촬영하는 고정 샷(Fix Shot)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화면에 피사체를 다 담을 수 없거나, 움직임이 있는 

피사체 또는 연출 의도에 따라 카메라 시점(View Point)
을 변경하고자 할 때 카메라에 적절한 움직임을 주면서 

촬영을 한다. 이러한 카메라의 움직임을 이용한 촬영 

기법을 카메라 워킹(Camera Working)이라고 한다. 촬
영 시 주로 사용하는 카메라 워킹에는 카메라가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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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서 카메라만 위아래 수직으로 회

전하면서 촬영하는 틸트(Tilt)와 카메라를 좌우로 회전

하면서 촬영하는 팬(Pan)이 있다. 또한 카메라가 피사

체를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트래킹 샷(Traking Shot)이
나 카메라 자체가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붐 샷

(Boom Shot)이 있다. 이러한 카메라 워킹은 촬영용 드

론을 사용하여 구현이 가능하다. 드론은 X,Y,Z의 3방향

으로 비행이 자유롭고 드론과 카메라가 장착된 짐벌

(Gimbal)의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드론의 비행과 회

전 그리고 짐벌의 회전을 이용하여 다양한 카메라 워킹

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림 9는 촬영용 드론을 이용하여 

구현한 카메라 워킹을 보여준다.

(a) Follow Shot

(b) Pan Shot
Fig. 9 Camera working with the use of drone

촬영용 드론은 드론의 비행과 짐벌의 회전으로 기존

의 카메라 워킹과 다른 촬영 기법을 제공한다. 예를 들

면 절벽 위에서 바다로 추락하는 자동차를 촬영할 경우 

드론은 떨어지는 자동차를 따라 비행하면서 촬영이 가

능하다. 자동차나 사람이 달리는 장면을 촬영할 때에도 

드론은 피사체의 뒤에서 따라가면서 촬영 고도를 원하

는 데로 높이거나 낮출 수 있고, 때로는 피사체를 넘어 

앞뒤로 이동하면서 피사체를 바라보는 촬영이 가능하

다. 또한 크레인(Crane)이나 지미집(Zimizib)을 이용하

여 촬영을 할 경우 장비의 작동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에는 촬영이 불가능하지만 드론을 이용하면 이러한 크

레인이나 지미집을 이용한 촬영 기법을 가능하게 하면

서도 더욱더 촬영 범위를 넓혀가면서 촬영하게 준다. 
그림 10은 지미집 촬영과 드론을 이용한 촬영을 보여준

다.

(a) Zimizib Shot

(b) Drone Shot
Fig. 10 Camera working

이러한 촬영용 드론을 이용한 카메라 워킹은 드론을 

조정하는 조종자와 짐벌과 카메라를 다루는 사람의 능

력에 따라 수많은 카메라 워킹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의 카메라로 할 수 없는 새로운 카메라 워킹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촬영용 드론을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자 할 경우 수준 높은 드론의 비행 조작 능력과 촬영 능

력을 갖추어야 하고 다양한 카메라 워킹에 대하여 고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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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군사용으로 개발되어 온 드론은 현재 민간 시장으로 

확대되어 취미용으로 개발된 뒤 현재 상업용으로 까지 

발전되면서 물건을 배송하거나 응급 구호 물품을 수송

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드론의 

다양한 활용 분야 중 현재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

야가 드론을 이용한 영상 촬영 분야이다. 실제로 현재 

영화나 TV 방송에서 드론을 사용하여 촬영한 영상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영상 콘텐츠 제작에서 드

론의 활용 분야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본 논문

에서는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드론의 특징에 대하여 살

펴보고 드론의 비행이나 드론을 활용한 촬영기법에 대

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기존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다양

한 카메라 워킹을 드론의 비행으로 대신하여 촬영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 논의하였다. 논문에서 설명한 

카메라를 설치한 촬영용 드론의 다양한 비행 방법과 촬

영 방법은 앞으로 영상콘텐츠 제작에서 더욱 활발히 사

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다양한 영상촬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촬영 장비를 대신할 드론촬영 장비 제작

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할 것이다.

References

[1] S. L. Oh, “A Case Study Civilian Drone,” 2015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Summer Conference, pp. 
315-318, July 2015.

[2] H. C. Kwon, “A World seen as a drone,” Broadcasting and 
Media Magazine, vol. 22, no. 2, pp. 9-17, April 2017.

[3] H. J. Kim, S. J. Kim, P. Erikson, Drone DIY Guide using 
Internet of Things, Paju, Gyeonggi-do, Kwangmoonkag, 
2017.

[4] D. H. Yu, J. H. Park, J. H. Ryu, G. D. Jung, “Attitude Control 
of Quad-rotor by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Multi-Sensor 
System,”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vol. 39, no. 5, pp. 517-526, May 2015.

[5] J. Y. Ahn, “Global Trends on the Regulations of the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UAS),” C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vol. 13, no. 1, pp. 51-67, 
July 2015.

[6] J. H. Chang, “A Proper Camera Setting and Working While a 
Helicam is Shooting –Mainly Zenmuse 12 Jimbal With Sony 
Nex-7 Camera-,” Journal of the Moving image technology 
association of korea, vol. 18, pp.81-97, June 2013.

[7] M. Kim, G. S. Byun, G. H. Kim, “Gimbal System Control for 
Drone for 3D Imag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20, no. 
11, pp.2017-2112, Nov. 2016.

박성대(Sung-Dae Park)

2002년 : 동의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 학사
2004년 : 동의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 석사
2008년 : 동의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 박사
2008년 - 현재 : 동의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 전공 부교수
※관심분야 : Non-Linear Editing, Computer Graphic Design, Digital signal & Image Process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