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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기반의 전력선 추적 제어 시스템

Drone-based Power-line Tracking System

정 종 민* ․ 김 재 승* ․ 윤 태 성** ․ 박 진 배†

(Jongmin Jeong ․ Jaeseung Kim ․ Tae Sung Yoon ․ Jin Bae Park)

Abstract - In recent years, a study of power-line inspection using an unmanned aerial vehicle (UAV) has been actively 

conducted. However, relevant studies have been conducting power-line inspection with an UAV operated by manual control, 

and they have developed just power-line detection algorithm on aerial images. To overcom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we propose a drone-based power-line tracking system in this paper. The main contributions of this paper are to operate 

developed system under configured environment and to develop a power-line detection algorithm in real-time. Developed 

system is composed of the power-line detection and the image-based tracking control. To detect a power-line in real-time, a 

region of interest (ROI) image is extracted. Furthermore, clustering algorithm is used in order to discriminate the power-line 

from background. Finally, the power-line is detected by using the Hough transform, and a center position and a tilt angle are 

estimated by using the Kalman filter to control a drone smoothly. We design a position controller and an attitude controller 

for image-based tracking control, and both controllers are designed based on the proportional-derivative (PD) control metho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osition controller and the attitude controller makes the drone track the power-line. Several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in environments where conditions are similar to actual environments, which demonstrates the 

superiority of the develop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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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전력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신뢰성 있는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선의 안전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다[1]. 

모든 전력 회사들은 주기적으로 전력선을 점검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과 금액을 소모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는 여전히 전력선 점검을 위해 고전적인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으

며, 그 중 하나는 멀리서 망원경을 이용하여 전력선을 점검하는 

것이다[2]. 하지만, 이 방법은 부정확하며,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근접 거리에서 전력선을 검사하는 방법이지만, 이것 또한 많은 

금전적인 비용이 발생한다[3]. 최근 들어, 많은 연구자들이 전력

선 점검을 위한 모바일 로봇을 개발해왔으며, 이 방법들은 기존 

방법들에 비하여 효율성 면에서 장점을 가진다[4-6]. [4]에서는, 

expliner라는 원격 조종 로봇을 개발했으며, 이를 고전압선의 유

지보수를 위해 활용하였다. Expliner는 충분한 기동성을 가졌을 

뿐 아니라, 로봇 팔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 [5]에서는, 전력선 점검의 목적을 위한 biped 

mechanism을 새롭게 소개하였다. [6]에서는 전력선에 붙어 움직

이는 점검용 로봇을 개발하였으며, 전력선을 가까운 거리에서 효

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시

스템들은 로봇이 전력선에 매달려 이동하기 때문에 하중으로 인

해 전력선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무인비행체가 전

력선 점검용 로봇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

이 무인비행체를 이용하여 전력선을 점검하기 시작하였다[7-14]. 

[7]에서는 조종사가 원격으로 조종하는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전

력선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이를 오프라인으로 분석하였다. [8]

에서는 원격 조종에 의해 운용되는 드론을 이용하여 전력선을 점

검하는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또한, 클라이밍과 비행 기능을 융합

한 새로운 개념의 로봇도 전력선 점검에 활용 된 바 있다[9]. 이

러한 시스템들은 수동 조종을 필요로 하며, 조종사의 실수로 인

하여 비행체가 전력선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전

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운용되는 드론을 전력선 

점검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다. [12]에서는, 드론을 이용

하여 전력선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전력선 검출 알고리즘을 개발

하였다. 허프(Hough) 변환과 칼만(Kalman) 필터를 융합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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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논문에서 사용 된 드론 시스템

Fig. 1 Drone system used in this paper

그림 2 사용 된 드론의 구조 모델

Fig. 2 Structure model of used drone

을 통해 무인 비행체에 의해 촬영 된 항공 영상에서 전력선을 

검출하였다. 유사하게, [13]에서는, 허프 변환과 퍼지 군집화 과

정으로 구성 된 전력선 검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녹화 된 

항공 영상을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14]에서

는, 쿼드로터 기반의 전력선 점검 시스템이 소개 되었지만, 알고

리즘 개발보다는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조에 집중하였다. 앞서 언

급한 연구들은 주로 항공 영상에서의 전력선을 검출하는 알고리

즘을 개발하거나 드론 기반의 전력선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하드

웨어 구조들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전력선을 효과적이고 안전하

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드론은 전력선 검출 알고리즘을 통해 얻

은 정보들을 활용하여 전력선을 추적하며 비행하면서 전력선에 

대한 영상을 얻어야만 한다. 기존에는 전력선 검사를 위하여 망

원경을 통해 전력선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드론을 수동으로 조종

하여 전력선에 대한 영상 정보를 취득한 후에 오프라인으로 전력

선의 상태를 분석하였다[15, 16]. 그러나 망원경을 통한 육안 검

사는 비효율적이며, 전력선의 상단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

이 있다. 또한, 수동 조종을 통한 드론은 조종사의 고도의 집중력

을 필요로 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드론 기반의 전력선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

였으며, 이를 통해 쉽게 전력선의 영상을 취득하여 분석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개발된 시스템은 크게 전력선 검출과 드론의 추적 제어로 이

루어져있다. 우리의 시스템은 짐벌과 결합 된 카메라가 드론의 

하방에 탑재되어 있으며, 여기서 촬영되는 영상을 이용하여 전력

선 검출을 수행한다. 여기서, 우리는 전체 영상 대신에 관심 영

역을 설정하여 계산량을 줄인다. 그리고 평균 군집화 알고리

즘을 통하여 유사한 색상을 가지는 픽셀들을 군집화하며, 이를 

통해 배경으로부터 전력선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캐니(Canny) 가장자리 검출 방법과 허프 변환을 융합하여 전력

선을 검출하여 드론이 전력선을 추적 제어할 수 있도록 위치 정

보를 추정한다. 그러나 얻어진 위치 정보는 드론의 추적 제어를 

위해서는 부드럽게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칼만 필터를 

이용한다. 드론의 추적 제어를 위하여 우리는 위치 제어기와 자

세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2개의 제어기는 모두 PD 제어 기법 기

반으로 만들어졌으며, 2개의 제어기가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드론이 전력케이블을 추종하며 비행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실험

을 위하여 실제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었으며, 실험들을 통

하여 개발한 시스템의 성능이 다양한 환경에서 강인함을 증명하

였다.

2. 본  론

2.1 전력선 추적을 위한 드론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우리는 전력선 추적을 위한 드론 시스템을 개

발하였다. 연구에 사용 된 드론 시스템은 그림 1에 나타나 있으

며, 쿼드로터 형태의 드론을 이용하였다. 드론은   그리고   

축을 따라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각도인 롤(roll), 

피치(pitch) 그리고 요(yaw)가 존재한다. 롤은 드론의 좌우 움직

임과 연관이 있으며, 피치는 드론의 앞뒤 움직임을 담당한다. 마

지막으로, 요는 드론의 헤딩 각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용어들은 

이해가 쉽도록 그림 2에 표현되어 있다. 드론이 전력선을 추종하

며 비행하기 위해서는 전력선 검출을 통해 위치 정보를 추정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정보를 활용하여 추적 제어를 수행해야만 한다. 

전력선 검출 과정에서는 전력선을 영상 내에서 검출하여 영상 좌

표계에서의 전력선 중심 좌표를 추정하고, 드론과 전력선 사이의 

기울어진 각도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서 관심 영역 설정, 캐니 가

장자리 검출, 허프 변환 그리고 칼만 필터가 이용된다. 알고리즘

의 자세한 설명은 2.2절에 나타나있다. 전력선 검출 과정을 통해

서 얻은 전력선의 중심 위치()와 전력선과 드론간의 기울어진 

각도()는 자세 제어기와 위치 제어기로 이루어진 추적 제어기

를 위해 사용된다. 자세 제어기는 드론의 롤, 피치 그리고 요 값

을 제어하며, 위치 제어기는 드론이 전력선 위에 위치하도록 제

어한다. 위치 제어기는 목표 롤()을 계산하여 자세 제어기로 

전송 한다, 목표 피치() 와 목표 요()는 사용자에 의해 미리 

설정되며, 이들도 자세 제어기로 전송 된다. 또한, 자세 제어기는 

IMU(inertial measurement unit)와 전력선 검출 과정을 통해 얻

은 현재 드론의 각도 정보들을 제공받으며, 드론이 전력선을 추

종하며 비행하도록 알맞은 명령 입력을 계산한다. 제안한 시스템

의 순서도가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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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한 시스템의 순서도

Fig. 3 Flowchart of the proposed system

2.2 전력선 검출 방법

본 논문에서는 전력선을 실시간으로 검출하기 위해서 완전 탐

색(exhaustive search) 대신에 관심 영역 기반의 탐색 방법을 사

용한다. 이 때, 드론이 성공적으로 전력선을 추적한다면 전력선은 

영상의 중심부에서 긴 세로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사실에 기

반 하여 관심 영역은 영상의 중앙 부분으로 설정되며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 ≤∧ ≤≤   (1)

여기서  ,  , , 는 원본 영상에서 관심 영역 영상 

추출을 위한 픽셀의 위치들이다. 일반적으로, 영상 내 배경은 다

양한 색상들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전력선은 단색으로 구성되

어 있다. 우리는 배경으로부터 전력선을 쉽게 구별하기 위하여 

영상 내 픽셀들을 개의 그룹으로 분할하는 방법인 -평균 군

집화 방법[17]을 활용한다. 특히, 우리는 관심 영역 영상 내 픽셀

들의 색상 정보를 기반으로 개의 그룹으로 분할하며, 분할 된 

그룹들은 그림 4(c)와 같이 각각 다른 색상으로 표현된다. -평

균 군집화 결과로 만들어진 영상에서는 전력선과 배경이 서로 다

른 색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 가능해지며, 해당 영

상에 캐니 가장자리 검출 방법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그룹끼리의 

경계선을 추출한다. 하지만 -평균 군집화 결과는 몇몇 잡음에 

해당하는 픽셀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성되는 가장자리

를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침식(erosion)

과 팽창(dilation)의 형태학적 영상 처리(morphological image 

processing)를 캐니 가장자리 검출 결과 영상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그림 4의 (e)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결과에 허프 변환을 적용하여 전력선을 검출할 수 있으며, 중심 

좌표를 추정할 수 있다. 허프 변환[18]은 점과 선의 이중성을 이

용하여 영상 내에서 동일 선상에 해당하는 픽셀들을 식별하여, 해

당 픽셀들을 식 (2)를 이용하여 극 좌표계의 점으로 변환한다. 

                 (2)

여기서 와 는 영상에서의 픽셀 좌표이며, 는 영상의 원점

에서 해당 직선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는 축과 해당 직선의 

법선과의 방향각을 의미한다. 

(a)
 

(b)

(c)
 

(d)

(e)
 

(f)

그림 4 전력선 검출 각 과정의 결과들: (a) 원본 영상, (b) 관심 

영역 영상, (c) -평균 군집화, 

(d) 캐니 가장자리 검출, (e) 형태학적 영상 처리, (f) 허

프 변환 (빨간 선은 검출 된 전력선을 의미하며, 파란 점

은 중심 좌표를 의미한다.)

Fig. 4 Results of each step in power-line detection: (a) 

original image, (b) region of interest image, (c) - 

means clustering, (d) Canny edge detection, (e) 

Morphological image processing, (f) Hough transform 

(red line and blue circle indicate detected power-line 

and center point, respectively.)  

우리는 허프 변환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영상 내에서 전력선

을 검출할 수 있으며, 오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력선의 몇 가

지 특징들을 기반으로 조건을 설정하였다. 드론이 전력선을 성공

적으로 추적하여 비행한다면, 전력선은 그림 4의 (b)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영상 내에서 세로로 길게 나타나며, 가로로는 얇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이를 검출된 전력선이 참인지 아닌지 검증하기 

위한 제약 조건으로 채택하였으며, 식 (3)과 같이 정의하였다.

 i f  ≥∧ ≤

 
             (3)

여기서 과 은 참과 거짓을 의미하며, 와 는 각각 픽

셀 좌표계에서의 검출 된 전력선의 세로와 가로의 길이를 나타낸

다. 와 는 각각 임계값들이며,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하여 결정

되었다. 만약에 식 (3)에서 참으로 판단되면, 검출 된 직선은 전

력선으로 간주되며, 해당 직선의 중심 좌표와 기울어진 각도를 

얻어낸다. 그림 4는 전력선 검출의 각 과정의 결과들을 보여준다. 

그러나 드론의 비행 중 진동으로 인하여 매 프레임 획득하는 전

력선의 중심 좌표와 기울어진 각도는 급격하게 변화하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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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전력선을 추적 제어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측정 된 중심 좌표와 기울어진 각도는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부드럽게 만들어지며, 이는 드론의 안정적인 제어를 가

능하게 한다. 칼만 필터는 사후 확률이 가우시안 분포라는 가정 

하에 베이지안(Bayesian)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최적 해를 추정

하는 방법이다[19]. 우리의 시스템에서는, 칼만 필터는 전력선의 

중심 좌표와 기울어진 각도를 부드럽게 추정해주는데 도움을 주

며, 칼만 필터를 위한 상태 방정식은 식 (4)와 같이 정의된다. 

            (4)

여기서         
 ,  




 


×  × ×

 ×  ×
, 

는 단위 행렬, 그리고 은 영 행렬을 의미한다. 와 

는 번 째 프레임에서의 전력선의 중심 좌표와 기울어진 각

도이다.  와 는 번 째 프레임에서의 축으로의 속

도와 기울어진 각도의 각속도를 의미한다. 는 영상 촬영의 

시간 간격이며 는 평균이 0이고 오차 공분산이 인 가우시

안 잡음이다. 칼만 필터를 위한 측정 방정식은 식 (5)와 같이 정

의된다.

       (5)

여기서  × ×    이고 는 평균이 0이고 오차 공분

산이 인 가우시안 잡음이다. 칼만 필터는 두 구조를 반복적으

로 수행하며 동작한다. 첫 번째는 시간 갱신이며, 이것은 상태 방

정식을 이용하여 다음 프레임에서의 상태를 예측하는 과정이다. 

이는 식 (6)-(8)로 표현되어진다. 

          (6)

          (7)

 
         (8)

여기서 하단에 적힌 문자 과 는 사전(a priori)과 사

후(a posteriori)를 나타낸다. 두 번째 구조인 측정치 갱신은 측정

값을 이용하여 상태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과정이며, 식 (9)-(11)

로 나타낼 수 있다.

 



        (9)

             (10)

             (11)

여기서 는  번째 프레임에서의 측정값이며, 이는 전력선 

검출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여기서, 와 좌표 중 좌표만 추

정하는 이유는 축으로의 움직임과 관련 있는 드론의 피치 값을 

제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2.3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렇게 부드럽게 추정 된 전력선의 중심 좌표와 기울

어진 각도는 드론이 전력선을 따라 비행하도록 하는 추적 제어기

에서 입력으로 사용 된다. 

2.3 드론의 추적 제어

본 연구에서는 쿼드로터 형태의 드론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드

론의 도식적인 구조와 프로펠러들의 회전 방향은 그림 2에 나타

나있으며,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20].

  ×


    ×


   ×


(12)

  cossincossinsin×


  cossinsinsincos×


  coscossincos×



  

 여기서 은 드론의 질량, 은 드론의 중심과 모터와의 거리, 

는 중력 가속도, 그리고   는 각 축에서의 관성 모멘트이다. 

   그리고 는 각각 롤, 피치, 요, 그리고 축 방향으

로의 속도를 위한 입력 값이며, 식 (13)과 같이 정의된다.

  


×

  


×

  


×

 

(13)

여기서 는 추력 계수(thrust constant), 는 항력 계수

(drag factor), 그리고 는  번째 모터의 추력을 의미한다. 우

리의 시스템에서 드론의 추적 제어는 위치 제어기와 자세 제어기

로 구성되어 있다. 위치 제어기는 검출 된 전력선의 중심 좌표

를 이용하여 목표 롤 값을 계산한다. 전력선의 중심 좌표가 영

상의 중심으로부터 멀수록 큰 목표 롤 값이 계산되어진다. 피치

의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하여 목표 피치 값이 상수 값으로 설정

되며, 이는 드론이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앞으로 이동하게 만든

다.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설계한 이유는 드론이 전력선을 추종

하며 비행할 때, 드론의 롤 값만 안정적으로 제어가 된다면, 앞으

로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이동하여도 전력선을 성공적으로 추종

하며 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치 제어기는 드론의 고도 

제어를 위한 제어 입력을 계산하며, 이는 드론이 일정한 높이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 때, 드론의 높이를 제어하기 위



Trans. KIEE. Vol. 67, No. 6, JUN, 2018

드론 기반의 전력선 추적 제어 시스템             777

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목표 고도 값과, 기압계를 통해 측정되는 

드론의 현재 고도 값이 사용된다. 자세 제어기는 드론의 롤, 피

치, 요를 제어하기 위한 명령 입력을 계산한다. 이 때, 현재 롤, 

피치 값은 드론에 장착 된 IMU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현재 요 

값은 전력선 검출 과정에서 얻은 기울어진 각도가 사용된다. 추

가적으로, 목표 롤 값은 위치 제어기로부터 계산되며, 목표 피치

와 목표 요 값은 사용자에 의해 미리 정해진다. 위치 제어기와 

자세 제어기 모두 목표 값과 현재 값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하도

록 만드는 PD 제어 기법에 기반 하여 설계되었다. PD 제어 기법

은 실용적인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쉽게 구현이 가능

하고, 복잡한 모델링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

하여,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PD 제어 기법을 활용하였다. 선형 제

어기인 PD 제어 방법을 비선형 모델을 가지는 드론에 적용하기 

위해서, 드론의 비선형 모델은 선형화 되어야만 한다. 이 때, 미

소각 근사(small angle approximation) 방법을 활용하여, 드론의 

모델을 선형화 할 수 있으며, 이는 [21]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

다. 목표 롤 값과 추력 제어 입력은 위치 제어기에 의해 계산 되

며, 식 (14)로 표현된다.

 



 


(14)

여기서 는  시간에서의 목표 롤, 는 위치 제어기

의 샘플링 시간, 는  시간에서의 전력선 검출 과정을 통해 

얻은 전력선의 중심 좌표, 는  시간에서의 기압계를 통

해 얻은 드론의 고도이다. 또한, 는 상수 값을 가지는 목표 

좌표를 의미하며, 전력선이 영상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기 위하

여 관심 영역 영상 너비의 절반으로 설정하였다. 는 목표 높이 

값이며, 이는 사용자에 의하여 미리 설정된다.    그

리고 는 각각  위치 제어기들의 비례 이득(gain)과 미분 이

득이다. 위치 제어기를 수행한 이후에, 자세 제어기를 이용하여 

드론의 움직임을 위한 명령 입력을 계산하며, 이는 식 (15)와 같

이 정의된다.

  



  



  



(15)

여기서    그리고 는 각각  시간에서의 

롤, 피치, 요에 대한 명령 입력이다. 는 자세 제어기의 샘플

링 시간이며, 는 위치 제어기로부터 얻어지는 목표 롤 값

이다. 는 목표 피치 값으로,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상수 값

이며, 이를 통해 드론이 일정한 속도로 앞으로 움직인다. 는 

목표 요 값이며, 드론의 헤딩 각도가 전력선의 방향과 평행해야

만 추종 제어를 할 수 있으므로 로 설정하였다. 와 

는 드론에 탑재 된 IMU로부터 측정되는 값이며, 는 

전력선 검출 과정에서 얻어지는 기울어진 각도 값이다. 

     그리고 는 각각 롤, 피치, 요 제어

기에 대한 비례 이득과 미분 이득이다. 

모든 제어 이득 값들은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각각 결정 되

었으며, 자세 제어기에 대한 제어 이득 값들부터 결정한 후, 그리

고 위치 제어기의 이득 값들을 결정하였다. 이 때, 드론의 발산 

여부 및 수렴 속도 등을 고려하여 제일 적합한 이득 값들을 선

정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실험 환경 및 구성

개발한 전력선 추적 드론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설계하여 해당 환경 하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유사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한 이유는 법의 규정 

및 안전 문제로 인하여 실제 전력선이 설치 된 환경에서 실험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설계하기 위하

여, 전력선이 송전탑 사이에 연결된 것처럼 양쪽에 알루미늄 프

로파일을 설치하고 상단부에 전력선을 위치하도록 환경을 설계하

였다. 또한, 전력선 아래에 다양한 물체들을 놓음으로써, 실제 환

경과 유사하도록 만들었다. 실험에는 22,9kV 전력선이 이용되었

으며,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AscTec Hummingbird 모델의 

드론을 이용하였다. 드론에 설치한 카메라 모델은 GoPro이며, 드

론 하방의 깨끗한 영상을 얻기 위하여 카메라의 자세를 제어해주

는 짐벌도 설치하였다. 또한, 드론의 제어를 높은 빈도로 수행하

기 위하여 카메라로부터 얻어지는 영상도 60로 빠르게 얻어

지도록 하였다. 개발한 시스템의 성능이 다양한 환경에서 강인하

게 동작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전력선이 설치 된 모양을 직선 

형태, 원 형태, 그리고 곡선과 직선이 합쳐진 형태로 나누어서 총 

3번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실험 환경에 대한 구조는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검은 선은 전력선을 나타내며, 하얀색으로 

표현한 장비는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또한, 실험은 잔디 

위에서 진행하였다. 이 때, 케이블의 길이는 약 30m 정도로 짧지

만, 드론의 추적제어를 수행할 때는 반복적으로 케이블을 따라 

비행하도록 실험을 수행함에 따라 장거리의 케이블 환경을 고려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알루미늄 프로파일의 높이는 약 

1.5m 정도로 설계하였다. 

 첫 번째 실험 환경(직선) 두 번째 실험 환경(원) 세 번째 실험 환경

(곡선 및 직선)

그림 5 세 가지 실험 환경

Fig. 5 Three experimenta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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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실험 결과

두 번째 실험 결과

세 번째 실험 결과

그림 6 영상 기반의 요 제어 결과

Fig. 6 Results of image-based yaw control

첫 번째 실험 결과

두 번째 실험 결과

세 번째 실험 결과

그림 7 영상 기반의  위치 제어 결과

Fig. 7 Results of image-based  position control

실험
요의 평균 
절대 오차 

 위치의 
평균 절대 오차

프레임
레이트

#1
(직선)

7.34 15.30 픽셀 55.96

#2 
(원)

0.15 30.58 픽셀 60.50

#3 
(곡선과 직선)

6.24 20.32 픽셀 54.87

평균 4.58 22.07 픽셀 57.11

표    1 개발한 시스템의 정량 평가

Table 1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developed system

3.2 실험 결과 및 분석

우리는 실험을 진행할 때, 전력선 검출 과정에서 사용되는 관

심 영역 영상의 크기를 ×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에서 를 6으로 설정하여, 영상 내 픽셀들

을 색상 정보를 반영하여 6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또한, 전력선 

검출 후 검증 과정에서 사용 되는 와 는 각각 210과 60으로 

설정하였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하여 3가지

의 평가 항목을 이용한다. 첫 번째로는, 드론의 요 제어 성능이

다. 이는 전력선의 기울어진 각도 추정의 성능뿐만 아니라 자세 

제어 성능의 지표이다. 그림 6은 3번의 실험들에 대한 요 제어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3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드론의 헤딩 

각도가 전력선과 평행하게 비행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목표 요 값

을 로 설정 하였으며, 드론의 요가 100초 이상의 긴 시간 동

안 잘 수렴하며 추종함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평가항목은 드론

의  방향으로의 위치 제어 성능이다. 이 평가 항목은 추적 제

어의 성능뿐만 아니라 전력선 검출 과정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

이다. 그림 7에 결과가 나타나 있으며, 목표  값은 관심 영역 

영상 너비의 절반인 350번 째 픽셀로 설정되었다. 요 제어와 비

슷하게, 긴 시간 동안 발산 없이 목표  값에 잘 수렴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은 요 제어와  방향으로의 위치 제어에 대한 

평균 절대 오차(mean absolute error)를 보여준다. 요 제어의 평

균 절대 오차는 약 이며,  위치의 평균 절대 오차는 약 

22픽셀이다. 이 오차들은 드론이 전력선을 추종하며 비행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며, 세 번의 실험 모두 드론이 성공적으로 전력선

을 따라 비행할 수 있었다. 마지막 성능 지표는 프레임 레이트이

다. 드론을 전력선 점검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력선 검출 및 추

적 제어가 모두 실시간으로 수행되어야만 한다. 그림 8은 개발한 

시스템의 프레임 레이트를 보여주며, 약 20부터 70의 범

위를 가지고 시스템이 동작하였다. 그림 8을 보면 몇몇 프레임에

서 상대적으로 낮은 프레임 레이트를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영

상 내에서 전력선과 비슷한 물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력선 

검출 과정에서 비교적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균 57의 시스템 속도를 보였으며, 최소 약 20의 속도를 

가지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개발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동작하

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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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실험 결과

두 번째 실험 결과

세 번째 실험 결과

그림 8 개발한 시스템의 프레임 레이트

Fig. 8 Frame rate of the developed system

알고리즘 평균 계산 시간

-평균 군집화 10.34 ms

캐니 가장자리 검출 3.30 ms

형태학적 영상 처리 3.42 ms

허프 변환 2.09 ms

표    2 개발한 시스템의 시간 분석

Table 2 Time analysis of the developed system

3.3 시간 분석

개발한 알고리즘은 다양한 영상 처리 기법을 기반으로 설계되

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복잡도에 따라 계산 시간이 변화한다

는 특징이 있다. 개발한 알고리즘은 -평균 군집화, 캐니 가장

자리 검출, 형태학적 영상처리, 그리고 허프 변환에서 계산 시간

의 대부분을 사용한다. 각 단계의 평균 계산 시간을 표 2에 나타

내었다. 특히, -평균 군집화 방법이 계산 시간의 약 54% 정도

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를 낮게 설정하여 시간 성능을 개선시

킬 수 있다. 또한, 전력선 검출부터 전력선 추적까지 수행하는데 

있어서 세 번의 실험동안 약 57의 높은 평균 속도를 보였으

며, 느린 경우에는 약 20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는 드

론이 실시간으로 추적 제어하며 전력선을 따라 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성능이며, 전력선 추적 제어를 하는데 있어서 고도 

제어 및 축으로의 제어를 간단하게 변환하여 설계함으로써 계

산 복잡도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 

전력선이 다르게 놓인 세 번의 실험들에서 유사한 시간 성능을 

보였으며, 이는 개발한 알고리즘이 전력선이 놓여진 모양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려준다. 

4. 결  론

전력선 점검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고전적인 방법들을 사용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시간 및 인력 소모가 상당

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드론을 이용한 점검 방법이 소개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들도 활

발하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발표 된 연구들은 아직까지도 드론

을 조종사의 수동 조종으로 운용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조종사의 실수로 인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드론이 자율적으로 전력선을 따라 비

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알고리즘은 크게 전력선 검

출 과정과 영상 기반의 추적 제어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선 검출 

과정에서는, 계산량을 줄이기 위하여 관심 영역 영상을 활용하였

다. 더 나아가, 전력선의 특징을 고려하여 색상 기반의 군집화 과

정을 적용시켜 배경과 전력선을 구별하였다. 

마지막으로, 캐니 가장자리 검출 방법과 허프 변환을 융합하여 

영상 내 전력선을 검출하고,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전력선의 중

심 좌표와 기울어진 각도를 추정하였다. 추적 제어를 위해서 우

리는 드론의 위치 제어기와 자세 제어기를 설계하였으며, 두 제

어기 모두 PD 제어 기법을 이용하였다. 위치 제어기에서는 드론

의 고도 제어와 자세 제어를 위한 목표 롤 값을 계산하며, 자세 

제어기에서는 드론의 자세가 목표 롤, 피치, 요 값에 수렴하도록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한다. 위치 제어기와 자세 제어기가 반복적

으로 수행됨에 따라 드론은 전력선을 추종하며 비행할 수 있다. 

우리는 법의 규정 및 안전 문제로 인하여 실제 환경과 유사한 환

경을 구성하여 실험들을 수행하였으며, 정량 평가들을 통하여 개

발한 시스템이 다양한 환경에서도 강인하게 전력선을 추종하며 

비행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전력선의 검출이 실패하였

을 때는 전력선 추적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전력선 검

출이 실패하는 경우, 드론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고도를 높인 후 

전력선의 재검출을 수행하거나,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등

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 향후에는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한 전력

선 추적 기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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