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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카메라를 사용한 군집 드론의 제어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ontrol of Drone Swarms Using Depth Camera

이 성 호*․김 동 한**․한 경 호†

(Seong-Ho Lee․Dong-Han Kim․Kyong-Ho Han)

Abstract - General methods of controlling a drone are divided into manual control and automatic control, which means 

a drone moves along the route. In case of manual control, a man should be able to figure out the location and status of a 

drone and have a controller to control it remotely. When people control a drone, they collect information about the location 

and position of a drone with the eyes and have its internal information such as the battery voltage and atmospheric pressure 

delivered through telemetry. They make a decision about the movement of a drone based on the gathered information and 

control it with a radio device. The automatic control method of a drone finding its route itself is not much different from 

manual control by man. The information about the position of a drone is collected with the gyro and accelerator sensor, and 

the internal information is delivered to the CPU digitally. The location information of a drone is collected with GPS, 

atmospheric pressure sensors, camera sensors, and ultrasound sensors. This paper presents an investigation into drone control 

by a remote computer. Instead of using the automatic control function of a drone, this approach involves a computer 

observing a drone, determining its movement based on the observation results, and controlling it with a radio device. The 

computer with a Depth camera collects information, makes a decision, and controls a drone in a similar way to human beings, 

which makes it applicable to various fields. Its usability is enhanced further since it can control common commercial drones 

instead of specially manufactured drones for swarm flight. It can also be used to prevent drones clashing each other, control 

access to a drone, and control drones with no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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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SD 시스템의 사례 [1]

Fig. 1 OSD system

1. 서  론

드론 운용 방법은 드론에 대한 제어권을 기준으로 할 때, 사람

에 의한 조종과 드론 스스로 경로를 찾아가는 자율주행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이 직접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드론의 위치, 자

세, 내부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고 드론 제

어에 대한 판단 결과를 드론에게 전달할 원격 제어 장치가 필요

하다. 

일반 드론 운용의 경우 드론의 위치와 자세 정보는 사람의 시

각을 통해서 확인하고, 드론을 제어하기 위한 원격 제어장치는 

ISM 밴드를 사용하는 무선 장치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드론 내

에 전류센서, 전압센서, 고도센서, GPS센서, 기압센서, 온습도센서 

등을 장착한 경우 텔레메트리 장치를 사용하여 관련 정보를 수신

할 수 있으며 드론에 실시간 영상을 송신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된 경우 드론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드론의 위치나 자세를 파

악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로 방송 촬영용 드론, 군사목적의 

드론, 고글을 장착하고 주행하는 레이싱 드론을 들 수 있다.

그림 1은 논문 Multicopter platform prototype for 

environmental monitoring[1]에서 소개된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

의 영상과 비행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실시간 영상을 통해 수신

하는 사례이다.

FPV(First Person View) 방식의 제어는 비행체를 직접 식별

하기 어려운 원거리의 비행체에 주로 이용되거나 1인칭 시점의 

비행이 필요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사람이 직접 제어하는 경우 GPS, 고도센서 등과 같은 드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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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컴퓨터에 의한 드론 제어 구조

Fig. 2 Computer controlled drones

그림 3 논문 군집 드론의 동시제어를 위한 멀티채널 송신 시스

템 구현에서 제안한 드론 제어기의 구조[3]

Fig. 3 Structure of multi-channel type drone controller 

위치나 자세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가 기본사양이 아닌 반면 드론 

스스로 지정한 경로로 진행하는 자동주행의 경우 드론의 위치와 

자세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부분 기본사양으로 장착하고 있다. 물

론 사람이 직접 제어하는 경우에도 조종의 편리성 증가를 위해 

GPS, 고도센서 등을 장착하여 출발지로 되돌아오기, 경로 비행과 

같은 추가 기능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드론의 자율비행에 있어 

보다 정밀한 비행을 위해서 초음파센서와 비콘 등을 포함한 전파

를 사용하기도 한다[2].

드론에 경로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비행하는 경우 드론의 자세

나 상태를 스스로 인식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 비행이 가능하지만 

비행 도중 수동으로 전환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대부분 무선 송

수신 장치를 내장하고 있으며 드론의 정보를 운영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텔레메트리 기능을 지원하기도 한다. 충돌방지를 위한 

초음파 센서나, 가상 펜스, 카메라 등을 내장했다고 할지라도 예

외상황이 발생하면 자동 비행기능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중지

되어 출발지로 되돌아오거나 그 자리에서 선회비행을 할 것이다. 

자동 비행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동 비행 기능에 필요

한 장치들이 비행체에 설치되어 있고 운영자는 비행 전에 자동비

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드론에 입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행체

에 자동비행에 필요한 기능이 없거나 운용자가 자동 비행 기능을 

비활성화한 경우 해당 기능의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논문에서는 

그림 2와 같이 Depth 카메라와 컴퓨터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드론을 조종하고자 한다. 이것은 기존의 드론 자동 비행과는 다

른 방식으로 컴퓨터가 사람과 같은 시점으로 드론을 보고 드론의 

상태를 짐작하여 조종하는 방식이다. 

드론의 제어권을 제어 컴퓨터가 소유함으로써 드론의 자동 비

행 기능 탑재 및 활성화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하

나의 제어 컴퓨터에서 다수의 드론 위치정보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간의 상호간섭, 충돌 등을 예방할 수 있고, 드론의 원

활한 이동 경로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군집 드론 제어는 군집 드론 비행을 위해 특수

하게 제작된 드론과 정밀하게 계산된 관측에 필요한 장치가 설치

된 장소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미 구현되었고 상업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군집 드론의 제어를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드론이 아닌 일반 드론을 사용하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

한 Depth 카메라를 사용함으로써 활용성을 크게 증가시키고자 

한다. 드론의 제어권을 획득하는 것은 논문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드론의 제어권을 임의로 가져올 수 있을 경우 컴퓨터가 

드론을 관찰하며 필요시 드론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테면 실내에서 드론을 운용할 때 관람석과 같은 위험지역

으로의 접근을 방어하는 기능, 드론의 기기적 결함으로 추락 발

생 시 안전지대 유도추락, 드론 비행 금지지역에서의 드론 통제 

등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논문 군집 드론의 동시제어를 위한 멀티채널 송신 시스

템 구현[3]에서 제안한 멀티채널 송신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다수

의 드론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 3은 멀티채

널 송신 시스템의 제어기 구성도로 드론별로 각각의 통신채널을 

확보함으로써 드론간 통신에 대한 간섭 문제를 해결하였다.

2. 본  론

2.1 실험 조건

실험은 자세제어로 비행하는 소형드론, Depth 카메라, 제어를 

위한 컴퓨터, 소형 드론과 통신하는 장치로 구성된다. 드론이 이

륙하여 Depth 카메라의 촬영 가능 범위까지의 이동은 사람이 수

동으로 조정하며 Depth 카메라의 촬영 범위까지 들어온 드론은 

이후 컴퓨터에 의해서 제어를 받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대의 

드론을 Depth 카메라의 촬영 가능 범위로 이동시켜 동시 비행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2.2 Depth 카메라

드론객체의 탐지 및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논문에서는 Depth 카메라의 거리정보를 사용하여 주야간 제

약 해소와 정밀성을 높이고자 한다. Depth 카메라는 RGB 영상

과 더불어 픽셀별 거리 정보를 알 수 있는 Depth 프레임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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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험에 사용된 Kinect Sensor

Fig. 4 The Kinect Sensor used in the experiment

그림 5 Depth frame에서의 주파수 필터 적용 사례 [4]

Fig. 5 Example of application of frequency filter in depth 

frame

그림 6 Depth camera의 배경탐지 예시

Fig. 6 Depth camera background detection example

해 주는 것으로 크게 접촉식과 비접촉식으로 나누어진다. 드론에 

활용할 수 있는 비접촉식 방식은 다시 TOF(Time of flight) 방

식과 스테레오 방식 그리고 구조광 방식(stuctured light)으로 나

누어진다. Depth 카메라 방식에 따라 사용가능한 거리, 해상도 

등이 다르며 논문에서는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용 

Depth 카메라인 Microsoft kinect를 사용하였다.

Kinect 센서는 RGB 영상, IR 영상과 함께 픽셀별 Depth 정보

가 들어 있는 Depth stream을 사용할 수 있으며 논문에서는 

Depth stream을 사용하여 드론의 움직임을 식별하고자 한다. 

Kinect 센서 외에 유사한 Depth 카메라가 다양한 제조사에서 생

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 용도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스테레오 방식의 Depth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보다 원거리의 드

론을 제어할 수 있다.

2.3 Depth 카메라를 사용한 전방 정보 획득

Depth frame은 IR 송광부와 IR 카메라를 통하여 측정된 픽셀

별 거리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IR 카메라의 특성으로 인해 주

간, 야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수집된 Depth frame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픽셀별 측정값의 

변화량을 사용한 주파수 필터를 적용하였다.

그림 5는 논문 Detection of Moving objects using Depth 

frame data of 3D Sensor[4]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물체가 현실

에서 움직일 수 있는 최고 속도를 사전에 정의하고 그 이상의 

변화량이 발생된 경우 노이즈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특히 IR 센

서를 사용한 Depth frame 특성상 물체의 경계면 등에서 지속적

으로 발생하는 노이즈의 경우 이와 같은 필터를 적용하여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다.

2.4 드론의 탐지를 위한 배경필터 적용

드론을 사람이 직접 조종할 때 GPS, 고도센서, 초음파센서 등

의 도움을 받으며 조종하는 위치제어 방식과 위치관련한 센서 없

이 드론의 자세를 조종하여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게 하는 자세제

어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교적 고가의 드론이 조종하기 쉬운 이유는 별도의 조종자 

조작이 없을 경우 위치 관련한 센서들을 사용하여 자기 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GPS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조작 없이 드론이 스스로 흘러

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한다. 사용자의 조종에 의해 자세 제어로 

비행하는 드론의 경우에는 드론의 자세에 따라 끊임없이 제어 명

령을 전송해서 정지비행을 하거나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다. 

컴퓨터가 카메라를 통하여 드론을 제어할 때 위치 제어보다는 

자세 제어 방법을 적용할 경우 활용성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드론의 움직임 변화를 빠른 시간에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제어 신

호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컴퓨터가 드론의 움직임 변화와 그에 따른 제어신호를 실시간

으로 분석하고 전송하기 위해 배경필터를 사용함으로써 컴퓨터의 

연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반 RGB 카메라나 Depth 

카메라를 사용한 배경탐지 기법은 다양한 논문[5][6]에서 제시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빠르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드론을 탐지

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Depth frame을 수집 후 가공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배경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 6은 Depth 카메라 관점에서 배경을 1차원으로 촬영했을 

때의 예로써 카메라가 Depth frame 정보를 1차원으로 제공한다

고 했을 때 '11, 10.5 10.5 11, 11, 11, 8, 8,2, 11'와 같은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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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배경정보 생성

Fig. 7 Generate background data

그림 8 배경 데이터 적용 예

Fig. 8 Background data application example

그림 9 배경필터를 적용한 상태에서의 드론 출현

Fig. 9 Drone appearance with background filter applied

로 데이터가 전달된다. 이러한 Depth 데이터를 프레임 단위로 수

집해서 프레임간의 변화량을 근거로 배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써 노이즈에 의한 데이터의 오류를 사전에 제거하고 수집된 프레

임을 분석해서 배경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그림 7은 배경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Depth frame들을 수집

하고 노이즈 필터를 사용해 현실상에서 발생할 수 없는 변화를 

사전에 제거하고 픽셀의 변화율 등을 고려해 배경 데이터를 생성

한다. 생성된 배경데이터를 근거로 배경에 해당되지 않는 픽셀들

에 대해서만 객체를 탐지함으로써 CPU 연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

다. 기존 RGB 영상에서의 배경처리 방법과는 달리 Depth 카메

라는 모든 픽셀에 거리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거리정보를 근

거로 한 배경데이터를 생성해야 한다. 배경데이터 수집은 여러 

프레임을 조합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나 배경데이

터가 생성된 후에는 배경 값 보다 큰 값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필터를 적용하기 때문에 필터를 적용하는데 소모되는 시간과 연

산량이 감소된다.

아래 그림 8은 그림 6에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그림 7의 절

차를 거쳐 생성된 배경데이터의 예이다. Depth 카메라에서의 배

경은 픽셀별 거리 정보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림 8과 같이 가상

의 최대값을 생성하고 측정된 거리정보가 최대값을 벗어날 경우 

데이터를 무시하는 방식이다.

드론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정지하고 있는 경우 프레임간의 

차이만으로는 객체를 쉽게 추출할 수 없는 반면 배경 필터를 적

용할 경우 해당 배경을 제거한 후 남아 있는 픽셀에 대한 군집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객체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 

9는 배경필터가 적용된 상태에서 드론이 출현했을 때의 사례로 

배경을 제외한 픽셀들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연산량을 크게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5 드론 탐지와 추적

노이즈 필터들과 배경필터를 통과한 후보 픽셀들에서 객체를 

탐지한다. 객체 탐지에는 Depth 카메라 특성상 X, Y 좌표와 함

께 카메라를 기준으로 Depth 정보가 들어있는 Z좌표를 함께 연

산한다. 일반적인 군집 알고리즘에 드론의 최소 크기를 적용하여 

분석 대상을 감소시킴으로써 연산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탐

지된 객체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 감지된 드론에 고유 번

호를 부여해야 한다. 새로운 프레임에서 탐지된 객체를 이미 탐

지된 드론 객체와 맵핑시키기 위해서 드론 객체의 과거 이력을 

사용할 수 있다.

2.6 드론 제어 연산

드론 제어는 PID 제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영상처리 과정

과 드론을 제어하기 위한 모터의 RPM 변화 속도를 고려하여 

PID 결과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드론의 상태에 따라 유동적으

로 적용시켜야 한다. 드론의 상하좌우 및 이동 속도를 담당하는 

Throttle,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Roll, 앞뒤로 이동하는 Pitch, 

드론의 회전을 담당하는 Yaw에 각각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PID 

제어기 모듈을 적용한다. 드론 한 대에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PID 

제어모듈 4개가 적용되며 각각의 PID 제어 모듈은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또한, 모든 PID 제어 모듈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부여

해서 드론의 급격한 기동으로 인하여 Depth 카메라 시야를 벗어

나는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최대값과 최소값은 운영자에 의해 

사전에 설정하는 방법과 제어명령에 따른 드론의 반응에 따라 유

동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드론의 배터리, 모

터의 상태, 기상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제어하는 PID 관련 최적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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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PID 제어기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적용

Fig. 10 Apply the maximum and minimum values in the 

PID controller

그림 11 구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Fig. 11 Implemented GUI Program

그림 12 배경필터 적용 전(상)과 적용 후(하)

Fig. 12 Before and after applying the background filter

그림 13 배경필터 적용상태에서의 객체 출현

Fig. 13 The object that appears after applying the back- 

ground filter

이 상시 변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 최적화가 필요하다.

위 그림 10은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PID 제어기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적용한 코드 사례로써 PID 연산이 완료된 후 

MaxOUTValue와 MinOUTValue에 의해서 출력값이 제어됨을 확

인할 수 있다. MaxOUTValue와 MinOUTValue는 다른 쓰레드에

서 드론의 상태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제어 

프로그램에서는 탐지된 Drone과 PID 컨트롤러는 Class로 구현하

여 Drone별 개별 객체로 관리됨으로써 하나 이상의 드론이 탐지

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결  론

3.1 배경 필터 및 객체 검출실험

그림 11은 실험을 위한 사용자 화면으로써 좌측의 영상은 

Depth 카메라 SDK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근거로 화면에 출력한 

RGB 영상이고, 우측은 Depth Frame 데이터를 측정된 거리에 따

라 컬러를 다르게 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위 그림 12는 배경 필터를 적용하기 전과 후의 Depth frame 

영상으로 처리해야 할 픽셀의 수를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처리 속

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림 13은  배경 필터 적용 후 컵을 등장시킨 것으로써 등장



Trans. KIEE. Vol. 67, No. 8, AUG, 2018

Depth 카메라를 사용한 군집 드론의 제어에 대한 연구             1085

그림 14 드론 검출 실험

Fig. 14 Drone detection experiment

그림 15 드론의 좌표 이동

Fig. 15 Movement of X,Y-coordinate of drones

그림 16 드론의 Z좌표 대한 이동

Fig. 16 Movement of Z-coordinate of drones

한 컵만이 영상처리 대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에 

사용한 컵은 컵의 중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름이 약 74mm로 

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드론과 유사한 크기를 나타낸다. 배경필

터의 배경 기준값을 비교적 높게 설정한 경우 물체가 배경에 근

접했을 때 배경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배경 필터의 

배경 기준값을 측정된 배경과 유사하게 설정했을 경우 Depth 

frame 측정 오차에 따라 배경필터가 적용되지 못한 부분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림 13은 측정된 배경으로부터 약12mm까지를 배경의 범위

로 지정하고 컵을 벽면에 밀착한 것으로 12mm를 초과하는 두께

에서는 배경과 구분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배경 필터 및 객체 검출실험

아래 그림 14는 Depth frame에서 드론을 검출한 것으로 검출 

순번에 따라 객체 고유 번호를 0번으로 부여하였다. 필터를 통과

한 픽셀들에서 일정한 밀도 이상으로 이뤄진 군을 객체 후보로 

선정하고 객체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이미 인지된 드론 객체의 

위치, 새로 검출된 객체의 위치, 크기, 비율 등을 사용해서 이전 

드론과의 맵핑정보를 생성하고 만약 이전 드론에 없던 객체의 출

현이라면 새로운 객체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드론이 화면 밖으로 사라진 후 유사한 위치에서 지정 시간 내

에 돌아오지 않으면 드론 객체에 부여된 고유 번호를 삭제하고 

밖으로 사라져 고유번호가 삭제된 드론이 다시 카메라 시야내로 

진입할 경우 새로운 드론 객체번호가 부여된다. 그림 15는 드론

의 X, Y 좌표를 빠른 속도로 이동시킨 것으로 이미 인식되어 부

여된 드론 고유 번호 0번이 새로운 프레임에서 탐지된 드론객체

에 동일하게 부여되어 드론별 객체번호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6은 드론의 Z 좌표를 빠르게 변화시킨 것으로 이미 검

출된 드론 0에 대해서 X, Y 좌표가 크게 변하지 않았고 Z 좌표

의 값이 연속적으로 작아지고 있으므로 빠른 변화가 있더라도 예

측된 좌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정상적으로 객체 추적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아래 그림 17은 좌측 일부가 유리면, 전방에 모서리, 상단에 

환풍구가 있어 Depth 카메라 특성상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노이즈 발생을 유도한 상태에서 드론을 검출한 실험이

다. 노이즈의 두께가 미리 설정한 드론보다 커진 경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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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노이즈발생 상태에서의 드론 검출

Fig. 17 Drone detection in the presence of noise

그림 18 컴퓨터에 의한 자동 정지비행

Fig. 18 Computer-controlled drone flight

표    1 초소형 드론 기체에 대한 도출된 PID 사례

Table 1 Calculated PID case for ultra small drones

P I D

Throttle 2.5 0.003 3000

Roll 1.7 0.001 2300

Pitch 1.5 0.001 2300

Yaw 2.0 0.001 -1

그림 19 드론의 이동 명령 대기상태

Fig. 19 Before the drones are moved by the computer

그림 20 드론의 좌표 이동 명령 설정

Fig. 20 Set the dron's coordinate move command
발생하였으나 배경 필터의 범위를 조절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3.3 드론 자동 정지비행 실험

그림 18은 컴퓨터에 의해 자동 정지비행을 실험하고 있는 것

으로 Kinect 센서 시점에서 촬영된 화면(우측)을 볼 때 파티션 

모서리측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에도 정상적으로 드론 객체를 추적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준비된 실험용 기체 4대를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은 PID 표준 값 을 도출할 수 있었다.

기체의 종류에 따라 PID 값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동일한 

기체라도 시스템 운영환경에 따라 최적의 PID값을 찾아야 한다.

3.4 드론 경로 비행 실험

아래 그림 19의 좌측 하단에 보이는 컴퓨터 화면은 마우스 클

릭만으로 드론에게 이동 명령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으로

써 드론의 경로 비행 실험에 사용하였다.

화면 우측상단에 비행하고 있는 드론을 좌측 컴퓨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우스 포지션은 + 로 표시된 부분으로(화면 

하단 좌측 C.Mouse Curosr 표시)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동명령을 

전달하기 이전 상태이다.

아래 그림 20은 그림 19 상태에서 드론의 목표 위치를 설정하

고 드론에게 이동을 명령한 것으로써 그림 하단 A부분에서 보이

는 것과 같이 드론의 목표 지점을 좌측으로 설정했다. 그림 20에

서 B로 표시된 부분은 드론의 향후 예상 경로로써 드론의 상태 

또는 설정된 PID 파라미터에 따라 목표지점으로 이동하는데 속

도차이가 다소 발생하였다.

그림 21은 그림 20에서 설정한 사용자의 좌표 이동 명령에 따

라 드론이 이동하는 화면과 이동 후 정지비행 모드로 돌입한 것

으로 컴퓨터에 의해 정밀 제어가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Depth 카메라 중앙으로 이동, Circle 비

행, 8자 선회비행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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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드론의 이동명령에 따른 좌표 이동

Fig. 21 Coordinate movement of dron according to move 

command

그림 22 드론 2대의 동시 비행

Fig. 22 2 drones flying at the same time

그림 23 드론 2대의 교차비행 제어화면

Fig. 23 2 drones cross control by computer

3.5 군집 드론 실험

실험을 위해 구현된 프로그램은 드론 개별마다 Class 객체가 

생성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S/W시스템 상으로는 드론이 증가해도 

사용되는 컴퓨터 자원의 증가는 미비하다. 

특히 논리적으로 구성된 드론 객체별로 PID 제어를 수행하기 

때문에 증가된 드론 간의 논리적 간섭은 없지만 실험에 사용한 

Depth 카메라의 범위 내에 동시에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 최대 3대의 드론으로 실험하였다.

그림 22는 드론 2대를 하나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제어하는 것

으로 좌측 A.Drone1과 B.Drone2이 서로 교차 했을 때 드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B.Drone에 컬러띠를 적용시켜 실험하였다.

그림 23은 드론 1과 드론 2에 대해 각각 좌표 이동 명령을 

전달해서 서로 교차되어 비행되도록 명령한 것으로 교차 비행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드론을 추적함을 알 수 있다. 

드론의 현재위치, 예측위치를 근거로 비교함으로써 RGB카메라

를 사용하지 않고 드론 객체 추적을 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여

러 대의 드론 비행이 가능하였다. 

아래 그림 24는 Depth 카메라에서 노이즈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재현한 상태에서 예비기체 포함 4대의 드론을 기준으로 

실험한 사례이다. 

그림 24 노이즈 공간에서의 드론 동시 비행

Fig. 24 Simultaneous flight of drone in noise space

배경필터의 간격을 조절해서 노이즈를 감소시켰으며 Depth 카

메라의 시야 범위 내에서는 드론의 수와 상관없이 비행이 가능함

을 확인하였지만 드론 간의 충돌 가능성으로 인해 보다 넓은 비

행 공역을 필요로 했다. 

특히, 두 대 이상의 드론이 동일 X, Y 좌표에서 정지비행을 

하며 Depth 카메라의 시야를 가릴 경우 뒤에 위치한 드론의 움

직임을 파악할 수 없었다. 뒤에 위치한 드론이 좌우나 상하로 움

직일 경우에는 객체 추적이 다시 이루어져 컴퓨터에 의한 제어가 

가능했으나 Z 좌표로 이동하는 경우 앞에 위치한 드론과의 충돌

이나 뒤에 위치한 벽면과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장애물에 의해 

Depth 카메라의 시야를 가리는 상태가 지속될 때 가려진 드론을 

자동으로 이동하게 하면 이와 같은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3.6 향후 실험방향

구현과 실험을 통해서 Depth 카메라를 사용한 드론의 제어가 



전기학회논문지 67권 8호 2018년 8월

1088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해 드론을 제

어하기 위해서는 논문에 기술된 부분들 외에 필터적용방법, 드론

의 위치에 따른 PID 파라미터 도출, 드론의 Yaw가 변경되는 상

태에서의 드론 방향 예측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을 필

요로 했다.

특히 Depth 카메라 특성상 촬영할 수 있는 영역에 제약이 있

어 동시 비행하는 드론의 수가 5대를 넘는 경우 비행공역의 문

제로 원활한 비행이 어려웠다. 두 대의 Depth 카메라 활용, 스테

레오 방식의 3D 카메라 활용, Depth 카메라와 RGB카메라의 활

용, Depth 카메라와 무선비콘의 활용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적용

한다면 보다 넓은 공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드론에 

의해 Depth 카메라의 시야가 가려지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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