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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드론의 활용 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측량뿐만 아니라 수색 및 구조 작업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러한 활용분야에서는 목표물의 위치나 UAV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드론에서 촬영한 이

미지를 이용한 목표물 탐지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드론이 촬영한 이미지를 찾고자 하는 이미지와 

비교하여 목표물의 위치를 찾아 해당 목표물의 위경도 정보를 계산한다. 목표물의 정확한 위경도 정보는 핀홀 카메

라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미지 영상의 거리에 상응하는 실제 거리를 계산하여 위경도를 계산한다. 실제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목표물의 위경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Recently, as the field of use of drones is diversified, it is actively used not only for surveying but also for search and 
rescue work. In these applications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the location of the target or the location of the UAV. This 
paper proposes a target detection method using images taken from drones. The proposed method calculates the latitude 
and longitude information of the target by finding the location of the target by comparing it with the image to find the 
image taken by the drone. The exact latitude and longitude information of the target is calculated by calculating the actual 
distance corresponding to the distance of the image image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inhole camera. The proposed 
method through the actual experiment confirmed that the latitude and longitude of the target was accurately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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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UAV가 최근 다양한 분

야에서 촬영이나 운송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중 

촬영 기능을 활용하여 재난 시 수색 및 측량 작업으로 

그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재난이나 구조 작업 중 실종

자나 조난자가 발생했을 때 조난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

악하지 못하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겪게 된다.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UAV가 수색 

및 구조 작업에 배치되었고 UAV는 이동성이라는 장점

을 활용하여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특
히 홍수와 같은 재난 발생 시 비용 절감 및 대응 시간 단

축을 달성하였다 [1]. 그리고 사진측량 분야에서 UAV
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PPP(Precise Point 
Positioning)을 활용하여 사진 측량 분야에서 정밀한 지

적도를 제작하고 있다 [2]. 페루에서는 기존에 위성을 

이용하여 팔파 지역의 새, 돼지 및 그림의 지상화를 

VHR(Very High Resolution)로 저장하였으나 이러한 영

상 데이터를 고해상도의 지리정보로 저장하기 위해 드

론을 활용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하여 고해상도 이미지

를 촬영하고 병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상세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3]. 
UAV가 수색이나 측량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

치 파악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UAV가 상공에서 지

상을 촬영할 때 특정한 목표물을 추적하여 촬영이 가능

해야 한다. 이 때 목표물이 이동하는 것을 고려해서 드

론이 비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 목표물을 많이 

촬영해야 할 때 최대한 많은 목표물을 영상에 담을 수 

있도록 드론을 비행 시킬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4]. 그리고 지도 정보와 목표물 인식을 위

해 신경망 학습을 통해서 인식하고 탐지하는 기술도 제

안되었다 [5]. 영상에서 목표물을 추적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으로 빠른 검색을 위해 Mean Shift 알고리즘을 사

용하기도 하였다 [6].
드론이 목표물을 탐지할 때 GPS 정보를 사용하여 목

표물의 위경도를 찾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드론의 고도 

및 투영되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거리를 삼각함수 방법

으로 계산하여 위경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고안되었으

나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7]. 이를 보안

하기 위해 미 공군에서는 드론 회전 및 카메라의 회전을 

고려하여 GPS 정보와 카메라 이미지 정보를 이용하여 

목표물의 정확한 위경도를 파악하는 내용을 제안하였

다[8]. 
이외에도 드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지상의 이미

지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으며 GPS가 없는 경

우 드론의 위경도 정보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드론의 GPS가 오차가 있으므로 이 방법을 이용하여 드

론 자체의 위경도를 보정할 수도 있다[9]. 그리고 GPS
가 오작동하거나 수신감도가 떨어지는 경우 드론이 촬

영한 사진만으로 위경도를 찾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10]. 카메라에 잡힌 영상을 기반으로 드론의 회전각을 

계산하는 방법은 드론의 위치를 보정하는데 아주 효율

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11]. 
마지막으로 이미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해상도가 

올라가고 드론이 연료전지, 태양광, 베터리 기능향상으

로 원거리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거리 통신 및 목

표물 탐지에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촬영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목표물의 정확한 위경도를 찾는 기

능은 아주 많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드론에서 정밀 GPS의 등장 

및 고속 드론 등 다양한 기능 들이 추가되면서 목표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기법이 필요하다. 제안하

는 방법은 드론에서 촬영한 사진을 기반으로 목표물의 

위경도를 파악하여 수색과 같은 작업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UAV는 다양한 각도로 회전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핀홀 카메라

의 특성을 이용하여 반영되는 거리를 정확히 계산하여 

드론의 회전 방향을 고려하여 위경도를 계산해야 하고 

카메라의 초점 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초점 값을 

취득하고 그 값을 이용하여 위경도를 계산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UAV의 주축 및 핀홀 카메라 특성, 

3장에서 제안하는 방법인 초점 측정 및 목표물의 거리 

계산, 4장에서 실측을 통해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검

증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Ⅱ. UAV 주축 및 핀홀 카메라의 특징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UAV
의 회전각 주축 및 핀홀 카메라의 특징을 활용하고 있다. 
목표물의 위경도를 계산하기 위한 UAV 주축과 핀홀 카

메라 카메라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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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AV rotation

2.1. UAV의 주축

UAV는 프로펠러의 상대적인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기체의 자세와 움직임을 제어한다. 그림 1과 같이 제어 

방향으로 x,y,z축과 대응하는 Roll, Pitch, Yaw이 있다. 
각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 즉 x축은 Roll이, y축은 

Pitch이 z축은 Yaw가 된다. 기체의 앞과 나란하며 기체

의 무게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기체의 회전을 Roll이
라 하고, 이 축과 수직한 축에 대한 기체의 회전을 Pitch
라고 한다. 퀴드콥터의 경우 기체가 전후좌우로 기울어

지도록 자세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높이고자 하는 쪽의 

로터의 출력을 다른 로터보다 강하게 한다. 예를 들어 

후방 로터의 출력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할 경우 기체가 

전방으로 기울어져 전진하게 된다. 기체를 세로로 관통

하는 축에 대한 기체의 회전을 yaw라 하며, 이는 회전 

방향이 반대인 두 쌍의 로터의 출력을 다르게 함으로써 

조종할 수 있다.

2.2. 핀홀 카메라 특징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와 같은 카메라의 영상 투영 방

법에 핀홀 카메라 모델을 사용한다. 핀홀 카메라 시스템

은 3D 물체와 사진 필름 또는 센서 사이에 작은 개구부

가 있는 장벽을 가상으로 설치하여 투영되는 이미지를 

만든다. 3D 객체의 각 점으로부터 여러 광선이 투영된

다. 장벽 때문에 이 빛의 광선 중 한 개(혹은 몇 개)만이 

구멍을 통과해 필름에 닿는다. 따라서, 3D 오브젝트의 

포인트와 필름의 포인트들 사이에 매핑된다. 이 매핑을 

통해 3D 개체의 이미지에 의해 필름이 노출되어 필름에 

노출된 이미지는 2D 이미지로 나타난다.

Ⅲ. UAV를 활용한 목표물 탐지

3.1. 핀홀 카메라의 초점 값 획득

제안하는 드론을 이용한 목표물 위치 탐지에서는 이

미지에서 목표물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치를 위경도 정보

로 변경하고자 한다. 핀홀 카메라는 고유한 초점 값을 

가진다. 투영되는 이미지 영상은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

지는 영상이고 이를 실제 사이즈를 계산해야 한다. 그래

서 드론의 핀홀 카메라의  값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 3과 같이 거리가 과  

사이 인 영상이 이미지로 투영되었을 때 ′ ′′
과 ′ ′′ 사이 거리 가 되는 것을 가지고 투영

된 영상에서 두 개의 점을 Pixel로 나타낼 수 있다. 
를 Pixel로 나타내면 이다. Pixel로 나

타내면 각각 ′ ′′, ′ ′′이다. 여기서 

′ 
′∙

′ 
′∙

(1)

이다. 는 Pixel Per Inch로 단위 인치당 픽셀의 개

수이다. 그리고 2.54는 Inch를 cm으로 변경하기 위한 값

이다. 이미지의 미터법 거리 는 

 ′′′′ (2)

이고 미터법 기준의 실제 거리 D는 
Fig. 2 Pinhole Camera Model

Fig. 3 Pinhole Camera Focal A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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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gle away from center 




 (3)

이다. 여기서 와 D를 이용하여 를 구하면 


× (4)

이다. 여기서 구해진 초점  값을 이용하여 UAV 중
심에서 떨어진 거리를 계산한다. 

3.2. 목표물의 이미지 위치 파악

UAV로부터 취득한 이미지에서 목표물의 이미지와 

비교하여 유사한 영상을 취득하기 위해 정규화된 2차원 

상호상관 함수를 사용한다. 이미지 크기에 따라, 공간 

영역이나 주파수 영역에서 상호상관을 계산한다. 누적 

합계를 미리 계산하여 상호상관으로 정규화하여 상관 

계수를 얻는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
 

∑
  

∑ 
    

(5)

를 적용한다. 여기서 는 이미지의 픽셀값이

고 는 목표물 이미지의 평균이다. 는 의 

평균이다. 

arg max  (6)

을 만족하는 값이 우리가 찾자 하는 목표문의 

이다. 

3.3. 목표물의 위경도 위치 파악

중앙으로부터 거리를 구하기 위해 ′′′를 지

정하고 픽셀간의 실제 거리는 아래와 같이 얻을 수 있다. 

 ′′′′ (7)

실제적인 거리 는 



× (8)

여기서 와 는 각각 드론의 높이와 초점 값을 나타

낸다. 일반적으로 드론의 높이는 측정이 가능하며 초점 

값을 식 (4)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드론이 일반적으로 이동 중이거나 카메라의 위치가 

pitch와 roll이 발생한 경우 는 cos , 는 sin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는 그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미지의 수평선과 이루는 사이각이다. 그래서 UAV가 

그림 5와 같이 pitch와 roll로 기울어진 경우 아래와 같이 

거리 계산은 다시 할 수 있다.




cos
cos 



 cos
sin 



(9)

이와 같이 거리 D를 계산하면 yaw 방향으로 회전각 

를 고려하여 거리를 계산한다. 북쪽 방향 거리 와 

동쪽 방향 거리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cos×,  sin× (10)

이렇게 구해진 값을 가지고 최종적인 위도 와 경도 

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11)

 


×


×

cos




 (12)

Fig. 5 Rotation in Pitch and Rol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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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현 및 시험 결과 분석

핀홀 카메라의 초점 값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값을 구

하는 과정에 대한 시험 결과를 설명한다. 제안하는 방법

에서는 초점 값을 얻기 위해 이미지 상의 픽셀 거리를 획

득한 후 실제 거리를 비교하여 초첨값을 획득한다. 그림 

6의 축구장에서 픽셀 값으로 나타내면 ′ ′′과 

′ ′′는 ′ (337,71)p, ′ (700,81)p 이다. 실험 

이미지의 PPI 값은 96이다. 이 두 점 사이의 픽셀 거리와 

미터법 거리는 각각 363 pixels과 9.6 cm 이다. 축구장의 

실제 거리는 13.5m 이다. (식) 4를 이용하여 초첨 값을 계

산하면 35.5이다. 이렇게 구한 점 값은 드론의 위치에서 

목표물까지 떨어진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드론에서 이미지를 촬영하고 그 이미지에서 임의의 

대상지점의 위도와 경도를 구하는 일은 먼저 대상지점

의 이미지와 촬영한 영상의 이미지를 대조시켜 이것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값으로 나타내고 그 상관관계 값

이 제일 높은 지점을 파악하는 일이 우선시 된다. 이 과

정은 두 이미지의 식 (5)의 상호상관 값을 계산 할 수 있

다. 이미지의 한 지점에서 상호관계의 최댓값을 얻으면 

그림 7과 그림 8(a)의 이미지가 매우 유사한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지점을 상호관계 peak 점이라고 정의한

다. 그림 7에서 픽셀값을 구하면 xpeak, ypeak 값은 각각 

168과 142로 얻어진다. 이 대상지점과 가장유사한 부분

에 표시를 하였고 그림 7의 원과 같이 나타난다.

Fig. 6 Image to find focus value of pinhole camera

Fig. 7 Display similarity between target point picture 
and photographed picture

(a) (b)
Fig. 8 Target image and drone direction

현재 드론 위치에서의 위도 와 경도 는 각각 

35.96915054와 126.958694458 이다. 그림 7의 pixel 사
이즈는 [467 960]이고 중앙값은 [233 480]이다. 목표물

의 위치는 [168 142]이다. 는 344[pixel]이며 은 

9[cm]이다. 현재 그림 5는 수평선과의 사이각 은 10°
도이며 은 그림 8(b)에서보는 바와 같이 254°도이다. 
은 -8.9[cm]이고 는 -1.0[cm]이다. 식 (10)을 이용하

여 과 는 각각 –5.8[m]이고 –0.7[m]이다. 목표물

의 위도 와 경도 는 35.96908781와 126.95863523

이다. 최초 목적지 위치에서의 위도와 경도는 

35.96909843와 126.95868668이며 이는 계산된 값의 오

차범위에 위치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드론을 이용한 목표물 탐지 기법을 제안한

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찾고자 

하는 영상과 비교하여 목표물을 찾으면 해당 목표물의 

위치 정보를 계산한다. 목표물의 정확한 위경도 정보는 

핀홀 카메라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미지 영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를 계산하여 위경도를 계산한다. 뿐만 아니라 

드론의 pitch, yaw, roll 특성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거리 오차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실제 실험을 통해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서 목표물의 위도 경도 위치를 정

확하게 파악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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