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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는 광대역의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거나 적 위협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영상정보를 활용하며 보다 정확한 감

시 및 정찰 정보의 획득과 가시화를 위해 정밀한 영상정보처리 기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를 통해 

획득한 영상 정보를 지상통제장비로 전송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통합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영상정보처리 시

각화 시스템을 통해 무인항공기와 지상통제장비는 전장에서 요구되는 임무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지상통제장비(ground control station), 시각화 시스템(visualization 
system), 항공영상처리(aerial video processing)

I. 서 론

현대전에서는 전장 상황, 특히 적 위협 정보를 빠르게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영상 정보를 

수집, 획득하고 처리, 분석하여 가시화 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

(Unmanned Aerial Vehicle; UAV)[1, 2] 및 지상통제장비(Grou 
nd Control Station; GCS)[3, 4]와 이를 위한 고도의 영상 정보 

처리 기술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영상 정보는 

무인항공기에서 활용되는 주요 정보이며 전장상황을 효과적으로 인식

하여 상황에 적절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는 무인항공기에 탑재된 영상 센서 장비를 통해 획득된 영상정보를 

표준화된 형태로 부호화하고 이를 지상통제장비로 실시간 전송하는 

동시에 전송받은 영상정보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을 제안한다. 

II. 본 론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통합 시각화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림 1은 무인항공기와 지상통제장비와의 메시지 

처리 방식을 나타낸다. 원격통제장비는 사용자 화면과 장착된 제어기

를 통해 무인항공기의 제어 및 임무메시지를 생성한다. 네트워크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비트 가변형의 메시지 생성 

방법을 활용하며 메시지마다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긴급한 메시지는 

우선하여 처리한다. 또한 메시지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과 

무인항공기의 운용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로그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확인한다. 무인항공기에서 획득한 영상은 그림 

2와 같이 MPEG-2 TS 표준을 활용하여 부호화/복호화한다. 그림 

3과 같이 영상 부호화기를 통해 압축되며 전송을 위해 패킷화 되며 

MPEG-2 TS(transport stream)의 PES(packet elementary stream) 
형태로 출력된다. 무인항공기의 음성 신호는 획득 영상과 관련된 

운용자의 음성 메시지를 시간동기화 되어 포함되며 해당 신호는 

영상 신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출력된다. 출력된 데이터는 데이터링크

를 통해 지상통제장비로 전송되며 이는 영상/음성 복호화기를 통해 

영상 정보 및 음성 정보로 복호화된다. 

그림 1. 무인항공기와 지상통제장비와의 메시지 처리 

Fig. 1. Message handling between UAV and G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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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상 전송을 위한 MPEG-2 TS 구조

Fig. 2. MPEG-2 TS structure for video transmission

그림 3. MPEG-2 TS 부호화/복호화기

Fig. 3. MPEG-2 TS Encoder/Decoder

지상으로 전송된 영상 정보는 사용자 화면에 실시간으로 전시되며 

보다 효과적인 전장 환경의 이해를 위해 연속된 영상 정보를 연결시키

는 그림 4와 같이 모자이크 기법과 특정 관심 객체에 대한 추적을 

시행한다. MPEG-2 TS 표준과 같이 구조화된 영상 정보의 전송 

시에 영상 품질이 급격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실시간으로 프레임 

내 압축 기법을 적용하여 영상의 품질을 유지시키는 영상 압축 기법을 

활용한다. 

그림 4. 실험 결과: 항공 영상 모자이크 

Fig. 4. Simulation result: Aerial video mosaic

III. 결 론

적 위협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정찰

체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무인항공기를 통해 획득된 

영상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방법 역시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획득 영상 정보를 지상통제장비로 전송하고 이를 시각화화

는 통합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해 무인항공기는 

전장에서 요구되는 임무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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