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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드론용 오픈 소스 API를 이용하여 셀프 카메라 촬영이 가능한 드론용 앱을 설계한다. 특히, 딥러닝 기반의 

YOLO 객체 탐지 기술을 적용하여 배경 속에서 사람을 탐지하여 개인 및 단체 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개발하는 셀

프 카메라 앱은 기체의 자동 회전 및 선회 기반 연속 촬영 기능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인물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개발된 

앱 기술을 기반으로 선회 및 회전을 통한 경비 구역의 침입자 촬영을 위한 시스템 및 드론 제어 기술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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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4차 산업 혁명에서 대표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drone)은 

폭 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응용을 위해 개발 및 활용되어지고 있다 

[1]. 한편 딥 러닝 기술은 기계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중 YOLO [2]는 딥 

러닝을 기반으로 객체 탐지(Object Detection)이 가능하게 하는 네트

워크 기반 개방 기술이다. 특히 YOLO의 객체 탐지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드론에 적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YOLO 기반의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드론의 셀프 카메라 촬영이 가능한 안드로이드용 App을 설계한다. 

설계된 딥러닝 기반 드론을 응용한 셀프 카메라 촬영 기술은 향후 

드론을 활용한 자동 경비 시스템에 적용하여 불법 침입자의 촬영과 

추적에 활용되어 질 수 있다.

II. 본론

1.앱(Application) 구성

드론과 태블릿을 연결하면 위의 그림처럼 드론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장면을 계속 태블릿에 스트리밍 해준다. 왼쪽 검은색 화살표들은 

Roll 컨트롤, 오른쪽 검은색 화살표들은 Yaw, 360도 버튼은 자동 

Yaw, 그냥 화살표는 선회동작을 구현할 수 있는 버튼, Download 

버튼은 드론이 찍고 있는 영상을 녹화하여 드론 내장메모리에 저장하

는 버튼이고, 카메라모양 버튼들은 한 장 촬영과 연속 촬영을 할 

수 있는 버튼이다.

2. 셀카 드론의 부가 기능

(1) 선회 촬영 동작

앱 구성도에 있는 위 그림 버튼을 누를 시 드론이 상공하고 있는 

곳 기점에서 선회를 하며 촬영을 할 수 있다. 드론의 장점을 살려 

촬영을 할 수 있는 동작이다.

(2) 360도 자동 Yaw 촬영 동작

앱 구성도에 있는 위 그림 버튼을 누를 시 드론이 상공하고 있는 

곳 기점에서 오른쪽을 360도 회전(Yaw)을 하면서 촬영한다. 

(3) 한 장 촬영과 연속 촬영

드론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이미지파일로 촬영하여 드론 

내장 메모리에 저장하게 하는 버튼들이다. 위쪽은 한 장 촬영 밑에 

있는 버튼은 6장을 연속적으로 촬영하는 버튼이다. 

(4) 영상 녹화

드론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장면들은 태블릿으로 계속 스트리망 

해주며 실시간으로 드론이 어디를 촬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촬영하

고 있는 그 장면들을 동영상파일로 녹화하여 드론 내장 메모리에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7권 제1호 (2019. 1)

298

저장하게 할 수 있는 버튼이다.

3. 드론 사용 예시

Fig. 1. The result of self-shot for a group

Fig. 2. Operating dron camera via the App

Fig. 3. The results of rapid self-shot using drone

III. 결론

계속해서 성장하고있는 드론 시장인 만큼 향후 지금 드론들의 

단점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갖춰야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 프레임워크인 YOLO의 사람 

탐지 기술을 드론을 이용한 셀프 촬영에 적용함수 있는 앱을 설계하였

다. 이를 기반으로 불법 침입에 대해 드론을 이용한 경비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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