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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는물론전 세계적으로새로운 관심을끌고 있는 기술은무인항공기이며, 과학, 군사, 마케팅,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다양한분야를 가리지않고 발휘하는다재다능함이드론열풍의원동력이다. 또한 활용 범위가광범위한 만큼향후산업화된

다면 그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기반의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설계 및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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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unmanned aerial vehicle Drone technology is attracting new interest around the world. The

versatilities in science, military, marketing, sports, and entertainment fields are the driving force of the drone fever.

Thus, the potential power of future industrial is expected as the application range is extensive. In this paper, we

design and propose the prototype of unmanned aerial vehicle-based bigdata process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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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는 기

술은 무인 항공기이며, 과학, 군사, 마케팅, 스포츠, 엔터테인먼

트 등 다양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휘하는 다재다능함이 드론

열풍의 원동력이다. 또한 활용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향후 산업

화된다면 그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 항공기의 시초는 무기였으며, 1900년대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 (Nikola Tesla)는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항공기 이론

을 제시했으며, 테슬라의 연구를 바탕으로 1918년 무인 항공기

케터링 버그 (Kettering Bug)가 개발됐다. 1939년 세계 최초의

대량생산형 무인 항공기인 라디오플레인 (Radioplane) OQ-2

가 개발됐다. 점차적으로 IMI 마스티프, IMI 스카우트, RQ-2

파이오니아, Grant-750, 그리고 RQ-1 프레데터는 1995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했으며, 탑재된 장비는 정찰용 카메라가 전부였

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는 대전차 헬파이어 등의 무기를 탑재

하기 시작하였으며, 무인 항공기에 의한 군사작전 증가하고 있

는 상황이다[1].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드론에 대한일반인및 기업

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들이 취미용으로

드론을 구입해 이용하는 일이 증가하고 기업들도 홍보나 배송

등의 업무에 드론을 일부 활용하려고 한다. 실례로 아마존은 상

품 배송에 드론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페이스북은

드론으로 상공에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홍보 활동에 도입하거나 아프리카의 동물

밀렵 감시에 투입하기도 하며 미개발 지역 의료 활동에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무인 항공기 제조업체인 3D로보틱스의 CEO

크리스 앤더슨 (Chris Anderson)은 이런 상황을 “드론의 시대

에 돌입했다”고 말한다.

무인 항공기는 우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로봇의 한

분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하늘 영역을 맡고 있는 로봇이 무인

항공기인 셈이다. 날아다니는 무인 항공기는 우리가 접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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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곳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이를 활용해 상황을 판단하

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무인 항공기 눈의 연장선으로

표현하는 이유이며, 바로 카메라의 장착 유무가 기존의 무인 비

행체와 드론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드론이 무인 헬리콥

터에 비해 짧은 시간에 대중화된 이유는 비행 성능이 월등해졌

지만 조정이 쉽고 IT 기술의 발달로 카메라와 GPS 등의 센서

가 장착되면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관련 연구에서는 무인 항공기 드론 시장 및 기술

현황, IoT 레벨, 그리고 무인 항공기에서 취득한 빅데이터의 다

양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아키텍처와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

한 프레임워크 중심의 사전 연구를 기술하였으며, 3장에서는 무

인 항공기 기반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설계를

제안한다. 4장에서는 다수의 무인 항공기로부터 취득한 영상들

을 이용한 영상 정합 기술의 개념 설계와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과 클라우드 스토리 간의 데이터 전송을 테스트하며, 마지막으

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1. 무인 항공기의 시장 및 기술 현황

가. 드론의 활용 및 시장 현황

(1) 드론의 활용

무인 항공기는 군사용에서 민수용으로 확대되면서 수요 급증

하고 있으며, 가격하락, 소형화, 이동성 강화 등으로 상업적 사

용이 확대되고 있다. 드론은 기존의 교통수단과 차별화 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무인 항공기 드론의 가격이 최대 1억 달

러에서 최소 60달러 미만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접근성이 강

화되었으며, 드론의 크기가 10m이상의 초대형 크기에서 40mm

로 초소형화 되면서 보관 및 사용의 용이성 증대하고 있으며,

교통체증이나 지형의 영향이 없는 이동성 강화되고 있다.

의학, 기상, 지리, 환경, 예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도입 확대되고 있으며, 의학 분야에서는 응급환자 탐지 및 수송

용 등으로 활용되며, 기상분야에서는 기상관측 및 태풍 등 기상

변화 실시간 감시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리, 환경 분야에서는

멸종동물의 지역적 분포 및 이동경로 확인, 지리적 특성 파악

및 정밀한 지도제작 에 이용되며, 예술분야에서는 영화 및 방송

등의 다양한 촬영에 활용되며, 정유분야에서는 송유관 파손점

검, 해상석유시설관리 등에 활용될 것이다.

세계 각국은 미래형 드론 개발 및 활용을 강화하고 있으나 각

국의 규제 여부가 상용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다 드론

보유국인 미국은 120여종 11,000여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

며, 2018년에는 약 7,500여대의 민수용 무인 항공기 드론이 도

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외에도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러

시아 등이 드론 개발 및 운영 중이나 국가별 규제로 상업화 지

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군사용 드론 개발은 적극적이나 민수

용 드론 도입 및 활용에 대해서는 안보 측면에서 소극적이며,

국내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안보문제로 드론 상업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국내의 서울 도심은 대부분 비

행금지 및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2].

(2) 무인 항공기 시장 규모 및 전망

무인기 드론의 글로벌 시장은 2014년 전체 항공시장 규모는

4,700억 달러, 이중 무인기 시장의 규모는 53억 달러로 전체 시

장의 1.1%에 불과하지만, 세계 무인기시장은 2003~2012년까지

연간 21.8%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항공기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4%의 성장세가 예상되나 무인기시장은 연

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세 전망하고 있다. 특히 그림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상업용 민간드론 시장은 2014년 6천만 달러

에서 2023년까지 8억 8천만 달러로 연평균 35% 성장을 전망하

고 있다[2].

그림 1. 무인항공기 시장 규모와 전망

세계 무인기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79%를 차지하면서 과점체

제를 형성(2014년 기준)하고 있으며, 무인기시장 비중 : 미국

54%, 유럽 15%, 아태 13%, 중동 12% 등이며, 2023년에는 미

국의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인기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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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무인비행장치의 연도별 추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미국 42%, 아시아·태평양

30%, 유럽 15%, 중동 8% 등).

무인 항공기 국내 시장은 도입 초기 단계로 시장규모는 미미

하나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15년간 1.6조원(누적기준)

시장으로 확대 전망이다. 대부분 군사용이나 민수용으로는 항공

측량, 방송촬영 등에 사용되며, 국내에서도 무인비행장치의 숫

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레저용이며 실제 산업현

장에서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며, 그림 2와 같이 나타낸

다[3].

그림 3. 2015년 딜로이트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 시장 예측

그림 3과 같이 Deloittre Analysis에서는 드론 기술을 관심이

크지만 틈새시장으로 예측하고 있다[4]. 드론의 활용 범위는 굉

장히방대해지겠지만, 관련산업이획기적인발전을이룰것이라

고는예상되지 않는다. 딜로이트는 당분간 드론의 활용은 감시,

촬영용과 수송용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드론은

카메라, 충전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무선 컨트롤등의

발달로 항공 촬영, 농작물 작황 점검, 시설물 점검 등의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급격히 수요가 증가해 대규모

글로벌 시장이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행거리

가 짧고 악천후에는 속수무책이며, 규제의 불확실성도 크기 때

문이다.

나. 무인비행장치의 기술 현황

일반적인 무인 헬리콥터는 커다란 로터를 회전시켜 비행하지

만 드론은 작은 프로펠러를 여러 개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며,

이러한 드론을 멀티콥터라고도 한다. 프로펠러의 수에 따른 트

라이콥터, 쿼드콥터, 옥타콥터(표 1 참조) 등으로 부른다. 멀티

콥터는 중앙부에 장착된 자이로와 가속도계를 이용해 자세를

유지하며, 3축 각각에 자이로와 가속도계를 장착하고 기후와 바

람 등에 의한 수평, 수직, 그리고 방향을 조절하게 된다.

세부 구조 사양 및 특징
배터리 ⦁10,000mAh 리튬 폴리머 배터리
프로펠러 ⦁각 25cm 길이로 분당 1만번 회전하며 한 날

개당 1.6kg까지 들어올릴 수 있음
모터 ⦁8개의 모터가 각각 하나의 프로펠러를 움직

임. 하나가 고장나도 계속 비행이 가능함.

카메라
⦁전방의 장애물을 감지해 충돌을 피하고, 

GPS 정보와 함께 정해진 위치까지 이동하는 
데 사용됨

다리 ⦁4개의 다리에는 용수철이 달려있어 안전하
게 착지함

배송 물품
⦁최대 2.3kg 무게의 소형 물품을 운송할 수 

있으며, 아마존 배송 물품의 86%rk 2.3kg 
이하임

표 1. 드론의 세부 구조(아마존 프라임 에어의 옥타콥터)

대부분의 헬리콥터는 로터의 회전 반력을 무시하기 위해 후

방에 가로 방향의 작은 프로펠러, 즉 테일 로터를 탑재한다. 드

론도 마찬가지 원리로 모든 프로펠러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

면 반력으로 기체가 역회전한다. 그래서 쿼드콥터의 경우 4개의

프로펠러 가운데 2개가 우회전, 나머지 2개는 좌회전하여 반력

을 감소시킴으로써 한곳에서 맴도는 것을 방지한다.

드론의 핵심 기술은 위성항법장치(GPS)와 영상 기술이며, 정

확한 위치 파악 기술 덕분에 드론이 단시간에 상용화될 수 있었

던 이유이다. 드론 등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무인 배송도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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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oT Level-4의 개념도

와 관련이 있으며, GPS가 내장된 내비게이션에 미리 비행 코스

를 지정해두면 되는 것이다. GPS는 위도와 경도뿐만 아니라 고

도까지 측정 가능하므로 비행 코스를 미리 설정해두면 특정 위

치까지 비행하고 되돌아오는 게 가능하다. 또한 이착륙 시 고도

제어가 매우 중요하므로 GPS는 물론 기압계, 고도계 등 이착륙

에 쓰이는 초음파 센서 또한 필요하다. 초음파 센서와 적외선

센서는 주변 물체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이용되며, 정확성을 높

이기 위해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다. 무인 항공기 드론은 장착

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전방 이미지를 인식하여 다양한

기능의 추가가 가능하다[1].

2. IoT 레벨

Arshdeep과 Vijay는 IoT (Internet of Things)를 물리적 디

자인 측면과 논리적 디자인 측면을 고려한 7가지 컴포넌트

(Device, Resource, Controller Service, Database, Web

Server, Analysis Component, Application)에 의한 IoT의 레

벨을 1단계에서 6단계로 정의하였으며, 그림 4 ~ 그림 6은 IoT

Level-4, IoT Level-5와 IoT Level-6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5].

그림 5. LoT Level-6의 개념도

그림 6. LoT Level-6의 개념도

Level-4의 IoT 시스템은 로컬 분석이 가능한 멀티 노드를

구성되며, 데이터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하게 된다.

Level-5의 IoT 시스템은 멀티 엔드 노드들 (multiple end

nodes)과 하나의 코디네이터 노드 (coordinator node)로 구성

되며, 엔드 노드는 센싱을 수행하며, 코디네이터 노드는 엔드

노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클라우드로 전송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전송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됨과 동시에

분석이 진행된다. 그리고 Level-6의 IoT 시스템은 독립된 멀

티 노드들이 센싱 및 자율적으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하

게 되며, 클라우드에 데이터는 저장됨과 동시에 분석 컴포넌

트 (analytics component)에 의해서 분석이 진행된다.

3. 빅데이터 및 실시간 데이터처리

빅데이터의 정의와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아키

텍처와 프레임워크들이 새롭게 계속적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특히 IBM은 그림 7과 같이 빅데이터를 4V(Volume, Variety,

Velocity, Veracity)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7. IBM의 빅데이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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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빅데이터 아키텍처

빅데이터 아키텍처는 빅데이터의 소스부터 데이터를 수집

하는 단계, 이를 적재 및 보관하고 보안 처리하는 단계, 데이

터를 조회하는 단계,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 데이터를 시각

화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그림 8에 간략하게 나타낸다

[6].

그림 9. 실시간 빅데이터 예측분석의 스택

그림 10. 실시간 처리를 위한 5 단계 절차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David Smith가 제안한

RTBDA (Real-Time Big Data Analytics) 아키텍처는 4 계층

(Data layer, Analytics layer, Integration layer, Decision

layer)으로 그림 9와 같이 나타내며,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위

한 RTBDA의 예측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5 단계 절차

(Data distillation, Model development, Validation and

deployment, Real-time scoring, and Model refresh)는 그림 10

에 나타낸다[7].

Ⅲ. 무인 항공기 기반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프로토타입 설계

무인 항공기 활용의 핵심은 드론을 통해 생산되고 쌓이는

데이터와 이를 가공해 만드는 콘텐츠 등의 소프트웨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 항공기 기반 영상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의 프로토타입을 설계한다.

그림 11. 무인 항공기 기반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성도

그림 12. 무인 항공기 기반 영상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구성 및 기능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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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드론 기반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성도

를 나타낸다. 그림 11의 은 다양한 드론들이 IoT 프레임워
크의 센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11의 는 무인 항공기
드론 기반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간의 중계기를 나타내며, 그

림 11의 은 드론으로부터 전송된 영상 이미지와 메타 정보
를 처리하기 위한 블레이드 (blade) 서버를 이용한 시스템 구

성도를 나타낸다. 그림 11의 는 빅데이터 처리된 정보를 저
장하기 위한 대용량 스토리지를 나타낸다. 무인 항공기에서 전

송되는 빅데이터의 대부분 용량은 영상 또는 이미지 데이터의

가능성이 크며, 일부분 용량을 메타정보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림 12의 은 센서 노드로써 무인 항공기로부터 실시간
영상 데이터와 이에 관련된 GPS 정보, 타임스탬프, 그리고 방

향과 고도 등의 정보가 메타 정보가 전송되며, 전송된 데이터

는 그림 12의 의 다양한 중계기를 거쳐 그림 12의 의 블
레이드 서버에 도달하게 된다. 블레이드 서버는 랙 전용 서버

와 타워형 서버에 비해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실시간 또는 준

실시간 마이그레이션 (near real-time migration)이 쉽다. 특

히 스케일 아웃 (scale out) 방식으로 서버를 확장하는 IT 환

경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림 12의 의 블레이드 서버에서 데
이터의 전처리[9], 이미지 분석, 메타 정보의 생성 및 매핑, 그

리고 대용량 스토리지의 저장을 위한 색인 등의 정보를 생성

하고 그림 12의 의 대용량 분산 스토리지로 영상 정보를 전
송하게 된다. 그림 12의 는 대용량 분산 스토리지 기술을 적
용하게 되며, 오픈소스인 Ceph [8], HDFS (Hadoop File

System) 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하여 구축하게 된다.

Ⅳ. 드론 영상을 이용한 영상정합 기술과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데이터 전송 테스트

1. 무인 항공기 영상을 이용한 영상정합 기술

무인 항공기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어떻게 가공해 무인 항

공기 운영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느

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러한 정보에 의한 의사결정

에 중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

항공기를 도입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드론 기반의 빅데이터 중의 하나인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한

영상정합 기술을 설계하며, 근방계 (neighborhood)의 드론들

이 촬영한 영상들과 메타 정보를 이용한 영상정합 기술[10]의

개념도를 그림 13에 나타낸다. 영상정합은 서로 다른 영상에

같은 대상이 나타난 부분이 있을 때 그 대응 관계를 찾는 것이

며, 주어진 두 영상이 거의 같다면 영상 정합 문제가 쉽겠지

만, 두 영상 사이에 다양한 변형이 주어진다면 영상정합은 상

당히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영상정합은 그림 13과 같이 드론에서 생성된 이미지와 드론

의 센서로부터 생성된 메타 정보로는 GPS 정보, 타임스탬프,

그리고 방향과 고도 정보로 구성되며, 이 데이터들의 조합에 의

하여 영상정합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13. 드론 영상을 이용한 영상정합 기술의 개념도

2.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데이터 전송 테스트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데이터 전송 테스트는 그림 12의 의
블레이드 서버와 그림 12의 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간의 원격
지 데이터 전송 테스트를 의미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인

Google Storage의 버킷을 통한 데이터 크기별로 10MB,

100MB, 1GB, 2GB, 5GB의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테스트를

실시하며, 테스트 결과를 [표 2]와 [표 3]에 나타낸다.

횟수
Data Size

10M 100M 1G 2G 5G

1 5.99 12.1 98.11 194.73 479.89

2 5.82 10.3 96.73 195.01 481.89

3 3.26 11.65 97.13 193.66 481.62

4 4.49 12.36 96.71 194.42 486.11

5 2.22 12.75 97.18 194.04 483.54

표 2. Google Storage의 데이터 업로드 테스트 결과 

횟수
Data Size

10M 100M 1G 2G 5G

1 2.41 12.19 93.29 184.94 488.82

2 3.97 12.06 93.24 185.49 459.8

3 3.92 11.4 95.68 185.52 461.4

4 4.95 12.03 100.02 184.38 459.4

5 1.85 10.27 94.81 194.51 461.01

표 3. Google Storage의 데이터 다운로드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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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Google Storage의 데이터 업로드와

다운로드 테스트 결과의 Bar 챠트 분석

그림 15.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의 분산 분석

그림 14는 통계 패키지 R[11]을 이용한 barplot2 함수에 의

한 클라우드의 Google Storage의 데이터 업로드와 다운로드

테스트 결과를 분석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Bar 챠트는 평균

속도를 의미하며, 상단의 두 개의 선은 데이터 전송 속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나타낸다. 그림 15는 데이터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의 분산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대체적

으로 데이터 전송 용량이 커짐에 따른 속도의 분산도 커지

는 경향을 보였다.

Ⅴ. 결론

최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는 기

술은 무인 항공기 드론(drone)이며, 과학, 군사, 마케팅,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휘하는 다재다

능함이 드론 열풍의 원동력이다. 또한 활용 범위가 광범위한 만

큼 향후 산업화된다면 그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

된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 항공기 기반의 빅데이터 처리 시스

템의 프로토타입을 설계 및 제안하였으며,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한 영상정합 기술의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클라우드 스토

리지를 이용한 데이터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테스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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