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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미니 드론을 조종하면서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가 촬영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아들여 

특정인의 얼굴을 인식하여 확인시켜주는 시스템 개발 방법론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는 OpenCV, 

Python 관련 라이브러리 및 드론 SDK 등을 사용한다. 실시간 드론 영상으로부터 특정인의 얼굴 인식 비율을 높이

기 위해서는 딥러닝 기반의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특히 Triples 원리를 활용한다.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

하기 위해 저자 얼굴을 기준으로 30회 동안 얼굴 인식 실험을 수행한 결과 약 95% 이상의 인식률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물은 관광지, 축제 행사장 등에서 특정인을 드론으로 빠르게 찾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드론, 실시간 드론 영상, 드론 제어, GUI, 얼굴 인식, 딥러닝

Abstract In this paper, I propose a system development methodology that accepts images taken 

by camera attached to drone in real time while controlling mini drone and recognize and confirm 

the face of certain person. For the development of this system, OpenCV, Python related libraries 

and the drone SDK are used. To increase face recognition ratio of certain person from real-time 

drone images, it uses Deep Learning-based facial recognition algorithm and uses the principle of 

Triples in particular. To check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the results of 30 experiments for 

face recognition based on the author's face showed a recognition rate of about 95% or higher. It 

is believed that research results of this paper can be used to quickly find specific person through 

drone at tourist sites and festival ve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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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드론(Drone)

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드론은 과거에 군사용

으로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민간분야에서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드론을 사용하여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어서 기존의 셀카봉을 대신하는 기능을 

가진 얼굴 인식 셀카용 드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결

국, 가까운 미래의 드론 산업은 1인 1드론 시대를 맞

이하게 될 것이고, 조종기 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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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드론 제품들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들이 주류가 될 가까운 미래 드론 산업의 육

성을 위한 핵심 기술 중의 하나는 바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영상 처리 기술이다. 드론 영상으로부터 얼

굴 인식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드론이 소유자를 인식

하고 소유자로부터 명령을 받아 수행할 수 있어야 하

기 때문인데, 특히 대중 속에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

여 특정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

에서는 최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소형 카메라가 장

착된 미니 드론들을 사용하여 실시간 드론 카메라 영

상으로부터 인간의 얼굴을 인식하고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결과

물은 드론 영상으로부터 인간의 얼굴을 인식한 후 인

식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알려주는 과정으로 처

리되는 시스템이다.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실험에 

사용할 드론에 대한 개요, 제어 시스템 및 사용자인터

페이스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3장에서는 얼굴 인식 

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한다. 4장에서는 실시간 드론 

카메라 영상을 기반으로 한 얼굴 인식 시스템의 구현

결과를 기술하고 결론 및 향후 연구결과를 기술한다.

1.2 관련 연구

본 논문 주제와 관련된 드론 영상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미니 드론의 영상을 기반으로 한 자동 비행 

제어와 관련된 연구[1] 등이 있었고, 인공지능 기반 드

론 목표물 추적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2] 등이 있었다. 

또한 [3]과 같이 얼굴 인식 셀카용 드론인 호버 카메라

가 Best of CES2017의 Top 10에 선정되기도 하였

다. 이외에도 다양한 드론 관련 연구들이 있는데, 드론 

조종이나 장애물 회피 등과 같이 드론 자체의 성능 및 

기능 등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이 대부분이었다. 본 논문

의 한 분야인 얼굴 인식, 검출 등과 관련된 국외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4-6]은 OpenCV 및 Python

을 사용하여 얼굴 인식(검출) 기능을 구현한 것으로서 

얼굴 검출을 위해 Haar Classifier 및 LBP Classifier

를 사용하여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

서 참고하여 사용할 가장 핵심 기술인 얼굴 인식 시스

템과 관련된 해외 연구 동향으로는 OpenCV, Python 

및 Deep learning을 사용한 얼굴 인식 연구결과[7]가 

있다. 이 연구결과는 본 논문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얼

굴 인식 시스템에서 사용할 기능과 동일한 부분이다. 

그리고 [8]은 Python에서 얼굴 인식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개를 하고 있다. [9]는 웹캠을 사용하여 

Python으로 얼굴 검출을 수행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10]은 얼굴 인식을 위해 연구 개발하고 있는 대

표적인 몇 개의 회사 Kairos, Microsoft, Google, 

Amazon 및 OpenCV 등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11]

은 OpenCV와 Python을 사용하여 실시간 얼굴표정 

인식을 위한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12]는 초고속 

R-CNN을 이용한 얼굴 영상에서 눈 및 입술영역을 검

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13]은 본 연구

에서도 사용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 dlib로부터 CNN 

기반 얼굴 검출기를 소개하고 있다. [14]는 15개의 효

율적인 얼굴 인식 알고리즘 및 기술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있다. [15]는 Python으로 Live Video에

서 빠르고 정확한 얼굴을 추적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16]은 AR Drone Quadrotor을 사용하여 얼굴 

검출 및 인간 추적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얼굴 인식, 

검출 등과 관련된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17-21]

은 얼굴 검출, 인식 및 추적 등에 한정된 국내 연구들

이 있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기존연구[1-21]와의 차이점은 

드론의 실시간 영상으로부터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에 특정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

이다.

2. 드론 제어 시스템 설계

2.1 드론 코딩 제어

본 논문에서는 코딩이 가능한 드론 중 DJI 

Tello[22]를 실험에 사용한다. Tello 드론은 최대 비

행시간이 13분이며, 약 100m 이내에서 사진 및 동영

상 전송이 가능하고, 720p의 해상도를 지원한다. 그

리고 Tello SDK 2.0을 Python 언어에 적용하여 코

딩으로 제어가 가능하며, Tello SDK 2.0에서 지원해

주는 기본 명령어들을 사용한다. 드론은 드론을 조종

하고 제어하기 위한 별도의 조종기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조종 및 제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조

종기는 Fig. 1 (A)와 같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블루투

스로 연결하고, 스마트폰과 드론 사이의 통신 방식은 

드론이 가지고 있는 와이파이 통신 방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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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ntroller&Smartphone(app) (B)Notebook Computer

Fig. 1. Two ways to control a drone

본 논문에서는 Fig. 1 (B)와 같이 제어용 프로그램

을 직접 개발하여 와이파이가 가능한 노트북 컴퓨터에

서 원격 조정한다. Fig. 1의 노트북 컴퓨터와 드론 사

이의 통신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트북 컴퓨터에 

UDP 클라이언트를 설정하여 동일한 포트를 통해 드론

으로부터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둘째, 다른 명령을 전

송하기 전에 “command”을 UDP PORT 8899를 통

해 드론에 전송하여 SDK 모드를 시작한다. 셋째, 노트

북 컴퓨터에 UDP 서버를 설정하고 UDP PORT 8890

을 통해 IP 0.0.0.0에서 메시지를 확인한다. 넷째, 노트

북 컴퓨터에 UDP 서버를 설정하고 UDP PORT 1111

을 통해 IP 0.0.0.0에서 메시지를 확인한다. 마지막 다

섯째, 스트리밍을 시작하기 위해 UPD PORT 8889를 

통해 드론으로 ”streamon“을 보낸다. 노트북 컴퓨터

에서 와이파이 통신 방식으로 드론을 제어하기 위해서

는 Python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Tello SDK 2.0을 

함께 사용한다.

2.2 드론 제어를 위한 GUI 설계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Python을 사용하

여 개발하며, GUI를 위해서는 PyGame을 사용한다. 

PyGame은 비디오 게임 제작용으로 설계된 Python 

모듈 세트이다. PyGame은 Python과 함께 사용 가능

하며 컴퓨터그래픽스 및 사운드 라이브러리 등이 포함

되어 있다.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종기를 

사용할 경우 DJI Go를 주로 사용하거나 드론 개발 업

체에서 별도로 제공해주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조종기나 스마트폰 앱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

에 Fig. 2와 같이 드론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의 범용 GUI 형식을 그대로 따르려고 한다. 왜냐하

면, 사용자들에게는 이미 기존의 GUI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Fig. 2. Original GUI of Tello App

즉, Fig. 2의 좌하부 원형 제어부와 같이 드론의 상

승, 하강. 좌회전 및 우회전 기능과 우하부 원형 제어부

와 같이 전진, 후진, 좌로 이동 및 우로 이동 등과 같은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진다. 그리고 좌상부와 같이 이륙

(Take off) 및 착륙(Land) 기능을 가진 On/Off 아이

콘을 별도로 배치한다. 그리고 드론이 장착한 배터리의 

잔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비율(%)로 표시하

며, 와이파이 통신 상태도 나타낸다. 또한, 미니 드론으

로부터 실시간 영상을 와이파이로 받아들이는 양은 

FPS로 확인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FPS를 표시하

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얼굴 인식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는 얼굴 인식 시스템 개발을 위해 프로

그래밍 언어 중의 하나인 Python을 사용하며, 추가로 

PyGame, dlib, face_recognition 등의 Python 라이

브러리와 OpenCV, Deep Learning, 그리고 드론을 

제어하기 위한 미니 드론 SDK 2.0 등을 사용한다. 여

기서 dlib는 실제 얼굴 인식 과정에서 사용되는 딥 메

트릭 학습(Deep Metric Learning)을 포함하며, face 

recognition은 dlib의 얼굴 인식 기능을 더 쉽게 해주

는 얼굴 인식 모듈이다. dlib 얼굴 인식 네트워크의 경

우 출력 특징 벡터는 사람 얼굴 이미지로부터 1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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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구성된 값 리스트를 구성하여 양자화 한다. 얼

굴 인식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림 Fig. 3과 

같이 Triplets를 사용한다. Fig. 3에서는 서로 다른 2명

의 얼굴 사진 3장을 사용하는데, 왼쪽 첫째 사진과 오

른쪽 2개의 사진(동일 인물)은 다른 사람 사진이다. 얼

굴 인식 네트워크의 얼굴을 정량화하기 위해서 각 사진

에 대해 128개 실수 값으로 구성된 리스트를 구성하여 

양자화 한다.

Fig. 3. A single ‘Triplet’ training step[23]

그런 다음, 신경망의 중량을 조정한 양자화 결과에 의하

면 오른쪽 두 개의 사진이 더 가깝고 왼쪽 하나의 사진이 

더 멀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Deep Metric 

Learning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lib의 창시자인 Davis 

King의 “High Quality Face Recognition with Deep 

Metric Learning”과 face_recognition 모듈의 저자인 

Adam Geitgey의 “Modern Face Recognition with 

Deep Learning[24]”을 참조하며 시스템 구현에 그대로 

활용한다.

4. 시스템 구현결과

4.1 드론 제어를 위한 환경 설정 및 GUI 구축

본 논문에서 실험에 사용하는 미니 드론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트북 컴퓨터에 설치된 최신 버

전의 Python(3.7) 언어를 기반으로 하며, Tello 

SDK(tellopy), DJI Tello(djitellopy), OpenCV(cv2), 

PyGame(pygame) 및 Numpy 등의 라이브러리를 추

가로 설치하여 사용한다. 드론과의 통신을 위해서는 와

이파이를 사용하지만,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Tello 

SDK(tellopy), DJI Tello(djitellopy)이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OpenCV(cv2), PyGame(pygame) 및 Numpy 

등의 라이브러리는 GUI 등과 관련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된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논

문에서는 드론을 제어하기 위한 GUI를 단순화시켰다. 

좌상단에는 배터리 잔량(%), 와이파이 수신율(%), FPS

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상단에는 드론 카메라로 찾고자 

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아래에는 버튼

을 하나 배치하여 찾고자 하는 사진의 사진을 변경하고

자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좌하단부와 우

하단부에는 기존의 미니 드론 앱이 가지고 있는 GUI 기

능을 그대로 구현하였다. 하단 가운데는 이륙(Take off) 

및 착륙(Land) 기능을 가진 아이콘 버튼을 삽입하여 사

용자가 쉽게 이륙과 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4. GUI to control a drone

4.2 얼굴 인식을 위한 데이터 셋

얼굴 인식을 위해서는 특정 인물의 다양한 얼굴 사진

들로 구성된 데이터 셋이 필요하다. 데이터 셋을 구성하

기 위해서는 최소 33장 이상의 얼굴 사진이 필요하며 

각각의 사진마다 128개의 실수 값으로 구성된 양자화

가 필요하다. 데이터 셋을 구성하기 위한 얼굴 사진은 

얼굴 인식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카메라가 정면 얼굴

을 향하게 삼각대로 고정시키고 상하좌우 및 그 사이사

이 등 8각형을 암시하는 8개 방향으로 최소 0도에서 최

대 40도까지 10도씩 각각 한 번씩 고개를 돌리면서 촬

영한다. 만약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얼굴 인식을 하고자 

하는데 특정 인물의 다양한 얼굴 사진들을 쉽게 구하지 

못할 경우, 딥러닝 이미지 데이터 셋을 신속하게 구축하

기 위해서는 Microsoft의 Bing Image Search API를 

활용하는 방법[25]도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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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얼굴을 기반으로 데이터 셋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저

자의 다양한 얼굴 사진으로 데이터 셋을 구축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할 얼굴 인식용 데이터 셋은 

저자의 이름으로 된 폴더를 생성하고 33장의 사진을 

datasets 폴더에 삽입하면 된다.

4.3 OpenCV와 딥러인을 사용한 얼굴 인코딩

얼굴 인식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각각

의 얼굴 이미지를 128개 실수 값으로 구성된 양자화를 

생성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또한, 얼굴 인식 네트워크를 

제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이미지가 필

요하기도 하다. 그리고 사전에 훈련된 네트워크를 실험

에 사용하는 것도 매우 효율적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위해서는 앞서 설치한 dlib, face recognition 

및 OpenCV와 imutils 등의 패키지를 사용한다.

4.4 드론 영상으로부터 얼굴 인식 결과

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미니 드론으로부터 실시간 입

력된 영상을 기반으로 특정인의 얼굴을 인식하기 위한 

실험은 실내외에서 30회 진행하였다. 특정인의 얼굴 인

식 실험을 위한 환경적 요인으로는 사람이 볼 때 드론 

영상에 사람의 얼굴이 제대로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의 

자연 및 인공조명이 있는 장소이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주변에 조명이 없는 야간에는 얼굴 인식이 

거의 되지 않는 문제점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점

은 드론에 일정한 밝기를 가진 전 방향 조명을 설치하

여 해결할 수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미니 드론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인식된 얼굴 영역들은 

PyGame에서 제공하는 Circle 함수를 사용하여 (0, 0, 

255) 색상의 원형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저자의 얼굴을 특정인으로 설정하고, Fig. 5와 같이 

특정인을 실시간으로 찾은 결과를 모니터를 통하여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시스템에서 특정인을 제대로 

찾은 경우에는 특정인의 얼굴 영역 아래에 이름을 출력

해주고, 특정인이 아닌 경우에는 얼굴 영역은 찾아주지

만 이름을 출력하지는 않도록 하였다. 본 시스템의 성

능평가를 위해서 30회의 실험을 한 결과 특정인의 얼

굴을 제대로 찾아주는 비율은 약 95%를 넘어서는 정확

도를 나타내었다. 나머지 5%에 해당하는 오류는 특정

인이 드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옆

으로 40도에서 45도 이상 돌리는 경우로서 양쪽 눈 모

두가 카메라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즉, 한쪽 눈만 

영상에 나타나는 경우 등이 있었다.

Fig. 5. Real time face recognition result from drone 

image

또한, 33장 미만과 이상의 얼굴 사진으로 구성된 데

이터 셋에 대한 비교 실험에서는 특정인의 얼굴 인식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왜냐하면, 본 논문에서는 얼굴 인

식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33장이라는 얼굴 사진의 

장수에 대한 수치를 논리적으로 적용한 것이고 실제로

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양쪽 두 

눈이 드론 영상에 제대로 촬영만 되면 얼굴 인식에 문

제가 없기 때문이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미니 드론을 와이파이가 가능한 노트

북 컴퓨터에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촬영된 드론 영상을 

받아들여 특정인의 얼굴을 인식해서 알려주는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드론을 와이파이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드론 개발사에서 제공해주는 SDK 2.0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였지만,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특

정인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은 디지털 영상 처리 알고리

즘을 사용하였다. 특히, 드론 제어와 특정인의 얼굴 인

식 등을 위해서는 Python 및 Python에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추가로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드론 영상으로부터 얼굴 인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서는 OpenCV와 딥러닝 등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본 시스템을 상용화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많

이 붐비는 관광지나 축제장 등에서 특정인을 잃어버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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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드론으로 상공에서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사용한 미니 드론의 배터리가 

최대 13분이므로 실제 외부 비행에서 특정인을 찾기 

위해서는 10분 이내의 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

므로 더 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사용할 필

요성이 있다. 그리고 본 시스템은 와이파이가 가능한 

노트북 컴퓨터에서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실외로 이동

하면서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향

후 연구에서는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

폰 앱에서 실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및 보완하

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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