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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OpenCV의 Marker Detection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지점의 마커를 영상처리기술로 인식

하여 드론의 자동 이착륙 및 주변 위기상황, 미션수행 등을 마커를 통해서 드론에게 전달하여 비행 제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한다. 드론은 OpenCV Aruco모듈을 이용하여 Marker ID별로 특정 명령어를 데이터

베이스와 비교하여 비행제어 명령을 수행한다. 지상에서는 마커의 변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미션변경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드론은 제어용 송수신 채널을 통해서 통신을 하고는 있으나, 주파수 채널수가 제한이 되

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비행 제어 명령을 마커를 통해 이착륙시 추가적이며, 자동적인 진행이 가능하다.

키워드: 드론(Drone), 비행제어(Flight Control), 영상인식(Image Recognition), 마커(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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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재 드론은 레저분야에서 방재, 물류, 영상촬영,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목적에 맞게 개발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드론 시장이 

연평균 22%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90조원으로 드론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드론을 제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드론과 

지상의 통신방식은 송수신기의 통신채널을 이용하여 비행제어 명령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 자동 이착륙, 특정위치이동, 회피, 위기상황전달,새로운 

미션전달등의 명령을 원격지에서 내리기에는 현재 송수신기방식에서

는 부족함이 많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지상에서 마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드론이 영상처리기술을 이용해서 마커를 인식하

여 정해진 다양한 비행 제어 명령을 수행하도록 개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OpenCV 영상처리기술인 

Marker Detection 기법을 활용하여 드론에게 실시간으로 비행제어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였다.

II. 본론

1. 비행제어에 사용하는 마커생성

Aruco모듈은 Rafael Muñoz와 Sergio Garrido가 개발 한 사각형 

기준 마커를 탐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인 Aruco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하며 현재 OpenCV의 확장모듈형태로 제공되

고 있다[1,2].

마커는 개별 마커 ID로 할당되어 있고, 이진 코드화를 10진수로 

변환한 숫자이며, 마커 ID는 단순히 데이터 사전에 속한 마커 인덱스이

다. 예를 들어, 사전 내부의 처음 5개의 마커는 0, 1, 2, 3, 4의 

ID를 갖는다.

Aruco의 dictionary객체는 0~249로 사용 가능한 250개의 마커와 

6×6비트로 구성되어 있다[1,2].

Fig. 1. 생성된 마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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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r ID 1 : Move to latest point

marker ID 2 : Toggle LED 

....

marker ID 249 : wait 

2. 마커인식 영상처리

본 논문에서는 마커인식을 위한 영상처리기술은 라즈베리파이 

3B+보드와 ubuntu 개발환경에서 개발되었다.

Fig. 2. 마커패턴분석

Fig. 3. 마커인식

Aruco모듈과 파이썬(python)언어를 이용하여 개발하여 마커를 

인식하며 자동 이착륙지점의 지상관제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마커이미지를 변경해서 비행제어 명령을 드론으로 전송할 수 있다. 

그 피드백은 드론으로부터 채널을 통해 전송받아 확인한다.

Fig. 4. 마커 출력하는 디스플레이 사례  

Fig. 5. 개발한 드론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마커 ID별 비행제어 명령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성

하고, 드론에 라즈베리파이 보드에 구현된 OpenCV 영상인식기술인 

Aruco모듈을 이용하여 비행제어 마커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 드론이 

명령을 수행하도록 개발하였고, 지상관제를 위해 모니터에 마커를 

실시간으로 출력하여 드론으로 전달하는 시험을 하여 기능을 확인하였

다. 드론이 원격의 이착륙지에서 보내는 세밀한 비행제어 정보를 

바탕으로 원격지 제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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