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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V

UAV(Unmanned Aerial Vehicle)

• 카메라 등의 관측센서, GPS, FCC(Flight Control 

Computer), 통신 및 기타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서
비행 중에 원격 조종을 통해서 대상물을 관측하거
나 자료를 처리하는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비행체

• 군수용 위주로 발전하여 원격정찰, 수송, 공격 등
의 용도로 활발히 운용

• 최근, 민간부문에서 항공 촬영, 감시, 농약살포 등
의 수요가 증가추세

• 아직까지는 단순한 사진촬영이나 동영상촬영 활
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간정보에 적합
한 형태로의 개발이 필요



UAV의 종류

고정익(Fixed Wing) UAV = Plane

• 일반적인비행기와 같이고정날개형태인무인항공기시스템
• 연료소모가상대적으로적어장기체공이가능하나활주로나 넓은개활

지가필요
• 주로수직영상만촬영이가능하고정지체공상태에서의동영상촬영이나

경사촬영등은 불가능



UAV의 종류

회전익(Rotary Wing) UAV = Multicopter

• 비행체가헬리콥터형인무인항공기 시스템
• 수직이착륙이가능하여좁은 공간에서의이착륙이가능하고공중에서

정지비행이가능하고 상대적으로급격한선회가가능
• 연료효율이낮아장기체공이제한적
산악지형과선박운용에적합, 단거리임무및기상의 변화가많은

지역에적합



국내 사례



국내 사례



외국 사례

Field touch

• Agricultural Information Platform on OGC Web Services
• 일본의 Chubu University의 Prof. Kiyoshi Honda가개발.

• 일본의 120여개의농업가구에서사용중이며, 농부와 다른이해 관계자
들에게작물재배에 유용한정보를 제공할수 있는정보플랫폼.

• 이시스템은실시간으로의사결정을 위한공간 정보를제공한다.



외국 사례

Field touch

1. Multi-Sensor Data

2. Cloud based sensor back-end services

3. Application in Agiculture

( 고정밀 농업, 담수분석, RS 및센서데이터를사용하여 Crop model          

calibration 수행) 



Background

공간정보 획득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기법 비교
(Eisenbeiß, 2009; sehastian Siebert et.al, 2014)



Background

* 관련 자료근거 : Lucintel, 2011

• 국내의경우, 군사용무인항공관련기술의급속한발전과달리, 방송중
계 등을 제외한민간 분야에서의그활용은미비하고, 공간정보분야에
서의활용사례는거의없음

• 세계적으로새롭게 형성되고있는공간정보시장으로의활용을위해국
산기술에의한 항공부문모니터링시스템개발이필요.

Table1. 국가 및 지역별 무인항공 기술 활용도

* 관련 자료근거 : Lucintel, 2011



Background

기존의 RF 모뎀 방식을 이용한 무인항공기 통신 시스템

• RF 모뎀을 이용한 통신은 1~2 km 정도의 통신 범위를 가지며 잦은 혼선이
일어나므로 장시간 통신에는 적합하지 않음

• 신호 세기를 10 mW (전파법 시행령 제30조 제9항)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 
장거리 통신에 적합한 무선통신 모듈 개발의 제약이 큼



시사점

• 기존위성영상과항공사진은 소규모 특정 지역만을 원하는 시점에 촬영하는 것
이 불가능 하다는 점과 짧은 주기의 반복적인 촬영을 할 수 없다는 단점

• 유인 항공기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비 접근 지역이나 협곡 등의 산악지역을
관측하기 위하여 경제성과 비행 안정성을고려한 무인항공기(UAV)가 도입

• UAV를 이용한항공사진측량은 저비용 측량이 가능

• 국내 전파 환경의 특성에 따른 시스템 활용의 제약
1. RF모뎀을 이용하는 경우, 통신거리가 1 km 내외로 매우 짧음
2. 국내 전파법 시행령 제 30조, 제 9항의 의거, 제약

국내통신환경에제약받지않는국산기술에의한기술개발이필요.

• 모니터링 대상 및 상황에 맞는 분석 절차의 확립이 필요



연구의 목적

국내전파환경의특성에따른시스템활용의제약
국내통신환경에제약받지않는국산기술에의한기술개발이필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의
통신모듈 시스템 설계 및 개발



무인항공기(UAV)를 이용한 모니터링



무인항공기(UAV)의 하드웨어 구성

구분 UAV type 1 UAV type 2 UAV type 3

Name Skywalker X8 Sky cruise 2400 Techpod 

Wingspan 2,120mm 2,400mm 2,590mm

Length 990mm 1,518mm 1,143mm

MTOW

(maximum takeoff weight)
3,500g 2,700g 2,270g

E.W.(empty weight) 880g 860g 1,250g

Maximum Speed 85km/h 64.8km/h 102 km/h

Cruise Speed 70km/h 46.3km/h 60 km/h

Skywalker X8 Sky cruise 2400 Techpod



무인항공기(UAV)의 하드웨어 구성

스마트 카메라

아두이노 보드

APM 보드



무인항공기(UAV)의 하드웨어 구성

Non-Visible Control



무인항공기(UAV)의 통신 모듈 시스템 구성

통신모듈

통신모듈
소프트웨어

통신관제
서버

Mission
Planner



무인항공기(UAV)의 통신 모듈 시스템 구성

1. Arduino (아두이노)

2. 통신 모듈 소프트웨어

3. 통신 관제 서버



Arduino (아두이노)

• Open ADK(Accessory Development Kit)

:   Arduino라는공개하드웨어 플랫폼및소프트웨어를이용해모터, 센서
같은주변장치를연결하는 하드웨어및 소프트웨어플랫폼

• Arduino : 오픈소스에기반을 둔 전자프로토타이핑플랫폼
( H/W: MEGA2560 보드) + S/W )    

• 구글안드로이드운영체제중 진저브레드 2.3.4 이상의버전에서만 동작
• 아두이노와컴퓨터는 Serial을이용해통신한다
• USB를 통해컴퓨터와디지털핀 0(RX), 디지털핀 1(TX)과통신

http://api.ning.com/files/dIG*nEmFpbkgF9Hz6xe8fIpJJdNOBotTAaxIayNG1t95aow3Ids*d2eMATIajLlbA1vFiAzvbVjGwYuUDFgm4mLT-Tu1jQLd/file.jpg
http://api.ning.com/files/dIG*nEmFpbkgF9Hz6xe8fIpJJdNOBotTAaxIayNG1t95aow3Ids*d2eMATIajLlbA1vFiAzvbVjGwYuUDFgm4mLT-Tu1jQLd/file.jpg


통신모듈의 하드웨어 구성



통신 모듈 소프트웨어의 설계



통신 모듈 소프트웨어의 설계



통신 모듈 소프트웨어의 개발



통신관제 서버의 설계

• C#으로 개발
• 무인항공기관제시스템(Mission Planner)와스마트폰과의 TCP(or UDP)의 연결



통신 모듈 소프트웨어의 개발



통신 모듈 시스템의 성능 실험



통신 모듈 시스템의 성능 실험



무인항공기(UAV)를 이용한 모니터링

Flight plannig

Waypoint file

UAV 

system setup

Flight Process

가시성
(기존의비행시스템)

비가시성
(통신모듈시스템)

Flight Track Data Photo

Pointcloud Ortho-photo DEM



무인항공기(UAV)를 이용한 모니터링



무인항공기(UAV)를 이용한 모니터링



After..

• USB를 통한유선 통신을블루통신으로대체하는방식으로대체.

• 현재의통신모듈시스템의고도화및경량화가 필요.

통신 모듈 시스템

• Mission Planner의한글번역 .

• Google Map으로한정되어 있는것을보완하여다른 Map이호환 가능하
도록개선.

• 공간정보분야에서의무인항공기활용을 위한관제시스템(GCS) 개발

GCS (Mission Planner)

• 획득된영상을관리하기위한 시스템설계및 개발.

공간정보 분야에서의 UAV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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