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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드론 비행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한다. 이 앱은 고래문화 관광 실무자 또는 관광

객이 직접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SW 관계 당사자들의 필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SW 유지관

리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래문화 관광 실무자는 개발과정에서 드론 

활용성 및 관련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SW중심 사회에서 관광 실무자가 관광용 SW의 생

명주기에 어떻게 참여하고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한 사례 연구이다.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report management applications for drone flight. The app can be coded 

by whale tourism managers or visitors. This means that it fully reflects the essential 

requirements of SW parties and that SW maintenance can be carried out effectively in a 

timely manner. Whale cultural tourism practicians can understand the impact of drone 

utilization and related regulations during app development. In this study we have examined 

the possibility of how tourism practicians in SW Centered society can participate and 

contribute in the life cycle of SW for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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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IT의 급부상에 따라 IT응용방안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드론 산업 또한 전 세계적 이목

을 끌면서 우리나라도 드론 관련 기술이 늘어나고 있다. 드론은 리튬 배터리, 반도체, 항법

장치, 무선통신 등 여러 기술이 결합된 첨단 산업이다. 우리나라도 방송촬영, 농업, 소방 

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드론을 사용하는 일반인이 늘면서 대중화 되고 있

지만 드론에 관련된 제도와 법규는 미흡한 편이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비행금지구역

을 비행하다가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생겨서 법규를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스마트 폰은 대중화를 넘어 일반화되어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기나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SW 

전문 개발자가 만드는 경우가 많다. 전문 개발자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들의 섬세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고 차후에 수정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실무자 중심, 사용자 

중심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무자, 사용자가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

발환경을 이용하여 제한 사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1)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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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표

본 논문에서는 일반인 드론 이용자가 사용하기에 필요하고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지 

않은 드론 비행신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인 드론 이

용자가 늘어나면서 사용자들 간 커뮤니티 기능을 만들어 자유롭게 글을 쓰면서 정보를 공유

가 가능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드론법’이라는 제도가 아닌 기존에 있던 ‘항공법’에 

의거한 드론을 무인항공기로 취급하고 항공법에 따라서 드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드론 이용

자들에겐 애매모호한 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제도를 사용자들이 헷갈려 하

지 않을 수 있도록 드론 관련 항공법과 관련 정보들을 공지해주면서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며 일반 항공기처럼 드론도 비행 전에 비행 신고를 하면서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다른 사용자들이 비행 기록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비행 기록이 많은 지역을 파악하여 비행빈도가 잦은 지역을 피하면서 사고를 예방하고 

악용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관련 연구

2.1 국내 기존 연구 및 제품

기존에 출시되어있는 'Ready to Fly'[11] 애플리케이션은 우리나라의 ‘대한 드론 협회’가 

‘국토교통부’ 감수 하에 제작된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드론 이용자를 위

해 날씨와 일출, 일몰시간, 비행허가 소관기관 안내, 조종자 준수사항 정보 등을 제공한다. 

관제권 및 비행 금지구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

용자의 입장에선 정보를 제공받을 뿐 정보를 바로 활용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 

2.2 해외 기존 연구 및 제품

B4UFLY(before you fly)[11]은 미국에서 제작된 애플리케이션이다. 드론 사용자들이 비행 

가능 지역에서 원활한 비행을 위한 제약과 법적 규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다. 주요기능

은 현재 사용자가 있는 장소의 비행 가능 여부와 다른 비행 가능한 장소 및 그와 관련된 정

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비행 전 공항 5마일 이내의 공항 및 항공 교통 시설에 자발적으

로 비행 통보에 대한 요청을 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iOS 운영체제와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

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드론 이용자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3. 본 론

3.1 개발 환경

앱인벤터(App Inventor)는 MIT 공대와 Google이 함께 지원하는 앱(App) 개발도구로, 블록 

명령어들을 조합하여 앱을 만들 수 있다. 앱인벤터는 스마트 폰 앱을 복잡한 프로그래밍 과

정을 거치지 않고 블록 쌓기 방식의 비주얼 코딩을 통해 누구나 쉽게 앱을 개발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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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해주는 도구이다.

이클립스(eclipse) SDK는 일반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개발 프로그램 중 하

나이다. 접근이 가장 쉽고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쓰이면서 관련 정보가 

많기 때문에 주로 이용된다.

아파치 톰캣과 mySQL을 사용하여 여러 사용자들의 데이터 송수신 및 정보 교환을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행한다. 이클립스 안드로이드 SDK는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웹 서버를 구축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다.

3.2 시스템 구성도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사용자가 비행신고 후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선 지도가 필요하다. 즉, 스마트 폰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도를 모두 표시하려면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우리나

라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정부에 의해 지도 데이터 반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맵 

API를 통해서 지도 정보를 가져와야한다.

안드로이드는 보안상의 이유로 개발 시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되

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구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야한다.

그림 2.. 안드로이드의 웹 서버 이용

JSP와 아파치를 이용해 mySQL로 구현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구축한다. 안드로이드에서 비행 기록 등 데이터 수신을 요청하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선 기존에 작성되어있던 쿼리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불러오며, 이 데이터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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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안드로이드에 전송해 준다. 만약 데이터 송신을 요청할 땐 입력된 정보를 웹 애플리케이

션 서버에 전송하고, 그 정보에 오류가 없을 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주면서 데이터를 송

수신 한다.

 

3.3 메뉴 흐름도

그림 3. 메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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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발 환경 비교

두 개발도구의 위 소스 코드(그림 4와 그림 5)는 같은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비교했을 때, 

스마트 폰 상에선 같은 기능을 구현하고 있지만, 이클립스 환경의 길고 복잡한 코드에 비해 

앱인벤터는 코딩이 간단하며 복잡하지 않은 블록 형식으로 되어있다. 초보 개발자 또는 실

무자의 입장에선 후자 쪽이 더 개발이 쉽다.

그림 4. 커뮤니티 기능(이클립스 환경 소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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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커뮤니티 기능(앱인벤터 환경 소스코드)

3.5 구현 기능 및 비교

사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기능인 드론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공지사항’, 드론 비행 

전 사전 비행 신고를 하는 ‘비행 신고’, 다른 이용자들의 비행 기록을 확인하는 ‘비행기

록보기’, 사용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일반적

으로 개발자가 사용하는 이클립스 안드로이드 SDK 툴과 초보자도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

는 앱인벤터를 이용하여 각각 구현하여 각 기능들을 비교해 보았다. 이 중에서 메인 화면과 

공지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음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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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메인 화면

그림 6. 메인화면

(이클립스)

        그림 7. 메인화면

(앱인벤터)

처음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메인 화면이 뜬다. 메인 화면의 하단에 4개의 기능별 버

튼이 구성되어 있으며, 왼쪽 위에서부터 공지사항, 비행신고, 커뮤니티, 비행기록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각 기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전환된다.

3.5.2 공지사항

그림 8. 공지사항

(이클립스)

          그림 9. 공지사항

(앱인벤터)

  

공지사항 기능은 사용자들에게 애매할 수 있는 드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준다. 현재는 지방

항공청별 관할지역, 항공법에 의거한 조종시 준수사항, 전국의 비행금지구역, 업무별 처리

기관 및 연락처가 나타나면서 해당 기관을 누르면 전화연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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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공지사항2

(이클립스)

        
그림 11. 공지사항2

(앱인벤터)

  

4. 결론

4.1 연구 결과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드론 통제를 쉽게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관리자 및 

실제 드론 사용자들이 앱인벤터를 사용함으로써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수정해볼 수 

있고 그로 인한 개발과 사용의 시너지 효과를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었다. 

4.2 연구 평가 

본 연구는 실무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앱을 스스로 개발, 사용, 수정할 수 있음

을 알아보는 탐색성 연구이다. 연구 결과 실무자가 직접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을 

바로 수정할 수 있었다. 이 점은 실무에서 새로운 요구사항 발생시, 개발자를 거치지 않고, 

실무자가 직접 앱을 수정하여 SW 관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앱인벤터(App Inventor)를 배워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실무자 및 사용자 중심으로 SW를 

유지 및 관리할 수 있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더 크다고 하겠다. 

특히 고래문화 관광 실무자의 입장에서 드론 활용 관광 앱(예를 들어, 고래 찾기 드론축제)

을 개발하고 유지관리를 직접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본 것이 큰 소득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SW중심 사회에서 관광 실무자가 관광용 SW의 생명주기에 어떻게 참여하고 무엇을 기

여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한 사례 연구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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