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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울산의 전통 제조 산업이 둔화되면서 울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울산고래관광산업을 울산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 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고래 관련 하드

웨어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환경에 고래 융합 콘텐츠를 잘 접목한다면 고래관광 산업이 더욱 활성

화 되고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은 드론 및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고래 관련 융합 콘텐츠를 개발하여 고래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t is necessary to foster whale tourism which improves the image of Ulsan city and elevates
the value of the city brand because the traditional manufacturing industry declines in Ulsan. If we

converse the whale contents into other areas under environments of well equipped whale hardware

infrastructure, the whale tourism will be invigorated and expected higher economic effects. In this

paper, whale tourism related fusion contents are developed using the drones with multimedia

technologies. We propose the new ways of invigoration of the whale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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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울산의 전통 제조 산업이 둔화되면서 울산산업의 고도성장을 위

한 신성장 동력 산업의 발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울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브

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울산고래관광산업을 울산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 시킬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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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울산은 고래 관련 하드웨어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세계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고

래와 관련된 융합 콘텐츠를 개발하여 잘 접목한다면 울산의 고래문화를 성숙시키고 고래 관광 산

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1].

본 연구는 기존의 관광객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 또는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점검해 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고래 관광 산업의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드론 및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해상관광 콘텐츠 개발은 기존의 고래관광 산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관광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해양 관광산업은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해양관광 수요는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정부에서

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있다[2]. 해상에서 드론으로 울

산의 산업단지와 해양 생태계 관찰 및 먼 바다의 생생한 모습까지 관광이 가능하게 된다면 고래관

광의 수준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특히, 고래 생태 관광 활성화 측면과 고래사랑과 고래 보존이

라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가능하리라고 본다.  

2. 고래관광의 활성화 방안

2.1 관광객의 문제점 및 불편한 점

기존 단체 관광 시 관광 가이드와 관광객들 간의 소통의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단체 관광 시 한 두 명의 관광 가이드와 많은 수의 관광객들 간의 의사소통 부재로 불편한

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관광 가이드가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관광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에게 지급되는 기존의 관광용 수신기는 관광 객이 일방적 통신으로 관광

가이드의 설명만을 듣기 때문에 장시간 여행 시에 지루함이 발생하기도 한다. 관광객들은 관광안

내와 다양한 관점에서의 관광지의 관광 정보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이 쌍방이 소통할 수 있는 관광정보 시스템을

제안한다[3].

2.2 드론이용 관광 정보 제공 시스템[3]

그림 1에서 송수신기 모듈에는 쌍방(좌측은 관광가이드 서버용, 우측은 관광객 고객전용단말기)

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미리 탑재된 정확한 관광정보를 서버의 관

광 정보 DB로부터 제어 모듈을 통하여 고객단말기로 전송한다.

<서버용, 관광가이 <고객용, 관광

무 선 통

3D 오디오/비디관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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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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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쌍방 소통 관광 정보 소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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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버용에는 다자 토크(1:N 토크 버턴 부착, N=1,2,3...40인)모듈이 있어, 가이드가 개인 또

는 단체와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택기능이 있다. 고객용 단말기에는 디스플레이, 제어

모듈, 마이크로폰, 이어폰을 포함하여 ‘가이드 및 패밀리 토크 모듈’을 설치하여 가족 간 또는 소규

모 그룹간의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양쪽 디스플레이에는 고객의 위치와 가이드의 위치 등을 단말

기에 표시하여 인원관리와 안전 관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서버용 단말기는 관광 가이드가 직접 관광지의 관광정보를 생성하고 수정하는 기능이 있어 가

이드가 스스로 관광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수집한 영상정보를 편집 및 가공 처리하여 관광객 단말

기를 통해 관광객에게 현실감 있는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된다. 특히, 다음에 기술하는 드

론 활용 관광 시스템은 관광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2.3 드론 및 AR/VR 기술 적용

관광객들에게 서비스할 관광지의 다양하고 풍부한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드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드론의 이동 방향을 제어하고 기상변화에 적응이 가능한 드론 시스템을 개

발하여 인간의 시야보다 훨씬 멀리 바다를 감시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통하여 필요시 드론을 해상

먼 곳으로 보내어 고래 발견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다[4].

바다 여행 시 관광객이 고래가 발견되지 않고 있을 때에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데 다양한 볼거

리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엔터테인먼트의 업그레이드 일환으로 3D 음악 또는 3D영상 관광 콘

텐츠를 서버용 단말기에서 고객용 단말기로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D 음악은 헤드폰을 이용

할 경우 어렵지 않게 구현이 가능하며, 3D 영상콘텐츠는 실시간 또는 사전에 드론(무인항공기)으

로부터 촬영한 영상을 재구성하여 보여 줄 수도 있다. 더불어 AR/VR(증강현실/가상현실)기술을

서버에 있는 3D 오디오/비디오 모듈에 탑재한다면 수준 높은 관광 정보 제공이 된다. 또한, 다양

한 고래 종류, 고래소리, 고래 먹이 및 특성 등을 고객용 단말기에 보여 줌으로서 교육적 효과와

관광의 즐거움을 줄 것이다.

2.4 해양관광산업

해양 관광산업은 단일산업으로는 세계 최대의 산업으로 높은 고용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3천여 개의 도서와 약 12,000㎞의 해안선, 드넓은 갯벌, 수려한 해양경관 등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해양관광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제

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7～8월 하계 휴가철 중심 관광객 집중과 계절적 실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 상품의 개발과 관광프로그램의 마련을 통하여 관광수요를 다변화시키

는 정책이 요구된다. 해양관광산업의 지역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여 특화된 경쟁력 확보를 하고

해당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및 ICT융합 콘텐츠 개발이 요청된다.

2.5 드론 및 헬리카이트 활용 바다 여행선

드론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바다여행선에 적용한다면 기존의 바다여행선 관광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게 될 것이다. 바다여행선 출발 후 30분만 지나도 관광객이 지루함 또는 불편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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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데 이러한 때에 개발된 관광 콘텐츠로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역시 관광의 질을 높

이게 된다. 또한, 해상에서 드론으로 울산의 산업단지를 다른 시야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먼

바다의 생생한 모습까지 볼 수가 있다. 바다의 생태계 관광 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고래와 관련한

정보를 단말기로 제공하여 고래의 지식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교육적인 효과를 더욱 높일 수도 있

다.

3. 결론

관광을 위한 특화된 드론 개발을 통하여 고래 탐지 및 추적 시스템이 완성된다면 기존의 고래

발견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고래 탐지 기술 고도화를 통해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고래

관광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바다 여행선에 VR/AR기술을 적용시킨 멀티미디어 고래

정보는 관광객들의 관광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고래 관광을 제공하게 된다.

고래 이동 경로 파악으로 고래 발견 확률이 증가하고 실시간 고래 이동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새

로운 볼거리 증가로 관광객 증가가 기대된다. 드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헬리카이트를 시스템에 결

합하여 사용하면 장시간 공중 촬영이 가능하여 더욱 풍부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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