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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DroneEdu’은 Drone을 혼자서도 쉽고 재미있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해주는 교

육용 프로그램이다. 
현재 Drone 교육용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은 강사를 통한 오프라인 강의나, Drone 비행 

영상을 시청하는 등 학습 방법이 한정적이다. 또한 오프라인 강의를 듣기 위한 별개의 자
격과 수 백만원 이상의 비용까지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제대로 된 Drone 교육 프
로그램을 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Drone License 
Education’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Drone License Education’은 총 5단계의 기초적인 학습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게임
과 유사한 UI를 제공하여 쉽고 흥미로운 교육용 프로그램이다. 제작 과정에서 개발된 모든 
소스 코드는 github를 통해 오픈소스로 제공한다. 

 

  
▲ Drone을 통해 보는 시야를 Application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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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 드론을 조립하고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드론을 튜닝한다. 
● Drone 이 배터리가 모두 소모되거나 Application  과의 연결이 끊겼을 경우, 자동으로 

착륙하도록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 안전성을 위해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속도 제한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 Application 과 Drone 간에 Bluetooth 연결이 되는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 Drone 에 장착된 카메라의 영상 위에 Drone 조종기와 드론이 움직여야 할 경로와 

전체적인 루트를 보여주는 미니맵을 Unity3D 를 이용하여 증강현실로 구현한다. 
● Drone 이 비행 중에 지정된 경로로부터 일정 범위를 이탈할 경우,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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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추진배경 및 필요성 
2.2.1  Drone 기술의 비약적인 성장 

세계 Drone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아마존이라는 세계적 인터넷 쇼
핑 업체에선 Drone 을 이용한 택배 시스템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세계 Drone 시장
은 ‘03~’12년까지 연평균 21.8%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특히 상업용 Drone 시장은 
‘14~’23년까지 연평균 35% 성장이 전망된다. (출처: Teal Group) 이러한 세계 Drone 시장에 
비해 국내의 Drone 시장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적 성장에 발맞춰 나
가려면 하루빨리 Drone 을 실용화하여 Drone 산업을 확대,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전세계 Drone 시장 규모 전망 

 
● 군사용에서 민수용으로 확대된 Drone 

Drone은 무선으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를 말한다. 처음에는 공군기와 같은 군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촬영, 개인의 취미활동, 택배와 같은 수송 목적
과 같이 Drone의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최근 아마존과 알리바바와 같은 세
계적인 기업들은 앞다투어 드론을 활용한 운송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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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촬영 기술을 기반을 둔 상업적 사용이 확대 
소형화 기술이 개발되고 IT 기기와 접목되면서 Drone은 민간, 상업용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 Drone이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분야는 항공 촬영이다. 공중에서 촬영한 사
진과 영상은 광활한 시야와 독특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지상
파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Drone을 사용한 항공 촬영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항공 
촬영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Drone 자세 제어 기능, 흔들림 보정용 짐 벌 등의 
기술도 연구 개발되고 있다. Drone을 활용한 항공 촬영 기술은 건축, 설계 및 생태 조사 
등에도 응용할 수 있다. Drone은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환경 탐사용, 문화재와 유적지 
관찰 혹은 보존에도 쓰인다. 

 
● 최근 취미생활을 위해 소형 Drone 을 구입하는 일반인이 크게 증가 

과거에는 시설 감시, 지형 탐사, 사진촬영 등 전문적 목적으로 사용한 데에 비해 키덜
트의 장난감에서 방송 촬영, 무인 배달, 레저 등 다양한 목적으로 대중화가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수원 아주대에서 최근 젊은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Drone 페스티벌이 열
렸다. 축제는 수원시가 주최했다. 

 
● CES 2015 에서 Drone 전용 전시관이 최초로 설치되면서 상업용 Drone 에 주목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바이로봇이 KOTRA 한국관에 레저용 소형 Drone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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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구조 Drone  

▲ DHL 무인기 택배 
 

2.2.2  Drone 기술 발전 현황 
 수소 연료 전지 개발 

- 2015 년 12 월, 외신에 따르면 영국 에너지 기업 인텔리전트 에너지는 Drone 
비행시간과 충전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소 연료전지를 개발했다. 
인텔리전트 에너지가 개발한 수소 연료전지는 Drone 운행 시간을 현재보다 2 시간 
이상 연장할 수 있으며, 1~2 시간 걸리던 충전 시간을 2 분 정도로 최소화했다. 단위 
면적당 에너지 효율이 높아 Drone 무게도 크게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Drone 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20 분 내외의 비행시간이란 문제점도 머지않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인텔리전트 에너지가 개발한 수료 연료전지 드론 

 
 2013 년 9 월 2 일, 외신들에 따르면 소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에서 드론 개발 

프로젝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 조종하는 
헬리콥터형 드론 프로젝트 ‘헥스(Hex)’는 저전력 설루션인 블루투스 4.0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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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했고 실시간 촬영 영상 공유가 가능하다. 적용된 비행 컨트롤 시스템은 비행 
중에 자동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이를 피하거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스스로 안정성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조종하는 헬리콥터형 Drone 프로젝트 ‘헥스(Hex)’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형태의 Drone ‘스피리(Spiri)’는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Drone 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리눅스 운영체제(OS)의 일종인 우분투 기반으로 
운영되는 이 기기는 따로 코딩을 하거나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없다. 즉 
개발자가 곧바로 필요한 기능들을 적용해 실험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하드웨어 
상으로도 센서와 HD 카메라,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기능 
등이 갖춰져 있어 곧바로 실제 기능 테스트가 가능하다. 

 
2.2.3   Drone 기술 전망 

Drone의 용도는 다양한 IT 산업과 융합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 아마존은 Drone 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 ‘Prime Air’로 이름 

붙여진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배송 비와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Prime Air 은 
아직 원거리 배송이 어렵고 배송할 상품 무게가 제한되는 점, 복잡한 시내에서는 
운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Drone 제어 기술이 발달하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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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프라임 에어 

- 구글과 페이스북은 Drone 을 사용해 인터넷 커버리지를 넓힐 예정이다. Drone 에 
인터넷 접속 포인트를 장착해 공중에 띄우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고속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바다, 산지 등 인터넷 접속 포인트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 Drone 은 
훌륭한 대안이 된다. 양사는 태양광 발전 등으로 Drone 의 전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 Drone 에 고화질 카메라와 원격 전송 시스템을 장착해 치안 보조 장비로 

사용하려는 시도도 있다. 미국 뉴욕 시는 CCTV 의 보조 수단으로 Drone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rone 은 고정 형이 아니라 이동 형으로 더 넓은 범위를 
감시할 수 있고 특정 피사체의 추적도 가능하다.  

 
- Drone 의 배터리 효율성을 높여줄 수소 연료 전지와 장애물 회피 기술도 곧 

상용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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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개발할 시스템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Drone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군사용 목적 외에도 항공촬영, 무인
배송, 농약살포 등과 같은 산업적 용도로 활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취
미생활로 Drone을 즐기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Drone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만 
Drone을 조종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은 시장이 커지는 것만큼 발달하지 못
하는 실정이다. 또한 회피 알고리즘을 비롯하여 무인 Drone에 쓰이고 있는 최신 기술들
이 오픈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운 개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인 Drone을 안전하
게 조종하는 데 적절한 기준을 정하여 개발된 Drone 비행 면허 프로그램으로 일반인들
도 Drone 조종 교육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받을 수 있고 일정 자격이 됨을 증명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Github를 통해 본 프로젝트에서 작성되는 모든 코드를 공개하여 많
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DroneEdu 

팀 명 Drone in the trap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7 2016-MAR-17 

 

캡스톤 디자인 I Page 12 of 29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2.3 연구/개발 내용 
2.3.1  Drone 

Drone을 조립하여 Raspberry PI를 Python 언어로 프로그래밍하여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브레드 보드를 이용하여 Raspberry PI와 연결하여 Drone의 기울기와 가속도를 받
아 Drone의 무게중심을 맞춰서 똑바로 날수 있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Application과 
Drone 이 Bluetooth 통신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Android에 App 만 설치되어 있
다면 언제든 바로 연결을 맺거나 끊을 수 있도록 구현한다. Drone이 Android App과 연결
이 끊기거나 배터리가 거의 소모되었을 자동 착륙하도록 한다. 또한, 카메라에서 사용자의 
App으로 실시간 촬영하는 영상 자료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App 부분에서 증강현
실을 구현할 때 사용할 데이터이며 사용자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Drone 시점의 시야를 
바라보며 비행의 몰입 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2.3.2  Android Application 
Drone을 조종할 안드로이드 플랫폼 Application을 구현한다. 이 App은 Bluetooth 통신

으로 Drone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Drone의 카메라 센서로부터 받아온 영상 정보에 증
강현실 기술을 입혀 사용자에게 Drone의 조종 및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Android App의 백그라운드에 Drone의 카메라 센서에서 읽어온 영상 정보를 출력한다. 그 
위에 Unity3D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가야 할 방향을 증강현실로 구현한다.  

● App 과 Drone 이 Bluetooth 통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 Unity3D 를 이용하여 화면에 사용자가 움직여야 할 Drone 의 방향과 전체적인 

루트를 보여주는 Mini Map 을 증강현실로 구현한다. 
● Drone 의 벡터 값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Drone 이 지나온 경로와 현재 위치를 

Mini Map 에 표시한다. 
● Drone 이 비행 중에 지정된 경로로부터 일정 범위를 이탈할 경우,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 전반적인 Android App 은 Android Studio 를 이용하여 Java 언어로 작성한다. 
● App 의 Background 는 카메라 센서에서 읽어 온 영상 정보와 Unity3D 로 구현한 

루트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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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ne 을 조종하는 360˚ 방향을 조종하는 키 1 과 이 착륙을 조종하는 키 2 는 
실제 Drone 의 컨트롤러와 유사하게 구현한다.  

● 제한시간이나 Mini Map 은 화면에 상단에 보여준다.  
● 배터리가 거의 방전되면 진동으로 알려준다. 

 
 

2.3.3  Contents 
단계 학습 내용 목표 사용 버튼 종류 
0-1 띄워보고 내린다. 이륙, 착륙 Throttle 
0-2 앞으로 가보고 뒤로 온다. 전진, 후진 Pitch 
0-3 제자리에서 반시계, 시계방향으로 돌게 한다. 제자리 회전 Yaw 
0-4 좌측으로 움직이고 우측으로 움직인다. 좌우 이동 Roll 
1 띄워서 제자리에서 낮게 5번 띄웠다가 내린다. 제자리 뛰기 Throttle 
2 띄워서 3미터 반경 내에 지정된 자리에 내린다. 이동, 착륙 전부 
3 호버링1하여 원형 모양으로 이동하고 내린다. 호버링, 회전 전부 
4 호버링 하여 8자 모양으로 이동하고 내린다. 호버링, 회전 전부 

 
 
                                           
1 Hovering, 공중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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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단계(Tutorial) 
- Stage 1 에서 사용자는 조종기를 이용하여 Drone 을 1m 가량의 높이로 이륙시키고 

바로 착륙시킨다. 여기서 이용하게 되는 버튼은 조종기 좌측의 Throttle 기능을 
제공하는 버튼이며 이 단계를 통해 사용자는 Drone 을 이륙과 착륙시킬 수 있다. 

- Stage 2 에서 사용자는 조종기를 이용하여 Drone 을 1m 가량의 거리로 전진시키고 
바로 후진시킨다. 아직 사용자가 이륙과 착륙에 익숙하지 않은 단계이므로 이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Drone 기체는 프로그래밍된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상공 
3m 높이에 뜨게 된다. Drone 이 3m 높이에 뜬 상태에서 사용자는 이 단계를 
진행하게 되며, 여기서 이용하게 되는 버튼은 조종기 우측의 Pitch 기능을 
제공하는 버튼이다. 이 단계를 통해 사용자는 Drone 을 전진과 후진 시킬 수 있다. 
 

- Stage 3 에서 사용자는 조종기를 이용하여 Drone 을 제자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시킨다. 아직 사용자가 이륙과 착륙에 
익숙하지 않은 단계이므로 Stage 2 와 마찬가지로 Drone 기체는 시작하기 전에 
1m 높이에 뜬 상태에 이르게 되며 사용자는 Drone 기체가 1m 높이에 다다르면 
이 단계를 시작하게 된다.  여기서 이용하게 되는 버튼은 조종기 좌측의 Yaw 
기능을 제공하는 버튼이며 이 단계를 통해 사용자는 Drone 을 제자리에서 
회전시킬 수 있다. 
 

- Stage 4 에서 사용자는 조종기를 이용하여 Drone 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고 바로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아직 사용자가 이륙과 착륙에 익숙하지 않은 단계이므로 
Stage 2 와 마찬가지로 Drone 기체는 시작하기 전에 3m 높이에 뜬 상태에 이르게 
되며 사용자는 Drone 기체가 3m 높이에 다다르면 이 단계를 시작하게 된다. 
여기서 이용하게 되는 버튼은 조종기 우측의 Roll 기능을 제공하는 버튼이며 이 
단계를 통해 사용자는 Drone 을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다. 
 

 1 단계에서 사용자는 조종기를 이용하여 Drone 을 제자리에서 1m 가량의 높이로 
이륙시키고 착륙시키는 것을 5 번을 반복한다. 여기서 이용하게 되는 버튼은 조종기 
좌측의 Throttle 기능을 제공하는 버튼이며 이 단계를 통해 사용자는 Drone 을 제자리에서 
이륙과 착륙을 반복시킬 수 있다. 
 

 2 단계에서 사용자는 조종기를 이용하여 Drone 을 3m 가량의 높이로 이륙시키고 
프로그램이 지정해주는 2m 반경 내의 임의의 위치로 이동하여 착륙시킨다. 여기서 
이용하게 되는 버튼은 조종기에 있는 모든 버튼이며 이 단계를 통해 사용자는 조종기의 
모든 기능(Throttle, Pitch, Yaw, Roll)을 응용하면서 Drone 을 이륙시키고 임의의 지점으로 
이동시킨 후에 착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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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계에서 사용자는 조종기를 이용하여 Drone 을 3m 가량의 높이로 이륙시킨 후 
호버링을 하며 원형 모양으로 이동한 후 이륙한 지점에 착륙시킨다. 여기서 이용하게 
되는 버튼은 조종기에 있는 모든 버튼이며 이 단계를 통해 사용자는 조종기의 모든 
기능을 응용하면서 Drone 을 호버링하고 원형 모양으로 회전한 후에 착륙시킬 수 있다.  
 

 4 단계에서 사용자는 조종기를 이용하여 Drone 을 3m 가량의 높이로 이륙시킨 후 
호버링을 하며 8 자 모양으로 이동한 후 이륙한 지점에 착륙시킨다. 8 자 모양은 원형 
모양의 회전에 방향 전환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모양이다. 여기서 이용하게 되는 버튼은 
조종기에 있는 모든 버튼이며 이 단계를 통해 사용자는 조종기의 모든 기능을 응용하면서 
Drone 을 호버링하고 8 자 모양으로 회전한 후에 착륙시킬 수 있다. 
 

 모든 단계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1 단계부터는 해당하는 경로를 안내하기 위해 
증강현실로 구현된 동전 모양의 객체를 따라 Drone 이 이동하게 된다. 
 

 감점 기준 
- 상승과 하강 중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수직이 아닐 경우.  
- 전진 비행 시 속도 및 고도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 중앙 착륙장을 벗어난 경우(이착륙 시). 

 
2.4 개발 결과  

2.4.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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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시스템 비 기능(품질) 요구사항 

① Drone 조종 Android Application 에서의 입력 값에 대한 Drone 의 반응 속도가 0.8 초 
이내여야 한다. 

② Drone 조종 Android Application 과 Drone 을 블루투스로 연결할 때, 지연 시간은 5 초 
이하로 한다. 이는 블루투스로 두 개 이상의 핸드폰이 순서대로 Drone 과 연결할 때에도 
일어날 때도 해당된다.  

③ Drone 의 운행 시간을 고려하여 5 분 이내로 비행 프로그램이 완수되어야 한다.  
④ 시연할 때엔 항상 완충된 배터리를 제공하도록 한다.  

 
2.4.3  시스템 구조 

(1) Hardware 
 Bluetooth: NEXT-104BT USB 블루투스 4.0 무선 동글(Dongle) 
 Raspberry PI: Raspberry Pi 2 Model B 1GB 
 Camera: RPI Camera Board(라즈베리파이 카메라모듈) 
 Drone: DJI 사의 F450 
 Android: Nexus 5X 외 Android 운영체제 기기 
 Gyroscope, Accelerometer: MPU-6050 3 축 자이로 + 3 축 가속도 센서 (GY 

521) 

  
 
 
 

Drone 

Raspberry PI 

Gyroscope Camera Accelerometer 

Bluetooth 

Android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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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ne 조립 
① Bottom board 를 설치한다. 나사를 조일 때에는 스레드가 부서지지 않게 

적당한 힘을 가하도록 주의한다. 나사 풀을 충분히 사용한다. 
② 비행 제어 시스템과 전자 시스템을 설치한다. 
③ ESC 와 모터를 설치한다. 각각의 모터의 회전 방향을 그림과 같이 한다. 

만약 방향이 다른 경우, 두 개의 와이어 연결을 바꾸도록 한다. 
④ 케이블을 조여준다. 케이블들이 프레임 보드와 프로펠러에 의해 잘라지지 

않도록 만든다. 필요하다면 보드의 모서리 부분을 뭉뚝하게 만들어준다. 
⑤ Top board 를 설치한다. 
⑥ 비행 제어 시스템 배치(구성) 과정 이후에 프로펠러를 설치한다. 각각의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을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 잠그는 방향으로 돌려서 
프로펠러를 조여준다. 스레드 잠금장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Software 

 OS : Microsoft Windows 8.1, Windows 10 
 Development(Debug) Tool: Android Studio 1.5.1, JDK, JRE 1.7 이상 
 Programming Language : Java, 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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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정확도 측정: Gyroscope 와 Accelerometer 의 data 를 Bluetooth 4.0 
기술을 통해 Raspberry Pi 와 Android Application 이 통신하도록 한다. 

(3) Contents 

  
 0-1 단계: Drone 을 2m 높이로 이륙 후 착륙한다. 

  
 0-2 단계: Drone 을 2m 전진 후 후진한다. 

  
 0-3 단계: 제자리에서 반시계, 시계방향으로 돌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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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단계: 좌측으로 움직이고 우측으로 움직인다. 

  
 1 단계: Drone 을 높이 30cm~1m 정도로 낮게 띄었다가 내렸다를 5 번 

반복한다. 

 
 2 단계: Drone 을 높이 2m 이륙시킨 후, 3 미터 반경 내에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착륙한다. 자리는 랜덤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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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계: Drone 을 높이 2m 이륙시킨 후, 알파벳 대문자 O 모양을 시계 

방향으로 Drone 을 움직인다. 

 
 4 단계: 3 단계를 끝마친 Drone 을 오른쪽 방향으로 1m 이동시킨다. 지정해 

둔 경로인 숫자 8 모양의 경로를 벗어나지 않으면 4 단계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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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Drone Drone 기체 사용자의 조종에 의해 비행을 한다. 장치  
Drone Bluetooth Bluetooth 통신을 한다 모듈 Linux 
Drone Gyroscope, Accelerometer Drone의 가속도 등의 data를 전송한다. DLL/함수 Linux 
Drone Camera Drone의 비행경로를 전송한다. 모듈 Linux 

Application Button Layout Drone Controller XML/함수 Android 
Application 3D route implement 사용자에게 경로에 대해 지시한다. DLL/함수 Unity3D 
Application Mini Map 전체 경로에서 Drone의 이동 경로와 현재 위

치를 표시한다. DLL/함수 Unity3D 
Application Contents 사용자의 시험 정보를 계산한다. DLL/함수 Java 
Application Battery manager class Drone Battery 잔량을 관리한다. DLL/함수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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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5.1  드론에 대한 흥미 유발 

  사람이 새로운 것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익숙하지 못한 데에 따른 두려움이 원
인이며 다루는 방법을 잘 몰라서, 사용하다가 실수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
성하여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어떤 새로운 것이라도 정확한 목표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반복학습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배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진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드론 조종에 있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단
순한 수행 목표에 대한 달성, 게임과 밀접한 UI로 드론 자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5.2  드론 조종 교육 비용 절감 

무인 항공기 조종 자격증의 학과 교육만 20만 원, 실기 교육까지 받으려면 250만 원씩
이나 필요하다. 드론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은 이렇게 금액이 엄청나고, 일반 강좌
들도 단체 교육이 대다수이므로 1:1로 무료로 학습할 기회는 없다고 해도 전무하다. 본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오픈 소스이므로 비용 절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가 할 수 있다. 

2.5.3  조종 미숙으로 인한 사고 감소 

Drone의 용도가 다양해지는 현재, 12kg 이상의 중량을 가지는 Drone을 조종할 때엔 무
인 항공기 조종 자격증이라는 Drone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12kg보다 가벼운 
Drone은 특정 자격이 필요치 않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조종할 수 있다. 그렇
게 때문에 Mini Drone 들에 의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Drone을 이용한 가상 면허 시험을 통해 좀 더 기술적인 조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구삼
옥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말에 따르면 조종 실수로 발생하는 드론 사고가 많
은 만큼2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2 < 세계 곳곳서 ‘드론 사고’…국내는 안전할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18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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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 사항 

●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 OS: Windows 8.1 또는 Windows 10 
■ Development Tool: Android Studio 1.4.0 이상, JDK 와 JRE 는 1.7 이상 
■ Programming Language: JAVA 
■ API Level: 19(4.4.2 KitKat)  
■ Emulator: Google Nexus 5(5 인치), Google Nexus 5X(5.2 인치) 

● 드론 개발 환경 
■ OS: Raspbian(Raspberry Pi OS) 
■ Cross Compile: Linux Ubuntu 14 이상 
■ Programming Language: Python 

● 증강 현실을 위한 Map 시스템은 Unity3D 를 이용하여 구현한다. 
- Unity3D 와 Qualcomm 사의 Vuforia 를 같이 사용하여 영상처리 부분에서 필요한 

내용을 가져다 쓰고 Unity3D 프로그래밍 언어는 C#을 이용하여 개발한다.  
- Android 자체에서 라이브러리 AR Toolkit 를 써서 구현한다. 

● Bluetooth 통신은 사용할 센서에 적용되어 있는 4.0 버전으로 구현한다. Python 과 Java 
언어의 블루투스 통신 관련 API 를 이용한다. Bluetooth 통신에서의 Server 역할은 
Android App 이 맡을 예정이고 Drone 은 Client 이다. 

● 프로젝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발될 App 은 API level 19(Android 4.4.2 
KitKat) 이상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작동 가능하며, 미리 설치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나 라이브러리는 없다. 하지만 개발 시 UI 는 App 기준이므로 태블릿은 출력 
화면이 약간 다를 수 있다. 

● 서버는 구축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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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Drone과 핸드폰을 블루투스로 무선 연결하여 조종하기 때문에 수험자가 원하는 대로 움
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시연하는 공간의 크기가 넓지 않기 때문에 방향과 거리를 
최대한 정확하고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차례의 테스트를 거쳐서 속도
를 최적으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성 문제도 있다. 실제로 얼마 전 인기 드라마 미생 촬영 현장에서 Drone을 이
용한 항공촬영 도중 Drone이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칫 아래 사람이 있었다
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Drone은 안전성 문제에서 아직 완벽하
지 못하다. 특히 도심 속을 나는 비행체 특성상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현실에서는 이론상보다 무선 통신의 범위가 훨씬 짧기 때문에 신호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
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Beacon 기술을 활용하여 실내에서 GPS보
다 정교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다. 신호 세기와 거리를 계산해서 Beacon을 설치하도
록 한다. 
 

3.2.2  소프트웨어 
Arduino 보드의 CPU 사양에 한계가 있어서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여 디바이스 간의 통

신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Beacon이라는 저전력 블루투스를 통한 Application 근거리통신 
기술은 단 방향 통신이고 간단한 20바이트 크기의 텍스트 정보만 전송한다. 안드로이드
와 아이오에스는 서로 블루투스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서는 안드로이
드 기반인 Application을 제작한다. 따라서 모든 모바일에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IOS 
버전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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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김예림 - Drone 과 Android Application 간의 Bluetooth 통신 기능 구축 
신은영 - Drone 조립 및 Drone Tuning 
이소령 - Raspberry PI 와 Sensor 연결 및 측정값 전송 
이지연 - Unity3D 를 이용한 증강현실 시스템 구축 
임솔빈 - Drone 조종 Android Application 제작 
최희재 - Python 을 이용하여 Drone 움직임 Macro 제작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Drone assembling & tuning(Arduino) 30 

Bluetooth 통신 20 
Android Application 20 

Drone Macro 20 
Augmented Reality 30 

Feedback 5 
Repor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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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3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Drone Assembling        
Drone Tuning        
Bluetooth        
Android Application        
Drone Macro        
Augmented Reality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3 소프트웨어 요구 사양서(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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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 별 주요 산출물 
 

 
  

마일 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Android Studio 설치, 기본 응용 작성 및 

테스트 완료) 
산출물: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016-03-17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시스템 설계 설명서 2016-03-11 2016-03-18 

1차 중간 보고 
기능 Drone 조립 & tuning, Bluetooth 통신 구현 완료 

산출물: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6-03-18 2016-04-07 

2차 중간 보고 
기능 Android App Drone Macro, 증강현실 구현 완료 

산출물: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6-04-08 2016-05-19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최종 소스 코드 2016-05-05 2016-05-18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개발 결과 Feedback 2016-05-10 2016-05-22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2016-05-20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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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 계획 
 

이름 개발 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 개발일(MD) 
김예림 Drone-Application Bluetooth 통신 기능 함수 2016-03-21 2016-04-03 20 
신은영 Drone 조립 및 Drone Tuning 2016-03-14 2016-04-03 15 
이소령 Raspberry Pi와 Sensor 연결 및 측정값 전송 2016-03-18 2016-04-21 20 
이지연 Unity3D를 이용한 증강현실 시스템 구축 2016-04-03 2016-05-10 15 
임솔빈 Drone 조종 Android Application 제작 2016-04-03 2016-05-10 20 
최희재 Python을 이용하여 Drone 움직임 Macro 제작 2016-04-03 2016-04-20 20 

 
 
6.4  비 인적자원 투입 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컴파일러 Google 2016-03-01 2016-05-20  
개발용 PC 4 대 Samsung 외 2016-03-01 2016-05-20  

Drone Parrot 2016-03-01 2016-05-20 f450 (DJI 사) 
개발용 Android 5 대 Google 외 2016-03-01 2016-05-20 Android 4.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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