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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Drone Edu’는 드론을 혼자서도 쉽고 재미있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해주는 교육

용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젝트에선 ‘Drone Edu’의 코드 개선과 애플리케이션의 간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시간 제한, 시야 스위칭―을 추가한다. 

 

1.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1.1  코드 개선 

기존의 코드는 제 3자가 보기에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코드를 리뷰하면서 기존의 코드엔 중복 코드와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는 순환 호출 구조를 발견하였으며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구

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메모리 낭비도 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

로 클린 코딩, 중복 코드 제거, 함수 간 순환 호출 제거를 통해 더 효율

적인 코드로 수정하여 제 3자가 보기에도 이해가 쉽도록 개선하고자 한

다. 

 

1.1.2  기능 추가 

최초 버전의 ‘Drone Edu’ 애플리케이션을 시현하면서 제안되었던 건

의들을 수렴하여 더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다. 

체크포인트를 지날 때마다 점수를 더하기만 하는 기존의 단순한 점수 

시스템을 좀더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시간 제한을 추가하고, 드론 조

종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인데도 조종사가 아닌 드론의 시야로 운전을 

한다는 것이 위화감이 든다는 유저의 건의를 수렴하여 사용자의 시야 

화면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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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2.1.1  코드 개선 

 이해하기 편한 코드 리뷰를 위해 중복 코드를 제거한다.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을 위해 함수 간 순환 호출을 제거한다. 

 원활한 코드 재사용을 위해 전체적으로 클린 코딩을 통해 코드

를 수정한다. 

 

2.1.2  기능 추가 

 더욱 체계적인 점수 시스템을 위해 시간 제한 기능을 추가한다. 

 드론 조종사를 위한 학습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

게 조종사의 시야 화면을 추가한다. 

 난이도 조절을 위해 추가된 조종사의 시야와 드론 시야의 스위

칭 기능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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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실제 드론 없이도 드론 조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개발함

드론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비행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유니티3D의 에셋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구할 수 있는 비행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함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객체는 다음과 같으며 본 프로젝트에 따라 일부 변경되었음 


∙ Sounds: 사용자가 움직이는 비행체가 내는 소리 등을 담당하는 객체

∙ FollowCamera: 메인 카메라로써 비행체의 입장에서 정면을 사용자에게 전달 

∙ HelicopterModel: 사용자가 움직이는 비행체이며 86개의 하위 객체로 구성 

∙ Scene: 시스템의 빛을 조절하고 이륙과 착륙, 비행할 객체 집합 

∙ UI: 화면 하단에 버튼 2개와 상단에 엔진 출력 값 등의 하위 객체 담당 

∙ ControlPanel: 비행체를 조종하기 위해 키보드 입력을 받아 움직이는 객체 

∙ EventSystem: 시스템에 키보드나 터치 입력을 받기 위한 객체 

∙ CheckpointController: 콘텐츠 자체로서 도달해야 할 구역 표시 관리 

 

 

▲ 에셋 스토어에서 구할 수 있는 비행 시뮬레이션의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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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젝트를 위해 구현한 클래스와 설명 

∙ CctvCamera: 비행 교육 콘텐츠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미니맵을 위한 카메라 객체 

∙ ScoreManager: 사용자가 비행체를 움직여 얻은 점수를 관리하는 객체 

∙ ScoreUpdate: 사용자가 얻은 점수를 화면에 수시로 업데이트 해주는 객체 

∙ AirRoad: 미니맵에서 비행체가 지나야 할 경로를 나타내는 객체 

∙ CheckpointControllerStage1, CheckpointControllerStage2, CheckpointControllerStage3, 

CheckpointControllerStage4, CheckpointControllerStage5: 콘텐츠 자체로서 도달해야 

할 구역을 표시하는 것을 관리, 클래스 이름 뒤의 숫자는 단계를 의미 

∙ DelAllPrefs: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각 단계에서 얻은 데이터를 삭제하고 새 

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객체와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는 클래스 

∙ End: 클래스가 실행이 되면 3초간의 지연 시간을 갖고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함 

∙ GameController1, GameController2, GameController3, GameController4, 

GameController5: 사용자가 움직이는 비행체가 지면에 닿 았을 경우 지연 시간을 추가

함으로써 각 단계의 끝에 중앙선착장에 착륙하는 모 습을 볼 수 있도록 구현한 클래

스, 클래스 이름 뒤의 숫자는 단계를 의미 

∙ HelicopterController1, HelicopterController2, HelicopterController3, 

HelicopterController4, HelicopterController5: 각 단계에서 사용자가 조이스틱 버튼을 

조종함에 따 라 엔진 값과 비행체가 향하는 방향 값을 조절하여 비행체가 적절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계산하는 클래스 

∙ JoystickDrone, JoysticDrone2: 사용자의 화면 하단 양쪽에 그려지는 조이스틱 객체의 

조종 정도를 연산할 수 있도록 좌표 값을 입력 받고 전달하는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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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프로젝트의 구현 결과 시뮬레이션의 화면 

 

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User-Case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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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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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시스템 구조 

 
 

▶ 시스템 흐름도는 앞 장의 그림과 같으며, 프로그램 실행 시작 후 사용자는 메뉴 화면

을 통해 단계를 선택할 수 있고, 각 단계는 통과 후에 자동으로 다음 단계를 실행하며 

마지막 단계를 통과하면 자격증 화면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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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장면(Stage Scene) 구성도 

본 프로젝트의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수행하는 각 단계는 유니티 3D 의 Scene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는 10 개 이상의 주요 객체들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한다. 

 

Sounds: 시스템에서 콘텐츠의 배경 음악 재생을 담당하는 객체 

FollowCamera: 사용자가 움직이는 비행체를 기준으로 화면을 보여주는 객체 

HelicopterModel: 사용자가 움직이는 비행체  

Scene: 화면에 보이는 지형 등의 비행 환경을 구현한 객체  

UI: 엔진 값이나 점수, 여러 가지 버튼 등을 담당하는 객체 

ControlPanel: 사용자가 시스템에 입력하는 값들에 대하여 연산하는 객체 

 

CheckpointController: 사용자가 비행체를 조종하여 닿아야 할 세부적인 목표를 

구성하는 객체 

MiniMapCam: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전체 콘텐츠를 요약하여 보여주는 객체 

Cube: 사용자가 비행체를 조종하여 이동해야 하는 길을 표현하는 객체

ScoreManager: 사용자가 체크포인트에 닿아 얻은 점수를 관리하는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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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드론과 드론 조종에 대한 흥미 유발 

- 사람이 새로운 것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익숙하지 못한 데에 따른 두려움이 

원인이며 다루는 방법을 잘 몰라서, 사용하다가 실수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여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어떤 새로운 것이라도 정확한 

목표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배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진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드론 조종에 있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단순한 수행 목표에 대한 달성, 게임과 밀접한 UI 로 드론 자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통해 사용자는 드론 

조종법을 익힐 수 있다. 

 

 

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 ‘Drone Edu’는 Window OS 에서 Unity3D 를 이용, C#으로 구현한다. 

- 필요한 경우, 객체의 프레임(Asset)은 구매하도록 한다 

- 각 객체들의 코드(스크립트)는 C#을 사용하여 구현한다. 
 

● 프로젝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발될 App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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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로 확인 할 경우, Unity3D 에서 키보드의 방향키를 사용하여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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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는 구축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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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소프트웨어 

기존의 프로젝트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ios 플랫

폼은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만 구동하거나 ios 

플랫폼으로도 개발을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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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이지연 

- Software Project Leader 

- 클린 코딩 

- 시야 스위칭 기능 추가 

김예림 
- 클린 코딩 

- 시야 스위칭 기능 추가 

신은영 
- 클린 코딩 

- 시간 제한 기능 추가 

임솔빈 
- 클린 코딩 

- 시야 스위칭 기능 추가 

최희재 
- 클린 코딩 

- 시간 제한 기능 추가 

 

 

5 프로젝트 비용 

프로젝트에 투입될 비용을 예상하여 기입한다. 여기서 Man-Days 라 함은 인적 

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단위로 한 사람이 하루 8 시간 정도 일을 해야 하는 양을 1 

MD라고 한다. 즉, 한 사람이 하루 4시간씩 일을 하게 되면 이틀 정도 일을 했을 때 

1 MD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한다. 

 

항목 예상치 (MD) 

클린 코딩 5 

시야 스위칭 기능 5 

시간 제한 기능 3 

피드백 1 

레포드 1 

합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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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9 월 10 월 11 월 12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 작성      

코드 개선 

중복 코드 제거      

함수 간 순환 호출 제거      

클린 코딩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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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GCC 설치, 기본 응용 작성 및 

테스트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 2016-09-22 

1 차 중간 보고 

코드 개선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6-09-23 2016-10-20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6-10-01 2016-10-14 

2 차 중간 보고 

시간 제한 기능, 시야 스위칭 기능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 

2016-10-14 2016-11-10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1. 애플리케이션 

2016-11-10 2016-11-24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최종 애플리케이션 

2016-11-10 2016-11-24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최종 보고서 

2016-11-10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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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프로젝트 참여 인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로 투입이 될 지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이지연 클린 코딩, 시야 스위칭 2016-09-23 2016-11-24 15 

김예림 클린 코딩, 시야 스위칭 2016-09-23 2016-11-24 15 

신은영 클린 코딩, 시간 제한 2016-09-23 2016-11-24 15 

임솔빈 클린 코딩, 시야 스위칭 2016-09-23 2016-11-24 15 

최희재 클린 코딩, 시간 제한 2016-09-23 2016-11-24 15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개발 환경 등 비 인적 자원의 투입 계획을 명시한다.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컴파일러 Google 2016-09-23 2016-11-24  

개발용 PC 4 대 Samsung 외 2016-09-23 2016-11-24  

개발용 Android 5 대 Google 외 2016-09-23 2016-11-24 Android 4.4 이상 

 

  

7 참고 문헌 

참고한 서적, 기사, 기술 문서, 웹페이지를 나열한다.: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서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