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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Restful API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드론 비행 허가 시스템으로부터 결과 도출 받는 서버

를 구현한 결과를 보인다. Flask API과 Ubuntu(AWS)를 이용하여 메인 서버인 허가 시스템과 드론 역할을 

하는 실시간으로 요청 신호를 보내는 테스트 서버를 구축하였다. 메인 서버는 Polygon 라이브러리를 이용하

여 입력받은 좌표를 사전 조건에 따라 분석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API를 이용하여 결과를 테스트 서버

에 반환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드론 교통 관리를 위한 다양한 드론 비행 허가 방안을 테스트하도록 활용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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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가 도시인구 

증가와 도로교통 혼잡, 환경문제를 해결할 3차원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UAM은 전기동력 수직이착륙 항공(eVTOL)을 이용

하여 도시 권역을 이동하는 공중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1]. 과거에는 

비행체 설계 수준에 머물렀지만, 분산전기추진, 전기동력, 저소음 

기술 등 eVTOL 기반기술 발달에 힘입어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론의 비행 허가 시스템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본 논문은 실시간 비행 요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관제할 수 있는 테스트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II. Preliminaries

Fig. 1. Server Diagram

메인 서버는 아마존 AWS의 Ubuntu 환경에서 이루어졌으며 putty

의 SSH 기법을 이용하여 Microsoft surface book 3 laptop 환경에서 

진행하였다. 테스트 서버는 AWS의 Ubuntu, 라즈베리 파이 3 B+, 

라즈베리 파이 400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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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evelopment

서버 간 통신은 메인 서버에서 생성한 Restful API를 통해 HTTP 

API로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테스트 서버는 메인 서버로 시간, 

좌표 데이터를 송신하고 비행 허가 여부를 수신받는다.

Fig. 2. Drone Management System Processing

메인 서버는 venv 라이브러리를 통해 python 가상환경을 구축하여 

전송받은 데이터를 처리한다. JSON 형태로 입력받은 데이터를 

Dictionary로 분할 한 후 일차적으로 시작· 종료시각에 중첩되는 

데이터들을 검사한다. 이차적으로 Polygon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좌표를 분석하여 공간에 대한 중첩도를 검사한다.

Fig. 3. http request log in main server

Fig. 4. Data sorting result log in test server

메인 서버에는 http 신호에 대한 log 저장, 테스트 서버에서는 

수신된 승인 처리 결과를 log 형태로 저장, 승인된 데이터는 메인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Fig. 5. result of Request Approval

사용자는 메인 서버에서 배포한 react 웹 앱을 통해 저장된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와 Kakao Map API를 통한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시간, 좌표 3개의 신호를 발생하는 테스트 서버와 

입력받은 데이터를 토대로 비행 승인 여부를 반환하는 드론 교통 

관리 서버를 구현하였다. 드론 교통 관리를 위한 다양한 드론 비행 

허가 방안을 테스트하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비행 금지 

구역 고려 [3], 좌표 조건의 다각화를 통해 정밀한 데이터 분류를 

구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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