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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트웨어 교육을 한 드론조작용 블록형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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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 명 이후,  세계 으로 소 트웨어가 산업과 사회 반에 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소 트웨

어 명이 진행 이다. 이를 비하여 선진국들은 기존 컴퓨터 활용 심에서 컴퓨터 과학 기본 원리와 코딩을 포

함하는 소 트웨어 교육을 실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블록 로그램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창의융

합교육과 연계하여 창의력 사고  문제해결능력 신장을 한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다.

ABSTRACT

Aft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has been a software revolution around the world in which software is combined with industry and 

society to create new value. In order to prepare this, developed countries provide software education that includes basic principles of computer 

science and coding instead of computer application education. This paper proposes a block program using a drone. Throughout this research, various 

education for creativity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s possible in connection with the creativity and converg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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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와 국방부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자율주행차를 육성하기 해 본격 인 육성계획을 발

표, 10년 후 인재양성세계시장의 10%를 유해 ‘ 로

벌 무인이동체 산업강국’이 되겠다는 장기 인 목표를 

제시했다. 

재 국내의 ‘소형 드론’ 기업들은 가격 면에선 국

에, 기술력 면에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

는 실로 국내 드론 시장은 부분 외산 드론이 유

하고 있다. 기존 항공 드론은 외국의 DJI, GoPro, 3D 

Robotics 등의 주요 드론업체가 시장을 선 하고 있으

며 신규기업의 시장진출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1]. 

 세계 으로 소 트웨어가 산업과 사회 반에 

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소 트웨어 명이 

진행 이다[2]. 이를 비하여, 해외 선진국들은 기존 

컴퓨터 활용 심에서 컴퓨터 과학 기본 원리와 로

그래 을 포함하는 소 트웨어 교육을 실시 이다. 

국내에서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2015년 7월 

소 트웨어 심사회에서의 주역인 소 트웨어 인재 

양성을 해 ‘소 트웨어 심사회를 한 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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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을 발표하 다[3]. 

미래사회를 한 소 트웨어 교육을 확산하기 해, 

등 소 트웨어 교육 강화방침 확정 이후인 2018년

부터 등 소 트웨어 교육 필수화를 비하여, 학

교 교육과정 편성  운  방안을 모색 이다[4].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력을 통한 소 트웨어 

교육 로그램을 소 트웨어 교육 선도학교에서 운

하여 용성을 제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2015년 218개교, 2016년 900개교, 2017년 1200개교

의 선도학교를 지원  운  이며 학교당 연간 

1,000만 원 내외의 지원 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소 트웨어 교육 운 지침‘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

에서 소 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수업모델을 

개발하여 일반화를 추진 이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수업 모델  하나는 드론을 

활용한 로그래  수업이다. 드론은 4차 산업 명을 

주도할 핵심 동력으로 기존 군사  정찰 목 용 드

론에서 통신, 물류, 농업,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활용

가치가 증 되고 있다. 한, 드론은 로그래 과 

련성이 많아 같이 가르쳤을 때, 그 교육  효과가 높

다[5-7].

재 국내의 ’소형 드론‘ 기업들은 년 비 3배 

이상 성장하면서 시장 규모가 커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히 드론의 가격 는 높다[8-10].

교육 문가들은 소 트웨어 의무 교육의 취지를 

제 로 살리기 해서 가 교육용 교재 개발  보

이 시 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 트웨어 기  교육을 

하여 블록 로그램인 스크래치를 활용한 드론 조작 

 블록 로그램 개발에 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드론  블록 로그램 개발

2.1 기  확장성을 고려한 코딩 드론 개발

기존 드론과 다르게 다수의 외부 I/O 확장포트 제

공을 통한 Digital 입출력, Analog값 입력, PWM 출

력, I2C 통신이 가능하도록 최소 5 Port의 외부 확장 

포트 제공한다. 3-Axis Digital Gyrosensor  지자기 

센서 일체형 센서를 내장하여 다양한 3차원 구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그림 1은 센서가 드론에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

다.

그림 1. 드론 센서 확장 시
Fig. 1  Drone sensor extension examples

2.2 외부 이스 확장을 통한 다양한 기능 구

I/O 확장포트와 연계하여 외부에 센서  제어장치

를 장착 가능하도록 했다. 고식 블록을 끼울 수 있

도록 외부 이스를 설계하여 제작했다. 기존 고식 

블록은 mm 는 inch로 규격화되어 있는데, 이  향

후 활용성을 고려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블록 규격을 

수하 다. 타사 센서 제품과의 호환  확장을 한 

Pin Map을 수하도록 노력했으며, 기본 으로 VCC, 

GND, Signal 순서로 배열이 되어있다. 좌우 하단에 

블록 결합용 홈 제작을 하여 구동축은 내부로 인입

된 방식으로 구 돼 있다.

그림 2는 드론이 고식 블록을 이용해 어떻게 확

장되는지를 간략하게 보여 다.

그림 2. I/O 고식 블록을 연계한 기능 확장
Fig. 2  Expansion of functions that link LEGO-style 

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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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블록 로그램의 호환성을 고려한 디바이스 

설계

Scratch, Entry 등 기존 블록 로그램과의 호환성

을 고려하여 제품을 개발하 다. 마이크로 비트를 기

본으로 개발할 제품으로, 기본 인 소스 이외에 추가

인 기능을 구 하기 하여 로그램 블록을 개발 

 탑재를 추진하 다. 코딩 교육용 로 의 메인 

Micom은 기본 로그램인 Scratch에 최 화되고, 

련 로그램 소스를 구하기 쉬운 마이크로 비트를 

Base로 제작했다. Scratch, Entry와 호환성  기존 

코딩 소스 재활용, 교육용 로그램의 단순화를 하

여 마이크로 비트 기반의 하드웨어를 제작하 다.

2.4 결박형 드론 개발

사용자의 안 사고를 최소화하기 해 폴 에 결박

이 가능하도록 앙에 홀을 만들었다. 폴 와 연결되

는 앙 홀은 볼 조인트 개념을 도입하여 폴 의 기

울어진 각도와 별개로 자세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

했다. 3축 가속도 센서  자이로센서, 높이 인식용 

IR 센서 등의 센서를 포함하며, RGB LED, 모터 드라

이버를 내장pin map한 드론 컨트롤보드를 개발했다.

그림 3은 드론이 어떻게 결박되는지와 조인트 홀의 

역할을 보여 다.

그림 3. 결박형 드론과 볼 조인트 홀
Fig. 3  Strap type drone and ball joint hole

2.5 치  자세제어를 한 시스템

Bluetooth 4.0 무선통신  Cortex M0 Micom 일

체형 제품인 nRF51822를 사용하여 다양한 교육용 소

트웨어 소스를 제공하며, 추가 인 소스 개발을 통

하여 자신만의 코딩드론을 만들 수 있게 하 고, 한 

Scratch를 이용하여 코딩 교육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

발하 다. 3축 가속도 센서  자이로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드론이 비행 시에 Roll, Pitch, Yaw 값을 수집할 

수 있다. 한 탄력 폴 의 IR센서 데이터를 이용하

여 코딩 드론의 높이 값을 인지하거나 로그램이 요

구하는 높이로 이동이 가능하다. BLE 4.0 무선통신 

기능과 스크래치를 연동하여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펌웨어를 개발하 다. 

그림 4는 치  자세제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

돼 있는지를 보여 다.

그림 4. 치  자세제어 시스템
Fig. 4  Position and attitude control system

2.6 탄력 폴 와 IR 센서를 이용한 거리값 측정 

기능 개발

드론의 앙홀에 IR센서 장착을 통하여 탄력 폴

에 있는 무늬를 인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비행의 

높이값을 수집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폴  내에 드론 장착  탈거가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드론은 홀과 폴 를 결합하고 폴  끝 부분에 

캡을 부착하여 드론 이탈에 의한 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드론의 이동방향에 따라 유연하게 굽힘이 가

능한 탄력 폴  사용으로 후좌우 이동이 가능하며, 

하부 지지 와 폴  사이에 고무 이 장착되어 하부

에서도 유연성을 제공한다.

2.7 코딩 드론에 최 화된 블록 로그램 개발

소 트웨어 교육을 한 블록 로그램인 스크래치 

코딩 로그램 소스를 개발하 다. Adobe Air 기반의 

블록 로그램 스크래치는 내부 으로 Java Script와 

Action Script로 구성되어 있다. 주 기 과 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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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최 의 통신 로토콜을 정립하 으며, 이를 무

선통신을 통하여 송한다. 코딩드론은 3차원 인 구

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드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 후진, 상승, 하강 외 3차원 구동이 가능한 로그

램 블록을 개발하 다. 교육용 제품에 활용이 가능하

도록 블록 리스트를 만들었다. 

외부 스킨 블록은 자바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개발

하 다. 각 스크립트 연동하기 하여 통신 컴포 트

를 JSON 소스를 이용하여 설계  개발하 다.

스크래치의 구동에 한 공인시험기 의 소 트웨

어 검증을 통과하여 신뢰성 테스트를 완료하 다.

그림 5는 블록 코딩의 시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블록을 만들어 드론을 조종한다.

그림 5. 블록 코딩 시
Fig. 5  Example of Coded Block

2.8 드론 조작 시스템 구

드론은 Atmel사의 제품을 이용해서 개발했다. 

Atmel사의 Atmega32u2 제품은 USB를 이용한 통신, 

제어가 가능하고 컴퓨터 USB에 연결하여 제품을 조

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드론에 원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블루투스 페어

링, USB 연결 설정, 배터리 잔량을 확인한다. 그 후 

컨트롤러로부터 오는 명령에 따라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한다. 

그림 6, 7, 8은 시스템 체 흐름을 보여 다.

그림 6. 블록 로그램 흐름도 1
Fig. 6 Block Program flow chart 1

그림 7. 블록 로그램 흐름도 2
Fig. 7 Block Program flow chart 2

그림 8. 블록 로그램 흐름도 3
Fig. 8 Block Program flow chart 3



소 트웨어 교육을 한 드론조작용 블록형 로그램

879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 트교육을 한 블록 로그램을 

개발하 다. 드론이 폴 에 결박되어 있어 기존의 다

른 드론에 비해 안 하고, 폴 의 IR센서를 이용하여 

쉽게 드론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으며, 드론 내부에 

장착된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면 비행

에 필요한 값들을 쉽게 수집할 수 있어 스크래치를 

이용한 블록 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코딩에 쉽게 

근할 수 있다.

I/O 확장포트와 연계하여 외부에 센서  제어장치

를 장착 가능하도록 하 다. 고식 블록을 끼울 수 

있도록 외부 이스를 설계하여 제작하 으며.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가 학습

을 할 수 있다.

드론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고, 각 요소의 

해결을 한 기능  계를 악하며, 해결 방법을 찾

아 코딩하는 과정을 경험 할 수 있다.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창의력  논리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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