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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해상국립 내 도서의 관리에 적합한 드론의 유형 및 입도객에 관한 정보를 취

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25개 도서이며, 이를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구역별로 각기 다른 유형의 드론을 운행하여 정보를 취

득하였다. 운행 결과, 고정익은 타 유형에 비하여 중·장거리의 해상공원 관리에 유리한 것으로 파

악되었으나, 계도 방송을 위한 정지비행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익의 경우는 근접 

비행을 통한 영상취득 및 계도방송에 적합하였으며, 단·중거리 비행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헬기형 회전익의 경우에는 영상취득 및 계도방송이 가능하였으나, 프로펠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이 단점으로 나타났다. 입도객은 총 410명이었으며, 주요 행위는 낚시였다. 소혈도, 대혈도, 새여 

등의 도서가 위치한 A구역의 도서 입도객 비율이 타 구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이 지역에 대한 관

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에 의한 계도 방송이 낚시객의 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해상국립공원, 드론 기체 유형, 비행 특성, 낚시, 입도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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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information about the type of drones suitable 

for the management of entrants and entrants of islands in the marine national park. The 

research sites were 25 islands in the Hallyeohaesang National Park. The target islands 

were divided into three zones, and were investigated with different types of drones. The 

survey period was from October to November, 2019. As a result of the operation of 

drone airframe, drone with fixed wings was found to be favorable for the management 

of marine parks in medium and long distances compared to other types, but stopping 

flights for broadcasting was found to be unsuitable. Drone with rotational wings was 

found to be suitable for image acquisition and broadcasting through close flight. 

However, it was deemed suitable for short and medium distance flights because of the 

fast battery consumption. In the case of helicopter rotorcraft drone, image acquisition 

and broadcasting were possible, but noise and vibration caused by propellers were 

disadvantageous. The number of entrants to the islands totaled 410 and the main act 

was fishing. The proportion of entrants to the islands in Area A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 areas, and thus it was deemed more necessary to manage the area. Broadcasting 

was found to hav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management of fishers.

KEYWORDS : Marine National Park, Airframe type, Flight characteristics, Fishing, 

Management  

서  론

해상국립공원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양 보호

구역이며 그 면적은 2,753.7㎢로 국토 면적의 

약 2.7%, 국립공원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한

다(Jeong, 2007). 육지와 해양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여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물자원의 

서식 및 공급처로서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가지

고 있으며, 다양한 산란장이 분포하여 풍부한 

해양생물들을 공원 주변지역으로 이동·확산시

키는 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어업과 양

식업 등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Lee et al., 2017). 또한,  탐방 및 생태체험 

등 생태관광자원과 수려한 경관자원으로서 중요

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Ko, 2001; Song, 

2010; Lee and Yeom, 2019). 

국가의 경제 성장에 따라 여가문화가 활성화

되면서 국민들의 해양이용 활동이 해마다 지속

적으로 증가해 왔다(Lim et al., 2014). 한려해

상국립공원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총 탐방객

수는 2007년 약 399만 명에서 2017년에는 약 

950만 명으로 약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9). 특히, Lee(2019)는 바다 낚시인구가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05년 573만 명에서 

2016년에는 767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최근에는 출입이 금지된 무인도서

에도 낚시 및 야영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어, 해상 안전사고의 우려가 제기되고

(Shim, 2016; Park, 2020), 낚시 행위에 따른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의 불법 투기, 납추와 낚

싯줄 등 유실 후 미수거, 불법 취사와 야영, 식

물 무단 채취 등으로 국립공원 훼손과 함께 해

양 생태계 오염이 우려된다. 그동안 국립공원에

서의 낚시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6

호에 의한 행위허가 대상으로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나, 낚시행위를 경미한 행위로 

판단하여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하지만, 잇단 

사고 및 환경오염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최근 

국립공원공단에서는 해상 및 해안국립공원 내 

낚시행위 제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Kang, 

2019). 

지금까지 무인도서의 외부인 출입 및 행위에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Drone for the Management of Island Areas in Marine National Park14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은 국립공원사무소에서 공

원관리 선박을 이용하여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Jeong, 2007), 그리고 2017년부터 시범 도입

된 선박감시시스템(VMS: Vessel Monitoring 

System)을 활용한 도서내 선박침입 정보 수집

에 따른 선박 출동에 따른 일시적인 순찰을 통

해 이루어져 왔다(Baek, 2019). 하지만, 사무

소마다 배치된 한 척의 공원관리선으로는 매번 

불법이용객에 대응할 수 없고, 조석 차이로 인

하여 도서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불법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기 조치와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 조치 등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

이다. 

최근, 특별보호구역 확대의 필요성이 점차 증

가함에 따라 점차 관리 대상 지역 및 범위는 더

욱 늘어날 예정으로,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구

로서 해상환경에 적합하며 효과적인 훼손행위 

감시를 위한 드론의 도입이 제안되었다(Lee et 

al., 2016). 

드론을 이용한 연구와 활동은 최근 몇 년 사

이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Ma et al.(2017)은 무등산 국립공원을 중심으

로 산악구조를 위해 소방드론을 도입할 것을 주

장하였으며, Suk(2018)과 Yoon et al.(2017)

은 국유재산의 관리와 조사에 드론을 활용할 것

을 제안하였다.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몇몇 연구(Jeong, 2016; Lee et al., 2016; 

Moon et al., 2016; Ham et al., 2016; Kim, 

2018)는 수자원관리를 위한 드론의 개발뿐만이 

아니라, 하천 내 불법 경작지, 시설 및 기름유출 

등 모니터링, 현장조사, 저수량 산정 등에 드론

이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최근에는 낙

동강 하구의 수질오염원 유입구 조사, 녹조 감

시, 사각지대 순찰 임무에 드론을 활용된 바 있

다(Park, 2019). 환경 관리를 위한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현장 단속을 위하여 원격측

정장치가 장착된 드론으로 실시간 공중 감시를 

실시하였으며(Kim, 2018), 안양시는 사각지대

인 굴뚝, 지붕 등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힘든 상

부 시설물, 대형공사장의 살수기, 세륜시설 등의 

먼지 억제시설과 먼지 방지시설 훼손 등 환경오

염 사각지대 감시를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oon, 2019). 

한편, 국립공원공단에서는 2014년 이후 드론

을 도입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Shin, 2017), 

조난 및 의료 목적(Jeon, 2018; Park, 2018; 

Park, 2019)에 활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육상

의 국립공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상국

립공원에서는 최근에야 드론을 활용하기 시작하

였으며(Yoon, 2019), 관련 연구도 Lee et 

al.(2016)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

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드론의 활용 상황을 조

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

와 같이 해상에서의 드론 활용을 위한 실용적 

연구가 미흡한 것은 지리적 및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육상에서 활용중인 일반 회전익 드론을 

그대로 이용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으로 여겨진

다. 즉, 해상국립공원은 관리 대상인 각 도서들

이 파편화되어 있어 장거리 운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해상의 풍속에 대응할 수 있는 드론

의 구조와 기능이 필요하다. 향후 해상환경에 

적합한 드론이 개발되면, 해상국립공원 내에 넓

게 산재하는 도서들에 대한 다양한 관리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해상환경에 적합한 3

개 유형의 드론을 이용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일부 지역의 도서 감시 및 계도 활동을 수행하

여, 드론의 유형별 장단점을 파악하고, 얻어진 

자료를 통해 도서별, 시기별 입도객 및 낚시객

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수행을 위

하여 해상환경 운행에 한계가 있는 일반 드론을 

보완하여 해상운행이 가능한 회전익, 고정익, 헬

기형 등 3개의 유형별 드론 기체를 제작하고, 

사진촬영 및 계도방송이 가능하도록 부속장치를 

부착하였다. 또한 지상과 드론간의 통신이 가능

하도록 지상통제시스템(GCS)을 개발하였다.

연구 방법

그림 1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연구대상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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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goal setting

Selection and division 
of survey area

Drone production by  type

Testing of  drone system 

Drone operation and research

Drone characteristics 
analysis by type

Analysis of collected data

Conclusion

Development of 
Ground Control System

FIGURE 1. Study flow

Zone Islands Airframe

A Hajukdo, Saeyeo, Daehyeoldo, Sohyeoldo, Hapo, Chubongdo
PDN

(Rotating wing type)

B
Jukdo, Yongchodo, Bijindo1, Bijindo2, Chungbokdo, Ogokdo, Hangnimdo, Yeondae, 
Manjido, Jeodo, Sojangdudo, Yeonmyeong, Budo, Gonrido

MDN
(Fixed wing type)

C Wolmyeongdo, Mueumdo, Taedo, Pildo, Yeondo
RDN

(Rotating wing type)

TABLE 1. Study islands by zone

설정 및 구역 구분, 드론 기체 및 통제시스템의 

개발, 드론 시스템의 사전 운행시험과 구역별 

연구 수행을 통해 드론의 유형별 특성 파악, 습

득된 결과를 통한 낚시 및 입도객의 특성 분석 

등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인 한려해상국립공원(이하 해상공

원으로 약칭)은 1968년에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로, 그리고 해상공원으로는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KNPS, 2020). 전체 면적은 535.7

㎢이며 이 중 해상 면적은 76%를 차지하고, 경

남 거제시 지심도에서 전남 여수시 오동도까지를 

범위로 71개의 무인도와 29개의 유인도가 산재

해 있다(Kim, 1994). 해양과 도서, 육지로 구성

된 지형 경관이 아름다워 매년 30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해상공원은 크게 한려상주·금산지구, 남해대

교지구, 사천지구, 통영·한산지구, 거제·해금

강지구, 여수·오동도 지구 등으로 구분되는데

(Lee, 2015), 본 연구에서는 통영·한산지구 

내 25개 도서를 대상으로 하였다(표 1). 통영·

한산지구의 면적은 약 197.5㎢이며, 동서에 위

치한 태도와 추봉도까지는 약 24㎞, 남북으로 

화도와 비진도의 경우는 약 12㎞ 떨어져 분포

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도서들이 산재한다. 드

론 촬영의 효율성을 위해 도서의 인접성을 토대

로 대상지 전체를 3개 구역으로 구분하였다. A

구역은 해상공원의 동남측에 위치하며, 하죽도

를 포함한 6개의 도서가 위치한다. 이 중, 추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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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5'00"

34°42'00"

128°19'00"

34°52'00"

FIGURE 2. Study area

Item MDN PDN RDN

Type Fixed wing Rotating wing Rotating wing

Size 2000*770*300 mm 1030*310 mm 1830*650*600 mm

Power unit Battery Battery Gasoline engine

Payload 700 g 700 g 10 kg

Flight distance 40 km 5~6 km 40 km

Operating conditions
WS≦10m/s WS≦10m/s WS≦15m/s

-20℃≦OT≦50℃ -20℃≦OT≦50℃ -20℃≦OT≦50℃

operating time 45~60/min 45~60/min 60~80/min

Camera HDR-CX450 HDR-CX450 SONYFCB-EV7520

Speaker SM1000S (40W) TMBM-1708 (40W) TMBM-1708 (40W)

Number of uses 4 4 2

Picture

WS: wind speed, OT: Outside temperature

TABLE 2.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airframe

도는 항구와 마을이 분포하는 상대적으로 큰 도

서이며, 나머지 도서는 한산도에 부속된 무인도

서이다. B구역은 해상공원의 남측에 분포하며 

죽도를 포함한 14개의 도서가 포함된다. 가마

섬, 소장두도, 부도만이 무인도서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마을 혹은 민가가 분포하는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도서이다. C구역은 북동측에 위치

하며 필도 등 5개 도서가 포함되며, 무음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인도서이다. 

연구에 활용한 드론은 표 2에서와 같이 3개 

유형으로 고정익(이하 MDN으로 약칭), 회전익

(이하 PDN으로 약칭), 헬기형(이하 RD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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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utomatic flight path setting b. Flight control c. Real time monitoring

Data transfer

SMS sever

GCS

d. Return of the airframe e. Server storage of data f. Analysis of data

FIGURE 3. Flight and surveillance process by drone 

약칭)의 기체이다. MDN은 기존의 드론 형태가 

해상의 잦은 돌풍으로 떨림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 모터를 가진 H frame으로 

제작하였다. 

MDN과 PDN의 동력원은 배터리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MDN은 5개의 프로펠러를 가진 수

직 이착륙형 고정익이며, PDN은 3개의 프로펠

러를 가진 일반적인 드론의 형태를 보인다. 

RDN은 헬기형 회전익이며 동력장치로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기존의 모형헬기와 유사한 형

태를 가진다. 크기는 PDN이 가장 작으며, 

MDN과 RDN은 긴 날개와 프로펠러로 인해 상

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탑재 무게가 가

장 큰 기종은 RDN으로서 약 10㎏이다. 1회 비

행 최대거리는 PDN이 5∼6㎞로 가장 짧고, 

MDN과 RDN은 40㎞로서 길다. 비행가능한 드

론 내풍성은 MDN과 PDN은 10㎧ 이하, RDN

은 15㎧ 이하이며, 우천 시에는 모든 기체들의 

비행은 불가능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모든 기

체에는 40∼50W의 스피커를 장착하여 계도방

송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카메라를 부착하여 

데이터 링크를 통한 영상 데이터 확인 및 영상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비행의 실시 및 통

제를 위하여 A구역에는 한산면 두억리 장작지

항, B구역에는 한려생태탐방원, 그리고 C구역에

는 산양읍 풍화리 함박항 등에 거점을 설치하였

다. 

그림 2는 드론의 경로설정, 비행, 복귀 등의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 드론의 비행과정은 지

상통제장치(GCS)를 통해 수행되도록 설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GCS(DroneI-GCS 

1.x)는 드론의 비행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을 위

한 장치로서 개발하였는데, 각 드론과 1대1 통

신방식으로 2.4GHz 및 5.8GHz 대역의 드론 상

태정보와 영상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드론

의 자동 비행설정을 위하여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전자해도를 이용하여, 연구 도서의 위치를 확인

하고 각 거점에서 각 도서까지의 최소 비행시간 

및 최적의 비행을 유지할 수 있는 비행경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각각의 비행경로를 각 유형

의 드론별로 업로드하였다. 

해상공원의 드론 촬영은 2019.10.1.∼2019. 

11.30에 걸쳐 실시하였다. 드론의 운행은 해상 

도서의 특성상 비가시권 비행 및 영상촬영이 요

구됨에 따라 해당 지방항공청의 비행승인 및 지

역 군부대의 허가를 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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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MDN PDN RDN

Flight speed(㎞/h) 61.2 44.4 66.0

Flight time(hr) 38.6 21.0 4.5

Flight distance(㎞) 2,393.2 933.4 298.8

TABLE 3. Flight characteristics by airframe type 

FIGURE 4. Flight elevation

대상 도서의 정기 순찰 비행은 연구기간 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시하였으며, 하루 2

회 즉, 오전과 오후에 GCS 기반의 원거리 통신 

및 드론 제어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였다. 드론

의 비행 중 위도, 경도, 고도 등 비행 정보를 실

시간 확인하며 비행경로의 이탈 여부를 관찰하

였으며, 비상 시에는 관리자의 상황판단에 따라 

홈으로 수동 복귀 조치여부를 결정하였다. 각 

거점에서 자동비행 중 고도는 약 70∼100m였

으며, 비행 속도는 50∼60㎞/h였다. 

드론의 비행 중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을 통해 

각 도서의 현황 및 낚시객의 유무를 확인하고, 

정지비행을 통해 관련 영상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제28조 위반 행위

자에 대하여 계도방송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위

치, 시간, 이미지 등의 자료들은 SMS 서버에 

저장하고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낚시객의 

시간별 변화와 계도방송에 따른 행위변화 등을 

파악하였다(그림 3).

결과 및 고찰

1. 드론 유형별 운행 결과

표 3은 드론의 유형별 운행결과를 보여준다. 

표에서 평균 비행속도는 각 기체가 거점에서 출

발하여 도서 운행 후 거점에 도착한 전 과정의 

속도를 평균한 것이다. 3개의 유형 중 평균 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기체는 헬기형(RDN)으로 66

㎞/h였으며, 고정익(MDN)은 61.2㎞/h, 회전익

(PDN)은 44.4㎞/h 순으로 나타났다. 각 기종별 

비행시간은 고정익(MDN) 기체가 총 38.6시간으

로 가장 길었으며, 이어서 회전익(PDN) 21.0시

간, 헬기형(RDN) 4.5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험 비행을 제외하고, 연구를 위해 운행한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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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MDN PDN RDN

Notification broadcast ◎ ● ◎

Getting picture and video ● ● ●

Operating hours and distance ● ◎ ●

Portability ◎ ● ○

Quietness ◎ ● ○

Stop flight ○ ● ●

Flight speed ● ○ ●

Wind resistant ○ ◎ ◎

Close range approach ○ ● ●

●: Outstanding, ◎: Good, ○: Usually

TABLE 4. Operating characteristics by airframe

종의 총 비행거리는 3,625.4㎞이고, 이 중 MDN

은 2,393.2㎞, PDN은 933.4㎞, RDN은 298.8 

㎞의 순이었다.

비행고도의 범위는 24m∼264m였는데, 이는 

도서의 표고 영향과 함께, 거점과의 장애 요인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았다(그림 4). 즉, B구역

에 위치한 죽도의 비행고도가 264m로 가장 높

았는데, 이는 거점과 죽도 사이에 해발 120m인 

용초도가 위치하여 통신장애 방지를 위해 높이 

비행하였기 때문이다. 6개의 도서가 위치한 A구

역의 비행고도는 30m∼56m로 평균 40.5m를 

나타내었으며, 5개의 도서가 분포한 C구역의 경

우도 24m∼56m, 평균 36.6m로 큰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하지만, B구역의 경우는 거점과 도

서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고, 14개의 도서가 

산재하여 고도의 범위가 63m∼264m로 폭 넓게 

나타나며, 평균 고도는 135.6m로 상대적으로 높

은 고도에서 비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일부 구간의 경우는 송전탑 등을 피해 운행하

면서 1회 왕복 거리가 약 33㎞에 달하였다. 상대

적으로 표고가 낮은 도서는 대체로 육지에 인접

하여 분포하는데, 각 도서의 주변에는 선외기가 

부착된 소형 선박을 이용한 낚시객들이 상대적으

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중 낚시객이 관

찰될 경우에는 사진 촬영 및 계도방송을 실시하

였다.

2. 드론 유형별 운행 특성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각 기체의 유형별 운

행에 따른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표 4). 

A구역에 이용된 PDN은 회전익으로서 수직 이

착륙이 용이하고,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휴대

하기에 간편하였다. 정지비행이 원만하고, 근접 

거리에서 선명한 카메라 영상 촬영과 계도 방송

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정지비행과 함께 계도방

송을 실시할 경우, 배터리 소모가 빨랐으며, 장시

간에 걸쳐 순찰비행에 활용할 때에는 배터리 충

전 및 교체작업을 병행해야 했다. 따라서 장거리 

비행보다는 중·단거리 비행에 적합한 것으로 여

겨진다. 

B구역에 이용된 고정익인 MDN은 타 유형에 

비하여 중·장거리를 빠른 시간 내 도달하여 

지정된 지점을 순찰하고 감시하는데 유리하였

다. 또한, 자동비행 방식으로 정해진 경로를 벗

어나지 않고, 연구 수행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장거리 비행 시 해상환경에서의 통신상태가 원

만하지 않아 지상통제장치(GCS)와 통신이 끊

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다. 장거리 통신연

결이 두절된 경우에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

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에 SDcard

를 장착하여 영상을 동시 저장할 수 있도록 했

다. 이에 따라 사진촬영 등 부분적인 임무 수행

을 완료하고, 비행경로를 따라 거점으로 복귀하

는 것이 가능했다. 지정된 지점 상공에서 반경 

50m 정도를 회전하면서 좀 더 넓은 범위로 계

도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계도방송을 위해 

정지비행으로 모드를 변환할 경우 고정익의 특

성상 바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고정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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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Island
No. of person*

Main action
Broadcast 

count
Oct. Nov. Sum

Total
1st 2nd 1st 2nd 1st 2nd

A

Hajukdo 11 13 15 13 26 26 52 Fishing / No action 39
Saeyeo 4 5 8 6 12 11 23 Fishing / No action 39

Daehyeoldo 2 6 13 5 15 11 26 Fishing / No action 33
Sohyeoldo 18 12 17 8 35 20 55 Fishing / No action 36

Hapo 0 1 0 2 0 3 3 No action 30
Chubongdo 0 0 0 0 0 0 0 - 1

B

Jukdo 0 0 0 0 0 0 0 - 21
Yongchodo 2 1 0 0 2 1 3 Fishing 21

Bijindo1 4 3 0 0 4 3 7 Fishing 21
Bijindo2 0 0 0 0 0 0 0 - 21

Chungbokdo 0 0 1 0 1 0 1 Fishing 22
Ogokdo 3 10 13 12 16 22 38 Fishing / No action 26

Hangnimdo 1 8 0 0 1 8 9 Fishing 4
Yeondae 11 10 12 5 23 15 38 Fishing / No action 23
Manjido 0 0 0 1 0 1 1 - 21
Jeodo 7 3 4 6 11 9 20 Fishing / No action 26

Sojangdudo 0 0 0 0 0 0 0 - 23
Yeonmyeong 26 9 21 26 47 35 82 Fishing / No action 28

Budo 3 3 3 1 6 4 10 Fishing 23
Gonrido 7 2 1 1 8 3 11 Fishing / No action 23

C

Wolmyeongdo 4 4 3 3 7 7 14 Fishing / No action 19
Mueumdo 4 2 4 0 8 2 10 Fishing 18

Taedo 0 0 0 0 0 0 0 - 17
Pildo 0 0 0 0 0 0 0 - 18

Yeondo 2 0 3 2 5 2 7 Fishing / Cleaning 22
Total 109 92 118 91 227 183 410 575

*The number of persons who entered the island
M: Morning, A: Afternoon

TABLE 5. Number of people and behavior on islands

특성상 돌풍에 약하였다.

C구간에는 헬기형인 RDN이 이용되었으며, 이 

기체도 PDN과 같이 근접 거리에서 선명한 카메

라 영상 촬영이 가능하였다. 엔진형 헬기 드론의 

특성상 진동이 있으며, 프로펠러로 인한 소음이 

타 기체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도방송

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 기체는 장착 

가능한 무게가 약 10kg으로서 해상 안전용인 

AED 드론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3. 도서 입도객의 행태 분석

표 5는 드론 운행 중 각 구간에서 수집된 입

도객의 분포를 보여준다. 연구기간 내 도서별 

입도객수는 10월에 201명, 11월에는 209명 등 

총 410명이었다. 조사대상 도서 중 연명의 입도

객수가 82명으로 가장 많고, 소혈도와 하죽도가 

각각 55명과 5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명의 

입도객수가 많은 것은 연명이 통영·한산지구에 

접한 가장 큰 섬으로 통영시와 교량으로 연결되

어 자동차에 의한 접근이 양호하기 때문으로 추

정된다. 연명을 제외한 대부분 도서들은 육로로

의 접근이 어렵고, 선박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오곡도와 연대도는 각각 38명으로 비교적 많은 

입도객이 관찰되었다. 한편, 추봉도, 죽도, 비진

도2, 소장두도, 태도, 필도 등은 입도객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도서 또는 도서 인근에 선박을 이용한 낚시객

이 관찰된 경우는 드론을 통해 계도방송을 실시

하였다. 표 6에서와 같이 입도객의 수보다 방송

횟수가 많은 것은 도서 주변에서 선박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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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 No. of person percentage(%)

Fishing 316        77.1 

No action 81        19.8 

Camping 6         1.5 

Fishing clearance 2         0.5 

Garbage cleaning 5         1.2 

Total 410      100.0 

TABLE 6. The behavior of the people on islands

FIGURE 5. Spatial distribution of visitors to islands

는 낚시객에게 계도방송이 이루어 졌음을 보여

준다. 

10월과 11월 모두 1차보다는 2차에서 보다 

적은 수의 낚시객이 관찰되었는데, 10월은 109

명에서 92명, 11월에는 118명에서 91명으로 

전체적으로 오전에 227명에서 오후에는 183명

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낚시 후 귀

가에 의한 인원 수 감소도 부분적인 영향을 미

쳤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드론의 2차 운행이 오

후 1시~4시로 귀가하기에 이른 시간에 이루어

진 것을 고려하면, 계도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

로 판단된다. 몇몇 주민 혹은 낚시객의 경우, 베

이스캠프를 방문하여 쓰레기 투기 금지 등에 관

한 계도방송 실시를 요구한 사례도 있어, 계도

방송이 현장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도객의 행위 중‘낚시’는 전체 입도객의 

77.1%인 316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다. 이어서‘특정한 행위가 없는 경우’가 

19.8%를 차지하였는데(표 6), 이는 특정 행위

를 하지 않고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

분으로 드론의 접근 전 또는 후에 입도의 목적

에 따른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밖

에‘야영’과‘쓰레기 수거’등의 행위도 관찰

되었다. 조사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섬에 

입도하지 않고 섬 주변에서 선외기를 부착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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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형 선박에서 낚시하는 경우도 상당수 관찰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도서를 정해

진 시간에 운행하였기에 이들에 대해 모니터링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림 5는 도서별 입도객의 분포를 공간별로 

나타낸 것이다. 입도객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곳

은 A구역으로 평균 26.5명이었으며, B구역이 

15.7명, C구역은 6.2명이었다. A구역 중 소혈

도, 대혈도, 새여는 각 도서간 거리가 400m 이

내에 위치하는 작은 도서인데, 이들 도서의 입

도객수는 모두 104명으로서 전체 조사대상 도

서의 약 25.4%를 차지한다. 한편 A구역의 북측

에 위치한 하죽도 35명을 포함하면, 4개의 도서 

입도객수는 전체의 약 38.0%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이는 이 도서들이 입도객 관리에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B구역의 경우는 입도객

이 많은 도서의 공간적 특징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결  론

본 연구는 해상공원 내 도서를 대상으로 각기 

다른 유형의 드론을 운행하여, 드론의 유형별 

운행특성을 파악하고 입도객에 관한 정보를 취

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지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인접한 한려

해상국립공원 통영·한산지구 내 25개 도서이며, 

이들 도서를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유형의 드론을 운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년 

9월 12일∼2019년 12월 20일이며, 토요일 및 

일요일에 오전과 오후에 걸쳐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지형적 특성으로서 해상의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드론의 

유형 중 고정익은 타 유형에 비하여 중·장거리

의 해상공원 관리에 유리하였으나, 돌풍 저항성

이 낮고, 계도방송을 위한 정지비행 시 추락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전익의 경우는 

휴대하기에 간편하며, 근접 비행을 통한 영상취

득 및 계도방송에 적합하였으며, 배터리 소모가 

빨라 단·중거리 비행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헬기형 회전익의 경우에도 영상취득 및 계

도방송이 가능하였으나, 프로펠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단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체는 

적재중량이 타 기체에 비해 큰 장점이 있어 해상 

의료 및 안전용 기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사기간 내 도서의 입도객은 총 410명으로 

나타났다. 입도객의 행위는 주로 낚시가 77.1%

였으며, 특정행위가 없는 경우, 야영 등의 행위

가 조사되었다. 공간적으로는 A구역의 소혈도, 

대혈도, 새여는 작은 도서들로 서로 인접하여 

분포하는데, 전체 입도객의 약 25.4%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었다. 

계도 방송이 낚시객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지속적인 계도 방송이 필요함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각기 다른 유형의 드론을 적

용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입도객의 부분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제한된 

연구기간으로 인해 입도객의 시기별 및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장

기간에 걸친 모니터링을 통해 입도객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국립공원관리에 활용하는 연구

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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