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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Aware(플라이트어웨어)

FlightAware(플라이트어웨어)
미국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항공 소프트웨어 및 데이
터 서비스 기업이다.1) 2005년 3월 17일 설립된
Flightaware는 전세계의 개인 및 상업용 항공기에 대
한 비행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197개국 30,000개 이상의 ADS-B 수신기를 기
반을 갖춘 세계 최대의 비행 추적 플랫폼으로 자리잡
았으며 항공사 및 공항운영, 그밖에 항공 조직의 운영
지원을 위한 서비스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용 솔
루션도 운영하고 있다.
그림 1
그림 2

기업명: FlightAware, LLC
설립일: 2005년 3월 17일
주소: FlightAware, Eleven Greenway
Plaza, Suite 2900, Houston, Texas
77046 USA
이메일: contact@ﬂightaware.com
전화번호: +65 6534 5266
공식사이트: https://ﬂightaware.com/

FlightFeeder
FlightFeeder는 항공기의 ADS-B 트랜스폰더의 무선 신호를 수신하고 분석하여 위치, 고도, 속력 등의 항
공운항 정보를 확인하는 장치다.
FlightAware는 이러한 수신기를 설계하고 제조하며, 수신기를 호스팅하는 데 동의한 개인에게 심사를 통
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FlightFeeder에 의해 수신된 항공기 데이터는 인터넷을 통해 FlightAware로
전송된다.
FlightAware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시간 비행 추적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요 수익원이
되고 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FlightFeeder가 그들의 회사 자산이며 신청인의 ADS-B 데이터 수집
과 제공을 대가로 한 무상/영구임대 방식의 제공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임의로 판매, 변조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본 위키 운영자가 한때 고장난줄 알고 부품 교체를 요청했더니 버리던가.. 너가 알아서 하고 하더
라..
그림 3

구성품
FlightFeeder가 담긴 DLH 택배를 수령하게 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총 6종의 물품이 들어있다.
미국 발송이 아닌 독일 바이에른주의 다하우에서 발송되는데 인보이스상 가격으로 총 75.42유로로 약
10만원 상당의 물품이라고 한다.
현재의2) FlightFeeder는 하늘색 메탈 케이스에 조립되어 있으며 3.5인치 LCD터치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
어 별도의 PC연결 없어도 설치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나사 몇개만 풀면 쉽게 분해가 가능한데 라즈베
리파이3b+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장착되어 온 MicroSD카드에 FlightFeeder 전용 소프트웨어와 FlightAware계정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
으므로 별도의 데비안/라즈비안OS같은 운영체제 설치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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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로 연결되어 있는 보드 상단에는 Mode-S Beast GPS(C) Jetvision 2018 BEAST_GPS_2_50 V2.50 BS라
고 적혀있으며 Trimble과 Altera의 cyclone iv 칩셋이 자리잡고 있는데 FlightAware포럼에 의하면
FlightFeeder에서만 작동되게 셋팅되어 있다고 한다.
안테나는 Jetvision의 제품으로 밴드 영역은 1065-1134MHz이며, 50옴, VSWR 1.5, 5dBi의 수직형 무지향
안테나 이다.3)
더 상세한 구성품과 설치 방법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4)

구성품

가
갯
제조국
격(EUR)
수

비고

FlightFeeder 본체

1

독일

54.16

라즈베리파이3b(3.5'터치스크린+필터+증폭기 일체형),
16G microSD, Wiﬁ안테나, 메탈 케이스

전원장치

1

중국

5.60

라즈베리파이3 정품(micro-B, 5pin)

이더넷 케이블
실외용 안테나, 마운
트

1

0.97

5m(필요한 길이로 요청 가능)

8.0

5.5dbi, 기본 안테나

3.89

N to SMA 케이블(필요한 길이로 요청 가능)

2.8

필요한 사이즈로 요청

동축케이블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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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탈리
1
아
이탈리
1
아
1 모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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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다음의 링크5)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과 심사는 두 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기초설문)

1단계 설문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요구한다.
1.
2.
3.
4.
5.
6.
7.

설치장소의 주소를 입력
안테나를 실내, 실외 중 어디에 설치할
시야가 트였는지 또는 막혀 있는지
옥상, 창문 등에 설치할것인지
유선랜 환경인지
무선랜이 가능한지
인터넷 연결이 항상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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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기 공급이 안정적인지
9. 연중무휴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지
10. 그밖에 자기소개 등
답변을 작성한 후 제출을 누르면. 접수 되었다는 안내가 나온다.
여기서 통과되면 2단계(심층설문)로 넘어가게 되고 탈락이면 '아쉽지만 거른다'는 이메일이 온다.

2단계(심층설문)

1단계를 통과했다면 약 5일 이내에 추가 설문 이메일이 온다.
메일 본문에 포함된 링크에 들어가면 설치 장소의 정면 모습과 동서남북 방위별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할 것을 요구한다.
설치 장소의 주소와 배송 받을 주소, 연락처, 통관 관련 정보, 티셔츠(기념품) 사이즈 등을 선택하라고
한다. 요구한 내용을 모두 기입하고 전송을 누르면 끝나며 결과 역시 약 5일내에 이메일로 도착한다.
기념품 사이즈와 배송 주소까지 묻는걸 보면 거의 통과한 느낌이 들지만 여기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으므
로 너무 김치국 마시지는 말기를 바란다.

혜택
간단하게 말해서 월/$89.95짜리 엔터프라이즈 권한이 부여된다.

FlightAware엔터프라이즈 계정을 ﬂightaware.com에서 액세스할 수 있으며 다음 혜택을 포함합니
다.
1. 8개월의 비행 이력 데이터
2. 무제한 항공편 경보
3. 등록/항공사 테일 번호/콜사인 항공편
4. 항공관제탑 콜사인
5. 광고가 없는 전체 화면 지도
현재 FlightFeeder에서 수신 중인 모든 항공기를 표시하는 FlightFeeder SkyAware 웹 기반 지도에
대한 액세스.(SkyAware는 FlightFeeder가 연결되어 있는 동일한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액세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무료 다중화는 SkyAware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ADS-B가 장착되어 있지 않
지만 Mode S 트랜스폰더가있는 구형 항공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FlightAware 데이터 피더 사이트의 현재 순위를 포함하여 매시간 업데이트되는 사이트
성능에 대한 자세한 통계.
Flightaware.com에서 항공편 추적 로그를 볼 때 FlightFeeder가 기여한 항공기 위치를 볼 수 있는
능력.
FlightAware 티셔츠(일부 국가에서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FlightAware ADS-B 팀이 보내는 항공편 추적 정보 및 새로운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가 포함된 ADSB 네트워크 뉴스 월간 이메일.
https://wiki.Flightfeeder.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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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Feeder 장비 무료 배송. (또는 귀하의 국가에서 특정 배송료를 선불로 지불할 수 없는 경우
Paypal로 배송비 상환.)

Piaware
Rasberrypi를 기반으로 하는 ADS-B 수신용 어플리케이션이다.
wget
https://ﬂightaware.com/adsb/piaware/ﬁles/packages/pool/piaware/p/piaware-support/piaware-reposito
ry_5.0_all.deb sudo dpkg -i piaware-repository_5.0_all.deb sudo apt-get update sudo apt-get install
piaware sudo piaware-conﬁg allow-auto-updates yes sudo piaware-conﬁg allow-manual-updates yes
sudo apt-get install dump1090-fa sudo reboot
1)

휴스턴의 Eleven Greenway Plaza에는 본사, 뉴욕의 500 Fifth Avenue에는 광고 사무소가 있으며 그밖에
글로벌 지사가 런던과 싱가포르에 있다고 한다.
2)

현재는 version10이 최신 모델이며, 구 version의 모습은 다음 사진을 참고하면 된다.

3)

https://shop.jetvision.de/epages/64807909.sf/en_GB/?ObjectPath=/Shops/64807909/Products/67960
4)

https://ﬂightaware.com/adsb/ﬂightfeeder/install
5)

http://seoul.ﬂightfeeder.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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