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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고지 

 

※ 저작권에 관한 법적고지 

ROPPOR 군집드론 소프트웨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 허가되지 않은 사용 및 배포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내의 기능, 기능목

록, 기능 배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등 모든 내용물의 무단복제, 사용, 배포 등은 저작권법

에 저촉됨을 알려드립니다. 

ROPPOR 군집드론 체험판 소프트웨어는 기능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외 상업용, 

교육용, 또는 업무용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 관련 질문이 있으신 사용자께서는 staff@roppor.com으로 문의내용을 보내주시면 성실히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책임의 한계에 관한 법적고지 

㈜켐에쎈은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군집드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만을 담당하며, 드론 기

체를 실제로 운용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부품, 장비 등의 관련 하드웨어 및 이동통신망 

등의 자료는 여러 제조사들의 제품 및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테스트하여 저희 소프트웨어와의 

연동됨을 확인한 한가지 예에 불과하며, 각 하드웨어 및 이동통신망의 내구성, 안정성, 특정 목적

에 맞는 기능 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의 영역을 벗어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이동통신망의 선택, 연동 및 운용결과 등의 책

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기간 및 드론 대수에 관계없이 무제한 제공되는 무료 체험판을 이용하여 각자의 목적에 맞는 하

드웨어 및 이동통신망을 선택하시고, 이의 기능, 내구성, 안정성, 오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검증하

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드론의 실제 운용 시 해당 국가의 관계법령을 확인하시고 준수하셔야 합

니다. 

소프트웨어 외에 사용자가 선택한 드론기체, 부품, 장비, 이동통신망 등의 연동과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오작동, 사고, 재산상 손해 등을 포함한 모든 예기치 못한 상황 및 불법적 운용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켐에쎈에 있지 않고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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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TK 개요 

 

1-1. 센티미터급 GPS/GNSS 소개 

표준 GPS(이하 *GNSS1) 수신기라고 하면 휴대전화나 자동차 네비게이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장에서 사용되는 표준 GNSS 수신기는 2~10m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며 위성 신호를 

잡을 수 있는 실외 환경에서만 작동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확도는 해당 제품의 품질과 장치의 

환경적 고려사항 준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완벽한 조건에서의 표준 GNSS 수신기의 최고 

정확도는 약 2m 정도의 절대 정확도입니다. 

흥미롭게도 2 개의 GNSS 수신기를 같은 외부 공간에 두면, 둘 다 동일한 방향으로 약 2m 의 

오차를 갖게 됩니다. 이들 사이의 상대 거리를 통해 GNSS 오차를 계산할 수 있으며, 최대 약 1 

cm 정도의 정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정확도는 여전히 약 2m 의 오차를 

가지지만 상대 정확도의 오차는 cm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Differential GNSS 또는 RTK(Real-Time Kinematic) GNSS 입니다. 그러므로 RTK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보다 더 정밀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2. RTK 수신기 종류 

일반적으로 한 장소에 고정된 위치를 갖는 수신기는 “Base Station(이하 Base)” 그리고 이동성을 

가진 장치는 “Rover”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RTK 위치 좌표를 

보정할 수 있는 GNSS 수신기가 필요합니다. 보통 표준 GNSS 수신기는 RTK 와 관련된 위치 좌표 

보정 및 전송 기술이 없습니다. 

 

1-3. RTK 위치 좌표 보정 

RTK 위치 좌표 보정은 Base 에서 Rover 로 보내는 정보를 토대로 Rover 가 해당 정보를 수신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보정 정보를 보내는 데 사용되는 언어/통신 규약(Protocol)을 

“RTCM”이라고 합니다. 위치 좌표를 계산해서 보정하려면 두 수신기 모두 동일한 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RTCM 보정 정보는 Base 로부터 약 35km 이내에서만 

유효합니다(정확한 거리는 안테나 및 수신기 품질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Rover 가 Base 에서 약 

 

1 *GNSS는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의 약자이며 미국의 GPS뿐만 아니라 GLONASS, 

BEIDOU, QZSS 등 다른 국가 위성 기반의 위치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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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km 를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cm 수준의 정확도를 가질 수 없으며 표준 정확도인 2m 

수준으로 매우 빠르게 저하됩니다. 

※ 정확한 유효 거리는 안테나와 수신기의 품질에 따라 다릅니다. 

RTCM 보정 정보는 보통 직렬 포트를 통해 초 단위 수준으로 전송됩니다. 서로 매우 가까운 

장치의 경우, 유선 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지만, 드론의 특성을 고려하면 무선 통신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각 GNSS 수신기 및 드론에 LTE Device 를 추가하여 Base 와 Rover 가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작업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인용 및 참조 출처 : U-blox, Ardu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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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W List 

 

2-1. LTE Device & Companion Computer 

1) Quectel EC25 Mini PCle 4G/LTE Module 

https://sixfab.com/product/quectel-ec25-mini-pcle-4glte-module/ 

2) LTE Full Band PCB Antenna – u.FL Plug – 100mm 

https://sixfab.com/product/lte-full-band-pcb-antenna-u-fl-plug-100mm/ 

3) Sixfab Raspberry Pi 3G/4G&LTE Base HAT 

https://sixfab.com/product/raspberry-pi-base-hat-3g-4g-lte-minipcie-cards/ 

4) Raspberry Pi 3B+  

5) 16GB Micro SD Memory Card 

 

2-2. RTK Device 

1) Drotek SIRIUS RTK GNSS BASE (F9P) 

https://store-drotek.com/912-sirius-rtk-gnss-base-f9p.html 

 

2-3. 권고사항 

- 기체간 충돌 및 기체 추락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기체 제작에 있어 느슨한 연결과 나

사조임, 전선의 손상, 납땜 불량입니다. 신중히 조립하십시오. 

- 기체의 형상과 전반적인 Hardware 구성은 사용자의 선택입니다. 

- 당사는 일반적인 기체(Quad-Copter)의 형상을 갖춘 이후, LTE 기반의 ROPPOR 소프트웨

어와의 연동을 위한 안내사항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https://sixfab.com/product/quectel-ec25-mini-pcle-4glte-module/
https://sixfab.com/product/lte-full-band-pcb-antenna-u-fl-plug-100mm/
https://sixfab.com/product/raspberry-pi-base-hat-3g-4g-lte-minipcie-cards/
https://store-drotek.com/912-sirius-rtk-gnss-base-f9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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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TK Base 준비 

Drotek SIRIUS RTK GNSS BASE를 무선통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당사가 제공하는 Base의 구성파

일을 적용한 뒤 LTE Device와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성파일은 “ZED-F9P HPG 1.13 firmware” 

기준이므로 이하 버전인 경우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ZED-F9P HPG 1.13 firmware, U-blox 제공 : https://www.u-blox.com/en/ubx-

viewer/view/UBX_F9_100_HPG_113_ZED_F9P.7e6e899c5597acddf2f5f2f70fdf5fbe.bin?url=https%3A%

2F%2Fwww.u-

blox.com%2Fsites%2Fdefault%2Ffiles%2FUBX_F9_100_HPG_113_ZED_F9P.7e6e899c5597acddf2f5f2f7

0fdf5fbe.bin 

 

3-1. 설치 

Drotek SIRIUS RTK GNSS BASE의 펌웨어 업데이트와 구성파일 적용을 위해 u-center를 설치합니다. 

: https://www.u-blox.com/en/product/u-center 

u-center 설치 이후 BASE를 USB to Micro USB를 이용해 PC와 연결한 후 u-center를 실행합니다.  

실행 이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Connect] 콤보 박스에서 연결된 COM을 선택합니다. 

 

그림 # 1 u-center – connect to PC 

  

https://www.u-blox.com/en/ubx-viewer/view/UBX_F9_100_HPG_113_ZED_F9P.7e6e899c5597acddf2f5f2f70fdf5fbe.bin?url=https%3A%2F%2Fwww.u-blox.com%2Fsites%2Fdefault%2Ffiles%2FUBX_F9_100_HPG_113_ZED_F9P.7e6e899c5597acddf2f5f2f70fdf5fbe.bin
https://www.u-blox.com/en/ubx-viewer/view/UBX_F9_100_HPG_113_ZED_F9P.7e6e899c5597acddf2f5f2f70fdf5fbe.bin?url=https%3A%2F%2Fwww.u-blox.com%2Fsites%2Fdefault%2Ffiles%2FUBX_F9_100_HPG_113_ZED_F9P.7e6e899c5597acddf2f5f2f70fdf5fbe.bin
https://www.u-blox.com/en/ubx-viewer/view/UBX_F9_100_HPG_113_ZED_F9P.7e6e899c5597acddf2f5f2f70fdf5fbe.bin?url=https%3A%2F%2Fwww.u-blox.com%2Fsites%2Fdefault%2Ffiles%2FUBX_F9_100_HPG_113_ZED_F9P.7e6e899c5597acddf2f5f2f70fdf5fbe.bin
https://www.u-blox.com/en/ubx-viewer/view/UBX_F9_100_HPG_113_ZED_F9P.7e6e899c5597acddf2f5f2f70fdf5fbe.bin?url=https%3A%2F%2Fwww.u-blox.com%2Fsites%2Fdefault%2Ffiles%2FUBX_F9_100_HPG_113_ZED_F9P.7e6e899c5597acddf2f5f2f70fdf5fbe.bin
https://www.u-blox.com/en/ubx-viewer/view/UBX_F9_100_HPG_113_ZED_F9P.7e6e899c5597acddf2f5f2f70fdf5fbe.bin?url=https%3A%2F%2Fwww.u-blox.com%2Fsites%2Fdefault%2Ffiles%2FUBX_F9_100_HPG_113_ZED_F9P.7e6e899c5597acddf2f5f2f70fdf5fbe.bin
https://www.u-blox.com/en/product/u-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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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을 확인합니다. 

 

그림 # 2 u-center - connect check 

※ 위의 이미지와 같이 연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연결을 재점검한 후 다시 진행합니다. 

3. 펌웨어 버전 확인을 위해 화면 상단의 [View] 탭에서 [Messages View]를 선택합니다. 

 

그림 # 3 u-center – View – Messages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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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essages 대화 상자의 왼쪽 리스트에서 [UBX] - ①, [MON (Monitor)] - ②, [VER (Version)] - ③을 

차례로 선택하여 우측의 펌웨어 버전을 확인합니다. 펌웨어 버전이 1.13인 경우, 바로 7번 항목으

로 이동합니다. 

 

그림 # 4 u-center – Messages -UBX – MON – VER 

5.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화면 상단의 [Tools] 탭에서 [Firmware Update]를 선택합니다. 

 

그림 # 5 u-center - Tools – Firmware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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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irmware Update Utility 대화 상자에서 [Firmware image] - ①에 펌웨어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

리고 설정 - ②를 아래의 그림과 동일하게 한 뒤, [GO] - ③을 클릭하여 펌웨어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림 # 6 u-center - Firmware Update Utility 

※ 드론에 장착되는 Rover 또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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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성파일을 불러오기 위해 화면 상단의 [Tools] 탭에서 [Receiver Configuration]을 선택합니다. 

 

그림 # 7 u-center – Tools -Receiver Configuration 

8. Load/Save Receiver Configuration 대화상자에서 [Configuration file] - ①을 통해 구성파일을 지

정하고 [Transfer file -> GNSS] - ②를 클릭하여 구성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림 # 8 u-center – Load/Save Receiver Configuration 

※ 해당 작업은 RTK Base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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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러온 구성파일 설정들을 저장하기 위해 화면 상단의 [View] 탭의 [Configuration View]를 선

택합니다. 

 

그림 # 9 u-center - View – Configuration View 

10. Configure 대화상자의 왼쪽 리스트에서 [CFG (Configuration)] - ①로 이동합니다. 우측의 설정 

- ②를 모두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선택한 뒤 [Send] - ③을 클릭합니다. 

 

그림 # 10 u-center – Configure -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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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합 

군집드론 원격연동 소프트웨어 SDAS(Smart Device Application Software)가 설치된 Micro SD Card 

와 Raspberry Pi, LTE Module, LTE Base Hat을 준비합니다. 

※ SDAS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은 군집드론 원격연동 소프트웨어 설치 문서 참조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결합하십시오. 

 

그림 # 11 Raspberry Pi 3B+ Layout 

1. Raspberry Pi에 Micro SD Card를 삽입합니다. 

2. LTE Module을 LTE Base Hat의 Mini PCIe Socket에 장착합니다. 그리고 USIM을 SIM Socket에 삽

입합니다. 

 

그림 # 12 LTE Base Hat/EC25 LTE Module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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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hort Header를 이용하여 Raspberry Pi와 LTE Base Hat을 결합합니다. 

 

그림 # 13 LTE Companion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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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결 

결합을 마친 장비들을 다음과 같이 연결하십시오. 

1. LTE Base Hat의 Micro USB와 Raspberry Pi의 USB Port를 연결합니다. 

 

그림 # 14 Connect LTE Device to Companion Computer 

2. LTE Full Band PCB Antenna 를 LTE Module 의 MAIN 과 DIY 에 연결합니다. 

 

 

그림 # 15 Connect to LTE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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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TK Base 의 Micro USB 와 Raspberry Pi 3B+의 USB Port 사이를 연결합니다. 

 

그림 # 16 RTK Base Layout 

 

그림 # 17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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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TK Base 설치 및 연동 확인 

ROPPOR와 RTK Base가 기체와 연동되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4-1. 설치 

사전 준비로 구성이 완료된 RTK Base는 Ground Station내 무선통신 및 위성 수신에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 설치합니다. 

U-blox 제공: 1 / 2 

 

그림 # 18 RTK Base 설치 

  

https://www.u-blox.com/sites/default/files/products/documents/GPS-Antenna_AppNote_%28GPS-X-08014%29.pdf
https://cdn.sparkfun.com/assets/0/c/0/1/c/AntennasForRTK_WhitePaper__UBX-16010559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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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동 확인 

ROPPOR의 RTK GNSS를 이용하여 RTK BASE와의 연동을 다음과 확인합니다. 

 

1. 반드시 운영 소프트웨어를 (VPN 및 ROPPOR 등.) 실행한 뒤 RTK Base의 전원을 켭니다. 

2. ROPPOR의 기능 도구 바에 RTK GNSS 아이콘을 실행하여 대화 상자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림 # 19 RTK GNSS 아이콘 

3. RTK GNSS 대화 상자의 Start Activate를 실행시켜 현재 연동 된 Base의 위성 수신 상태 및 위

치 정확도를 확인하여 연동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림 # 20 RTK Base와 ROPPOR RTK GNSS 연동 확인 (오른쪽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