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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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ROPPOR는 군집드론 소프트웨어 플랫폼(A Swarm Drone Software Platform)으로 한 대의 컴퓨터만

으로 다수의 드론을 조종하는 군집드론 전문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동통신망 기반으로 조종거리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수의 드론이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자동 저장합니다. 

ROPPOR Private 군집드론 지상관제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서버 없이 비행 현장의 개인 지상관제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동통신망으로 다수의 군집드론과 연결하여 현장에서 한 대의 컴퓨터로 다수

의 군집드론들을 실시간으로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입니다. 다수 드론의 경유

지 도착시간이 다르더라도 경유지의 출발시점을 동기화하여 기체간 충돌위험을 낮추고 정렬 비행

합니다. 

 

2. 프로그램 설치 및 제거 

 

2-1. 프로그램 설치 

설치 본 실행파일(Setup.exe)을 실행하여 설치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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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할 폴더를 선택합니다. 기본 “C:\Program Files\ROPPOR” 경로상에 설치하거나 사용자가 원

하는 설치 경로에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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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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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프로그램 제거 

[제어판>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설치되어 있는 “ROPPOR” 항목을 찾아서 선택한 후, [제거]를 클릭

하여 프로그램 제거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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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실행 

 

3-1. ROPPOR 단축 아이콘 

바탕화면 또는 Windows 시작메뉴에 설치된 “ROPPOR” 단축 아이콘을 클릭하여 ROPPOR 군집드

론 지상관제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그림 1 ROPPOR 단축 아이콘 

3-2. ROPPOR 최종사용자 이용약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동의 

실행 후, 최종사용자 이용약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클릭하셔서 열람하여 충분히 읽고 

숙지하신 후, 동의하시면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림 2 ROPPOR 최종사용자 이용약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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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면 구성 및 기능 설명 

 

그림 3. 전체 화면 구성 

 

군집드론 지상관제 소프트웨어 화면은 상단에 타이틀 바, 왼편에 드론 목록(Drone List) 창, 오른편

에 정찰드론 영상 스냅샷 목록(Snapshot List) 창, 중앙에 운영 모드(FLIGHT MODE, GROUND 

MODE, VIDEO MODE) 화면, 하단에 드론 메시지(Drone Messages)/경유지(Way Points)/비행 로그

(Flight Logs) 목록 창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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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타이틀 바 

 

그림 4. 타이틀 바 

타이틀 바는 ROPPOR 로고 심볼, 모드(FLIGHT MODE, GROUND MODE, VIDEO MODE) 전환 바, 

현재 시간, 환경 설정, 종료 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ROPPOR 로고 심볼 

 

그림 5 ROPPOR 로고 심볼 

ROPPOR 로고 심볼을 클릭하시면 ROPPOR 인터넷 사이트(www.roppor.com)로 연결되어 ROPPOR 

플랫폼에 대한 제품 소개 및 매체/블로그 등 관련 정보 및 소식, 카탈로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그림 6 ROPPOR 인터넷 사이트 

  

http://www.ropp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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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드 전환 바 

 

그림 7 모드 전환 바 

군집드론 운영을 위한 비행 모드(FLIGHT MODE), 지상 모드(GROUND MODE), 영상 모드(VIDEO 

MODE)로 전환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 비행 모드(FLIGHT MODE) 

지도 화면상에 드론들의 현재 위치, 비행 경로와 방향, 상태 정보 등을 표시하여 관제하는 모드

입니다. 

 

그림 8 비행 모드(FLIGHT MODE)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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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상 모드(GROUND MODE) 

드론의 경유지를 개별 또는 다중으로 선택하고, 일괄 추가/이동/삭제하여 드론들이 비행할 경로

를 편집하는 모드입니다. 

 

그림 9 지상 모드(GROUND MODE) 화면 

2-3) 영상 모드(VIDEO MODE) 

드론들이 촬영하여 녹화된 영상들의 목록을 조회하고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10 영상 모드(VIDEO MODE)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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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설정 

 

그림 11 환경 설정 아이콘 

환경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환경설정 창이 표시되며, 환경설정 창에는 제품 버전 및 시리얼 

번호, 통신보안 중계PC(Network Relay PC)의 공인 IP 주소 설정, 야간비행제한, 고도제한, 거리제한, 

운영 가능한 드론 대수, 메인 서버(Main Server)에 대한 정보, 설정 및 프로파일 편집, 메시지 표

출 언어 전환, 설정된 프로파일로 재 기동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ROPPOR Private 제품의 군집

드론 지상관제 소프트웨어는 설치하신 운영 장비 단독으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림 12 환경 설정 창 

A. 제품 버전(Version) 및 시리얼 번호(Serial Number)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홈페이지에 오류 신고 및 건의, 유료 사용자 전환, 특별비행 신청 등을 하

실 수 있습니다. 

B. 통신보안 중계PC(Network Relay PC) 공인 IP 

VPN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통신보안 중계PC(Network Relay PC)의 공인 IP 주소를 입력하여 설정

합니다. 군집 드론들과 지상관제 컴퓨터를 이동통신망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유동 IP간 통신이 가

능하고, 보안 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통신보안 중계PC에 가상 개인 네트웍인 VPN(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여 연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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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특별 비행 (야간비행, 고도제한, 거리제한 해지) 및 운영 가능한 드론 대수 

야간비행(Night Flight) 가능 여부, 고도 제한(Altitude Limit) 여부, 거리 제한(Distance Limit) 여부 

및 운영 가능한 드론 수(Max. # of Drones)가 표시됩니다. 야간비행제한, 고도제한, 거리 제한 해제

와 운영 드론 대수 지정을 위한 유료 사용자 전환과 특별비행승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D. 메인 서버(Main Server) 설정 

현장의 단일 운영 장비로 다수의 군집드론들과 이동통신망을 사용하여 비행을 수행하기에 Local 

IP, Port, Path를 설정합니다. Port, Path를 변경 설정하여 외부 접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 적용하

실 수 있습니다. 

E. 프로파일(Profile) 추가/삭제 

입력된 프로파일(Profile) 명으로 설정사항들을 저장(+)/삭제(-)하고 저장하신 프로파일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F. 메시지 표출 언어 전환 

메시지 표출 언어를 한글(Korean)/영문(English) 등 선택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G. 소프트웨어 재 기동 

현재 선택된 프로파일(Profile)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를 다시 재 기동합니다. 

 

 

4) 실행 종료 

 

그림 13 실행 종료 아이콘 

ROPPOR 군집드론 지상관제 소프트웨어 실행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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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드론 목록(Drone List) 창 

드론 목록 창은 첫번째 열에 전체 드론 일괄선택/선택해제, (선택된 드론 수/전체 드론 수) 표시, 

Dash Board 창 실행, 두번째 열에 ROPPOR Promotion 인터넷 페이지 실행 (시뮬레이션 모드인 

경우 시뮬레이션 시작/종료로 동작), 중앙에 드론 목록 및 통신 강도와 드론 상태 표시, 하단에 

드론 추가(Add)/삭제(Delete) 기능으로 구성됩니다. 

 

그림 14 드론 목록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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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드론 일괄선택/선택해제 

 

드론 목록(Drone List) 체크 박스를 클릭하여 등록된 드론들을 모두 선택하거나 선택된 드론들을 

모두 선택해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15 전체 드론 선택 

  

그림 16 전체 드론 선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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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sh Board 창 실행 

 

Dashboard 아이콘을 클릭하여 Dashboard 창을 실행합니다. Dashboard 창에서는 전체 드론들의 

상태를 정보와 색상으로 한 번에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드론들을 선택하여 선별적으로 기능들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17 Dash Board 창 

 

2-1) 드론 일괄선택/해제 

 

선택/해제 기능 요약 

ALL 모든 드론들을 일괄 선택합니다. 

READY 비행 준비된 드론들을 일괄 선택합니다. 

ACTIVE 비행 중인 드론들을 일괄 선택합니다. 

CLEAR 선택된 모든 드론들을 선택해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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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판넬/리스트 전환 

  

판넬(Panel)/목록(List) 전환 아이콘을 클릭하여 Dashboard 표시 방법을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판

넬은 주요한 상태를 요약하여 보여주며, 목록으로 전환 시, 드론이 운영되는 국가 코드(CC, 

Country Code), 드론 연동 및 설정을 위한 VPN IP 주소, 통신 모듈의 수신 신호 강도 지수(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드론간 동기화 확인을 위한 시간(Time), 드론과 통신 테스트 

요청/응답(PING/PONG) 수행에 따른 응답(PONG) 시간, 모드(Mode) 정보 등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18 Dashboard 표시 방법 전환 

 

2-3) 이륙 및 경유지 편집 기본 고도(Altitude) 설정 

 

이륙(TAKE OFF)할 고도(Altitude) 및 지상 모드(GROUND MODE)에서 경유지 추가 시, 적용되는 기

본 고도를 설정하실 수 있으며, 경유지들을 선택하신 후, 선택된 경유지들의 고도 설정을 한 번에 

일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설정 기준으로 고도 입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도 제한을 해

제하기 위한 유료 사용자 전환과 특별비행승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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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드론과 통신 테스트 요청/응답(PING/PONG) 수행 

 

현장에 켜져있는 전체 드론들과 통신 테스트를 수행하여 응답(PONG) 시간 표출을 전환(Toggle)합

니다. 응답 시간의 지연(Delay)에 따라 드론들과 원활히 통신 가능한지 확인하여 비행 여부를 결

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통신 테스트 요청(PING) 수와 전체 드론의 최대 지연시간(Delay)을 

표출하며 목록에는 각 드론별 현재 PONG 지연시간을 표출합니다. 

 

2-5) 제어권 중단(BRAKE) 모드로 전환 

 

드론의 위치 이탈 등 문제 발생 시, 선택된 드론의 제어권을 조종기 포함하여 모든 제어를 중단

하여 선별적으로 조종자가 직접 모드 전환 등 안전조치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2-6) 제어권 조종기(LOITER) 전환 

 

드론의 위치 이탈 등 문제 발생 시, 선택된 드론의 제어권을 조종기로 전환하여 선별적으로 조종

자가 직접 안전조치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조종기 상하타(Throttle)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전환할 경우 추락이 발생하니, 반드시 조종기 상하타(Throttle) 중립으로 두고 전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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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비디오 설정(VIDEO SET) 

 

선택한 드론들의 비디오 영상 송출 설정을 변경합니다. 

 

그림 19 비디오 영상 송출 설정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가 지원하는 송출 영상의 수평(Horzontal)/수직(Vertical) 해상도 및 초당 프

레임(Frame) 수를 입력하거나 해상도를 지정 변경하여 설정(Setting)하실 수 있습니다. 

 

2-8) 자율 비행(FLIGHT) 시작 

 

선택한 드론들을 업로드하신 비행 경로를 적용하여 경유지의 출발시점을 동기화하여 기체간 충돌

위험을 낮추고 정렬된 자율비행을 시작합니다. 비행 시작 전에 반드시 주변 안전사항 확인 및 지

형 지물, 비행 경로, RTK 수렴 여부 (RTK 사용할 경우), 드론 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하셔서 자율 

비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여 주십시오. 비행 시작 시간과 설정된 비행 경로에 따라 

비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야간비행제한, 고도제한, 거리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설정에서 사전

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야간비행제한, 고도제한, 거리제한 해제와 운영 드론 대수 지정을 위한 유

료 사용자 전환과 특별비행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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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드론 일괄 제어 

 

제어 기능 요약 

ARM 선택한 드론들의 모터 시동을 켭니다. 

DISARM 선택한 드론들의 모터 시동을 끕니다. 

TAKE OFF 선택한 드론들이 설정한 고도까지 이륙합니다. 

LAND 선택한 드론들이 착륙합니다. 

RTL 선택한 드론들이 이륙한 위치로 복귀합니다. (Return To Launch) 

 

2-10) 장치 일괄 제어 

 

제어 기능 요약 

OS TURN OFF 선택한 드론들의 컴퓨터 모듈 운영체제를 종료(OS Turn Off)합니다. 

SDAS RESTART 선택한 드론들의 군집드론 원격연동 소프트웨어 SDAS(Smart Drone 

Application Systrem)를 다시 실행합니다. 

FC REBOOT 선택한 드론들의 비행 제어 장치(FC, Flight Controller)를 다시 기동합니

다. 

 

2-11) 비행 제어 장치(FC, Flight Controller) 파라미터 일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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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행제어장치(FC, Flight Controller)에 설정 가능한 파라미터와 값을 목록에 등록/삭제 

가능하며, 등록된 파라미터와 값을 전체 드론에 일괄적으로 설정(Setting)하실 수 있습니다. 켜져 

있는 드론들은 바로 설정되고 꺼져있는 드론들은 전원 인가 시,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설정 후, 

비행제어장치(FC, Flight Controller)는 재 기동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확인하여 적용하여 주십시오.) 

⚫ 참고사항 : https://ardupilot.org/copter/docs/parameters.html 

 

2-11) 드론 요약 상태 정보 

 

등록된 드론 이름, 통신 강도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드론 상태, 배터리 상태, 

배터리 전압(V)/레벨(%), GPS 상태, 유효 위성수, 고도(m) 정보를 표시하고, 드론 정보(1 열), 드론 

상태(2 열), 배터리 레벨(3 열), 유효한 위성수(4 열), 비행 상태(5 열)에 따라 아이콘과 배경색으로 

표시됩니다.  

https://ardupilot.org/copter/docs/parameters.html


 

24/56 

드론 정보(1열) 드론 이름, 수신 신호 강도 표시 

 좋음 (통신 강도/드론 상태/배터리/위성 수신 모두 녹색) 

 적당 (통신 신호 강도/드론 상태/배터리/위성 수신 일부 노란색) 

 나쁨 (통신 신호 강도/드론 상태/배터리/위성 수신 일부 빨강색) 

 통신 안됨 

표 1 드론 이름, 수신 신호 강도 표시 (상태 별 배경색 표시) 

통신 강도(1열) 통신 강도 아이콘 표시 

    
통신 강도 4단계 (아주 좋음) 

 
통신 강도 3단계 (좋음) 

 
통신 강도 2단계 (가능) 

 
통신 강도 1단계 (나쁨) 

 
통신 안됨 

표 2 통신 강도에 따른 아이콘 표시 

드론상태/배터리 레벨(2-3열) 드론 상태(2열), 배터리 상태(3열)를 표시 

 배터리 80% 이상 (비행 가능) 

 배터리 40% 초과 ~ 80% 미만 

 배터리 40% 이하 (착륙/복귀 필요) 

CRITICAL 드론에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한 상태 

EMERGENCY 드론 제어 등 불가한 상태 (추락할 수 있음) 

OFFLINE 통신 안됨 

표 3 드론/배터리 상태 표시 (상태 별 배경색 표시) 

유효한 위성수(4열) GPS 상태, 유효한 위성수 표시 

 위성수 12개 이상 (GPS 3D/DGPS/RTK/RTK FIX) 

 위성수 9개 ~ 11개 (GPS 3D/DGPS/RTK/RTK FIX) 

 위성수 8개 이하 또는CRITICAL/EMERGENCY, GPS NO/2D FIX 

 OFFLINE 상태 

표 4 GPS 상태, 유효한 위성수 표시 (상태 별 배경색 표시) 

비행 상태(5열) 고도 표시 

 ACTIVE 상태(비행 중) 

 비행하고 있지 않음 

 CRITICAL/EMERGENCY 

 OFFLINE 상태 

표 5 고도 표시 (상태 별 배경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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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OPPOR 프로모션 및 군집비행 시뮬레이션 

 

그림 20 ROPPOR 프로모션 실행 

ROPPOR 프로모션(PROMOTION)을 클릭하여 ROPPOR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소식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시에도 ROPPOR 프로모션이 존재할 경우, 프로모션 내용이 

표시됩니다.) 환경설정 프로파일을 시뮬레이터(Simulator)로 선택하시면 군집비행 가상 시뮬레이션 

시작(Start)/종료(Stop) 기능으로 표시되며 군집비행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21 ROPPOR 시뮬레이션 시작/종료 

 

4) 드론 상태 정보 

 

그림 22 드론 상태 정보 

등록된 드론 이름, 통신 강도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와 함께 상태(모드), 유효한 

위성수, 배터리 전압(V), 배터리 남은 레벨(%), 속도(m/s), 고도(m) 정보로 구성된 드론 정보 및 상

태가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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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상태/모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태(State) 요약 

OFFLINE 드론 전원이 OFF되어 있거나 드론과 서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 

STANDBY 드론 전원이 ON되어 드론과 서버가 연결된 상태 

READY 조종자가 드론의 안전 스위치(SAFETY SWITCH)를 켜서 비행 가능한 상태 

ACTIVE 드론이 현재 비행중인 상태 

CALIBRATING 조종자가 드론의 Gyro, Compass 등을 교정(Calibration)하고 있는 상태 

CRITICAL 드론에 일시적 문제가 발생한 상태 

EMERGENCY 드론과 통신과 제어 등 불가능한 상태 (추락할 수 있음) 

표 6 상태(State) 

모드(Mode) 요약 

ALTHOLD 고도 고정하여 Roll & Pitch만 수동으로 조종 가능한 모드 

AUTOTUNE 자동으로 PID 설정 등을 튜닝하여 저장하는 모드 

AUTO 경로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행 중인 모드 

GUIDED GCS로부터 단일 명령을 수행하여 동작하는 모드 

LAND 고도를 낮추어 지상으로 착륙하는 모드 

LOITER 고도와 위치 고정 후, GPS를 이용하여 조종하는 모드 

RTL 이륙 장소로 돌아온 후, 착륙하는 모드 

STABILIZE Roll & Pitch 축 수평 자세 모두 스스로 유지하며 조종하는 수동모드 

표 7 모드(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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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드론 추가/삭제 

드론 목록(Drone List) 창 하단에 [Add], [Delete]버튼을 클릭하여 드론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5-1) 드론 추가(Add) 

드론 이름만 입력하여 새로운 드론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추가한 목록은 자동으로 갱신되며, 드론

에 대한 상세 설정은 군집드론 원격연동 소프트웨어와 드론을 연동 탑재하실 때, 설정하시게 됩

니다.) 

 

 

그림 23 드론 추가 

 

5-2) 드론 삭제(Delete) 

 

드론 목록(Drone List), Dashboard 또는 지도화면에서 선택한 드론들을 목록에서 삭제합니다. (삭제

한 목록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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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영상 스냅샷(Snapshot) 목록 창 

상단에 영상 스냅샷(Snapshot) 목록 창 숨김/표시 기능과 하단에 영상의 스냅샷(Snapshot) 이미지

를 목록으로 1초 간격으로 표시합니다. 

 

그림 24 영상 스냅샷(Snapshot) 목록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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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 스냅샷 목록(Snapshot List) 창 숨김/표시 

 

영상 스냅샷 목록(Snapshot List) 창을 화면에서 숨기거나 보이도록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25 영상 스냅샷 목록 창 숨김 상태 

  

그림 26 영상 스냅샷 목록 창 표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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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 실시간 재생 

해당 드론의 스냅샷(Snapshot) 목록 클릭 시, 내장된 영상 플레이어가 실행되어 드론에서 송출되

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재생(ONAIR)하고 다시 클릭 시, 종료됩니다. 현장 운영 장비에 모니터를 여

러 대 연결하셔서 군집드론 지상관제 소프트웨어 화면과 영상을 별도의 화면으로 배치하여 함께 

관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27 영상 실시간(Real-time)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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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비행 모드(FLIGHT MODE) 

 

1) 비행 모드 화면 

위성 지도상에 드론 심볼 및 이름이 표시되며 상단에 비행 모드 기능 도구 바, 지도 좌측 상단에 

현재지도 중심의 위경도 좌표(클릭 시, 북마크 실행), 지도 우측 중앙에 지도 중심의 가로/세로 축

척을 표시합니다. 

 

그림 28 비행 모드(FLIGHT MODE) 화면 

 

1-1) 기본 지도 제어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마우스 휠(Wheel)을 앞으로 굴려 지도를 확대(+), 뒤로 굴려 지도를 축소(-)하실 수 있습니다. 

 

1-2) 드론 선택/해제 및 상태 정보 표시 

드론 심볼에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드론 선택을 추가하고, 선택된 드론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

거나 선택된 드론을 다시 클릭하여 드론 선택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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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첫 번째 드론 선택 

 

1-3) 영역으로 드론 선택/해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영역을 선택하여 영역 내 드론들을 일괄 선택하거나 영역 

내에 드론이 없으면 드론들을 일괄 선택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30 좌 상단 10대 드론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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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행 모드 기능 도구 바 

 

그림 31 비행 모드 기능 도구 바 

좌측에는 비행 환경 창 On/Off, 전체 드론 영역 지도 표시, 선택 드론 영역 지도 표시, 선택 드론 

자동 추적 On/Off, RTK GNSS 창 On/Off, 우측에는 지도 축소, 지도 축척 조정 바, 지도 확대 

도구로 구성됩니다. 

2-1) 비행 환경 창 On/Off 

 

현재 지역에서 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의 현재 시간, 일출/일몰 시간 

지구자기장 정보 등이 표시됩니다. 상단 타이틀의 리셋(Reset) 버튼을 클릭하여 최신 정보로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자기장 지수가 크면 드론의 추락이나 오동작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비행 전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일출(Sunrise) 전 일몰(Sunset) 후의 야간비행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유료 사용자 전환과 특별비행승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32 비행 환경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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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체 드론 영역 지도 표시 

 

등록된 모든 드론들이 표시되는 영역으로 지도 중심과 축척을 변경합니다. 

 

그림 33 전체 드론 영역 지도 표시 

2-3) 선택 드론 영역 지도 표시 

 

선택된 드론들이 모두 표시되는 영역으로 지도 중심과 축척을 변경합니다. 

 

그림 34 선택 드론 영역 지도 표시 

  



 

35/56 

2-4) 선택 드론 자동 추적 On/Off 

 

선택된 드론들의 위치 이동에 따라 지도 중심을 자동적으로 변경하여 추적하거나 자동적으로 변

경되지 않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2-5) RTK GNSS 창 On/Off (RTK 적용 시에만 사용) 

 

RTK GNSS 창을 On/Off 시킵니다. RTK Base Station 수신을 활성화하여 수신 위성 대수, 위치 정확

도(Accuracy) 등을 확인합니다. RTK Base Station에 설정된 위치 정확도 이하로 수렴된 경우, 위치 

정확도(Accuracy) 값이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림 35 RTK GNSS 창 

 항목 요약 

Input Source RTK 보정 신호 입력 소스를 선택합니다. (기본 TCP) 

TCP Server (IP:Port) RTK 보정 신호 입력 소스(TCP Server)의 IP와 Port를 설정합니다. 

GPS 미국 GPS 수신 위성 대수 

GLONASS 러시아 GLONASS 수신 위성 대수 

BeiDou 중국 BeiDou 수신 위성 대수 

Galileo 유럽 연합 Galileo 수신 위성 대수 

GNSS 전체 수신 위성 대수 

Input (bps) RTK 보정 신호 입력 속도 

Using (bps) RTK 보정 신호 사용 속도 

Accuracy (m) RTK 보정 신호 위치 정확도 

Start Activate RTK Base Station 수신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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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도 축소 

 

지도 축척을 한단계 축소하여 지도를 표시합니다. 

 

그림 36 지도 축척 축소 전 

 

그림 37 지도 축척 축소 후 

2-7) 지도 축척 조정 스크롤 바 

 

좌/우측으로 마우스로 스크롤하거나 클릭하여 지도의 축척을 축소(좌측으로 스크롤 또는 클릭) 또

는 확대(우측으로 스크롤 또는 클릭)하여 지도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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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도 확대 

 

지도 축척을 한단계 확대하여 지도를 표시합니다. 

 

그림 38 지도 축척 확대 전 

 

그림 39 지도 축척 확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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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마크  

 

좌측 상단에 화면 중심의 위/경도 좌표가 표시되며, 해당 위/경도 좌표를 클릭하시면 북마크 창이 

뜹니다. 북마크에 위/경도 좌표를 입력하여 등록하여 두시면 해당 비행 장소로 이동하여 지도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40 북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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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북마크 위치로 지도 이동 

목록에 등록된 북마크를 선택하여 해당 북마크가 등록된 위치로 지도를 자동으로 이동하실 수 있

습니다. 

 

3-2) 북마크 등록 

 

북마크 등록할 위치로 지도를 이동할 경우, 자동으로 북마크 창의 위도(Latitude)/경도(Longitude) 

좌표가 변경됩니다. 북마크 이름(Name)을 입력하고 추가(+)하면 북마크가 등록됩니다. 

 

3-3) 북마크 삭제 

 

북마크 목록에서 삭제할 북마크를 선택한 후, 삭제(-)하면 선택된 북마크가 삭제됩니다. 

 

3-4) 북마크 전체 삭제 

 

북마크 목록에서 전체 삭제하면 모든 북마크가 삭제됩니다. 

 

3-5) 위/경도 지도 이동 

북마크 창에서 위(Latitude)/경도(Longitude) 위치 좌표를 직접 입력하고 [OK]버튼을 누르면 해당

위치로 지도가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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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상 모드(GROUND MODE) 

 

1) 지상 모드 화면 

일반 지도(위성 지도 보기로 전환 가능)상에 등록된 드론들이 이륙/복귀할 홈 위치 심볼과 드론 

이름이 표시되며 상단에 지상 모드 기능 도구 바, 지도 좌측 상단에 현재지도 중심의 위경도 좌

표(클릭 시, 북마크 실행), 지도 우측 중앙에 지도 중심의 가로/세로 축척이 표시됩니다. 

 

그림 41 지상 모드(GROUND MODE) 화면 

 

2-1) 기본 지도 제어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마우스 휠(Wheel)을 앞으로 굴려 지도를 확대(+), 뒤로 굴려 지도를 축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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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로 편집 위치 선택 

위치 심볼을 선택하여 경로 편집(경유지 추가/이동/삭제)할 위치를 지정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42 2번째 드론을 경로 편집 위치로 선택 

2-3) 경유지 추가 

지도 상에 마우스 버튼을 더블 클릭하여 선택된 위치에서 다음 위치로 비행할 경유지를 추가하여 

비행 경로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환경설정 기준으로 홈 위치에서 비행 가능한 거리가 제한

되어 있습니다. 거리제한 해제를 위한 유료 사용자 전환과 특별비행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그림 43 2번째 드론의 1번째 2번째 경유지 추가 

2-4) 경유지 이동 

경유지는 마우스 버튼으로 선택 후, 드래그(Drag)하여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단, 환경설정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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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홈 위치에서 비행 가능한 거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리제한 해제를 위한 유료 사용자 전환

과 특별비행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44 1번째 경유지 위치 이동 

2-5) 지점 일괄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영역을 선택하여 영역 내 경로를 편집할 지점들을 일괄 선

택(기준 심볼은 녹색, 그 외, 선택된 심볼들은 노란색으로 표시)하거나 영역 내 위치 심볼이 없으

면 일괄 선택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45 좌측 30개를 경로 편집할 지점들로 일괄 선택 

2-6) 경유지 일괄 추가 

지점 일괄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을 더블 클릭하여 기준 지점(녹색)과 선택된 위치들(노란

색)을 기준 지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며, 한 번에 경유지들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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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1번째 드론 기준으로 좌측 30개 드론들의 1번째 경유지 일괄 추가 

2-7) 경유지 일괄 이동 

기준 지점을 마우스 버튼으로 선택 후, 드래그(Drag)하여 기준 지점(녹색)과 선택된 위치들(노란색)

을 기준 지점부터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며, 한 번에 경유지 위치들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단, 

환경설정 기준으로 홈 위치에서 비행 가능한 거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리제한 해제를 위한 

유료 사용자 전환과 특별비행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47 1번째 드론 기준으로 선택된 드론들의 1번째 경유지 일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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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 모드 기능 도구 바 

 

그림 48 지상 모드 기능 도구 바 

좌측에는 비행 환경 창 On/Off, 전체 드론 영역 지도 표시, 선택 드론 영역 지도 표시, 선택 드론 

자동 추적 On/Off, RTK GNSS 창 On/Off, 우측에는 위성/일반 지도 모드 전환, 단일/전체 경로 

보기 전환, 지도 축소, 지도 축척 조정 바, 지도 확대 도구로 구성됩니다. 위성/일반 지도 모드 

전환, 단일/전체 경로 보기 전환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은 비행 모드 기능 도구 바의 

기능과 동일하니, 비행 모드 기능 도구 바의 기능 설명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1) 위성/일반 지도 모드 전환 

 

지상 모드(GROUND MODE)에서 일반 지도와 위성 지도 모드를 전환합니다. 

  

그림 49 위성/일반 지도 모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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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단일/전체 경로 보기 전환 

 

하단 경유지(Way Points) 탭에서 선택한 드론의 단일 경로만 표시하여 편집하거나 전체 경로 모두

를 표시하여 편집 가능하도록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50 단일 경로 보기 

 

그림 51 전체 경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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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영상 모드(VIDEO MODE) 

1) 영상 모드 화면 

정찰 드론에서 송출된 영상들은 지상관제 컴퓨터에 녹화되어 저장됩니다. 상단에 영상 모드 기능 

도구 바, 하단에 녹화된 영상의 스냅샷(Snapshot) 이미지에 녹화 시작/종료와 전체 녹화 시간 목

록으로 표시됩니다. 

 

그림 52 녹화 영상 목록 창 

1-1) 영상 재생 

해당 영상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여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53 영상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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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 모드 기능 도구 바 

 

그림 54 영상 모드 기능 도구 바 

좌측에는 비행 환경 창 On/Off, 전체 드론 영역 지도 표시, 선택 드론 영역 지도 표시, 선택 드론 

자동 추적 On/Off, RTK GNSS 창 On/Off, 우측에는 영상 녹화 저장 폴더 변경, 영상 삭제, 영상 

복사, 지도 축소, 지도 축척 조정 바, 지도 확대 도구로 구성됩니다. 영상 녹화 저장 폴더 변경, 

영상 삭제, 영상 복사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은 비행 모드 기능 도구 바의 기능과 

동일하니, 비행 모드 기능 도구 바의 기능 설명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1) 영상 녹화 저장 폴더 변경 

 

영상을 녹화 저장할 폴더를 변경합니다. 저장 공간이 충분한 폴더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그림 55 영상 녹화 저장 폴더 변경 

2-2) 영상 삭제 

 

선택된 영상들을 목록에서 삭제합니다. 

2-3) 영상 복사 

 

선택된 영상들을 다른 폴더로 복사합니다. 저장된 영상의 공유 등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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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드론 메시지(Drone Messages)/경유지(Way Points)/비행 로그(Flight Logs) 목록 창 

드론 메시지(Drone Messages)/경유지(Way Points)/비행 로그(Flight Logs) 목록 창을 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 56 드론 메시지, 경유지, 비행 로그 목록 창 선택 탭 

 

1) 드론 메시지(Drone Messages) 목록 창 

드론 메시지(Drone Messages) 목록 창은 상단 우측에 메시지 추적 시작/중지, 일괄 삭제 기능, 하

단에 메시지 순번(No), 드론 이름(Name), 시간(Time), 메시지(Message)로 구성되며, 메시지의 내용

은 드론의 상태(모드) 변경 등 드론에서 제공하는 메시지들을 표시합니다. 

 

그림 57 드론 메시지(Drone Messages) 목록 창 

 

1-1) 드론 메시지 추적 시작/중지, 일괄 삭제 

 

아이콘 기능 설명 

 
메시지 추적 시작 최근 메시지 기준으로 자동 스크롤을 시작합니다. 

 
메시지 추적 중지 현재 메시지 위치에서 자동 스크롤을 중지합니다. 

 
메시지 일괄 삭제 메시지 목록을 모두 삭제합니다. 

 

1-2) 드론 메시지 저장 경로 

ROPPOR Application Data Logs 경로(“C:\사용자\{사용자명}\AppData\Local\ROPPOR\Logs”) 내

에 “DroneMessages_{년-월-일}.txt” 파일에 자동으로 드론 메시지들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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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유지(Way Points) 목록 창 

경유지(Way Points) 목록 창은 상단 우측에 경유지 거리 표시 옵션, 경로 드론으로 업로드, 경로 

드론에서 다운로드, 경로 불러오기, 경로 저장하기, 선택 경유지 삭제, 기준 지점 드론 경로 삭제, 

모든 드론 경로 삭제 기능, 하단에 드론 탭(Tab)과 드론 탭(Tab)별 경유지 목록을 표시합니다. 

 

그림 58 경유지 목록 창 

 

2-1) 경유지 거리 표시 옵션 

경유지 거리는 경유지 간 지상 거리(Interval), 경유지 누적 지상 거리(Distance), 경유지 누적 비행 

거리(Flight Distance)로 옵션 선택에 따라 경유지 거리가 표시됩니다. 

 

옵션 설명 

Interval (m) 경유지 간 지상 거리 간격(Interval)을 경유지 거리로 표시합니다. 

Distance (m) 경유지 간 지상 거리를 누적하여 경유지 거리로 표시합니다. 

Flight Distance (m) 경유지 간 비행 거리(고도 포함)를 누적하여 경유지 거리로 표시합니다. 

 

2-2) 경로 드론으로 업로드 

 

지상 모드(GROUND MODE)에서 편집한 경로를 드론들의 비행 경로로 업로드하여 설정합니다. 해

당 경로로 비행 시,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비행 전에 반드시 사전 점검하시고 경로를 설정 및 업

로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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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로 드론에서 다운로드 

 

드론의 경로들을 다운로드하여 지상 모드(GROUND MODE)와 비행 모드(FLIGHT MODE) 경로로 적

용합니다. 

 

그림 59 지상 모드 경로 화면 

 

그림 60 비행 모드 경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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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로 불러오기 

 

로컬 저장소에 저장된 경로 목록(확장자 WPL)을 선택하여 목록에 포함된 경로 파일(확장자 WP)

들을 모두 불러와서 지상 모드(GROUND MODE) 각 드론들의 경로로 적용합니다. 

 

2-5) 경로 저장하기 

 

지상 모드(GROUND MODE)에서 편집한 경로들을 로컬 저장소에 경로 목록(확장자 WPL)과 목록

에 포함된 경로 파일(확장자 WP)들을 모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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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선택 경유지 삭제 

 

지상 모드(GROUND MODE)에서 선택한 경유지들을 일괄 삭제합니다. (드론 홈 위치 제외) 

 

그림 61 선택한 1번째 경유지들 삭제 전 

 

그림 62 선택한 경유지들 삭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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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준 지점 드론 경로 삭제 

 

지상 모드(GROUND MODE)에서 기준 지점(녹색)으로 지정된 드론의 경유지들을 삭제합니다. 

 

그림 63 기준 지점으로 지정된 1번 드론의 경로 삭제 전 

 

그림 64 기준 지점으로 지정된 1번 드론의 경로 삭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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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모든 드론 경로 삭제 

 

지상 모드(Ground Mode)에서 편집한 모든 드론에 대한 경로를 삭제합니다. 

 

그림 65 모든 드론 경로 삭제 후 

 

2-9) 경유지 목록 

 

그림 66 경유지 목록 

경유지 목록은 경유지 순번(No), 명령어(Command), 위도(Latitude, 단위 도), 경도(Longitude, 단위 

도), 고도(Altitude, 단위 m), 경유지 거리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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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명령어(Command) 

 

그림 67 명령어(Command)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령어(Command) 요약 

HOME 드론의 홈 위치입니다. 비행 후, 복귀하여 해당 위치에 착륙합니다. 

WAYPOINT 드론이 비행할 경유지(경도, 위도, 고도)입니다.. 

 

B. 위도(Latitude), 경도(Longitude), 고도(Altitude) 

 

그림 68 위도(Latitude), 경도(Longitude), 고도(Altitude) 

0 번째 항목은 HOME 위치 위도/경도/고도 값이 표시되며, 1번째 항목 이후부터 비행할 경유지에 

대한 위도/경도/고도 값이 표시되며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C. 경유지 거리 

   

그림 69 경유지 거리 

경유지(Way Points) 목록 창의 경유지 거리 표시 옵션 설정에 따라 경유지 간 지상 거리(Interval), 

경유지 누적 지상 거리(Distance), 경유지 누적 비행 거리(Flight Distance)가 경유지 거리로 표시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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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행 로그(Flight Logs) 목록 창 

 

그림 70 비행 로그 목록 창 

비행 로그(Flight Logs) 목록 창은 상단 우측에 로그 추적 시작/중지, 일괄 삭제 기능, 하단에는 로

그 순번(No), 드론 이름(Name), 드론 상태(모드), 유효한 위성수, 배터리 전압/전류(배터리 남은 레

벨), 속도, 경도, 위도, 고도, 시간(Time) 등 드론에서 제공받은 정보들을 목록으로 표시합니다. 

 

3-1) 비행 로그 추적 시작/중지, 일괄 삭제 

 

아이콘 기능 설명 

 
로그 추적 시작 최근 로그 기준으로 자동 스크롤을 시작합니다. 

 
로그 추적 중지 현재 로그 위치에서 자동 스크롤을 중지합니다. 

 
로그 일괄 삭제 로그 목록을 모두 삭제합니다. 

 

3-2) 비행 로그 저장 경로 

ROPPOR Application Data Logs 경로(“C:\사용자\{사용자명}\AppData\Local\ROPPOR\Logs”) 내

에 “FlightLogs_{년-월-일}.txt” 파일에 자동으로 비행 로그들을 저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