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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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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에 대하여 

이 설명서는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다운로드 파일이 구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기술적 오류 및 편집상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

능 및 기능 개선에 따라 설명서 내용 및 구성 등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OPPOR 군집드론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중 오류신고, 건의 사항이나 상용 목적으로의 사용전

환과 기술지원과 개별 교육 서비스 또는 야간비행제한, 고도제한, 거리제한 해제와 운영 드론 대

수 지정을 위한 유료 사용자 전환을 통한 특별비행승인 신청 등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기호설명(범례) 

※ 참고 및 확인사항 

！ 주의 및 중요사항 

★ 금지 및 경고사항 

 

ROPPOR Platform 사용 전 숙지 사항 

ROPPOR Platform을 사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아래 문서들을 사전에 숙지하여 주십시오. 

0. ROPPOR Art 소프트웨어 준비 과정 (순서대로 진행, 중요) 

1. ROPPOR 공연드론 기체 연동 가이드 

2. ROPPOR RTK 연동 가이드 

3. ROPPOR Art 소프트웨어 설치 가이드 

4. 군집드론 원격연동 소프트웨어 설치 가이드 

5. ROPPOR Art 군집드론 공연운영 소프트웨어 기능 명세서 

  



 

4/25 

목차 

법적고지 ........................................................................................................................................................................................... 2 

※ 저작권에 관한 법적고지 ............................................................................................................................................... 2 

※ 책임의 한계에 관한 법적고지 .................................................................................................................................... 2 

이 설명서에 대하여.................................................................................................................................................................... 3 

기호설명(범례) ......................................................................................................................................................................... 3 

ROPPOR Platform 사용 전 숙지 사항 ......................................................................................................................... 3 

1. 제품 개요 .................................................................................................................................................................................. 5 

1-1. 소개 .................................................................................................................................................................................... 5 

1-2. 제품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사항 ................................................................................................................. 5 

2. 안전 운용 수칙 ....................................................................................................................................................................... 6 

2-1. 환경적 고려사항 ........................................................................................................................................................... 6 

2-2. 비행 전 점검사항 ......................................................................................................................................................... 6 

2-3. 조작 .................................................................................................................................................................................... 6 

3. ROPPOR Art 공연 준비 ....................................................................................................................................................... 8 

3-1. ROPPOR Art 시스템 연동 구성도 ........................................................................................................................ 8 

3-2. Ground Station .............................................................................................................................................................. 9 

1)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준비..................................................................................................................... 10 

2) RTK Base 준비 .................................................................................................................................................... 12 

3-3. 테스트 비행 .................................................................................................................................................................. 14 

1) 비행 전 점검 및 기체 배치 ......................................................................................................................... 14 

2) 조종기 점검 비행 .............................................................................................................................................. 14 

3) ROPPOR 점검 비행 .......................................................................................................................................... 15 

4. ROPPOR Art 공연 ................................................................................................................................................................ 18 

4-1. 공연 경로 Upload ..................................................................................................................................................... 18 

4-2. 공연 경로 Simulation .............................................................................................................................................. 20 

4-3. Art Formation 설정 .................................................................................................................................................... 21 

4-4. Art Start ........................................................................................................................................................................... 25 



 

5/25 

 

1. 제품 개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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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 군집드론 공연운영 소프트웨어는 공연 현장의 공연운영 컴퓨터에 설치해 이동통신망

으로 다수의 군집드론들과 통신하고 제작된 공연 대형을 설정하고 현장에서 한 대의 컴퓨터로 군

집드론의 공연을 수행하며 3차원 가상공간에서 공연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입니다. 

Wi-Fi, Telemetry 등 근거리 통신망이 아닌 이동통신망을 사용하여 전파법 위반의 소지가 없고 통

신두절의 가능성이 낮아 안전하고 정밀합니다. 3차원 공연모드 기능으로 공연 대형을 시뮬레이션 

하여 공연 전에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권 조종기 전환이 원격으로 

가능하여 대형이탈 등 특정 드론의 공연 중 오작동 시에도 선제적인 안전조치가 가능합니다. 

1-2. 제품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사항 

ROPPOR 플랫폼은 Pixhawk 기반의 비행 제어 장치(FC, Flight Controller)와 Companion Computer

인 Raspberry Pi에 군집드론 원격연동 소프트웨어(SDAS, Smart Device Application Software)를 탑

재하여 보안 및 사용자 인증의 이중 보안이 가능한 이동통신망을 통해 다수의 군집드론을 통합관

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이에, ROPPOR 플랫폼과 연동을 위해서는 Pixhawk 기반의 비행 제어 장치, Companion Computer, 

LTE 통신 모듈 등을 준비하여 드론을 구성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ROPPOR 공연드론 기체 연동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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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운용 수칙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고, 안내에 따라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

하여 주십시오. 

2-1. 환경적 고려사항 

1) 해당 국가의 승인된 구역에서만 비행하십시오. 

2) 본 제품을 이용할 땐, GPS 수신이 원활한 실외에서만 비행하십시오. 

3) 전자기 및 무선 전파 간섭이 없는 환경에서 비행하십시오. 

4) 통상 일반적인 기상 조건에서만 비행하십시오. 

5) 비행지역의 이동통신망 수신 감도를 확인하여 음영지역은 피하여 비행하십시오. 

6) 기체가 이륙할 비행장소(Flight Station)로부터 충분한 안전 거리를 확보하여 주십시오. 

2-2. 비행 전 점검사항 

1) ROPPOR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2) 비행지역의 해당 이동통신망의 수신 감도를 점검하십시오. 

3) 기체, 조종기, 운영PC, 이동통신장비 등 모든 운영장비들의 배터리가 충분하게 충전되었

는지 점검하십시오. 

4) ROPPOR 화면의 드론 메시지(Drone Messages) 탭에서 현재 운용할 기체의 상태에 이상

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5) 비행하기 전, 반드시 기체 점검을 통해 기체가 비행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6) 비행할 경로 상에 기체간 상호 충돌하거나 장애물 등이 존재하지 않는지 점검하십시오. 

7) ROPPOR를 이용한 비행 전, 반드시 조종기(RC, Remote Controller)로 수동 비행을 확인한 

후 비행을 계획하십시오. 

2-3. 조작 

1) 음주, 약물 복용, 마취 상태이거나 어지러움, 피로, 메스꺼움 증상이 나타나거나 기체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아닌지 확

인하십시오. 

2) 배터리 부족이나 기타 기체의 비행에 관한 경고가 발생하면 기체를 안전한 장소에 착륙

(Land)을 수행하여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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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행 중에는 항상 주의하여 기체 상태를 관찰하여야 합니다. 

4) ROPPOR 시스템이나 사용자가 설정한 경로비행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여 기체를 제어하고 장애물은 수동으로 적시에 피하십시오. 

5) 시스템 상에 경고 메시지 등은 사용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사용자

가 직접 대처하여야 합니다. 

6) 해당 제품은 사용자에 의한 사전 계획 비행이므로 사용자의 상황 인지와 판단이 매우 중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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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OPPOR Art 공연 준비 

ROPPOR Art 운용을 위한 시스템 연동 구성도와 비행에 필요한 Ground Station의 전반적인 구성 

및 안전한 공연을 위한 테스트 비행 수행에 대하여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3-1. ROPPOR Art 시스템 연동 구성도 

 

그림 # 1 ROPPOR Art 시스템 연동 구성도 

ROPPOR Art는 통신과 보안을 위해 VPN을 사용합니다. ROPPOR Art 운영을 위해서는 통신보안용 

중계 PC(이하 중계 PC)와 군집드론 공연 운영 PC(이하 운영 PC)가 필요합니다. 중계 PC의 VPN 

Server를 중심으로 운영 PC의 VPN Client와 RTK Base 및 드론에 설치된 VPN Client를 통해 유동 

IP 상에서도 통신과 보안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ROPPOR Art를 사용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중계 PC에 VPN Server 실행 

2) 운영 PC의 VPN Client 실행 

3) 운영 PC에 설치된 ROPPOR Art 실행 

4) 운영 드론에 전원 인가 

통신보안용 중계 PC

- 군집드론 통신보안용 VPN Server

RTK Base

- VPN Client

드론1

- VPN Client
…

드론N

- VPN Client

군집드론 공연 운영 PC

- 군집드론 공연운영 소프트웨어

- 군집드론 통신보안용 VPN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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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Ground Station 

 

그림 # 2 Ground Station 

Ground Station은 운영장소와 비행장소로 구분합니다. 운영장소는 운영 PC 등 운영에 필요한 장

비들을 설치하고 기체의 이/착륙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영장소는 비행장소와 충분한 거리

를 확보하고 기체들의 이착륙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긴

급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항상 조종기들은 바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운영하는 동안에는 운영 PC 및 이동통신장치 등 전기를 사용하는 장치에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

급할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행장소는 기체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게 배치(간격, 방향

을 동일하게)하여야 합니다. 제작된 공연 Formation 배치와 동일 간격으로 기체들을 배치하여 공

연할 수 있는 장소로 기체들이 이/착륙할 때 충돌할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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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준비 

군집드론 공연운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 소프트웨어를 준비하십시오. 

1-1) 중계 PC의 VPN Server를 실행 후 [연결]합니다. 

※ VPN Server 설치에 대해서는 “ROPPOR Art 소프트웨어 설치 가이드”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

오. 

 

그림 # 3 VPN 연결 

1-2) 연결 후, Server 접속 연결 및 할당된 IP를 확인합니다. 

 

그림 # 4 VPN – Server 연결 확인 

※ 중계 PC의 IP는 “10.8.0.1”로 고정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1-3) 운영 PC 또한 VPN Client를 실행 후, [연결]하여 Client 접속 연결 및 할당된 IP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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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5 VPN – Client 연결 확인 

※ 운영 PC, RTK Base, 드론들의 VPN Client IP는 VPN Server에 접속되면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1-4) 운영 PC에 설치된 ROPPOR Art를 실행합니다. 

 

그림 # 6 ROPPOR Art 아이콘 

1-5) ROPPOR Art 실행 후 우측 상단 환경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림 # 7 환경 설정 아이콘 

1-6) Relay PC Public IP와 Main Server의 접속 정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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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8 ROPPOR Art – 환경 설정 

※ 자세한 설치 및 실행 방법은 ROPPOR Art 소프트웨어 설치 가이드 및 ROPPOR Art 군집드론 

공연운영 소프트웨어 기능명세서를 참조하십시오. 

！ 운영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지 않은 채 기체의 전원을 인가하시면 ROPPOR와 연동 되지 않습니

다. 

 

2) RTK Base 준비 

ROPPOR Art는 정밀한 드론 아트 공연 수행을 위하여 GPS보다 향상된 RTK기술을 반드시 사용하

여야 합니다. 

※ 자세한 설치 및 구성 방법은 RTK 연동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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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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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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9 RTK Base 설치 

 

그림 # 10 ROPPOR Art – RTK GNSS Relay 확인 

ROPPOR가 실행된 상태에서 RTK Base의 전원을 켜고 RTK GNSS 창에서 수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비행 전, RTK Base 장치에 설정하신 정확도(Accuracy, 단위 m)이하로 수렴되었는지 유효한 수신 

위성 수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변하지 않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 SIRIUS RTK BASE 자체 전원으로 LTE Device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전원이 Off될 수 있으니 

사용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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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테스트 비행 

공연에 앞서 Formation 설정과 기체의 연동 확인 및 비행 등의 사전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사전 테스트는 기체 1대 기준으로 진행하며 비행 전 점검 및 기체 배치, 조종기 점검 비행, 

ROPPOR 점검 비행 단계로 수행합니다. 

 

1) 비행 전 점검 및 기체 배치 

비행을 위해 사용자 점검 수칙에 따라 반드시 기체 및 운영 장비들을 점검합니다. 

※ Ardupilot 제공 : https://ardupilot.org/copter/docs/checklist.html 

점검 후 이상이 없을 시 비행테스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체를 준비합니다. 

1-1) 비행장소의 중앙에 기체 1대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기체에 전원을 인가합니다. 

1-2) ROPPOR 화면의 기체 상태 및 RTK 수신상태를 확인합니다. 

 

2) 조종기 점검 비행 

조종기로 기체 동작과 최소 기본비행에 문제가 없는지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2-1) 로이터(Loiter) 모드에서 기체의 비행가능 상태(READY)를 확인한 후 조종기로 시동을 걸고 

이륙합니다. 

2-2) 이륙하여 일정 고도(약 3미터 내외)로 상승시킨 뒤 기체가 제자리에서 호버링(Hovering)하는

지 확인합니다. 

2-3) 로이터(Loiter) 모드 외 다른 모드를 조종기로 변경 및 적용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 조종기로 기체의 모드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비상상황시 조종 제어권 이전(ROPPOR -> 조종

기)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제어권 이전 : ROPPOR 비행은 RTL(Return To Launch)과 착륙(LAND) 기능을 제외하고 모두 

Guided 모드로 전환되어 비행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ROPPOR 비행 중(Guided 모드)에는 조종기

에 제어권이 없어 조종타를 움직여도 기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ROPPOR 비행 중 기체 제어권을 

조종기로 이전하거나 중단하기 위해서는 비행 중인 Guided 모드에서 다른 비행모드로 변경을 해

야 합니다. 다른 비행모드로 전환됨과 동시에 제어권이 조종기로 이전되며 사전 계획된 모든 비

행은 취소됩니다. 만약 해당 기체의 조종기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조종기의 상하타(Throttle)가 

중립(50%) 이하일 경우, 기체가 추락하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 하나의 조종기에 바인딩(Binding) 된 다수의 기체가 ROPPOR 비행 중일 때 조종기로 모드를 

https://ardupilot.org/copter/docs/check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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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여 제어권을 가져오는 것은 다수의 기체를 함께 조종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2-4) 사용자의 판단 및 비행점검 수칙에 따라 비행하여 조종이 원활한지 확인합니다. 

2-5) 상기 항목에 따라 진행 중 문제가 있을 시 기체를 반드시 점검을 하십시오. 

※ Ardupilot 제공 : https://ardupilot.org/copter/docs/common-when-problems-arise.html 

 

3) ROPPOR 점검 비행 

ROPPOR의 Dashboard에 있는 기능으로 명령 수행 및 연동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기체를 

선택한 후 아래와 같이 진행하십시오. 

！ 조종기 비행이 아닌 ROPPOR 비행이므로 반드시 조종기를 준비한 상태에서 기체를 주시하며 

진행합니다 

 

그림 # 11 ROPPOR Art - Dashboard 

  

https://ardupilot.org/copter/docs/common-when-problems-aris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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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Dashboard 창의 [ARM]을 실행하여 기체 시동이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그림 # 12 ROPPOR Art – Dashboard - ARM 

3-2) Dashboard 창의 [DISARM] 실행하여 기체 시동이 꺼지는지 확인합니다. 

 

그림 # 13 ROPPOR Art – Dashboard - DISARM 

3-3) Dashboard 상에 고도(Altitude)를 설정하고 [TAKE OFF]를 실행하여 기체가 이륙한 후 

Hovering 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림 # 14 ROPPOR Art – Dashboard - Altitude 

 

그림 # 15 ROPPOR Art – Dashboard – TAKE OFF 

3-4) Dashboard 창의 [LAND]를 실행하여 기체의 착륙을 확인합니다. 

 

그림 # 16 ROPPOR Art – Dashboard - LAND 

3-5) Dashboard 창의 [LOITER]를 실행하여 기체의 제어권을 조종기로 전환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림 # 17 ROPPOR Art – Dashboard - LOITER 

！ 반드시 해당 기체의 조종기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상하타(Throttle)는 중립(50%)에 위치해 있

어야 합니다. 

★ 해당 기체의 조종기가 꺼진 상태나 제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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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Dashboard 창의 [RTL]을 실행하여 기체가 이륙 위치로 복귀하는지 확인합니다. (Return To 

Launch) 

 

그림 # 18 ROPPOR Art – Dashboard – RTL 

3-7) Dashboard 창의 [BRAKE]를 실행하여 비행이 정지되고 다시 모드 전환 후, 착륙을 수행하여 

안전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ex) [RTL] 실행 -> [RTL] 동작 -> [BRAKE] 실행 -> [RTL] 정지 -> 조종기 모드 전환 -> 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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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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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 19 ROPPOR Art – Dashboard – BRAKE 

3-8) LED 점검을 위해 Dashboard 창의 [LED SET]을 실행합니다. 

 

그림 # 20 ROPPOR Art – Dashboard – LED SET 

 

그림 # 21 ROPPOR Art – Dashboard – LED Setting 확인 

3-9) [Red], [Green], [Blue]와 [Off]를 차례대로 실행하여 기체의 LED 가 정상작동 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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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OPPOR Art 공연 

당사는 1대 기준의 Test Formation과 5대 기준의 Sample Formation을 제공합니다. 사전 점검 및 

준비를 마쳤다면 Test Formation을 통해 사용법을 익힐 수 있으며, Sample Formation으로 운영을 

연습하며 보다 안전한 운영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비행을 할수록 운영에 익숙해

질 수는 있으나 항상 사용자 자체 수칙을 만들어 기체 및 장비들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

리고 반드시 비행 중과 전후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4-1. 공연 경로 Upload 

당사가 제공하는 1대 기준 Test Formation으로 Art Formation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단

계입니다. 해당 테스트를 통해 공연 대형 비행에 필요한 운영과 설정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Path 파일로 구성된 기체의 공연 대형 정보를 비행장소(Flight Station)에 있는 각 기체 별 배치에 

맞게 지정 후 업로드합니다.  

Path Upload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ashboard에서 공연 경로 폴더 지정 아이콘을 실행합니다. 

 

그림 # 22 ROPPOR Art – Dashboard – Path Upload 아이콘 

2) 수행할 공연 경로 파일(.PATH)이 들어있는 [Test] 폴더를 선택 후, [확인]을 실행합니다. 

 

그림 # 23 공연 경로 폴더 지정 대화 상자 

3) Dashboard의 판넬/리스트 전환 아이콘을 실행하여 리스트 형태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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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4 ROPPOR Art – Dashboard – 판넬/리스트 전환 아이콘 

4) 전환된 Dashboard의 기체 목록에서 해당 기체의 [Path] 콤보 박스를 선택하여 공연할 경로 파

일을 지정합니다. 

 

그림 # 25 ROPPOR Art – Dashboard – Path 콤보 박스 

※ 공연 경로 폴더를 지정하면 기체 순번에 따라 일괄적으로 할당됩니다.  

！ 실제 운영할 기체와 해당 경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직접 수동으로 지정하십시오. 

5) 공연 경로 업로드 아이콘을 실행하여 지정된 경로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그림 # 26 ROPPOR Art – Dashboard – 공연 경로 업로드 아이콘 

 

그림 # 27 공연 경로 업로드 완료 팝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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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연 경로 Simulation 

기체 별 경로 파일을 지정 후, 3D ART MODE에서 해당 경로 파일(.PATH)의 경로를 가상 시뮬레이

션으로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ROPPOR 홈 화면 상단의 [3D ART MODE]를 실행합니다. 

 

그림 # 28 ROPPOR Art – 3D ART MODE 

2) 3D ART MODE 화면에 경로 파일이 지정된 해당 기체가 표시되고 하단에 있는 3차원 공연 모

드 기능 도구 바를 사용하여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 29 ROPPOR Art – 3D ART MODE – 3차원 공연 모드 기능 도구 바 

3) Rewind(되감기), Play(시작), Stop(중지), 번호 직접 입력 및 스크롤 이동을 통한 Frame 이동 기

능을 활용하여 사용자는 반드시 경로를 확인하고 숙지합니다. 

 

그림 # 30 ROPPOR Art – 3D ART MODE – Test Formation 확인 

！ Test Formation의 경우 좌우 7.5m, 높이 10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체 중심으로 반

지름 7.5m내로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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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rt Formation 설정 

Art Formation 수행을 위한 기본 정보 값들을 입력하여 설정합니다. 

1) ROPPOR에 현재 ONLINE 상태인 테스트 기체를 선택합니다. 

 

그림 # 31 ONLINE 상태의 드론 상태 정보 창 

2) 화면 상단 도구바의 [자동 추적 아이콘]을 실행하여 지도 중심점을 테스트 기체로 이동시킵니

다. 

 

그림 # 32 ROPPOR Art - 비행 모드 기능 도구 바 – 자동 추적 아이콘/지도 중심점 

！ ROPPOR 지도 화면 상에 선택한 기체를 중심으로 지도가 이동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3) 화면 상단 도구바의 [공연 설정] 아이콘을 실행합니다. 

 

그림 # 33 ROPPOR Art – 비행 모드 기능 도구 바 – 공연 설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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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4 공연 설정 창 

4) [Use Map Center]를 누르시면 현재 지도 중심 좌표를 공연 중심 좌표로 설정됩니다. 

！ 실제 공연 운영 시, 제작된 공연 Formation의 원점 좌표(0,0,0)에 해당하는 위치로 설정하십

시오. 원점 좌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연 대형 생성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5) 남은 입력창에 알맞은 설정 값들을 다음 설명에 따라 모든 창에 입력한 후, [Setting]을 실행시

킵니다. 

 값(value) 

Heading (º) 정북(0º) 방향 기준으로 공연관람자가 바라볼 각도(기체의 Heading과 동일) 

Altitude (m) Art Formation 수행 시작 고도  

(제작된 Formation의 최소 고도(Min)보다 높게 입력합니다.) 

Countdown (s) 공연 시작[Art Start]을 누른 시점부터 시동(ARM) > 이륙(TAKE OFF) > 실제 공

연 시작 시간 까지의 카운트 다운 시간을 입력합니다. 

(설정 한 고도가 높을수록 충분한 시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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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고도(Altitude, m)는 Formation 최소 고도보다 항상 높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 카운트 다운(Countdown, s) 시간은 공연 시작[Art Start]을 누른 시점부터 시동(ARM) > 이륙

(TAKE OFF) > 공연 시작까지 충분한 시간을 입력하여야 하며, 기본 30초 + 공연 고도(Altitude, 

m) 3m 당 1초 정도를 산정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륙 속도 3m/s 기준) 

 

그림 # 35 Altitude 설정 값 이해도 

 

그림 # 36 Heading 설정 값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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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7 Heading 설정 값 적용에 따른 변화 – 3D ART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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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Art Start 

ROPPOR Art는 사용자가 제작한 Art Formation을 Path형식의 파일로 불러와 기체들이 각 경로로 

동기화 비행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경로까지 비행을 마친 뒤에는 RTL(Return to launch) 

모드로 변경되어 최초 이륙 장소로 복귀 및 착륙합니다. 

！ Art Start 수행 시, 기체는 제작된 Art Formation의 처음 위치로 이륙하여 시작합니다. 따라서 

Art Formation의 첫 위치와 이륙 전 지상에서의 기체 배치가 동일해야 충돌 위험없이 수직으로 

이륙한 후, 공연을 수행합니다. 

 

그림 # 38 ROPPOR Art – Dashboard – ART START 

앞선 모든 단계를 반드시 재확인한 다음 Dashboard 창의 [ART START]를 실행시켜 Test Formation 

수행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