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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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nema 4D 기본 설정 

1-1. 프로젝트 설정(Project Settings) 

[Ctrl + D] 단축키를 눌러 프로젝트 설정창에서 초당 프레임(FPS, Frames Per Second)과 보간

(Interpolation)을 설정합니다. Cinema 4D 기본 설정인 초당 30에서 초당 24프레임(Frame)으로 설

정합니다. 제작하신 공연 대형(Formation)은 최종 4로 나누어 0.25초 (6 Frame 간격) 단위로 위치

와 색상을 추출하여 ROPPOR Art 소프트웨어와 연동하여 공연 가능한 공연 경로(Path)로 저장하

게 됩니다. 

 

FPS 24로 설정 

키 보간(Key Interpolation) 메뉴에서 보간(Interpolation)을 선형(Linear)으로 설정합니다. 

 

키 보간(Key interpolation)을 선형(Linear)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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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Spline과 선형보간(Linear)의 차이 

[Shift + F3] 단축키를 눌러 타임라인(Timeline) 창을 열 수 있습니다. 

 

좌 spline / 우 linear 

타임라인의 시간에 따른 이동 그래프에서 Spline으로 설정하여 해당 Frame까지 이동 시, 가속된 

후, 감속하는 형태로 이동하게 됩니다. 선형보간(Linear)을 설정하면 해당 Frame까지 이동 시, 동

일한 속도로 이동합니다. 공연 대형은 선형보간(Linear)으로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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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초조작 

기준을 잡기 위해 사람 모형 Figure 하나를 생성합니다. 

 

add object Menu > Figure 

1) 시점 회전 

[Alt +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Drag)하시면 시점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시점 회전 

2) 시점 좌/우 이동 

[Alt + 마우스 휠(Wheel)]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Drag)하시면 시점을 좌/우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

다. 

 

시점 좌/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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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점 확대/축소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Wheel)을 위/아래로 굴리시거나 [Alt +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로 위/아래로 드래그(Drag)하시면 시점을 확대/축소하실 수 있습니다. 

  

시점 확대/축소 

4) 선택 객체(Object) 확대 

해당 물체를 선택(Selected Object) 후, 단축키 ‘S’를 눌러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물체 확대 (단축키 ‘S’) 

5) 전체 물체 보기 

단축키 ‘H’를 눌러 생성하신 전체 물체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물체 보기 (단축키 ‘H’) 

[Ctrl + Shift + Z] 단축키를 눌러 전환하신 시점을 이전 시점으로 돌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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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View 모드 전환 

원근법(Perspective) 창 위에서 마우스 휠(Wheel)을 누르시면 4가지 시점을 동시에 볼 수 있는 4 

View 모드로 변환되며, 다시 보고싶은 시점 위에서 마우스 휠(Wheel)을 다시 누르면 해당 시점의 

모드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4 View 모드 전환 

7) 디스플레이(Display) 모드 전환 

다양한 디스플레이 모드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Display) 모드 메뉴 

   

디스플레이(Display) 모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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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 시점변환 메뉴 

8) 물체 선택 및 조작 

마우스로 물체를 클릭하여 선택하게 되면 물체 주변에 노란 테두리와 중앙에 축을 표출하게 됩니

다. 

 

물체 선택 

선택된 물체는 단축키를 이용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E’ : 물체에 화살표가 표출되고, 화살표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Move)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T’ : 물체에 사각형이 표출되고, 사각형을 확대/축소하여 크기(Scale)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R’ : 회전을 할 수 있는 구가 표출되고, 해당 구를 돌려서 회전(Rotate)할 수 있습니다. 

 

이동(Move), 크기(Scale), 회전(Rotate) 

(주의) 물체의 중심 축을 컨트롤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Enable Axis (단축키 ‘L’) 모드가 활성화 되

어 있을 경우에는 비활성화 시켜주셔야 작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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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비활성화, 우측 활성화 

9) 생성된 물체 가리기 

[ALT + 두개의 점]을 클릭하여 물체들을 화면에서 표시(On) 및 숨김(Off)을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2회 클릭하시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며 물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 두개 점 뒤에 있는 체크 표시를 클릭해서 X 표시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물체 표시(On) 및 숨김(Off) 

1-3. 렌더링(Render) 

1) 렌더링 설정(Render Setting) 

제작한 공연 대형(Formation)을 영상이나 이미지로 출력하여 확인 및 가상시연 하기 위해 사용합

니다. 

프레임 속도(Frame Rate)는 프로젝트 설정 값인 24 프레임(FPS, Frames Per Second)로 값과 맞추어 

줍니다. 

From : 시작 프레임(Frame), To : 끝 프레임(Frame) 

 

렌더링 설정(Render Setting)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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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장(Save) 

영상이나 이미지로 저장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저장(Save) 박스를 체크하고 저장될 위치 등을 설정 후, 렌더링(Rendering)을 수행하시면 해당 경

로에 설정하신 사항에 맞추어 결과물이 저장됩니다. 

 

(Render Setting – Save) 

 

체재(Format)은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당사에서는 ‘TIF’ or ‘PNG’ 형식으로 추

출한 후에 Adobe 사의 After Effect에서 후반 영상 합성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Alpha Channel은 후반 영상 합성 등의 작업에 편리하므로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의) Alpha Channel 체크하지 않을 경우, Cinema 4D 기본 바탕색으로 렌더링(Rendering) 됩니다. 

* [Ctrl + R]로 해당 원근법(Perspective) 창에서 가상으로 렌더링(Rendering)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2> 프레임(Frame) 구간 설정  

원근법(Perspective) 창 아래에 있는 범위 지정입니다. 빨간 박스 부분을 컨트롤하여 프레임 대역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0~90 Frame 지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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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물체 생성 

1) 구(Sphere) 만들기  

상단 메뉴에서 큐브 모양을 길게 클릭하면 생성이 가능한 물체에 대한 메뉴가 나오는데 구

(Sphere)를 선택하여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상단 메뉴 

 

입방체(Cube) 이미지를 길게 클릭하였을 때 

생성하신 구(Sphere)는 오른쪽 물체(Objects)창에 추가됩니다. 

생성된 물체(Objects)를 선택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정보 창이 나타납니다. 

 

구(Sphere) 생성 

구(Sphere)를 가상의 ‘드론’이라고 생각하시고 공연 대형(Formation)을 제작하게 됩니다. 

반지름(Radius) 값을 임의로 조정하여 편의에 맞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반지름(Radius) 값은 시각

적인 표시일 뿐, 공연 대형 생성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기체의 폭을 입력하여 만드시면 드

론간 거리 등을 가늠하실 수는 있습니다. 

ROPPOR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위치 좌표는 구(Sphere)의 중심 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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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Sphere) 물체(Object)창 

 

각각의 물체를 눌러 중심 좌표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Sphere) 1과 2의 거리간격(Distance) 200cm 

 

왼쪽 구(Sphere)의 중심 좌표 값 

 

오른쪽 구(Sphere)의 중심 좌표 값 

 

<◐참고 3> 상대 좌표 / 절대 좌표 

Object (Rel) : 특정 물체에 기준하여 상대적인 위치로 정의되는 상대좌표 

World : 전체 좌표계에 대한 중심 위치로부터 정의되는 절대좌표 

빨간색 박스 부분을 클릭하여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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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좌표/상대좌표 전환 

Cube 와 Null의 결합 (Null은 형태는 없이 좌표 값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객체의 Null을 선택하면 

 

Null의 위치 / Object 기준 

 Null의 위치가 원점 0에서 y 축 방향으로 800cm 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Null은 자신보다 상위에 있는 물체(Object)가 없기 때문에 절대, 상대좌표의 값이 

똑같습니다.) 

 

Null 아래 종속되어 있는 Cube를 클릭하면 현재 적용 되어있는 옵션이 상대 좌표 Object (Rel) 

이기 때문에 Null의 원점(0, 0, 0)에 있다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Cube의 위치 / Object (Rel) ‘상대좌표’ 기준 

 하지만 옵션을 Object (Rel)에서 World로 바꾸면 절대좌표로 표기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일의 

원점(0.0.0)부터 계산한 800cm가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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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e의 위치 / World ‘절대좌표’ 기준 

2) 카메라(Camera) 

카메라(Camera)를 생성합니다. 

 

상단에 위치해 있는 카메라(Camera) 아이콘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흰 버튼을 클릭하면 카메라가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 카메라 모습 (흰색 불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로 컨트롤을 하면 현재의 카메라로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줍니다. 

 

카메라를 움직여 앵글을 맞춰 놓은 후 보호 태그(Protection Tags)을 사용하여서 카메라를 움직이

지 않게 고정시켜 줍니다.  

 

보호 태그(Protection Tags) 장착 

해당 오브젝트 클릭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서 위 항목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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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태그(Protection Tags) 태그 위치 

보호 태그(Protection Tags)을 사용하면 카메라 시점 변환이 안되기 때문에 카메라(Camera)의 시점

을 고치고 싶다면 태그를 삭제한 후에 움직여 줍니다. 

(Tip) Tags를 삭제하지 않고 다른 오브젝트에 잠시 옮겨 두었다가 카메라(Camera) 시점 조정 후, 

다시 Tags만 가져오면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참고 4> 카메라(Camera)의 다중 설치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정하여 다양한 시점에서 공연 대형(Formation)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Center), 좌 하단(Left Bottom), 우 상단(Right Top) 

 

설정한 카메라(Camera)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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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명(Light) 

해당 메뉴는 렌더링 시, 드론을 실사 느낌(편의상 홍보용이라 후술)으로 만들기 위한 항목이므로 

일반 사용자들은 이 항목을 무시하여도 됩니다. 

 

조명(Light) 

구(Sphere)의 생성과정과 동일합니다. 

 

조명(Light) 생성 

 

조명(Light) 추가 후 

 

조명(Light) 표출 

 

홍보용 영상을 만들기 위해 조명(Light) 옵션의 조정은 아래 이미지 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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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변경 전 / 우 변경 후 

* Cinema 4D에 능숙하신 분들은 원하시는 설정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상세(Details) 항목에서 Falloff 값을 바꿔 주시면 반지름(Radius)/Decay 값이 활성화됩니다.  

 

상세(Details) 항목 

반지름(Radius)/Decay 활성화하게 되면 반경이 생겨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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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Details) 항목의 Falloff 값 조정 

 

홍보영상을 만들기 위해 드론 주위에 빛이 표출되도록 아래 설정 값으로 조명(Light)을 만들어 냅

니다. 

 

가시성(Visibility) 항목 조정 

 

좌 조명(Light) 미 사용 / 우 조명(Light)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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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성 외부 거리(Visibility Outer Distance) 조정 

종속을 하게 되면 상단의 구(Sphere)가 움직이는 대로 조명(Light) 가 따라오게 됩니다. 

 

4) 계산기 만들기 

이 항목은 공연 대형(Formation) 제작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Cloner를 눌러서 생성합니다. 

구(Sphere)를 생성 후, Cloner에 종속하도록 합니다. 

 

Cloner에 구(Sphere) 종속 

Cloner 메뉴에서 박스 안의 부분을 설정합니다. 양식(Mode) : 반지름(Radia), Count : 생성되는 객

체 개수 

 

Cloner Object 속성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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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항목을 조정하여 생겨난 원 

이러한 임의의 계산기를 만들어 드론 간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시각적으로 실제 드론 공연에 있어 드론 간의 거리가 충돌 위험 없이 안전

한지 또는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움직여 충돌 안전(Safety)/위험(Danger)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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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Spline 패널 이용  

여러가지 선 모양을 다룰 수 있습니다. Cloner와 연계하여 다채롭게 응용해서 제작하시면 됩니다. 

                                                                                                                             

 

별(Star) 

 

펜(Pen)을 이용한 자유 곡선 

Spline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Cloner의 속성값을 제어해 주어야 합니다. 양식(Mode)를 물체

(Object)로 변환하고 물체(Object)에 해당하는 곳에 사용할 Spline의 형태를 집어넣어 주어야 합니

다.  

분포(Distribution)을 이용해 다양한 배치 옵션을 건드려 보고 Offset으로 배치위치를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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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Distribution) - Even 

 

분포(Distribution) -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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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 대형(Formation) 제작. 

2-1 기본대형 생성 

Cloner 양식(Mode)는 그리드 배열(Grid Array)을 이용해 구(Sphere)를 생성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

다. 

Count는 (X,Y,Z)값으로 해당축에 몇대의 드론이 생성될 것인가를 설정하고, 크기(Size) 조정을 통하

여 구(Sphere)간의 거리(드론간 거리)를 조정합니다. 

 

Cloner 메뉴 / 그리드 배열(Grid Array) 

 

양식(Mode)중 그리드 배열(Grid Array)를 선택하는 이유는 Art 공연 시작 시 드론의 배치와 관리

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Tip) 드론 기체 간 안전거리를 300cm로 설정해 놓고 있지만 공연 대형(Formation) 제작을 하다 

보면 드론 간의 거리가 300cm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

작할 때 드론 간 거리를 350cm~500cm로 넓게 잡고 공연 대형(Formation)을 만들게 됩니다.  

*제작자의 공연 대형(Formation) 모양에 따라 다르지만 안전거리 이상의 여유를 두고 제작하는 

방법을 권고 드립니다.  

*300cm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각 사용자의 드론 스펙& 공연 대형(Formation) 모양에 따라 상

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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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마친 상태에서 Cloner를 클릭한 후 단축키 ’C’를 클릭하면 객체들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객체들은 각각의 번호가 부여됩니다. 

 

Cloner 선택 

 

Cloner가 분해 되어 구(Sphere) 생성 

2-2 공연 범위  

제작하는 공연의 범위는 X축 200M / Y축 120M / Z축 200M 기준으로 제작합니다. 

공연장소와 관람객 간의 거리와 드론의 개수에 따라 이 값은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대략적인 공연 반경, 물체(Object) 중 Plane을 이용해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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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람자의 위치.  

X축 화살표를 북쪽 방향이라고 봤을 때 관람객의 위치는 남쪽입니다.  

관람자의 시선이 X축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가정하고 공연 대형(Formation)을 제작합니다. 

 

 

X축 라인의 방향의 반대에서 관람 

 

관람자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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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Back 기능 

레퍼런스 잡아둔 이미지나 콘티를 삽입하여서 작업하기 쉽게 만들어 줍니다. 

Light, Left. Front, Back, Top, Bottom 시점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Image에 해당하는 부분에 드래그 앤 드롭(Drag and drop)으로 이미지를 삽입시킨 후 사용합니다. 

(공란 옆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도 됩니다.) 

Offset : 이미지의 위치 조정 / Size : 이미지의 크기 조정 / Transparency : 투명도를 조정. 

 

Viewport 단축키 Shift + v 

 

Image 삽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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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색 작업 

드론의 LED를 빛나게 하는 것은 RGB 값을 사용하는 색(Color) 채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창조(Create) > New Default Material 클릭하여 컬러 채널을 생성합니다. 

 

 

빨간 박스 부분을 더블클릭 해도 생성됩니다 

이렇게 기본값이 적용된 재질이 생성되면 생성된 아이콘을 더블클릭 해서 Material Editor창으로 

진입합니다. 

 

Material Editor 

색(Color) 채널에 체크 표시가 돼있어야 하며 색상은 옆에 있는 H.S.V 컨트롤하여 만들어 냅니다.  

Key를 설정할 때는 초록색 박스에 있는 색(Color) 옆 키 버튼을 누릅니다. 

빨간색으로 색(Color)을 지정해 놓고 재질을 드래그 앤 드롭(Drag and drop)으로 해당 물체(Object) 

에 떨어트리면 값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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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이 적용된 Color Material 

 

물체(Object)에 Color Material 삽입 

 

재질이 입혀진 모습 

 

2-6 Key  

Key를 잡는 행위는 물체(Object), 색(Color)값에 애니매이션(animation)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생성된 오브젝트를 눌러보면 우측 중단에 이러한 메뉴가 나타납니다.  

 

위치.크기.회전 정보 

  



 

31/42 

Key를 주는 방법 3가지 

1. 일일이 직접 해당 값에 해당하는 부분 클릭. (위 그림의 방법) 

2. 오브젝트 이동 후 빨간색 네모부분을 클릭. (움직인 부분 말고 다른 값들도 일괄적으로 Key가

잡힙니다.) 

3. 초록색 네모 박스 클릭해서 활성 화 시킨 후 오브젝트 이동 (자동 Key 생성, 움직임 마다 자동

으로 Key를 생성합니다.) 

 

2번 / 3번 방식 

 

3번을 활성화 시 화면에 빨간 테두리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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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Key Frame 예시 

Ex) 0 프레임(Frame)에 있는 구(Sphere)를 X축 방향으로 10 프레임(Frame) 동안 200cm 움직이게 

하려 할 때. (키를 잡는 1번 방식 사용) 

 

1. 0 프레임(Frame)에서 움직이려는 물체(Object) 클릭 

2. X값 옆에 있는 Key 클릭 

3. 10 프레임(Frame)으로 이동 

4. 물체(Object) 클릭 후 X 값에 200cm 입력 후 Key 클릭 

위의 단계를 거치면 이런 형태로 Key가 입력이 됩니다. 

 

Timeline단축키 Shift +F3 

X축 위에 구(Sphere)의 동선대로 하늘색 선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Key 메이킹 사용법들을 응용하여 드론 공연 대형(Formation)을 제작하면 됩니다. 

 

생성된 하늘색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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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타임라인(Timeline) 

사용되고 있는 Key를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창입니다. 

 

Timeline 창에 Key가 잡혀있는 모습 

 

간혹 작업 시 선형보간(Linear)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Spline으로 잡힐 때가 있는데, 수정하기 위해 

해당 Key를 선택해 준 뒤 선형보간(Linear) 버튼을 눌러줍니다. 

 

키 프레임을 검수하려고 할 시 좌측 상단에 있는 F-curve mode를 누르면 F-curve mode로 전환

됩니다. 이 모드 에서는 속도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 공연 대형(Formation) 제작에

서는 선형보간(Linear)만 이용합니다. 

 

Dope Sheet / F-curv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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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pe sheet > F-curve mode 

 

왼 선형보간(Linear) / 우 Spline 

 

기록(Marker) 

만들어놓은 Key를 수정할 때에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응용하여서 제작합니다. 

최상단 Key를 선택하면 해당 프레임(Frame)에 생성된 모든 Key가 선택됩니다. 좌우로 드래그 하

면서 간편하게 해당 프레임(Frame)에 생성된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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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검증 

3-1 사용목적 

1. 충돌 체크(DistanceCheck) 

2. 속도 체크(SpeedCheck) 

3. 경로 파일 추출(PathGenerate)  

◈ 주의사항 

1. 공연 대형(Formation) 작업 도중 스크립트(script) 사용해서 기체 간 거리 3M 이내로 들어

오는지 체크 (3M 이상 이격 되어야 통과) 

- 최종 작업 후 스크립트(script)를 사용해도 되지만 제작보다 수정이 더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는 2M 까지도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2. 충돌 체크(DistanceCheck)로 나온 결과값을 바꾸면 그에 대한 연쇄작용이 일어나기에 (나

비효과) 체크를 꼼꼼히 하며 진행합니다. 

3. 속도 체크(SpeedCheck)는 Key 변경을 통해 쉽게 조정 가능합니다.  

 

 

예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 

3-2 사용방법  

〓〓〓〓〓〓〓〓〓〓〓〓〓〓〓〓〓〓〓〓 예시 〓〓〓〓〓〓〓〓〓〓〓〓〓〓〓〓〓〓〓〓〓〓 

number_of_uavs = 10 # 드론 개수입니다. (0번 기체 ~ 9번 기체)  EX : 60개일 경우 60이라고 입력 

frames_count = 2600 # [Set] frames counter 프로젝트 파일의 프레임 구간 설정 ex(2600이라 적을 

시 0F~ 2600F을 뜻함.) 

d_treshold = 250 # [Set] check distance (cm) A 드론 중앙에서부터 B 드론 중앙까지의 거리 측정

입니다. 250 적용 시 250cm 미만의 드론들 검출  

위 내용 중 초록색이 들어간 부분을 조정하여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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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Extensions) 

R21 Ver. 기준 프로그램 상단 메뉴바에서 클릭 

 

(Console / Script Manager) 

▣ Script Manager. 

 이곳에 메뉴장에 있는 스크립트(script) 파일을 복사하여서 사용합니다. 

 

Script Manager 

① New file 클릭 

② New file 눌러서 나온 기존 내용 지우고 메모장에 적혀있는 스크립트(script) 파일 내용 복

사 후 붙여넣기 

③ 파란색 박스 부분의 숫자 수정하며 사용 

④ 우측 하단에 실행(Execute) 누르면 ▣ Console으로 결과값 추출 

⑤ 추출된 결괏값 검토하며 공연 대형(Formation) 수정 

⑥ 실행 시 최종적으로 Total ~~~ Count = 0 이라는 문구만 나오면 완료. (충돌, 속도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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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ole  

스크립트 실행(Execute)시 결과값을 나타내는 창 이곳에 나타나는 결괏값을 보고 파일을 수정합니

다. 

 

충돌 스크립트 결괏값 

◎ 해석 방법 

Danger! Distance = 299.~ between 0 and 4 on xxxxF 

d_treshold = 300 값을 입력했을 시 = 299.~cm 떨어져 있다 0번 드론과 4번 드론이 xxxx 프레임 

에서 

*해당 프레임에 가서 해당 드론의 동선을 수정해 줍니다. 

 

속도 체크 미통과시 결괏값 

speed_treshold = 3 값을 입력했을 시 3m/s 넘어가는 드론들을 잡아줍니다.  

*켐에쎈에서는 3m/s를 드론 최고 속력으로 생각하고 작업합니다. 

*드론마다 스펙이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최고 속도는 상황에 맞게 적용합니다.  

 

충돌과 속도 검증을 마친 뒤에 ROPPOR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로 파일 추출(PathGenerate) 스크

립트(script)를 사용해야 합니다. 

경로 파일 추출(PathGenerate) 스크립트(script)는 충돌 체크(DistanceCheck),속도 체크(SpeedCheck) 

스크립트(script)와 다른 점은 크게 없습니다. 

빨간 박스 부분의 파란 글씨를 조정해서 경로(Path) 파일의 저장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38/42 

 

경로 파일 추출(PathGenerate)의 내용 

 

추출된 경로(Path) 

 실행(Execute) 하게 되면 해당 위치에 경로(Path) 파일이 추출됩니다. 

 

해당 위치에 생성되어진 모습 

생성된 경로(Path) 파일들은 ROPPOR Art 군집드론 공연운영 소프트웨어와 연동하여 공연에 사용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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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번외>스크립트 미적용시(오류)해결방법  

 

구(Sphere)이름의 정리 

◈1. 포메이션을 제작할 때엔 임의로 구(Sphere)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편한 대로 작업해도 됩니다. 

◈2. 임의로 이름을 바꿔 제작은 할 수 있지만 구(Sphere)의 이름이 바뀌면 스크립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스크립트 가동 시에는 구(Sphere)의 이름을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Sphere 0’의 형태여야 합

니다. (보라색 부분의 숫자는 생성했을 당시의 넘버 그래도 사용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 Sphere 숫자 뒤에 공란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초록색인 부분만 이름값으로 입력이 되어있어

야 합니다. 초록색 공간이외에 공란삽입<스페이스 삽입>은 스크립트(script) 오류를 일으킵니다.) 

◈5. 스크립트 내용 중 ‘number_of_uavs’ 값이 본인이 사용한 드론 개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5개 

드론 생성 시 number_of_uavs = 5 입력) 

 

◈ 6. 색(Color) 값에도 Key가 잡혀있어야 스크립트(script)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 색(Color)작업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임의의 색(Color)을 적용해서 물체(Object)에 삽입해 주면 됩

니다. 

* 색상 소재(Color Material)를 여러 개 사용 할 시. 

 - 여러 개라 함은 0~10 번까지는 빨간색 11~20번 까지는 파란색 21~30번까지는 노란색을 적용

하려 할 시에 3개의 색상 소재(Color Material)을 생성해서 각각 기체에 넣은 후 컨트롤해 줘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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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색 적용하기         

각각의 색상 소재(Color Material)을 생성한 후 물체(Object)에 드래그 앤 드롭(Drag and drop)으로 

색상 소재(Color Material)을 넣어줍니다.                                                                                                                      

 

여러 개의 색상 소재(Color Material) 

 

각각의 구(Sphere)에 적용된 컬러 값 

 

3-4 (참조) Cinema 4D 기초 강좌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86UE_OSe19w 

 

4. ROPPOR 실행 및 공연 대형(Formation) 확인 

<문서 참조> ROPPOR Art 군집드론 공연운영 소프트웨어 기능 명세서 

ROPPOR Art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ROPPOR Art 군집드론 공연운영 소프트웨어 화면 

  

https://www.youtube.com/watch?v=86UE_OSe1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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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상단의 [3D ART MODE]를 눌러서 3차원 가상 시뮬레이션 모드로 전환합니다. 

 

3D ART MODE 

좌측 상단에 있는 창문 모양의 Dashboard 아이콘을 누르시면 Dashboard 목록이 표출됩니다. 

 

Dashboard 아이콘 

 

Dashboard 메뉴 

메뉴 창에서 폴더 모양 아이콘을 누릅니다. 공연을 수행할 경로(Path) 들이 들어있는 폴더를 지정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연 경로 폴더를 지정하시면 목록(List)순서대로 공연 경로(Path)는 자동으로 설정되

며, 공연 경로(Path)를 개별로 선택하여 각각의 드론에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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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경로(Path) 파일들이 들어있는 폴더(Folder)를 선택하여 불러오면 제작하신 공연 대형

(Formation)이 표출됩니다. 

 

하단의 타임라인으로 재생하거나 특정 프레임(Frame)을 선택하고 고도 및 바라보는 방향 등을 변

경하면서 제작하신 공연 대형(Formation)과 동일하게 움직이는지 사전에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