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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16-11-39

두 대의 드론을 이용한 편대 비행 제어 시스템 구현
(An Implementation of Formation Flight
Control System Using Two Drones)
김 동 진, 박 영 석*
(Dong-Jin Kim, Young-Seak Park)
Abstract : In this study, we implemented a formation flight control system using two drones.
Ground control system communicates with drones by MAVLink protocol, does keep watch on
drone’s status and sends simultaneously formation flight instructions to drones in real time. Two
drones have been able to fly by a formation flight algorithm without crashing while maintaining
the same speed, and a constant distance and altitude.
Keywords : Drone, Formation Flight, Ground Control System, Waypoint, MAVLink

Ⅰ. 서 론
드론의 장점으로는 무엇보다도 뛰어난 이동성이
다.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독일의 DHL
등 주요 유통 업체들이 물류 서비스에 드론을 이용
하는 것은 신속한 이동수단을 활용하여 배송의 효
율을 높임으로써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1]. 특히 드론은 인간의 접근이 어려웠던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유인기가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의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며, 적용분야의 확대로 빠르
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하지만 현재 배터리 기
술의 한계로 비행시간이 짧아 공중에서 장시간 체
공을 통한 정찰, 정보 수집과 같은 임무를 단일 기
체로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단일 드론의 비행시간 대비 임
무 능력 확대를 위해 두 대의 드론으로 편대 비행
을 구현하였다. 각각의 드론은 단일 지상제어시스템
과 동시에 실시간 통신을 하며, 현재 기체 상태를
모니터링 가능하고, 지상제어시스템의 임무 제어 기
능을 통해 각각의 드론으로 동시에 임무 전달이 가
능하며, 두 대의 드론은 동시에 임무를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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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선두기의 유도라인
Fig. 1 Track guidance of leader
있다. 임무 수행 중 두 대의 드론은 편대비행 알고
리즘을 통해 평균 5.253m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였
으며, 충돌 없이 비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Ⅱ장에서는 편대 비행 제어
시스템 설계를 논의하고, Ⅲ장에서는 지상 제어 시
스템 설계, Ⅳ에서는 실험결과 및 고찰 마지막으로
Ⅴ장은 결론을 요약한다.

Ⅱ. 편대 비행 제어 시스템 설계
1. 편대 비행 알고리즘 [3, 4]
편대비행 알고리즘은 선도기와 추종기의 위치
및 선도기 헤딩 방향을 이용하여 추종기가 추종해
야 할 트랙을 생성한다. 그림 1은 선두기의 유도 라
인을 도시한 결과이며, 생성되는 트랙은 매 샘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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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편대 비행 제어 변수
Table 1. Formation flight control variable
GPS Latitude
GPS Longitude

Drone
State
그림 2. 오프셋된 선도기의 유도라인
Fig. 2 Track guidance of offset Leader

GPS Altitude
Roll angle
Pitch angle
Yaw angle
X-axis acceleration
Y-axis acceleration
Z-axis acceleration
X-axis angular velocity
Y-axis angular velocity
Z-axis angular velocity
Battery voltage

시간마다 새롭게 생성된다.

Battery current

편대 비행에서는 선도기를 기준으로 종방향과
횡방향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서 편대비행
을 수행한다. 편대 비행을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선
도기로 부터 오프셋 된 가상의 선도기를 생성하였
으며 이때 생성된 트랙을 추종하여 편대비행을 유

Mission status

Mission
State
Mission
Information

Mission Number
Mission location Latitude
Mission location Longitude
Mission location Altitude

지하도록 하였다.
지상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임무 상

2. 편대 비행 제어기 설계

황 역시 현재 임무 수행 상황을 지상 제어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지상 제어 소프트웨어를 운용하

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임무 정보는 지상 제어 시

기 위한 시스템과 편대 비행 알고리즘을 처리하기

스템에서 드론의 편대 비행을 제어하기 위한 정보

위한 시스템을 분리함으로써 중앙 집중식 편대 비

이다 [7][8].

행 제어 시스템의 부하를 감소할 수 있다.
그림 3은 편대 비행 제어기의 블록도이다. 편대

Ⅲ. 지상 제어 시스템 설계

비행 제어기는 무선 통신 모듈을 통해 선두기, 추종
기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지상 제어 시스템과 데
이터 송·수신은 무선랜을 통해 TCP/IP 프로토콜을

본 연구에서는 두 대의 기체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지상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사용한다. 선두기와 추종기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는

그림 4는 MAVlink를 이용한 지상 제어 시스템

MAVLink [5] handler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분

과 드론의 데이터 송수신을 도시화한 결과이다. 지

석한다. Formation Flight Controller는 편대 비행

상 제어 시스템은 MAVlink를 통해 드론과 정보를

알고리즘으로부터 선두기·추종기의 상대 거리를 이

송수신하고 수신된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보기

용하여

MAVLink

편하게 값을 표시해준다. 기본적으로 HUD(Head

handler를 통해서 선두기, 추종기로 위도, 경도 데

up Display)를 통해 기체의 자세 값을 직관적으로

위도,

경도

값을

계산한

후

이터를 전송한다. 선두기, 추종기의 상태 정보 데이

볼 수 있고, 2D 지도에 기체의 위치를 표시하여 사

터는 MAVLink handler에서 분석하여 TCP/IP를

용자가 드론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통해 지상 제어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정 값을 드론에게 전송하여 사

편대 비행에 투입되는 각각의 드론은 현재의 기

용자가 원하는 동작을 드론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체 상태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드론의 상

MAVlink의 연결은 UART나 Radio Modem을 이용

태는 임무를 수행함으로서 변경될 수 있다. 수행해

하여 전송이 이루어지고, 정해진 Parameter 값으로

야 할 임무의 번호나 임무 수행 상태 정보도 확인

통신한다.

가능하다.
표 1은 임무 수행을 위한 편대 비행 제어 변수

MAVlink통신은 Heartbeat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상제어기와

드론의

연결

상태를

확인한다.

의 목록이며 기체 상태, 임무 상황, 임무 정보로 분

Heartbeat 메시지는 1Hz의 간격으로 통신연결 상

류된다 [6]. 기체 상태 정보는 현재 드론의 상태를

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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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편대 비행 제어기의 블록도
Fig. 3 Block diagram of formation flight controller

그림 4. 지상제어기와 드론의 MAVlink 통신
Fig. 4 MAVLink communication of Ground Control system and Drones

2. 지상 제어 시스템의 기능 및 GUI
그림 7은 두 대의 기체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
는 지상 제어 시스템의 메인화면으로 4개의 영역으
그림 5. MAVLink 패킷 구조

로 구성된다.

Fig. 5 MAVLink packet structure
① 다수의 기체와 통신하기 위한 통신연결 버튼

1. MAVLink 프로토콜 [5]

② HUD(Head Up Display)화면으로 Leader 기

MAVLink protocol은 비행 하고자 하는 지점의

체의 자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Waypoint(비행 좌표)를 Mavlink로부터 송수신하기

③ Follower 기체 상태 정보 표시

위한 프로토콜이다. 프로토콜의 목적은 드론과 지상

④ 지도에 Leader 기체, GPS정보 등을 표시

제어기 사이의 명령을 주고 받고, Waypoint 비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지도창의 왼쪽엔 지도를 확대, 축소 조절할 수 있

그림 5는 MAVLink Protocol의 패킷구조로써

는 막대가 있고 확대, 축소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CAN 통신의 SAE AS-4 표준을 따르고 있다. 최소

상태창이 하단에 표시되어 있다. hdop (Horizontal

패킷

길이는

Acknowledgement를

제외하고

8Bytes이다. 최대 패킷 길이는 263Bytes이다.
그림 6은 MAVLink 패킷의 세부 구성을 나타낸다.

Dilution Of Precision)는 수평좌표의 위치 정밀도
를 방해하는 정도를 표시한다. 이 값은 0~100 사이
의 값을 가지며 값이 적을수록 GPS 정확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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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AVLink 패킷의 세부 구성
Fig. 6 Detailed configuration of MAVLink packet

그림 7. 지상제어 소프트웨어 GUI
Fig. 7 GUI of ground control software

메인화면

왼쪽에는

Value,

Mode,

Status,

③ Gauge 탭은 기체 속도, 방향, 고도 등의 정

SecondHud, SecondStatus, 등 몇 개의 탭이 존재

보를 게이지를 통해 직관적으로 표시한다.

하는데 이러한 탭은 기체 상태 정보를 직관적으로

④ Status 탭은 선두 기체로부터 MAVlink 프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창이며 세부 구성은 다음과

토콜로 전달 받은 상태 정보 값을 모두 표시

같다.

한다.
⑤ SecondStatus

① Value 탭은 선두 기체의 속도, Roll, Pitch,
Yaw 등의 정보를 확인이 가능하다.

탭은

추종

기체로부터

MAVlink 프로토콜로 전달 받은 상태 정보
값을 모두 표시한다.

② mode 탭은 지상제어시스템에서 두 기체의
비행 모드 변경, 시동·비시동을 명령을 하달
할 수 있다.

지상 제어 소프트웨어의 지도 화면에서 기체들
을 원하는 위치로 편대 비행하기 위해서는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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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하단 가운데 있는 “flytohereactive” 체크

박스를 선택하고 지도상에서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
면 해당 위치로 편대 비행을 수행한다.

Ⅳ. 실험결과 및 고찰
1. 실험환경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한 시스템 구성은 표 2와
같다. 편대 비행을 위한 두 대의 드론은 450급 [9]
기체를

사용하였으며,

편대비행

제어

시스템은

Raspberry Pi 2 Model B, 지상제어 시스템은 인텔

그림 8. 선두 기체(왼쪽)와 추종 기체(오른쪽)
Fig. 8 Leader(left) and Follower(right)

Dual Core i5-4300U 프로세서와 8GB RAM이 장
착된 PC를 사용하였다.

표 2. 실험 환경
Table 2. Experiment environment

2. 실험결과 및 고찰
편대 비행 테스트 장소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Category

북면 하천리 인근 공터에서 실시하였으며, 당일 풍
속은 3m/s이하이고, 주변 인적이 없을 때 안전하게
비행하였다. 선두기와 추종기의 고도는 충돌을 방지
하기 위해 3m 간격으로 설정하였고, 기체간의 간격
은 5m로 설정하여 편대 비행을 하였다. 비행 고도
의 경우 편대 비행 명령을 하달할 때 사용자가 원
하는 고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림 8은 선두 기체와 추종 기체를 비행하기 전
에 약 3m정도 떨어뜨려 놓고 배터리를 연결한 다

Drone[10]
[11]

음 지상제어기와 연결한 후 GPS 수신 양호 상태를
확인하는 편대 비행 준비 단계이다. RF 무선 조종
기 연결을 확인하고, 안전 점검(배터리, GPS, 기체
센서 RC 조종기 수신 상태) 설정을 확인한다. GPS
HDOP가 2 이하로 내려가면 최종적으로 비행 준비
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시동을 걸고 지상제어
기에서 자동이륙 명령을 하달함으로서 비행을 시작
한다.
이륙 후 사용자가 설정한 고도에 도달하면 두
기체는 호버링(hovering)으로 공중에서 사용자 명

Ground
Control
System

령을 대기하고 있다. 편대 비행을 위해 지상제어기
의 지도화면에서 “flytohereactive” 체크박스를 선
택하고 그 다음 지도상에서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
여 해당 좌표로 편대비행을 수행한다.
그림 9는 지상 제어 시스템에서 설정한 비행 좌
표이다. 1번 위치에서 이륙하여 7번까지 순서대로

Formation
Flight
Control
System

Specifications
FLAME WHEEL F450
▪ Frame - DJI F450
▪ ESC - DYS 20A 2-4S
▪ Motor - DJI 2212 920KV
▪
Battery - 14.8 4CELL
3300mAh
▪ Propeller - DJI 9443 Prop
▪ Total weight - 1.1Kg
Flight Control Computer
▪ 32bit STM32F427 Cortex
M4 core with FPU
▪ 256KB RAM
▪ 2MB Flash
▪ L3GD20H 16 bit gyroscope
▪
LSM303D
14
bit
accelerometer / magnetometer
▪
MPU
6000
3-axis
accelerometer/gyroscope
▪ MS5611 barometer
Intel Core i5-4300U
8.00GB RAM
Windows 7
.Net Framework 4.0
Raspberry Pi 2 Model B
▪ Broadcom BCM2836 SoC
▪ Quad-core ARM Cortex-A7
900MHz
▪ Dual Core VideoCore IV @
Multimedia Co-Processor
▪ 1GB LPDDR2

편대비행 후 자동복귀 명령을 하달하여 1번 위치
(최초 비행 발사 장소)로 되돌아오도록 하였다.
그림 10은 선두기와 추종기의 경로를 구글맵에
표시한 결과이다. 선두기와 추종기의 경로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GPS 오차와 비행 중에 방향 전
환 시 위치선정으로 겹치게 된다.
현재 비행 고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드론에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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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축이 위도이고, 세로축이 경도이며, 파란색선은
선두기, 분홍색선이 추종기의 위도, 경도이다.
그림 14는 선두기와 추종기의 GPS 위치 값을
기준으로 서로의 거리를 계산하였을 때, 거리의 변
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두 기체 사이의 거리는
GPS 좌표(위도, 경도)를 직교좌표로 변환하여 두
점 사이의 직선거리 공식으로 계산하였다. 그래프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거리를 나타낸다. 그래프
를 보면 기준 5m에서 가까워지거나 또는 멀어지는

그림 9. 지상 제어 시스템에서 설정한 비행 좌표
Fig. 9 Flight coordinates setting in the ground
control system

경우가 8번 발생한다. 즉, 그림 9의 1번 좌표를 시
작으로 7번 좌표까지 비행한 후 다시 1번 좌표로
비행한 것을 합치면 총 8번의 편대 비행 명령을 수
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편대 비행 명령이 하달
될 때 기체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설정 좌표에서 다른
좌표로 이동할 때 선두기의 위치에 따라 추종기의
위치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그림 15는 Minitab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체간 거리의 차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결과이
다. 평균 5.253m를 유지하고, 표준편차가 1.437m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드론 편대 비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 1의 임

그림 10. 선두기와 추종기의 비행경로

무 정보(위도, 경도, 고도)를 두 기체가 만족해야 한

Fig. 10 Flight path of Leader and Follower

다. 그림 11, 12, 13, 14로부터 두 기체의 임무 정
보(위도, 경도, 고도)와 속도, 두 기체 사이의 거리

된 기압 센서와 GPS로부터 수신된 고도 값을 이용

를 비교 하였을 때 외부 환경, 센서 오차 등을 고려

하여 계산한다. 만약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변하면

하면 거의 일정한 비행 속도, 위도, 경도, 고도 및

고도 센서의 값이 변할 수 있다. 그림 11은 선두기

두 기체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였고, 충돌

와 추종기의 고도를 나타낸 결과이다. 가로축이 시

없이 편대 비행을 수행하였다.

간이고, 세로축이 고도이다. 파란색 선이 선두기, 분

표 3은 편대 비행에 대한 기존 연구와 본 연구

홍색선이 추종기의 고도이다. 선두기는 고도 13m,

의 비교 결과이다. 기존 해외 연구 [12]의 경우 고

추종기는 고도 10m에서 비행하였으며, 두 기체의

정익(Fixed wing) 무인항공기 2대를 이용하여 편대

고도가

비행을

위

아래로

거의

일정하게

변화하였다.

수행하였다.

선두기와

추종기의

거리를

그림 12는 선두기와 추종기의 기체 속도를 비교

30m, 선두기의 고도가 추종기보다 10m 더 높게 설

한 결과이다.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속도이며, 파

정하고 편대 비행하였을 때 5.12m의 표준편차가

란색선은 선두기, 분홍색선이 추종기의 속도이다.

발생하였다. 국내 연구 [3]의 경우 고정익(Fixed

두 기체의 최고 속도는 5m/s로 설정되어 있다. 바

wing) 무인항공기 3대로 편대 비행을 수행하였다.

람이 불면 두 기체는 수평 유지를 위해 비행 속도

가상 경로점 예측거리를 60m, 앞뒤 거리는 5m, 좌

를 줄인다. 또한 두 기체가 편대 비행 좌표에 도달

우 거리는 30m, 선두기와 추종기의 고도를 240m

하면 호버링 상태로 대기하며, 다음 명령이 하달되

로 설정하고 편대 비행하였을 때 선두기와의 거리

면 임무 수행 좌표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면 비행

편차가 약 40~100m 발생하였다.

속도는 0m/s에서 5m/s 사이를 두 기체가 거의 일
정하게 변경하며 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두 대의 회전익(Rotary wing)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편대비행을 수행하였다. 선

실제 비행시간은 3분 9초이며, 비행 중 저장한

두기와 추종기 사이의 거리를 5m, 선두기의 고도를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림 13은 선두기와 추

13m, 추종기의 고도를 10m로 설정하고, 편대 비행

종기의 위도와 경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가

하였을 때 1.437m의 표준편차가 발생하였다.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제 11권 제 6호 2016년 12월

그림 11. Leader와 Follower 기체의 고도
Fig. 11 Altitude of Reader and Follower

그림 12. 선두기와 추종기의 속도
Fig. 12 Speed of Reader and Follower

그림 13. 선두기와 추종기의 위도 및 경도
Fig. 13 Latitude and longitude of Reader and Fol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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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선두기와 추종기의 거리
Fig. 14 The distance of between Reader and

Follower

지상 제어 시스템에서 편대 비행 명령을 주었을 때,
두 기체는 편대 비행 알고리즘에 의해 동시에 설정
한 좌표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행 중 저장
된 로그 값을 분석한 결과 두 대의 드론은 평균
5.253m의 간격을 유지하며 충돌 없이 안정적으로
비행하였다.
향후에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드론에 충돌방지
시스템을 장착하여 기체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각각의 드론이 협력하여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시
스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그림 15. 두 기체의 거리에 대한 히스토그램
Fig. 15 Histogram for the distance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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