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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rone has the restrictions on the controls, the battery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n performing missions 

such as fire extinguishing. This restriction can improve the limitations that leave the leader can be monitored. The 

existing method of constructing the leader based on the GPS is highly dependent on the signal and is vulnerable to 

hardware defects. In this paper, we solve these problems with dynamic leaders decision. Drones can use their leader 

drones rather than remote controls. Information about the drones changes depending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by replacing the leader with a dead battery or electing leader by the drones themselves without human intervention. 

This suggests that the leader monitors the community through a framework for continuing the drones collaboration 

and that the community can collaborat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and continue the mission. The analysis of the 

proposed system through simulation experiments confirm that it has a better task performance. By using this system, 

it is possible to continue the mission and solve problems that are vulnerable to hardware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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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무인항공기인 드론이 상용됨에 따라 상업적, 군사적, 

산업적인 방면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1]. 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드론을 이용한 기술들이 생겨 드론에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사

가 필요하였는데 드론과 컴퓨터가 통신하여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드론이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ArduPilot이

다. ArduPilot은 드론의 하드웨어 부분 초기화 및 드론의 임

무가 주어졌을 때 해당 임무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다[2]. 이 시스템은 개발을 하는 드론을 보다 편리성

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안정화하는 방법을 제안 및 구현

하였다. 

MAVLink는 ArduPilot으로 만들어진 펌웨어를 업로드하고 

이 드론의 데이터를 Ground Control Station(GCS)이나 드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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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낼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2, 3]. 드론에는 화재 진압 

등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종 장치, 배터리, 주변 환경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1, 5, 7, 16]. 

조종 장치 한 개로 여러 대의 드론을 조종하기에는 비

효율적이다. 드론의 크기와 무게 때문에 배터리 용량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력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때 적게 쓰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다[5]. 주변 환경에 따라 

드론 상태에 대한 정보가 변한다[7].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연구된 논문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Dietrich, Thomas, et al.[4]은 MAV(Micro Air Vehicles) 그룹과 

군집 관리 및 MAV-MAV와 MAV-toGCS 통신을 위한 새로

운 메시지와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는 통신 라이브러리 

MAVLink의 확장을 제안하였다. MAVLink에 내용을 추가

함으로써 MAVLink를 사용하는 장비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MAVLink 내용만 추가하여 

실제 데이터 값에 대한 정보가 뜨지만 장비별로 일일이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표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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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rich, Thomas, Silvia Krung, and Armin Zimmermann[5]은 에

너지 관리 및 다중 UAV를 포함한 노드 교체 전략에 초점

을 맞춘 모바일 로봇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시뮬레이션 

프레임 워크를 제시하였다. 이 프레임 워크의 목표는 임

무 일정 계획 전략 및 관리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설정의 비용, 효율성 및 안정성을 특성화한 

수치적인 성능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결과를 다양한 조합 

및 매개 변수 값과 비교하여 유지 관리 전략 권장 사항을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구현된 동작 모델 및 유지관리 

전략을 기반으로 UAV동작을 시뮬레이션하고 미션 시나

리오를 정의할 수 있어야한다. 

Koubaa, Anis, and B. Quershi[6]은 클라우드 로봇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물체 추적에 대한 성능 평가 연구를 수행하

였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DroneTrack 시스템은 무인 항공

기, 클라우드 및 사용자 간 원활한 연결을 통해 대상과 

무인 항공기 사이의 통신 범위 제한에 관계없이 언제 어

디서나 이동 목표를 추적하는데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관련된 프로세스의 최적화, 클라우드의 처

리 지연 감소, 네트워크 지연 및 보다 빠른 속도 및 가속

도에 대한 무인 항공기의 응답성을 필요로 하고 안정적

으로 유지되려면 GPS위치 확인 파라미터의 정확성, 이동

하는 물체의 새로운 위치의 업데이트 빈도, 사용자와 클

라우드 간의 통신 품질이 필요로 한다. 

Smigielski, Piotr, Mateusz Raczynski, and Lukasz Gosek[7]은 시

뮬레이션이 항상 고급 로봇 시스템 개발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중요한 핵심 솔루션 중 하나는 로봇 솔루션 

비용이다. 비전 시스템과 네비게이션 알고리즘과 같은 시

스템 요소의 초기 버전을 테스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환경을 활용하면 값비싼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로봇은 장애물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고 정확하게 자리잡

기 위해 목표 위치 계산 및 경로 계획이 필요하다. 

Limbu, Narendra, et al.[8]은 GPS 기반의 지역화만을 사용하

는 Leader-Follow 구성에서 협력적인 야외 기동을 위한 분

산 컨트롤러의 개발 및 구현하였다. 하지만 GPS 기반으

로 Leader-Follow 수행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GPS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안한 드론 협업 지

속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멀

리 떨어진 조종 장치보다 가까운 리더 드론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리더가 되는 드론은 

성능이 다른 드론에 비해서 좋다고 가정하였다. 배터리 

시간이 다된 리더를 교체하거나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드론 군집이 스스로 행동함으로써 주변 환경에 대한 제

약을 줄일 수 있다. 드론이 군집을 이루어 각각의 리더를 

통해 모니터링함으로써 협업으로 한계점을 극복하고 임무 

수행을 지속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2장에서는 리더 결정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협업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다룬다. 4장에서는 드론 협업 지속을 위한 프레임

워크를 실험 및 분석한다. 5장은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분산 프로세스에서의 대표적인 리더 결정 알고리즘에는 

Bully Election Algorithm과 Token Ring Election Algorithm, Chang 

and Roberts Election Algorithm이 있다. 

 

2.1 Bully Election Algorithm 
Bully 선출 알고리즘은 동적으로 리더나 후보자를 선출

하는 방법이다. 메시지 형태로 설명을 하면 Process 6이 역

할이 상실되면 Process 3은 Process(n>3)에 리더를 선출한다

고 알리는데 Process 6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Process 4와 Process 5는 Okay 사인을 보낸다. Process 4는 선출 

메시지를 Process 5와 Process 6에 보낸다. Process 6은 상실되

어 반응이 안 오고 Process 5만 반응이 온다. Process 5는 선

출 메시지를 Process 6에 보낸다. Process 6이 반응이 없으면 

Process 5가 자신이 리더라고 선언한다[20]. 표 1 Bully 선출 

알고리즘은 메시지 전달을 전제로 항상 리더의 활동을 

점검할 수 있다. 하지만 프로세스가 충돌하여 동일한 번호

의 프로세스로 교체된 경우 안전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충돌한 프로세스를 대체하는 프로세스

는 다른 프로세스가 가장 높은 번호를 가진 것으로 결정한 

것처럼 가장 높은 번호를 가진 프로세스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럴 때 두 개 프로세스가 동시에 리더가 된다. 메시지 전

달 순서에 대한 보장이 없고 이러한 메시지의 수신자는 리

더 프로세스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프로

세스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Bully 알고리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 10]. 

 

Table 1. Bully Election Algorithm 

Process Connected Process Leader 

P1 P2, P3, P4, P5, P6  

P2 P1, P3, P4, P5, P6  

P3 P1, P2, P4, P5, P6  

P4 P1, P2, P3, P5, P6  

P5 P1, P2, P3, P4, P6  

P6 P1, P2, P3, P4, P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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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oken Ring Election Algorithm 
Token Ring 선출 알고리즘은 여러 프로세스들이 하나의 

링에 이어져 형성되며, 데이터는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

른다. 메시지 형태로 설명하면 Process 6이 역할이 상실되

면 Process 3은 Process 6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 다음 노드인 

Process 5에게 선출 메시지를 보낸다. Process 5를 지나면서 

Process 3의 식별자를 선출 메시지에 추가한다. Process 1을 

지나면서 Process 5의 식별자를 선출 메시지에 추가한다. 

또한 Process 2을 지나면서 Process 1의 식별자를 선출 메시

지에 추가한다. 마찬가지 Process 4를 지나면서 Process 2의 

식별자를 추가하고 Process 3이 해당 메시지를 받으면서 

식별자 중 가장 큰 수의 식별자를 고른다. Process 3은 

Process 5가 리더라고 링 주변에 동료 메시지를 보낸다. 

Process들은 동료 메시지를 받게 된다. 이로서 리더가 변경

된다[22]. 표 2 Token Ring 선출 알고리즘은 해당 프로세스 

옆에 있는 프로세스로 메시지를 전달하여 다른 알고리즘

에 비해 간단하다. 다른 프로세스와 더 이상 통신하지 않

으면 정보를 다음 프로세스로 전달하여 트래픽을 전달하

는 메시지에 유용하다. 하지만 메시지 전달에 많은 시간

을 소비한다. 정보 메시지를 전달하고 받아야한다. 모든 

정보를 얻는데 시간이 걸린다. 리더를 선출한 후에 리더 

선출 메시지는 링의 모든 프로세스를 통과해야 한다. 리

더 선출 메시지는 모든 프로세스로 전달되지않지만 하나

의 다른 프로세스로 전달된다. Token Ring 선출 알고리즘은 

링 주위를 돌아다니는 정보나 리더 선출 메시지가 손실

되거나 놓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11, 12]. 

 
Table 2. Token Ring Election Algorithm 

Process Connected Process Leader 

P1 P2, P5  

P2 P1, P4  

P3 P4, P5, P6  

P4 P2, P3  

P5 P1, P3, P6  

P6 P3, P5 O 

 

2.3 Chang and Roberts Election Algorithm 
Chang and Roberts 선출 알고리즘은 Ring형 알고리즘에서 파

생한 알고리즘으로 각 프로세스가 UID(Unique Identification)을 

가지고 각 프로세스가 시계 방향으로 통신하는 단방향 

링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지도자가 없다고 알리

는 과정으로 선출을 시작한다. UID를 포함하는 선출 메시

지를 작성한다. 그런 다음 메시지를 시계방향 이웃 프로

세스에 보낸다. 프로세스가 선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달

할 때마다 프로세스 자체도 참여자로 표시된다. 프로세스

가 선출 메시지를 받으면 메시지 UID와 자신 UID를 비교

한다. 선출 메시지 UID가 더 크면 프로세스는 다시 시계

방향으로 선출 메시지를 전달한다. 선출 메시지 UID가 더 

작고 프로세스가 아직 참여자가 아닌 경우 프로세스는 

메시지의 UID를 자신의 UID로 바꾸고 업데이트된 선출 

메시지를 시계 방향으로 보낸다. 선출 메시지 UID가 더 

작고 프로세스가 아직 참여자가 아닌 경우 프로세스는 

메시지의 UID를 자신의 UID로 바꾸고 업데이트된 선출 

메시지를 시계방향으로 보낸다. 선출 메시지 UID가 더 작

고 프로세스가 이미 참여자일 때 프로세스는 선출 메시

지를 무시한다. 들어오는 선출 메시지 UID가 프로세스 

UID가 프로세스 UID와 같으면 프로세스가 리더 역할을 

시작한다. 프로세스가 리더 역할을 시작하면 리더 프로세

스는 자신을 비참여자로 표시하고 선출과 UID를 알리는 

이웃에게 선출완료 메시지를 보낸다. 선출완료 메시지를 

프로세스가 받으면 자신을 비참여자로 표시하고 선출완

료 UID를 기록하며, 선출완료 메시지를 변경되지 않은 채 

전달한다. 선출완료 메시지가 새로 선출된 리더에게 도착

하면, 리더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선출이 끝난다. Chang and 

Roberts 선출 알고리즘은 안전성이 좋다[13]. 참여자와 비

참여자를 사용하여 여러 프로세스가 거의 동시에 선출을 

시작하면 한 명의 리더만 발표된다. 하이 레벨 알고리즘

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Algorithm 1 Chang and Roberts Algorithm 

var ; 

begin if  is initiator then 

begin  := cand ; send (tok, ) to ;  

while  ≠  do 
begin receive (tok, ) ; 

if  =  then :=  

else if  <  then 

begin if  ≠  then := ; 
send (tok, ) to  

end 
end 

end 
else while  do 

begin receive (tok, ) ; send (tok, ) to ; 

if  =  then :=   
end 

end 

Fig. 1. Chang and Roberts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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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Peterson Leader Election Algorithm 
Peterson Leader 선출 알고리즘은 Ring형 알고리즘에서 파

생한 알고리즘으로 Chang and Roberts 선출 알고리즘과 마

찬가지로 각 프로세스가 UID(Unique Identification)을 가지고 

각 프로세스가 시계 방향으로 통신하는 단방향 링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활성 모드에서 각 프로세스는 

자신 프로세스 UID를 다음 프로세스로 보내고 이웃 프로

세스로부터 첫번째 메시지를 수신할 때까지 대기한다. 그

런 다음 수신된 메시지를 자신 프로세스 UID와 비교한다. 

UID가 일치하면 자신을 링의 리더로 알린다. 그렇지 않으

면, 각 프로세스는 수신된 메시지를 링 내의 다음 이웃 

프로세스로 전달하고 다음 메시지를 수신하기를 기다린

다. 각 프로세스는 다음 메시지를 수신하면 처음 수신한 

메시지와 새로운 수신된 메시지를 비교한다. 첫번째로 받

은 메시지가 두 번째 메시지와 자신 프로세스 UID보다 

큰 경우 자신 프로세스 UID를 첫번째로 받은 메시지로 

업데이트한다. 그렇지 않으면 릴레이 모드로 들어간다. 

릴레이 모드에서, 프로세스는 수신된 메시지에 대해 어떠

한 추가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수신된 메시지를 링의 다

음 이웃 프로세스로 전달한다. Peterson Leader 선출 알고리

즘의 복잡성 연구가 진행되었다[14]. 이 알고리즘은 좀 더 

복잡하지만 최악의 경우 메시지 복잡성이 낮다. 

 

3. 협업 시스템 구성 
 

3.1 협업시스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ArduPilot은 공개된 오픈소스로 일반적인 탐색에 사용되

는 주변 센서, 하나이상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또는 마이

크로프로세스로 구성된 광범위한 내장형 하드웨어에서 

실행된다. 시스템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드론은 현재 

ArduPilot을 구성으로 사용하여 제어하는데 유용하다. 또

한 OS가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스로 구성된 여러 하드웨어

에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그래서 ArduPilot으로 구

성된 펌웨어를 채택하였다. 

MAVLink는 ArduPilot이 업로드 된 드론의 정보를 전송

하거나 미션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소형 비행체에 적합하

도록 매우 가볍고, 헤더만 가지는 메시지 마샬링(mars 

halling)라이브러리이다[3]. MAVLink Packet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Fig. 3. MAVLink Packet Structure. 

 

표 3은 MAVLink 패킷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데이터 

부분이 따로 존재하고 보내는 System ID와 Component ID가 

존재한다. 

 

Table 3. MAVLink Packet Content 

 
 

MAVLink는 멀티캐스트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Topic모드(Publish-Subscribe)와 Point-to-Point 모드가 있다. Topic

모드는 위치, 자세 정보와 같이 모든 비행에 관련된 데이

트스트림이 이용한다. Point-to-Point 모드는 타겟 ID와 타겟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하위 프로토콜(Missions, Parameters, 

Commands)은 전송을 보장한다. 그림 4에서 보여주는 

MAVLink 매개변수 구조체에 정의되어 있는 값을 이용하여 

실제 드론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오류가 있는지 알 수 

있다. 다른 매개변수를 활용하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Fig. 2. Attitude control high-level diagram for each axis. 



 

드론 협업 지속을 위한 프레임워크 연구 

 

Journal of KSDT Vol. 17, No. 3, 2018 
 
 

5 

Fig. 4. MSG_SYS_STATUS parameter defined. 

 

3.2 드론 협업 지속을 위한 프레임 워크 
제안한 드론 협업 지속을 위한 프레임 워크에서는 

MAVLink를 추가하는 방법이 아닌 시스템 내에서 직접 그

룹화를 진행하고 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로서 장비 별로 일일이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표준화가 

필요한 점을 해결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UAV동작을 시뮬레이션하고 

미션 시나리오를 정의할 수 있다. 프로세스의 최적화, 클

라우드의 처리 지연 감소, 네트워크 지연 등은 시스템 내

에 존재하는 리더 결정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다. 

GPS위치 확인 파라미터의 정확성, 이동하는 물체의 새

로운 위치의 업데이트 빈도, 사용자와 클라우드 간의 통

신 품질도 실제 파라미터를 분석하여 사용함으로써 해결

한다. 

목표 위치 계산 및 경로 계획도 실제 하드웨어와 소프

트웨어 통신 방법인 미션 임무가 존재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함으로써 해결한다. GPS뿐만 아니라 각종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해결함으로써 GPS에 대한 의존성

을 줄일 수 있다.  

드론의 그룹을 이루는 것을 표현하면 그림 5와 같은 형

태로 보여 질 수 있다. Leader 간 통신을 통해 각각의 군집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Leader가 한 대 존재하는 그룹 안의 상태는 Leader로서 상

태점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5. Framework with leader decision algorithm. 

 

3.3 리더 결정 알고리즘 
앞에 설명한 드론 협업 지속을 위한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리더 결정 알고리즘이다. 리더는 그룹화를 하고 

그룹이 이루는 군집을 관리한다. MAVLink 프로토콜에 존

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변화하는 드론의 데이터를 분석

하여 협업을 지속하기 위해 리더를 바꾸어야 하는지 결

정한다. 앞에서 운영체제에 존재하는 프로세스도 리더 결

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것을 보여줬다. 각 팀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법과 리더 단일로 의사를 결정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있다[23]. 의사 결정 속도는 단

일 리더 의사 결정이 좋지만 의사 결정 품질은 팀의 의견

을 수렴하여 의사 결정하는 것이 우수하였다. 하지만 의

사 결정 속도가 의사 결정권에 대한 개별 팀 구성원의 인

식과 관련이 있고, 의사 결정 스타일은 더 나은 의사 결

정과 관련이 없었다. 이에 따라 리더 결정 알고리즘이 드

론 협업 지속을 위한 프레임 워크의 기반이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은 MAVLink의 데이터를 바탕 

으로 리더 결정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드론 협업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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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eader Decision Tree Algorithm in HITL.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결정하기 위한 측정 방식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드론 간의 GPS 및 상대적 위치를 통해 리더를 결정

하는 방법, 두번째 드론의 통신 에러 비율, 통신 결함 비

율, 드론 배터리 잔량 등 드론 내부적인 요인에 따라 리

더를 결정하는 방법, 세번째 드론의 임무수행에 적합한 

외부요인에 따라 리더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드론 간의 GPS 및 상대적 위치를 통해 리더를 결

정하는 방법은 드론이 크기와 무게 때문에 배터리 용량

에 대한 한계가 있어 리더에 따라 이동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배터리 절약할 수 있는 형태가 있다. 또한 

이동함에 있어서 각도 및 이동방법에 따라 배터리 소요

량이 달라진다[5]. 드론의 통신 에러 비율, 통신 결함 비율, 

드론 배터리 잔량 등 드론 내부적인 요인에 따라 리더를 

결정하는 방법은 드론의 성능을 기반으로 리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련이 있다[18-21]. 드론이 자

체 결함이 있는데 리더로 결정하게 되면 해당 역할을 수

행하지 못해 협업의 지속력을 갖을 수 없다[22].  

드론의 임무수행에 적합한 외부요인에 따라 리더를 결

정하는 방법은 외부의 장애물, GPS가 수신이 안되는 지역

과 같은 외부 환경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제대로 수

행할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리더를 결정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6은 위에서 제안한 하드웨어기반의 

리더 결정 알고리즘이다. 

 

4. 실험 및 분석 
 

본 논문에서는 위에 제안한 모델을 테스트하는 방법으

로 시뮬레이션을 설정하였다. 소프트웨어로 테스트하는 

것이 하드웨어 테스트에 비해 값비싼 사고를 피할 수 있

는 것은 기존 연구된 바 있다[7, 15, 17]. 

 

Fig. 7. Robot Operating System with Gazebo Simulation. 

 

드론이 시뮬레이션 되는 형태는 다음 그림 7과 같다. 

QGroundControl은 Ground Control Station(GCS) 중 하나이다

[24]. Simulation은 Gazebo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25]. 

SITL(Software In The Loop)는 하드웨어를 대신하여 소프트웨

어로 구현한 것이다. 이 중 API/Offboard를 통한 실험, 

QGroundControl를 대신하여 구현한 Agent를 통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Algorithm 2 Leader Decision Tree in HITL(Hardware In The Loop) 

Input: Voltage 

Initialize drone D 

Drone external environment , Drone position status , Drone internal status  

Wind , Drone relative position , Drone battery status  

for Drone battery status  ∈  do  

 if  is “scarced” OR other stopping criteria met then 

  terminate 
 end if 

 for Drone relative position  ∈  do 

  if  is “insufficient” OR other stopping criteria met then 

   terminate 
  end if 

   for Wind  ∈  do 

    if  is “strong” OR other stopping criteria met then 

     terminate 
    end if 
   end for 
  end if 
 end for 

 a decision tree for predicting class labels of target drone 
end for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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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API/Offboard 
API/Offboard로 통신을 하기 위해 MAVLink 수신되는 데

이터를 분석하였다. API/Offboard의 경우 MAVLink 데이터

가 아닌 Robot Operating System(ROS)전용 API를 주고받으며 

현재 제공되는 API는 DroneCore와 MAVROS가 있다[26, 27]. 

 

 
Fig. 8. Telemetry of Drone API. 

 

그림 8에 보이는 것과 같이 Offboard 모드에서도 데이터

를 주고받을 수 있으나 API가 MAVLink에 비해 간단한 데

이터들 위주로 착륙 및 이륙 등의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

하며 날개가 고정된 차량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Fig. 9. Simulation using drone API. 

 

드론 API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으로 실험을 진행하였

는데 좌표에 맞춰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9를 통

해 Offboard API를 이용하여서도 리더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0. Offboard Mode Formation Flight Result. 

 

실험을 진행하면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Offboard모드

에서 나오는 값으로만 시각화를 진행한 결과 그림 10과 

같은 센서 모션 트래킹을 볼 수 있었다. Offboard모드 상태

에서는 주로 yaw, pitch, roll 등 센서 값을 바탕으로 구성하

여 외부환경 요인, 자체 결함으로 인한 리더 변환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GPS에 의존하지 않아도 센서 값을 기

반으로 편대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주행 위치에 따라 

리더가 될 수도 있다. 비행계획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지에 따라 변한다. 리더가 자신

의 데이터를 다른 드론에게 전송함으로써 위치를 제어할 

수 있다. 비행계획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지에 따라 변한다. 리더가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드론에게 전송함으로써 위치를 제어할 수 있다. 

 

4.2 IApilotAgent 
IApilotAgent에서 MAVLink를 수신하는 방법은 다음 그림 

11과 같다. IApilotAgent는 SITL(Software In The Loop)로부터 데

이터를 받아 데이터를 분석한다. 해당 데이터는 MAVLink

로 이루어져 있어 MAVLink를 해석할 수 있는 Parser로 읽

을 수 있으나 해당 시스템에서는 Unpack을 통해 프로토콜

자체를 사용하였다. 

 

 
Fig. 11. IApilotAgent Single Structure. 

 

Server에서는 다른 드론에서의 데이터를 받을 포트를 

열고 패킷을 수신한다. 패킷을 수신한 것을 Manager가 알

게 되면 패킷을 푸는 작업을 진행한다. Message Analysis에

서는 해당 데이터를 각 메시지 별로 분리하는 작업을 진

행한다. 이를 리더 결정 알고리즘에 넣어서 데이터를 보

여주는 View로 전송을 하고 리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Server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림 12는 군집화 하였을 때 작동되는 

IApilotAgent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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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IApilotAgent Multiple Structure. 

 

자가 진단으로 자신이 리더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리더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다른 리더로 변경할 수 있게 

한다. 해당 조건이 맞을 때는 그림 13과 같이 콘솔상으로 

출력된다. 그림에서 리더로 사용 가능할 때에는 여러 조

건이 충족했다는 정보로 출력되고, 리더로 불가능할 때에

는 어떤 조건에서 불가능한 점에 대해 출력한다. 리더가 

가능한 상태인 드론에게 직접 전송함으로써 모든 드론을 

다 거쳐야하는 다른 리더 선택 알고리즘보다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 

 

 
Fig. 13. IApilotAgent Leader Self Evaluation. 

 

세부적인 내용을 DB로 저장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했

을 때 DB에 저장된 로그 파일로 확인할 수 있고 드론의 

상태를 실시간 웹모니터링으로 보여주는 작업까지 가능

하다. 임무에 맞춰진 비행을 마치고 나면 RTL(Return to 

Launch) 기능으로 실행했던 위치에 되돌아오게 된다. 이는 

처음에 있던 위치로부터 호버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이 상태에서 Land 기능으로 호버링하고 있던 위

치의 지상에 착륙하게 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드론 협업 지속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으며, 드론 각각을 프로세스 및 운영체제라고 정

의하고 드론의 임무를 Ground Station System(GCS)이 아닌 

리더로 관리하고 상태 점검을 통해 협업이 지속될 수 있

는 환경을 갖추었다. 또한 환경을 설계하여 실제 테스트

를 진행할 수 있으며, MAVLink를 사용하여 작업하여 

MAVLink가 지원되는 하드웨어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IApilotAgent를 설계하였다. IApilotAgent로 GPS 의존성, 전력

소비 등을 해결하여 더 나은 임무 수행능력을 가질 수 있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점점 발전하고 있는 IoT분야에서

도 해당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 사용한 방법이 추후 연구에 또 다른 리더 결

정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더 나은 선택지인지 비교하는 

연구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하드웨어적 제한이 걸린 

드론이기 때문에 최적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

결하는 연구도 진행될 수 있다. 드론에 부착된 DB와 

WEB VIEW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장치도 구성하여 

실시간으로 드론이 어디있는지 파악하는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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