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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 멀티 드론 제어 시스템 및 방법

기술분야
[1] 본 발명은 멀티 드론 제어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드론

조종 단말의 조종 데이터와 드론의 상태 정보 및 조종자 개별 정보를 파악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제한된 조건에서 멀티 드론을 운영하는 멀티

드론 제어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2] 소위 드론이라고 불리는 무인 항공기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 조종

또는 자동 조종을 통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행체를 의미한다. 미
국방장관실 (OSD,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이 발간한 UAV 로드맵 에
따르면, 드론을" 인간 조종사를 태우지 않고, 공기 역학적 힘을 사용하여 자율적
혹은 원격 조종을 통해 비행하며, 일회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고, 치명적 또는 비

치명적인 화물을 탑재할 수 있는 동력 비행체를 의미한다.
[3] 드론의 시작은 전투 및 정찰을 위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민간에 서도 농업, 산불감시 및 진화, 배송, 물류, 통신, 촬영, 재난상황 대처,

연구개 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며 점차 시장과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4] 드론 시스템이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는 이유는 원격 조종이 가능하고 드론에

부가적인 기기를 부착하여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가적인 기기들은 작게는
온도나 조도센서 , 산소 및 이산화탄소 농도센서를 비롯하여 GPS, 카메라, 초음파
장비까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무선통 신으로 드론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임무수행 결과를 지상으로 전송할 수 있고, 지상관제시 스템은 원격
측정 (Telemetry) 을 통해 측정한 센서 값을 확인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과제
[5] 본 발명의 첫 번째 과제는 기존의 드론 및 조종 프로그램의 변경이나 개조 없이 ,

조종 프로그 램과 드론과의 네트워크 단절이 일어나더라도 드론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멀티 드론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6] 두 번째 과제는 드론과 조종자의 개별정보, 조종 단말의 명령 및 드론의 실시간

모니터링 비행 정보를 고려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제한된
조건에서 멀티 드론을 운용하는 멀티 드론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7] 세 번째 과제는 멀티 드론과 멀티 조종자 환경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패킷 손실이 적고, 접속 안정성이 높은 드론, 가상화 서버 및 조종 단말의 각
포인트별 특정한 메쉬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멀티 드론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과제 해결 수단
[8]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멀티 드론 제어 시스템은 조종자 개별정보 , 드론

개별정보 및 상기 드론의 실시간 조종 모니터링 정보를 분석하고, 상기 분석
결과에 따라 상기 드론의 비행을 제어하는 가상 드론 에이전트 및 사전에 등록된

드론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드론과 일대일로 매칭되는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를 생성하여 운영하는 가상화 서버를 포함한다.
[9]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상기 가상화 서버는 , 비행 허용 구역인 실제

공간에 대한 GPS 좌표를 이용한 가상 공간을 정의하고,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는 , 상기 드론 개별정보 및 상기 조종자 개별정보 및 실시간 비행

모니터링 정보와 상기 가상 공간을 기반으로 해당 드론 시뮬레이터를
실시간으로 생성한다.

[10]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상기 조종자 개별정보는 , 조종자의 개인정보 ,

드론 비행 자격 유무, 조종자의 드론 비행 경력 , 드론 운행 년차, 드론 운행 횟수 ,

드론 비행 시 사고 이력, 드론 비행 대회 진출 이력, 드론 비행 테스트 레벨, 등급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드론 개별정보는, 상기 드론의 명칭, 제조사 ,

운 행 성능표, 드론의 노후 정도 및 드론의 개조유무, 드론의 무게, 크기 ,

날개개수 , 탑재된 카메라의 화소 및 화질, 최대주행 가능거 리, 배터리 지속시간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11]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상기 가상화 서버는 , 드론 비행 허가 구역을

드론 등급별로 액세스 가능한 등급별 비행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12]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는 , 서로 다른 복수의

상용 드론의 명령구문을 해석하기 위해 드론의 제조사별로 상 이한 명령체계에

따라 실시간으로 상기 가상화 서버로부터 해당 프로토콜을 지원받는다.

[13]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는 , 상기 드론의 실시간
조종 모니터링 정보를 분석한 결과, 상기 드론의 실시간 위치 정보 ,

비행제한구역 이탈, 타 드론과의 층돌, 비행금지구역 침범, 미리 설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종자의 비행조종미 숙 중 적어도 하나를 탐지한다.

[14]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상기 드론은,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로부터

수신된 블루투스 신호를 변환하여 와이파이 신호로 처리하는 브릿지 모듈을

구비하여,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에서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보낸 1단위의

비동기 명령을 와이파이 데이터로 변환하여 상기 명령을 완수할 때까지

지속적인 신호를 발신한다.

[15]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상기 드론에 탑재된 영상 촬영 장치에 의해

획득한 영상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하되, 상기 드론과 1:1로 구비되는

외부저 장장치 및 영상출 력장치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한다.
[16]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는 상기 영상 촬영 장치로부터 상기 브릿지 모듈은 상기

제 1 통신방식 으로서 와이파이를 통해 연결되고 , 상기 브릿지 모듈과 상기



외부저장장치 또는 영상출 력장치는 상기 제2 통신방식 으로서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되며,상기 브릿지 모듈이 상기 영상정보를 미리 지정된 상기 외부저장장치
또는 영상출력 장치로 바로 전송함으 로써 ,상기 브릿지 모듈과 상기 가상화 서버
간의 과부하 를 방지한다.

[17]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드론은 조종 단말 또는 가상 드론
에이전트로부터 비행명령을 수신하고, 드론의 모니터링 정보를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로 전송하는 통신부와, 상기 통신부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를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SDN) 를 기반으로 가공하여 변환된 전송방식으로
처리하는 브릿지 모듈 및 상기 브릿지 모듈로부터 수신된 비행명령에 따라 드론

비행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18]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상기 통신부는, 상기 조종 단말 또는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와 블루투스 네트워크로 연결되고,상기 브릿지 모듈은 Bluetooth

to WiFi Data converter module 로 구성된다.
[19]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상기 브릿지 모듈은, 상기 조종 단말 또는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에서 블루투 스 통신을 통해 보낸 1단위의 비동기 명령을
와이파이 데이터로 변환하여 ,상기 명령을 완수할 때까지 지속적인 신호를 상기

제어부에 발신한다.
[20]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는 영상정보를 획득하는 카메라를 더 포함하고, 상기

브릿지 모듈은 블루투스를 통해 상기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영상정보를 상기
드론과 1:1로 구비된 외부저장장치 또는 영상출력 장치로 전송한다.

[21]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는 상기 드론으 로부터 상기 조종 단말 또는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 간의 거리가 100m 이상 3Km 이내의 원거리일 경우, 멀티 드론을
메인 드론 및 서브 드론으로 구분하고, 상기 메인 드론은 상기 조종 단말 또는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와 WiFi 를 통해 연결되고,상기 서브 드론은 상기 메인
드론과 UWB(Ultra-wideband communication)-UWB (또는 LTE Direct-LTE

Direct) 인 메쉬업(Mesh up) 비동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상기 메인 드론으 로부터
명령을 수신하여 공유한다.

[22]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멀티 드론 제어 방법은, 가상화 서버가
사전에 등록된 드론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드론과 일대일로 매칭되는 가상 드론
에이전트를 생성하는 단계와,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가 조종자 개별정보,드론
개별정보 및 상기 드론의 실시간 조종 모니터링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와,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가 분석 결과에 따라 상기 드론의 비행을 제어하기 위한
비행제어신호를 상기 드론의 통신부로 전달하는 단계 및 상기 드론의 통신부가
상기 비행 제어 신호를 변환하여 상기 드론 내에 구비된 브릿지 모듈에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23]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상기 브릿지 모듈은, 상기 비행 제어 신호인
블루투 스 신호 방식의 1단위의 비동기 명령을 상기 비동기 명령을 완수할
때까지 와이파이 신호로 변환하여 지속적으로 발신한다.



[24]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와 상기 가상화 서버

간의 연결은, 맥 어드레스 (Mac Address) 를 통해 키(key) 값을 조회함으로써

연결되고 , WiFi/Local LAN/3G/4G/LTE 중 적어도 하나를 통해 연결된다.
[25]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는, 여러 드론의 연결

또는 연결 해제를 위해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와 상기 조종 단말 간의 연결에

따라 패킷 중계 데몬을 동적으로 생성 또는 폐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

[26]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는 , 여러 대의 드론이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에 동시에 접근할 경우 , 시간 우선 쟁탈 방식으로 상기

패킷 중계 데몬을 취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27]

[28]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르면, 기존의 드론 및 조종 프로그램의 변경이나 개조

없이, 조종 프로그 램과 드론과의 네트워크 단절이 일어나더라도 드론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
[29] 또한,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르면, 드론과 조종자의 개별정보 , 조종 단말의

명령 및 드론의 실시간 모니터링 비행 정보를 고려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 거나 제한된 조건에서 멀티 드론을 운영할 수 있다.

[30] 아을러,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르면, 멀티 드론과 멀티 조종자 환경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패킷 손실이 적고 , 접속 안정성이 높은 드론 , 가상화 서버

및 조종 단말의 각 포인트별 특정한 메쉬업 네트워 크를 구축하기 위한 동적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31]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멀티 드론 제어 시스템의 개괄적인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

[32]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라 정의된 가상 공간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

[33]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드론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이다 .

[34]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근거리 네트워크를 위한 통신 구축 기술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 도면이다 .
[35]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원거리 네트워크를 위한 통신 구축 기술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 도면이다 .
[36]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동적 소프트웨 어 정의 네트워크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

[37]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네트워크 모듈 간의 연결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

[38]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메쉬업 네트워크 기반의 영상 전송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39]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 기존의 드론 운용 실태의 문제점들을



검토한 후,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술적 수단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도록 한다.
[40] 드론의 대중화로 전국에 드론 공원 및 드론 비행장과 같은 드론 전용 공간이

우후죽 순으로 생기고 있으나, 드론 비행을 제어하거나 규제하는 시스템의

개발은 전무한 상황이다.
[41] 또한, 상용 기성품 드론 제작 회사에서 제공하는 조종 프로그램 대부분은

스마트 폰을 통해 사용되 는데, 스마트 폰이 드론과 연결된 상태에서는 외부와의

데이터 네트워크는 완전히 차단될 뿐만 아니라, 폰 특성상 전화가 왔을 경우,
네트워크 변경으로 인해 드론 조종 단말로서의 제어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드론 비행운용에 위험한 단점이 있다.
[42] 따라서 , 현재 일반인 의 드론 운영은 사용자의 정성적 상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드론의 비행 범위 이탈 및 추락으로
인한 사고 및 고의적 테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43]

[44] 따라서 ,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은 드론과 조종자의 개별정보, 조종 단말의 명령 및
드론의 실시간 모니터링 비행 정보를 고려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제한된 조건에서 운영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안한다.
[45] 더불어,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은 멀티 드론과 멀티 조종자 환경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패킷 손실이 적고, 접속 안정성이 높은 드론, 가상화 서버
및 조종 단말의 각 포인트별 특정한 메쉬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동적
소프트웨 어 정의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46]

[47]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다만, 하기의 설명 및 첨부된 도면에서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도면 전체에 걸쳐 동일한
구성 요소들은 가능한 한 동일한 도면 부호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48]

[49]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멀티 드론 제어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50]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멀티 드론 제어 시스템은 가상화
서버 (100) 및 가상 드론 에이전트 (200) 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51] 본 발명의 멀티 드론 제어 시스템은 단일 기술로 구현이 어려우며, 융복합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된 기술 셋(set)으로 구성된다.

[52] 가상화 서버 (100) 는 먼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행 허용 구간인 실제
공간에 대해 가상의 공간을 정의하고, 가상 드론 에이전트 (200, 210, 230) 를

운영한다.
[53] 가상화 서버 (100) 는 패킷을 직접 처리하고, 동적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Dynamic SDN: Software define network) 를 정의하기 위해, 서버 자체가



A P 시뮬레이터(Access Point Simulator) 모듈을 탑재하고 있다. 동적 소프트웨 어
정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하기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54] 가상화 서버(100) 는 드론 조종자가 사전에 등록한 조종자 개별정보 및 드론
개별정보를 받아 실시간으로 드론 에이전트 (200) 를 생성한다.

[55] 가상화 서버(100) 는 예를 들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구현될 수 있고, 조종자가

드론 등록 시 입력한 조종자 개별정보, 드론 개별정보 및 해당 지역의 비행 정책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할 수 있다.

[56] 여기서 , 조종자 개별정보는 조종자의 개인정보, 드론 비행 자격 유무, 조종자의
드론 비행 경력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조종자 개별정보는 드론 운행 년차,
드론 운행 횟수, 드론 비행 시 사고 이력, 드론 비행 대회 진출 이력, 드론 비행
테스트 레벨,등급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할 수 있다.

[57] 그리고, 드론 개별정보는 드론의 등록정보 (명칭, 제조사, 운행 성능표 등을
포함), 드론의 노후 정도 및 드론의 개조유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드론
개별정보는 구체적인 드론의 사양 즉, 드론의 무게, 크기, 날개개수, 탑재된
카메라의 화소 및 화질, 최대주행 가능거 리, 배터리 지속시간 등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58] 해당 지역의 비행 정책 정보는 비행 제한 고도 및 비행 제한 최고 속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59]

[60] 특히, 가상화 서버(100) 는 위와 같은 조종자 개별정보 및 드론 개별정보에 따라
멀티 드론을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드론 등급에 따라 조종 단말 및 드론의
비행에 대해 차별적인 관제를 운용할 수 있다.

[61] 이때, 가상화 서버(100) 는 가상화된 비행 구역에 등록하는 드론 및 조종자의
개별정보와 실시간 비행 모니터링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드론 시뮬레이터를
실시간으로 생성할 수 있다. 또한, 가상화된 비행 구역에서 드론이 철수됨에

따라 해당 드론 시뮬레이터를 소멸할 수도 있다.
[62] 이를 위해, 가상화 서버(100) 는 가상화된 비행구역 이 표시된 영상에 실제

드론들의 비행을 영상화하여 표시할 수 있고, 각 드론들의 개별정보나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에 대한 내용을 함께 표시하여 나타낼 수 있다.

[63] 구체적인 예를 들면, 멀티 드론으 로 아크로벳을 실행하거나, 복수의 드론을 조
단위로 나누어 비행하거나, 훈련 및 공공/군의 목적으로 멀티 드론을 운용할 시,

조종자의 운행 능력, 드론의 사양이나 성능이 비슷한 드론들, 즉 동일한 등급의
드론들끼리 모아서 관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보다 안전한 드론 운용을 실행할

수 있다. 이때,드론의 등급에 따라 멀티 드론을 서로 다른 가상의 공간에
분리하여 비행을 통제할 수 있다.

[64] 또한, 장거리 비행을 목적으로 멀티 드론을 운용할 시,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주요 요건인 배터리 지속시간, 모터 사양, 최대주행가능 거리, 조종자의 운행
능력을 기준으로 드론을 등급별로 나누어 동일한 등급끼리 드론들을 나누어



운용할 수 있다.
[65] 아을러, 드론 비행 허가 구역을 드론 등급별로 액세스 가능한 등급별 비행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드론 비행의 흔선을 방지할 수 있다. 여기서 ,

드론 비행 허가 구역을 드론 등급별로 나눌 때,송전탑이 나 위험 건물 등과 같은
위험요소에 인접한 구역일수록 높은 등급의 드론들에 대해서만 비행을
허용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구역일수록 낮은 등급의 드론들에 대해서만

비행을 허용함으 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멀티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
[66]

[67] 드론 조종 단말(400) 은 가상화 서버(100) 의 A P를 통해 가상 드론
에이전트 (200) 에 1:1로 매칭되어 연결된다. 도 2에서와 같이 GPS (또는 실내
겸용을 위해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RTLS: Real time locating system) 좌표를
이용한 가상 공간 선언 서비스가 동작한다.

[68] 가상 드론 에이전트 (200) 는 조종 단말(400) 로부터 조종자가 드론 (300) 에 보내는
명령을 수렴한다. 가상 드론 에이전트 (200) 는 여러 상용 드론의 명령구문을
해석하기 위해 프로토콜이 정의되어 있다. 이를 위해, 가상 드론 에이전트 (200) 는
드론의 제조사별로 상이한 명령체계에 따라 실시간으로 가상화 서버(100) 로부터
해당 프로토콜을 지원받을 수 있다.

[69] 또한 가상 드론 에이전트 (200) 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변환하고
전달하기 위해 A-D, D-A 프로토콜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다.

[70] 가상 드론 에이전트 (200) 는 예를 들어, Parrot 군(유럽회사 ), DJI 군(중국회사),
DIY (자작 또는 기타) 등으로 명령에 따른 신호에 따라 Digital to Digital, Analog to

Digital, Digital to Analog 형태로 명령 데이터를 변환한다.
[71] 가상 드론 에이전트 (200) 는 조종 단말(400) 의 조종 정보, 조종 명령 데이터,

조종 시간 및 드론 (300) 의 실시간 비행, 위치 및 상태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가상화 서버(100) 로 전달한다.

[72] 또한, 가상 드론 에이전트 (200) 는 드론 (300) 에 대한 등록증 정보, 조종자 및
드론의 개별정보 등을 가상화 서버(100) 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73] 구체적으로, 가상 드론 에이전트 (200) 는 드론 (300) 의 비행 제한 구역 이탈, 타
드론과의 층돌, 제한 구역 침범, 미리 설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행 조종

미숙 등을 탐지한다.
[74] 여기서 비행 제한 사항은 가상 비행 공간 영역 이내에서 비행해야 하는

규칙뿐만 아니라, 비행 속도, 비행 높이 및 총 비행 거리 등에 대해서도 제한
사항이 설정될 수 있다.

[75] 조종 단말(400) 의 조종 정보는 Roll, Pitch, Yaw, Power 등의 조종 신호를 포함할

수 있다.
[76] 가상 드론 에이전트 (200) 는 드론 (200) 과의 통신에서 드론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수렴한다. 위치정보는 고도, 경도 및 위도를 포함하고, 좌표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가상 드론 에이전트 (200) 는 드론 (300) 의 상태 정보를 드론 (200) 에



탑재된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RTLS), 카메라, GPS/Navigation, 자이로
센서 (Gyro), 가속도 센서 (Accelerator) 등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획득할 수 있다.

[77] 가상 드론 에이전트 (200) 는 드론 (200) 의 이상 비행, 조종 단말(400) 의 이상 조종
명령이 탐지된 경우, 드론 (200) 을 비행 허용 구역 내에 머무르도록 제어하거나,
비행을 중지시키고 드론 (200) 을 착륙시 킬 수 있다. 이는 가상화 서버(100) 로부터
수신된 제어 명령에 따르는 실행일 수 있다.

[78] 멀티 드론의 안전, 보안을 위한 운행 및 군집 제어를 위해 드론 (200) 및 조종
단말(400) 은 조종 단말(400) 의 명령보다 가상 드론 에이전트 (200) 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실행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79]

[80]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드론 (300) 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 다.
[81]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드론 (300) 은 제어부 (310),

통신부 (320), 브릿지 모듈 (330), GPS 모듈 (340), GYRO/ACCEL 모듈 (350), 카메라
모듈 (360) 및 가입자 식별모듈 (370) 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82] 제어부 (3 10)는 본 발명의 드론 운용을 위한 운영체제 또는 웅용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제어부 (310) 에 연결된 다수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을

제어할 수 있고, 각종 신호를 포함한 데이터 처리 또는 연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
드론의 타 구성 요소들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83] 통신부 (320), 브릿지 모듈 (330), GPS 모듈 (340), GYRO/ACCEL 모듈 (350),

카메라 모듈 (360) 및 가입자 식별모듈 (370) 을 제어하며 드론 (300) 의 비행을
제어한다. 제어부 (310) 는 통신부 (320) 를 통해 드론 (300) 을 인증하 거나,
드론 (300) 의 위치정보 및 모니터링 정보를 가상화 서버(100) 로 전송할 수 있다.

[84] 제어부 (310) 는 본 발명의 목적에 따라 멀티 드론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가상 드론 에이전트 (200) 로부터 수신된 명령을 조종 단말(400) 로부터 수신된
조종 명령보다 우선하여 따르도록 설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종 단말(400) 의
위험한 조종 명령을 차단할 수 있다.

[85] 통신부 (320) 는 조종 단말(400) 또는 가상 드론 에이전트 (200) 로부터 명령을
수신하고, 드론의 모니터링 정보를 가상 드론 에이전트 (400) 로 전송한다.

[86] 통신부 (320) 는 조종 단말(400) 과 보통 블루투스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브릿지
모듈 (330) 과 1:1 WiFi 로 연결된다.

[87] 브릿지 모듈 (330) 은 통신부 (320) 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를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SDN) 를 기반으로 가공하여 변환된 전송방 식으로 처리한다. 여기서
소프트웨 어 정의 네트워크 (Software define network) 는 실제 네트워크 기능을
모두 소프트웨 어가 통제하는 기술로서 , 네트워크 장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 어는 설계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정할 수 있다.

[88] 브릿지 모듈 (330) 은 WiFi to mash Network Bridge 로서, 가상 드론
에이전트 (200) 와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이 외에
UWB(Ultra- Wideband communication) 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릿지



모듈 (330) 은 블루투 스에서 와이파이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모듈 (Bluetooth to

WiFi Data converter module) 일 수 있다.
[89] 브릿지 모듈 (330) 의 알고리즘은 동적 데몬 주소 맵핑 (Dynamic Demon Address

Mapping) 과, 공유 맵핑 데이터 (Mapping Data Sharing with others) 및 네트워크
모듈의 회로를 검사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 웨어인 비젼 구성 (Vision composer) 을

포함한다.
[90]

[91] 보통, 드론 (300) 은 구조상 조종 단말(400) 로부터 지속적인 신호를 수신하여
운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시그널 전송 실패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

[92] 따라서 ,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릿지 모듈 (330) 을 구비하여,
조종 단말(400) 에서 보낸 1단위의 비동기 명령을 브릿지 모듈 (330) 을 통해
와이파이 데이터로 변환하여, 드론 (300) 이 명령을 완수할 때까지 제어부 (310) 에

지속적인 신호를 발신하게 된다.
[93] 구체적으로, 도 4를 참조하여 근거리 네트워크를 위한 통신 구축 기술을

설명하자면, 가상 드론 에이전트 (200) (또는 조종단말 400) 와 드론 (300) 간의
거리가 10m 이내의 근거리인 경우, 가상 드론 에이전트 (200) (또는 조종단말
400) 와 드론 (300) 은 블루투스로 연결되고, 드론 (300) 은 블루투스로 수신된
데이터를 브릿지 모듈 (330) 을 통해 가공하여 WiFi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브릿지 모듈 (330) 은 각 드론마다 탑재하고 있을 수 있다.

[94] 예를 들어, 조종 단말(400) 이 이동하고 자 하는 1단위의 비동기 명령을
보내고자, NE 방향으로 l m를 이동시키기 위한 명령인 [N: 100, E :100, S:0, W:0,

H:0, R:9이을 블루투스 를 통해 1회만 통신부 (320) 로 전송할 경우, 브릿지
모듈 (330) 은 블루투스 데이터를 와이파이 신호로 변환하여 드론 (300) 이
NE방향으로 lm(lOOcm) 를 이동할 때 까지 지속적인 신호를 발신하게 된다.

[95]

[96] 한편, 도 5를 참조하여 원거리 네트워크를 위한 통신 구축 기술을 설명하자면,
도 5에서는 1개의 메인 드론 (380) 과 나머지 여러 대의 서브 드론 (390) 을 비동기
메쉬업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한다. 메인 드론은 조종 단말(400) 또는 가상 드론
에이전트 (200) 로부터 명령을 수신하고, 수신된 명령을 서브 드론 (390) 에
전파하여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97] 드론들 (300) 과 조종 단말(400) 또는 가상 드론 에이전트 (200) 간의 거리가 100m

이상 3km 이내의 원거리일 경우, 조종 단말(400) 또는 가상 드론 에이전트 (200) 와
메인 드론 (380) 은 WiFi 를 통해 연결된다.

[98] 그리고, 메인 드론 (380) 과 서브 드론 (390) 은 UWB-UWB (또는 LTE Direct-LTE

Direct) 인 메쉬업(mash up) 비동기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99] 이를 위해 드론 (300) 에는 UWB 통신 모듈이 탑재되며, 드론들 간 위치 정보,

비행 일정을 공유하게 된다.



[101] 다시 도 3을 참조하면, GPS 모듈 (340) 은 드론 (300) 의 위치 정보를 획득한다.

위치 정보는 고도, 경도 , 위도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102] GYRO/ACCEL 모듈 (350) 은 드론 (300) 의 방위 변화를 측정하고, 드론 (300) 의

가속도, 진동, 층격 등의 동적 힘을 측정한다.

[103] 카 메라 모듈(360) 은 제어부 (310) 에 의해 수신되 는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명령에 따라 영상을 촬영한다.

[104] 가입자 식별모듈 (370) 은 드론 (300) 을 가상화 서버(100) 에 인증하기 위한

구성으로서 , 가상 드론 에이전트(200) 를 이용하는 드론(300) 의 고유 식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105]

[106] 한편, 본 발명의 멀티 드론 제어 시스템은 패킷 손실을 줄 이고 접속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 드론 에이전트(200) 와 드론 (300) 간 , 가상 드론 에이전트(200) 와

조종 단말(400) 간의 특정한 메쉬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동적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를 제안한다.

[107]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동적 소프트웨 어 정의 네트워크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고 ,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네트워크 모듈 간의

연결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
[108] 현재의 드론 또는 로봇의 운용 기법으로서 네트워크의 전용과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해 WiFi 또는 WiFi Direct 네트워크 구성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 방법은 1:1 연결에서 안정성을 보장하 지만 , 외부 네트워 크와의 단절로

인한 문제가 있다.

[10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도 6 및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수개의 상 이한 네트워크 방식을 채용하여 대역폭을 보장하 면서 , 드론의 이상
유무를 탐지하고 운영 정책을 적용할 수 있으며 ,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적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110]
[111]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동적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는

멀티 드론(510), 브릿지 모듈(530), 가상 드론 에이전트(550), 가상화 서버(570) 및

조종 단말(590) 의 연결을 나타낸다.

[112] 도 6에서 드론(510) 과 브릿지 모듈(530) 간의 연결 B는 드론의 조종뿐만 아니라

고품질 비디오를 위해 기존과 같은 최대 대역폭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한 WiFi/WiFi-D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113] 조종 단말(590) 이 가상 드론 에이전트(550) 에 접근하여 가상 드론

에이전트(550) 와 조종 단말(590) 간의 연결 D를 구성할 경우 , 가상 드론

에이전트(550) 는 자동으로 가상 드론 에이전트(550) 와 가상화 서버(570) 간의

연결 A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여기서 정보는 드론의 개별정보 및

조종자의 개별정보를 포함한다. 이때 가상 드론 에이전트(550) 와 조종 단말(590)



간의 연결 D의 맥 어드레스 (Mac Address) 를 통해 키(key) 값을 조회하게 된다.
가상 드론 에이전트(550) 와 가상화 서버(570) 간의 연결 A의 네트워크 방식은
WiFi/Local LAN/3G/4G/LTE 등으로 제한이 없다.

[114] 여러 드론의 연결 또는 연결 해제를 위해 가상 드론 에이전트(550) 와 조종
단말(590) 간의 연결 D에 따라 가상 드론 에이전트(550) 는 패킷 중계
데몬(demon) 을 동적으로 생성 또는 폐기(또는 회수)하게 된다.

[115] 브릿지 모듈(530) 과 가상 드론 에이전트(550) 간의 연결 C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 야 한다. 먼저 , 지연시간이 미리 설정된 소정 시간 이내가 되도록
조종 정보를 전송하고, 고용량 컨텐츠 데이터의 저장 위치 지정에 따라
전송한다. 여기서 조종 정보는 비행 모니터링 정보를 일컫는다.

[116] 가상 드론 에이전트(550) 와 브릿지 모듈(530) 과의 1:N의 연결을 위해, 가상
드론 에이전트(550) 와 가상화 서버(570) 간의 연결 A를 통해 가상 드론
에이전트(550) 에 생성된 패킷 중계 데몬과 브릿지 모듈(530) 이 연결 된다.

[117] 여러 드론이 동시에 접근할 경우, 그 수에 맞는 패킷 중계 데몬을 취득하는
방식은 시간 우선 쟁탈 방식으로 구현된다. 기본적으로는 블루투스 (Bluetooth)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AP(Access point) 로 운영되는 상용 기성품 드론을
연결하기 위해 Bluetooth to WiFi Bridge 를 사용한다.

[118] 가상 드론 에이전트(550) 와 조종 단말(590) 간의 연결 D는 기존에 제조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을 통해 이루어지며, 별도의 개조나 추가적인프로그램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연결 D는 와이파이를 기본으로 하며 , 제조사의
스위칭에 따라 WiFi-D 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직접 비디오 컨텐츠를 받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 대역폭의 네트워크 (5G)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119] 즉, 본 발명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드론과 컨트롤 프로그램 (또는 ¾)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메쉬업을 사용하여 외부 네트워크 를 함께 구성하는 기술이며,
따라서 드론을 통해 생성된 컨텐츠의 실시간 방송 등 기존에 불가능했던 컨텐츠
전송방식도 구현할 수 있다.

[120] 이를 위해 동적 소프트웨 어 정의 네트워크 아키텍쳐를 도입하여 각 브릿지별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기성품 드론에 이미 적용된 기존
네트워크는 유지하지만, 이에 추가된 네트워크 브릿지 모듈과 네트워크
스위치는 새로운 메쉬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121] 종래에는 본원발명과 같은 Bluetooth to WiFi 브릿지 모듈이 아니라 와이파이
라우터 (WiFi Router) 를 이용했다. 와이파이 라우터는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이다.그러나,
높은 패킷 손실율 과 끊김 현상으로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
무엇보다 대역폭의 한계로 동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122]

[123] 한편, 멀티 드론을 운영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컨텐츠의 제작을 꼽을 수
있다. 현재 한 대의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할 수 있는 영상의 종류는 광각



영상 이나 360도 카 메라를 이용한 전방위 영상을 녹화하는 방식 이다 .

[124] 하지만 , 영화의 제작이나 다큐멘터 리 제작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다양한

방향에서 동시에 영상을 촬영해야하며 , 이때 발생하는 대규모 영상 데이터는

저장 공간의 한계가 발생하 거나 , 네트워크의 과부하를 초 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동적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기반의 멀티 드론 제어 기술을 통해

영상 데이터를 독 립적으로 분리함으로써 , 전송되 는 영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나아가 드론 운 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법을 제공한다 .

[125]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메쉬업 네트워크 기반의 영상 전송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

[126] 본 발명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은 네트워크 이중화를 통해 멀티드론을

관제/운 영하기 위한 서버(810) 에 과부하를 주지 않고, 각 드론조종 을 위한

네트워크 브릿지 (830) 에서 영상정보를 직접 추출하여 각각의 영상을 지정된

저장장치 (스토 리지 , 840) 나 모니터(850) 에 바로 전송할 수 있다.

[127] 메쉬 업으로 구성된 네트워 크에서 네트워크 브릿지 (830) 의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영상데 이터를 바로 원하는 장치 (스토 리지 서버(840) 또는

모니터(850)) 로 송출 한다. 이때 , 여러 대의 드론 (820) 에서 송출되는 영상을

각각의 브릿지 (830) 에서 원하는 장치로 직접 송출하게 된다. 따라서 ,

멀티드론 (820) 을 운 영하는 서버(810) 나 네트워크에 부하를 주지 않고, 각

드론 (820) 으로부터 받은 영상을 분산처리 할 수 있다.

[128]

[129] 구 체적으로 , 서 버로부터 연결된 각 네트워크 브 릿지의 블루투스 채널 중

하나를 USB 형태의 블루투스 모듈에 연결하고, 해당 USB 는 영상장치 또는

저장장치 (스토 리지 )에 연결하여 저장할 수 있다. 또 한 이를 통해 카메라 영상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도 8과 같이 서버가 아니라 별도의 저장

네트워크 (예를 들어, 스토리 지 )를 구성하여 대용량 멀티 영상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30] 도 8에는 하나의 스토리 지가 도시되었지만 , 이와 다르게 드론과 1:1로 구비된

저장장치를 네트워크 브릿지 (830) 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드론에

장착된 저장장치에 녹화하는 방식과의 차 이로는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각각의

드론이 촬영한 영상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 선 택적으로 영상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131] 도 8에 도시된 드론의 카메라로부터 네트워크 브릿지 (830) 까지는 와이파이를

통해 연결되고 , 네트워크 브릿지 (830) 에서 저장장치 (850) 는 블루투스 를 통해

각각 연결된다.

[132] 따 라서 , 이 기술을 이용할 경우 , 네트워크 브릿지 및 서버 간의 병목구간을

회피할 수 있으며 , 향후 8K, 16K 와 같은 영상을 위해 네트워크 브릿지 의 패킷

처리 성능을 올림으로써 , 전체 시스템을 업그 레이드하지 않고도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133]

[134] 이하 ,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동적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기반의 멀티

드론 제어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

[135] 먼저, 가상화 서버가 사전에 등록된 드론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드론과

일대일로 매칭되는 가상 드론 에이전트를 생성한다 .

[136] 다음으로 , 가상 드론 에이전트가 조종자 개별정보 , 드론 개별정보 및 상기

드론의 실시간 조종 모니터링 정보를 분석한다.

[137] 다음으로 , 가상 드론 에이전트가 분석 결과에 따라 상기 드론의 비행을

제어하기 위한 비행제어신호를 생성하여 제 1 통신방식 으로 전송한다 .

[138] 다음으로, 제 1 통신방식의 1단위의 비동기 명령을 제2 통신방식의 신호로

변환하되 , 상기 비동기 명령을 완수할 때까지 상기 제2 통신방식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신한다 .

[139] 상 기 드론과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는 상기 제 1 통신방식 으로서 블루투스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 상기 제 1 통신방식 은 상기 제2 통신방식 으로서 와이파이

신호로 변환된다.

[140] 여기서 , 가상 드론 에이전트와 상기 가상화 서버 간의 연결은, 맥 어드레스 (Mac

Address) 를 통해 키(key) 값을 조회함으로써 연결되고 , WiFi/Local

LAN/3G/4G/LTE 중 적어도 하나를 통해 연결된다.

[141] 그 리고 , 가상 드론 에이전트는 여러 드론의 연결 또는 연결 해제를 위해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와 상기 조종 단말 간의 연결에 따라 패킷 중계 데몬을
동적으로 생성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42] 또한, 가상 드론 에이전트는 여러 대의 드론이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에

동시에 접근할 경우 , 시간 우선 쟁탈 방식으로 상기 패킷 중계 데몬을 취득할 수

있다.
[143]

[144]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의하면, 가상 드론 에이전트 및 가상화 서버로

구현된 실시간 관제 센터를 통해 드론 운영뿐만 아니라 드론 비행을 기록하고 ,

기록을 저장하며 , 저장된 기록을 추출하는 실행이 가능하다.

[145] 또한, 드론 실명제를 도입하여 가상 드론 에이전트 및 가상화 서버가 드론이

인증된 경우에만 비행을 허여함으로써 , 드론 비행 제도를 보완하는
시스템으 로서의 적용도 가능하다.

[146] 더불어, 가상화 서버 , 가상 드론 에이전트, 드론의 통신부 및 브릿지 모듈의 각

포인트 별 특정한 메쉬업 네트워크 방법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원격지에서의

드론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기술로 인해 예를 들어, 원거리에서의

영화나 방송과 같은 컨텐츠 제작이나 , 비행기 운영에서의 관제 센터 역할로서

활용할 수 있다.

[147] 아을 러, 드론의 비행 제한 및 관제뿐만 아니라, 드론 간의 층돌, 타 조종자의

미숙으로 인한 조종자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드론 조종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

[148]

[149] 한편,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은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 구현하 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

장치를 포함한다.

[150]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의 형태로 구현하 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 어, 분산 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인(functional) 프로그램,
코드 및 코드 세그먼트 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프로그래 머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151] 이상에서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다양한 실시 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 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청구범위
[청구항 1] 조종자 개별정보 , 드론 개별정보 및 상기 드론의 실시간 조종 모니터링

정보를 분석하고, 상기 분석 결과에 따라 상기 드론의 비행을 제어하는

가상 드론 에이전트; 및

사전에 등록된 드론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드론과 일대일로 매칭되는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를 생성하여 운영하는 가상화 서버 ；를 포함하는 ,

멀티 드론 제어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가상화 서버는 ,

비행 허용 구역인 실제 공간에 대한 GPS 좌표를 이용한 가상 공간을

정의하고,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는 , 상기 드론 개별정보 및 상기 조종자 개별정보

및 실시간 비행 모니터링 정보와 상기 가상 공간을 기반으로 해당 드론

시뮬레이터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멀티 드론 제어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조종자 개별정보는,

조종자의 개인정보 , 드론 비행 자격 유무, 조종자의 드론 비행 경력 , 드론

운행 년차, 드론 운행 횟수, 드론 비행 시 사고 이력, 드론 비행 대회 진출

이력, 드론 비행 테스트 레벨, 등급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

상기 드론 개별정보는, 상기 드론의 명칭, 제조사, 운 행 성능표, 드론의
노후 정도 및 드론의 개조유무, 드론의 무게, 크기 , 날개개수, 탑재된

카메라의 화소 및 화질, 최대주행가능거리, 배터리 지속시간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멀티 드론 제어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가상화 서버는 ,

드론 비행 허가 구역을 드론 등급별로 액세스 가능한 등급별 비행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멀티 드론 제어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는,
서로 다른 복수의 상용 드론의 명령구문을 해석하기 위해 드론의

제조사별로 상 이한 명령체계에 따라 실시간으로 상기 가상화 서버로부터

해당 프로토콜을 지원받는, 멀티 드론 제어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는,

상기 드론의 실시간 조종 모니터링 정보를 분석한 결과, 상기 드론의

실시간 위치 정보 , 비행제한구역 이탈, 타 드론과의 층돌, 비행금지구역

침범, 미리 설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종자의 비행조종 미숙 중



적어도 하나를 탐지하는, 멀티 드론 제어 시스템.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드론은,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로부터 수신된 블루투스 신호를 변환하여
와이파이 신호로 처리하는 브릿지 모듈을 구비하여,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에서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보낸 1단위의 비동기 명령을
와이파이 데이터로 변환하여 상기 명령을 완수할 때까지 지속적인

신호를 발신하는, 멀티 드론 제어 시스템.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드론에 탑재된 영상 촬영 장치에 의해 획득한 영상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하되 ,상기 드론과 1:1로 구비되는 외부저장장치 및 영상출력장치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는, 멀티 드론 제어 시스템.

[청구항 9] 제 7 항 또는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
상기 영상 촬영 장치로부터 상기 브릿지 모듈은 상기 제1통신방식으로서
와이파이를 통해 연결되고,상기 브릿지 모듈과 상기 외부저장장치 또는
영상출력장치는 상기 제2 통신방식으로서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되며,
상기 브릿지 모듈이 상기 영상정보를 미리 지정된 상기 외부저장장치
또는 영상출력 장치로 바로 전송함으로써 ,상기 브릿지 모듈과 상기
가상화 서버 간의 과부하를 방지하는, 멀티 드론 제어 시스템.

[청구항 10] 조종 단말 또는 가상 드론 에이전트로부터 비행명령을 수신하고, 드론의
모니터링 정보를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로 전송하는 통신부;
상기 통신부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를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SDN) 를
기반으로 가공하여 변환된 전송방식으로 처리하는 브릿지 모듈; 및
상기 브릿지 모듈로부터 수신된 비행명령에 따라 드론 비행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드론.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
상기 통신부는,
상기 조종 단말 또는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와 블루투스 네트워크로
연결되고,상기 브릿지 모듈은 Bluetooth to WiFi Data converter module 로
구성되는,드론.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
상기 브릿지 모듈은,
상기 조종 단말 또는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에서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보낸 1단위의 비동기 명령을 와이파이 데이터로 변환하여,상기 명령을
완수할 때까지 지속적인 신호를 상기 제어부에 발신하는, 드론.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
영상정보를 획득하는 카메라를 더 포함하고,
상기 브릿지 모듈은 블루투스를 통해 상기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영상정보를 상기 드론과 1:1로 구비된 외부저장장치 또는
영상출력 장치로 전송하는, 드론.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
상기 드론으로부터 상기 조종 단말 또는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 간의

거리가 100m 이상 3Km 이내의 원거리일 경우, 멀티 드론을 메인 드론 및
서브 드론으로 구분하고,
상기 메인 드론은 상기 조종 단말 또는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와 WiFi 를
통해 연결되고,
상기 서브 드론은 상기 메인 드론과 UWB(Ultra-wideband

communication)-UWB (또는 LTE Direct-LTE Direct) 인 메쉬업(Mesh up)

비동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상기 메인 드론으로부터 명령을 수신하여
공유하는, 드론.

[청구항 15] 가상화 서버가 사전에 등록된 드론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드론과
일대일로 매칭되는 가상 드론 에이전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가 조종자 개별정보,드론 개별정보 및 상기
드론의 실시간 조종 모니터링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가 분석 결과에 따라 상기 드론의 비행을
제어하기 위한 비행제어신호를 상기 드론의 통신부로 전달하는 단계 ; 및
상기 드론의 통신부 가 상기 비행 제어 신호를 변환하여 상기 드론 내에
구비된 브릿지 모듈에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 드론 제어 방법 .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
상기 브릿지 모듈은,
상기 비행 제어 신호인 블루투스 신호 방식의 1단위의 비동기 명령을
상기 비동기 명령을 완수할 때까지 와이파이 신호로 변환하여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멀티 드론 제어 방법 .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와 상기 가상화 서버 간의 연결은,
맥 어드레스 (Mac Address) 를 통해 키(key) 값을 조회함으로써 연결되고,
WiFi/Local LAN/3G/4G/LTE 중 적어도 하나를 통해 연결되는, 멀티 드론

제어 방법 .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는,
여러 드론의 연결 또는 연결 해제를 위해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와 상기
조종 단말 간의 연결에 따라 패킷 중계 데몬을 동적으로 생성 또는
폐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멀티 드론 제어 방법 .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는,
여러 대의 드론이 상기 가상 드론 에이전트에 동시에 접근할 경우,시간



우선 쟁탈 방식으로 상기 패킷 중계 데몬을 취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멀티 드론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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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합하는 경 우 로 그 조합이 당 업자 에 게 자 명 한 경 우 청구 된 발 명

"0" 구 두 개 시 , 사용, 전 시 또 는 기 타 수단을 언급하고 있는 문 헌 은 진 보 성 이 없 는 것으로 본다.

"P" 우선일 이후 에 공 개 되 었 으 나 국 제 출 원 일 이 전 에 공개된 문 헌 "&" 동 일 한 대웅특허 문헌에 속하는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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