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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드론의 동시제어를 위한 멀티채널 송신 시스템 구현

Implementation of Multi-channel Communication System for Drone Swarms Control

이 성 호*․한 경 호†

(Seong-Ho Lee․Kyong-Ho Han)

Abstract - Communication technologies hold a significant place in the swarm flight of drones for surveillance, inspection of 

disasters and calamities, entertainment performances, and drone collaborations. A GCS(ground control station) for the control of 

drone swarms needs its devoted communication method to control a large number of drones at the same time. General drone 

controllers control drones by connecting transmitters and drones in 1:1. When such an old communication method is employed 

to control many drones simultaneously, problems can emerge with the control of many transmitter modules connected to a GCS 

and frequency interference among them. This study implemented a transmitter controller to control many drones simultaneously 

with a communication chip of 2.4GHz ISM band and a Cortex M4-based board. It also designed a GCS to control many 

transmitter controllers via a network. The hierarchical method made it possible to control many more drones. In addition, the 

problem with frequency interference was resolved by implementing a time- and frequency-sharing method, controlling many 

drones simultaneously, and adding the frequency hopping feature. If PPM and S.BUS protocol features are added to it, it will 

be compatible with more diverse transmitters and dr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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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드론의 대중화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드론이 개발 및 판매되

고 있다. 저가의 완구형부터 고가의 산업용 드론에 이르기까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활용 방법도 활

발히 연구되고 있다. GPS와 GIS를 연계한 지형관측, 감시, 군사, 

촬영, 교육, 스포츠 분야 등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드

론 운용에 대한 효율과 안전을 고려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과거 지면을 이동할 수 있는 로봇이 적용 가능한 연구 분야에서 

비행이 가능한 드론 기술이 접목되면서 활용 범위가 더욱더 다양

해지고 있다. 

로봇 연구분야에서는 로봇이 수행하고자 하는 임무의 성공률

을 높이고 제약된 성능을 극복하고자 여러 대의 로봇이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군집로봇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

에 있다. 지형학적으로 열악한 지형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단독 임무수행이 아닌 수 개에서 수천 개에 이르기까지 군

집으로 이루어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로봇이 가진 제한된 기능

을 극복하고 임무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1]

드론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로봇 분야에서 연구되던 

군집로봇 기술이 드론 분야에서도 활발히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3

차원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이용함으로써 더욱더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2]. 정찰, 감시를 비롯한 군사용 목적은 물론 예술

분야에서도 드론의 군집비행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

인 드론의 통신방식은 ISM 밴드영역을 사용하는 송신기와 수신

기를 1:1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식과 Wifi로 드론의 제어와 영

상을 송수신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그 외 군사용이나 특수

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할당된 주파수를 사용하기

도 하고 원거리의 드론을 제어하기 위해서 3G, LTE 모뎀을 사용

하기도 한다. 완구형 또는 근거리 조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외선으로 제어하는 방법도 있으며 드론이 움직이고 행동해야 

할 지침을 사전에 입력하여 별다른 RF 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원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도 존재한다.

무선통신을 사용하여 드론을 제어하는 형식은 크게 드론의 자

세신호를 전달하여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는 방법과 드론에게 위

치정보를 전송하여 드론 스스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게 하는 경

로비행 방법으로 나뉜다.

자세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의 경우 끊임없이 변화하는 

드론의 자세정보에 따른 자세보정 값을 지속적으로 지연시간 없

이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에 가깝게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

다. 위치정보를 전송하여 드론 스스로 자세를 보정하며 위치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은 자세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양이 많지 않고 지연시간에 대한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3G, LTE 모뎀 등을 사용해서 비행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상업용 드론의 경우 자세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을 기

본으로 사용하며 드론이 특정 위치에서 호버링을 해야 하거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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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RF24L01 Block Diagram [7]

Fig. 2 nRF24L01 Block Diagram

신상태 불량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GPS와 카메라를 사용하

여 경로이동 비행을 하기도 한다. 동시에 여러대를 제어해야 하

는 군집드론의 경우 송수신하는 데이터양의 증가, 사용할 수 있

는 주파수 자원의 제한, 드론 간 발생할 수 있는 간섭등과 같은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Wifi를 사용하는 군집드론의 제어에 있어 TCP를 사용하는 경

우 지연시간(Latency Time)이 발생할 수 있어 TCP방식에 비하

여 통신절차가 단순한 UDP방식을 사용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하

여 암호화 기능 등을 추가하기도 하며[3] 군집드론의 제어에 있

어 모바일 Ad hoc 네트워크(MANET)[4]기술의 활용성이 연구되

고 있다.[5]

논문에서는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1 : N 방식의 드론 통신방식

을 구현하여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GCS (Ground Control Station)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다수의 드론제어기와 통신을 하고 드론제어기는 2.4GHz ISM밴드 

통신을 사용하여 다수의 드론을 제어할 수 있다. 드론과의 지속

적인 통신은 각각의 드론제어기가 담당함으로써 GCS의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어 보다 많은 드론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

2. 본  론 

2.1 드론의 제어를 위한 통신방식

드론의 제어를 위한 통신은 대부분 ISM밴드를 사용하며 상용

화된 RF IC를 기반으로 통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ISM 밴드 통신용 IC

Fig. 1 ISM Band Communication Module

그림 1은 각각 Nordic사의 nRF24L01, Texas Instruments사

의 CC2500, Cypress Semiconductor Corp사의 CYRF 6936으로 

드론 통신에 있어 빈번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통신용 IC이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드론의 경우 그림 1 과 같은 

ISM 밴드 통신용 IC를 사용해서 제작하고 있다. 일부 제품에서

는 송수신기 전문 생산 업체인 Futaba, JR(Japaran Radio), 

Spectrum사 등의 송수신기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도 있는데 

송수신기 전문 생산 업체도 대부분 상용으로 판매되는 통신용 IC

를 사용하고 있다. 드론이 활성화되면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5.8Ghz ISM 밴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영상데이터를 송신하는 

장치등과의 주파수 간섭으로 드론 전용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산하의 세계전파통신회의(WRC, World Radio Conference)에서 

무인 항공기에 대한 제어용 주파수의 요구사항 및 신규 분배 논

의가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5,030~5,091 MHz의 71MHz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 기준’을 개정하

였다.[6]

과거 아날로그 통신을 사용하여 무인기 제어 시 혼신이 발생

한 경우 무인기의 제어 불능에 의하여 추락과 같은 사고가 발생

하였다. 특히 단일 주파수를 사용하며 PCM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무인기에서 혼선이 발생한 경우 서보모터를 제어하는 PWM 신호

가 발생되지 않아 무인기의 자세가 고정된 상태로 계속해서 이동

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를 막기 위하여 

Failsafe 기능이 포함된 수신기가 개발되었고 이는 신호상태가 불

량한 경우 사전에 약속된 PWM 신호를 발생하여 무인기를 강제

로 추락시키는 방법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드론에서 2.4GHz, 5.8GHz와 같은 ISM 밴드

를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디지털 통신을 수행함으로써 혼선을 피

할 수 있다. 디지털 통신이라도 다양한 기기들과 함께 사용함으로

써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막기 위해서 주파수 도약(Frequency 

Hopping)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송신기와 수신기가 여러 개의 

채널을 특정 패턴에 따라 이동하며 통신하는 방식이다.

2.2 드론 통신 구현

드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통신 IC들 중 주파수 설정을 비롯하

여 송수신 패킷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nRF24L01을 사용하여 

실험을 위한 드론제어기를 설계하였다. nRF24L01 칩으로 주파수 

도약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도약을 위한 패

턴을 작성하고 주파수를 변경하면서 데이터를 송수신해야 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에 의해 주파수를 고속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로 응용이 가능하다.

그림 2는 nRF24L01의 Block Diagram으로 nRF24L01은 SPI

통신으로 제어가 가능하며 최대 2MHz 속도로 통신이 가능하다. 

또한 1MHz이하의 속도로 통신할 경우에는 최대 126 채널을 사

용할 수 있다.

nRF24L01은 대중적인 ISM밴드용 통신IC 중 하나로써 많은 

저가형 드론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손쉽게 실험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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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드론제어기와 드론과의 통신 절차

Fig. 5 Communication procedure between drone controller 

and drone

그림 6 드론제어기의 구성

Fig. 6 Structure of Drone Controller

nRF24L01 통신칩을 사용한 송수신기 펌웨어가 Open source 형

식으로 공개되어 있어 손쉽게 작업이 가능하다.

그림 3은 www.deviationtx.com에 공개된 nRF24L01을 사용하

는 드론과 통신하기 위한 소스 코드 중 일부로써 간단한 방식의 

주파수 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드론에 적용된 nRF24L01 코드 사례

Fig. 3 Example of nRF24L01 code applied to drone

드론을 제어하기 위한 드론 제어기는 이더넷 포트가 포함된 

Cortex M4 기반의 FRDM-K64F를 사용하였으며 그림 4와 같이 

SPI포트를 사용하여 nRF24L01과 연결하였다. 드론제어기를 실험

하기 위한 드론은 시중에 판매되는 드론 중 nRF24L01을 사용하

고 펌웨어 수정이 가능한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기존 펌웨어를 크

게 수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현하고 실험하였다.

그림 4 FRDM-K64F과 nRF24L01

Fig. 4 FRDM-K64F and nRF24L01

드론제어기와 수신기는 초기 Bind를 하기 위한 최초 채널을 

사전에 약속하고 전원이 인가될 때 해당 채널로 Bind 정보를 전

달한다. Bind 정보에는 드론제어기 고유번호와 드론 고유번호를 

비롯하여 주파수 도약을 하기 위한 정보로 구성된다. Bind정보의 

송수신이 완료된 후 드론의 자세제어나 이동을 위한 정보를 포함

한 컨트롤 패킷을 주파수 도약패턴에 맞추어 전송하는 방식이다.

2.3 군집드론을 위한 통신 시스템 구현

드론제어기에서 다수의 드론을 제어하기 위하여 제어할 드론

의 최대 개수만큼의 파이프를 메모리에 생성하고 RTOS 기반에

서 데이터 수신 및 생성부분과 전송부분을 각각 별도의 Thread

로 생성하여 구동한다. 프로세스 간 통신을 위한 파이프는 전역

변수 형태로 정의하여 프로세스 간 비동기 방식으로 정보를 교환

한다.

그림 6은 드론제어기의 구성도로써 비동기 PIPE역활을 하는 

전역변수는 지원하는 최대 드론 개수만큼 사전에 생성되어 있다. 

PIPE Scan함수는 외부로부터의 드론제어 데이터 입력여부에 상

관없이 실시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PIPE 값을 체크

하고 해당 값을 SPI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nRF24L01로 전송하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Thread를 사용하여 독립적으

로 동작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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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분할 방식의 무선패킷 전송

Fig. 8 Time-division wireless packet transmission

그림 9 00채널과 05채널의 데이터 전송

Fig. 9 Data transmission example of Ch00 and Ch05

그림 7 PIPE 데이터 구성

Fig. 7 PIPE data structure

위 그림 7은 비동기 PIPE 역할을 하는 전역변수 데이터 구조

로써 nRF24L01의 송수신 주소체계인 5 Byte 배열 방식으로 

Bind Address와 Data Address를 구성하였다. Bind Address는 

드론제어기와 드론이 최초 정보를 주고받거나 통신이 두절된 후 

재연결 시에 사용하는 주소로 Bind 완료 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다. Data Address는 드론의 제어를 위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

한 주소로써 드론별 고유 주소를 설정하여 시분할로 전송되는 데

이터를 구분해서 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드론은 동일한 채널을 사용하더라도 드론제어기에서 무

선신호를 시분할로 전송하기 때문에 주파수 간섭이 발생하지 않

으며 드론에 사전 설정된 수신기 주소가 맞지 않는다면 필터링되

기 때문에 제한된 주파수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다른 장치와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동시 제어되는 드론이 30대 미만이라면 주파수 도약을 

고려하더라도 모든 드론의 수신 주소는 물론 주파수도 드론별로 

다르게 설정해서 사용 가능하다.

논문에서는 드론제어기의 동작을 검증하기 위해서 동일 주파

수에 Data Address를 다르게 하여 송수신하는 방식과 드론 개별

로 주파수를 다르게 할당하여 송수신하는 방식을 구분해서 실험

하였으며 통신IC의 주파수 변경시간을 고려하여 전송되는 패킷간

의 간격을 조절하였다.

그림 8은 두 개의 드론이 각각 두 개의 주파수로 도약하는 사

례로써 동일한 주파수로 시간대별 차이를 두고 Drone1과 

Drone2에 해당하는 수신기 주소를 갖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다.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더라도 수신지 주소로 Drone1과 

Drone2는 각각 자신에게 해당되는 패킷인지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패킷을 구분할 수 있다.

nRF24L01은 126개의 채널로 구분해서 주파수를 설정하여 송

수신할 수 있으며 채널은 MHz단위의 주파수로 치환 가능하다. 

05채널로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2400Mhz+5Mhz = 2405Mhz 주

파수를 사용하게 된다.

그림 9는 시분할 통신이 구현된 드론제어기에서 드론과의 최

초 연결을 위한 Bind 채널인 00채널과 이미 연결된 드론에 데이

터를 전송하기 위한 05채널이 동시에 1Mbps 속도로 송신되고 

있는 상태로 채널에 따른 지정된 주파수 2400MHz와 2405MHz 

주파수에서 데이터가 전송됨을 확인할 수 있다. 1Mbps속도에서

는 채널당 900kHz~1000kHz 의 Bandwidth를 사용하지만 송수

신기가 인접한 경우에는 채널 간 일정한 간격을 두어 혼선을 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10은 시분할 방식과 주파수 도약이 구현된 드론제어기를 

사용하여 10대의 드론을 시분할로 제어할 때의 전파 상태를 나

타낸 것이다. 신호 측정 편의상 모든 드론의 호핑 주파수를 

2403MHz, 2406MHz, 2409MHz, 2412MHz, 2415MHz 순서로 순

차 이동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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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1초당 수신패킷, RF전송 패킷

Fig. 13 Receive and RF transmission packet per second

그림 10 시분할 방식의 드론 동시제어

Fig. 10 time division signal for drone control

그림 11 주파수 분할 방식의 드론 동시제어

Fig. 11 Frequency division signal for drone control

그림 11은 드론별로 각각 다른 주파수를 할당한 후 드론제어

기로 동시 제어했을 때의 전파 상태이다. 24L01과 같은 126채널 

기반의 송신모듈 에서 도약주파수를 4개로 설정했을 경우 30대 

정도의 드론을 동시 제어할 수 있다. 그림 10의 경우 도약 주파

수 포함 5개의 채널을 사용하여 10대 이상의 드론을 동시에 제

어할 수 있는 반면 그림 11의 실험은 주파수 분배만으로 드론을 

제어하기 때문에 시분할 방식에 비해서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드론의 수는 작지만 시분할 방식으로 전파를 송신하기 위한 고유

코드 변경 등에 따른 절차가 생략되어 그림 10 실험에 비교하여 

비교적 빠른 데이터 송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2.4 GCS (Ground Control Station)와 드론제어기의 통신

다수의 드론을 제어하기 위한 RF IC가 내장된 드론제어기는 

GCS와의 통신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더넷통신 방식을 함께 구현한다. 제어기 펌웨어는 RTOS(Real 

Time Operating System) 기반으로 구현하였으며 이더넷 모듈을 

사용하여 송수신하는 기능을 별도의 Thread로 구분하여 독립적

으로 동작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더넷 통신 모듈은 데이터 전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TCP 방식과 

함께 UDP 방식을 함께 구현한 후 동작 환경에 맞는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2 군집드론을 제어하기 위한 구성도

Fig. 12 Diagram for controlling the drone swarms

그림 12는 GCS, 드론제어기, 드론과의 연결 구성도이며 하나

의 GCS에서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다수의 드론제어기를 연결하고 

각각의 드론제어기는 다수의 드론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다. GCS와 제어기와의 연계에 있어 지연시간을 최소화하고자 제

어기에서 사용했던 PIPE 방식을 GCS의 인터페이스 부분에 동일

하게 구현하였다.

GCS 역시 독립된 Thread가 특정한 전역 변수로 구성된 PIPE

를 감시하며 드론제어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더넷을 통해서 드론제

어기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드론 제어에 있어 경로제어와 같이 제

어에 필요한 데이터가 반드시 전송되어야만 하는 방식이라면 위와 

같은 비동기 PIPE 방식이 아닌 Queue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2.5 드론 동시제어 실험

UDP/IP와 24L01을 사용하여 드론을 동시에 제어할 때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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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래 그림 13과 같이 GCS가 탑재된 컴퓨터

로 부터 수신되는 데이터와의 RF 모듈을 통해서 송신되는 데이

터의 카운트를 1초에 한 번씩 출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

정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13은 구현된 GCS와 드론제어기 기반에서의 실험 결과로 

GCS에서 드론 제어기로 초당 495~500회로 드론제어 신호가 전

송이 되고 RF 모듈에서 외부로의 전파 송신은 990회 이상으로 

송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구현된 장치를 기반으로 하나의 드

론제어기가 10대의 드론을 동시에 제어할 경우 각각의 드론에 

20msec 간격으로 데이터가 전송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4 드론 제어기를 사용하여 드론 동시제어

Fig. 14 Simultaneous control of drones

그림 14의 상단 그림은 GCS 제어 화면 중 드론제어기와의 연

결을 위한 설정 부분으로써 30대의 드론을 등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0대의 드론 중 28대는 가상의 Data Address로 데이터

를 전송하였으며 2대는 실기의 Data Address를 설정하여 실험하

였다. 드론 30대를 기준으로 제어할 때 드론 한 대당 60msec단

위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나 데이터 전송에 지연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했다. 

그림 15 드론 동시제어 실험 구조

Fig. 15 Drone Simultaneous Control Experimental Structure

그림 15는 실험 시 사용했던 주파수와 시분할 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드론제어기는 설정된 동시 제어 드론 수만큼 시분할로 데

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드론제어기에 연결되는 드론 수에 비례

하여 지연시간이 발생되는 구조이다.

많은 수의 드론이 연결될수록 드론제어 신호 전달에 따른 지

연시간이 점차 증가되고 증가되는 지연시간에 비례하여 드론의 

빠른 자세 수정이 어려워지게 된다. 드론자세를 실시간으로 제어

하지 않는 좌표 전달 방식에서는 큰 영향 없이 사용가능하지만 

Roll, Pitch, Yaw 값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드론의 자세를 제어하

는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반응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예외상황 발

생 시 대처가 어려워 비행이 불가능했다. 실험 결과 드론 조종자 

입장에서 30대까지는 기존 방식의 드론조종기와 큰 차이 없이 

조종이 가능했으나 동시제어 드론을 50대로 설정했을 때 긴급선

회, 충돌회피 및 정밀 호버링에 문제가 있었다.

3. 결  론

드론의 군집비행을 위해 1:N 방식의 송수신 시스템을 주파수

도약을 고려하여 설계하였고 실험하였다. GCS와 드론과의 통신을 

담당하는 드론제어기는 도약주파수를 포함한 4개의 채널을 사용

하여 드론과 통신을 하며 다수의 드론을 제어하기 위해서 시분할 

방식으로 드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였다. 드론제어기와 드론과는 

사전에 약속된 논리번지가 존재하여 동일한 주파수로 데이터가 

전송되어도 자신에게 해당하는 데이터만 수신할 수 있으므로 한

정된 주파수 자원을 공유할 수 있었다. 송수신 모듈의 형태와 주

변환경에 따라 실험결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실험에

서 사용한 송수신 모듈 24L01의 경우 1Mbps 통신 시 가용채널

이 126개로써 그림 14, 그림 15의 실험과 같은 조건에서 드론제

어기를 동시에 31대 운용할 수 있다.

실험에서는 드론제어기 1대를 제작하여 드론과 통신하였지만 

다수의 드론제어기를 사용하여 동시에 제어하는 드론의 수를 늘

린다고 할지라도 그림 15와 같이 드론제어기 별로 사용하는 주

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2.4Ghz와 5.8Ghz ISM 밴드 통신에 있어 혼선을 야기하는 아날

로그 영상 송신기와 같은 광대역장비가 인접해 있는 경우 가용 

주파수의 감소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다수의 제어기를 사용할 경우 도약주파수를 포함하여 제어기

에서 사용하는 모든 주파수는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동시 제어 가능한 최대 드론 수는 아래와 같다.

사용가능한 최대 드론 = 

(사용 채널수 - 바인드 채널수) / 주파수 도약 채널수 * (드론제어기 별 

드론수)

모든 드론의 바인드에 필요한 주파수는 채널 0번을 공유하고 

4개의 채널을 사용하여 주파수 도약을 할 때 동시 운영 가능한 

드론제어기는 최대 31대로 주파수는 최대 125채널을 사용한다.

제한된 주파수의 분할 사용에 따른 드론제어기의 동시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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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대로 제한 되지만 드론제어기 하나로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제어 가능하므로 드론 제어기당 10대의 드론을 제어할 경우 최

대 310대의 드론을 제어가능하며 30대의 드론을 제어할 경우 최

대 930대의 드론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운영시에는 외

부전파에 의한 혼신, 인접 채널 간 간섭 등과 같은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주파수를 설정할 경우 동시 제어가능한 드론의 수는 변

동이 있을 것이다.

또한, GCS와 드론제어기의 네트워크 통신에 있어 패킷의 기본 

크기를 고려하여 논문에서 구현했던 패킷 하나당 드론한 대의 정

보를 전송하는 방식이 아닌 패킷 하나에 여러 대의 드론정보를 

전송했을 때 지연시간 (Latency Time)이 증가되지 않고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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