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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HOON Q500 4K  Quickstart

1.CG03 짐벌 카메라
2. 카메라 마이크
3. 카메라 LED 상태 표시
4. 카메라 렌즈
5. 5.8GHz 안테나
6. 주요 LED 상태 표시
7. 전원 스위치 
8. 속도 제어 슬라이더
9. USB 커넥터/ 충전 포트

10. 오디오/ 이어폰 잭
11. 사진 촬영 버튼
12. 모터 작동/정지 버튼
13. 조종기 좌우이동(모드1&모드2)
14. 조종기 전진후진(모드1)
     조종기 상하이동(모드2)
15. 5.8GHz 안테나(케이스 내부에 위치)
16. 배터리 및 와이파이, GPS 연결 상태 표시등
17. 2.4GHz 안테나(손잡이 내부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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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ckstart V3.0

13. 조종기 좌우이동(모드1&모드2)

15. 5.8GHz 안테나(케이스 내부에 위치)
16. 배터리 및 와이파이, GPS 연결 상태 표시등
17. 2.4GHz 안테나(손잡이 내부에 위치) 

18. 비디오 녹화 버튼
19. 비행 모드 선택 버튼
20. 조종기 좌우회전(모드1&모드2)
21. 조종기 상하이동(모드1)
     조종기 전진후진(모드2)
22. 조종기 전원 스위치
23. 볼륨 및 네비게이션 
     (볼륨 +,-/메뉴/홈/뒤로)
24. CG03 카메라 각도 조절 장치
25. SD 카드 삽입구(배터리 아래에 위치)



중요사항  2. CGO3 + 정보

3. 프로펠러 장착

B

B

A

A

해당 자료는 간단한 설명자료로서 사용자 메뉴얼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충전 설명

제품에 포함된 어댑터는 차량용 12V AC 
어댑터와 전원공급장치인 100-240V AC 
콘센트 충전기 입니다.

이미지를 참조하여 A와 B 프로펠러를 
구분하여 프롭펠러 장착 도구를 사용하여 
올바르게 장착하여 주세요.

충전 중에는 빨간 LED가 표시되고 충전완료 
시에는 초록 LED가 표시됩니다. 
충전시간: 약 2시간

경고: 모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해야합니다. 리튬 이온/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화재 및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 도구를 사용하여 프로펠러를 과도하게 
조이지 마십시오.

2.1 조심스럽게 뒤로 밀어서 
CGO3 뒷면의 커버/잠금을 
제거하세요.

2.3 조심스럽게 카메라 
렌즈의 보호물질을 
제거합니다.

2.2 구성품에 포함된 16GB 
카드나 Class 10 microSD
카드(16~128GB)를 
삽입하세요.

전면

후면



리튬 폴리 배터리의 충전은 환기되고 화기성이 없는 안전한 공간에서 충전하여 주세요.   절대 리튬 폴리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충전하는 동안 잠재적인 이상 현상 및 위험에 빠른 대비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 후/방전 후 리튬 폴리 배터리를 상온에서 충분히 온도를 식힌 후 충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튬폴리 배터리를 충전 할 때는 전용 정품 충전기나 기타 적절한 리튬폴리 배터리 충전기로 충전하세요. 미숙한 사용 및 
사용 실패 시, 재산상의 손해나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리튬폴리 배터리의 외부가 
부풀러 오르기 시작하는 즉시 충전기와 분리하세요. 충전기와 분리한 배터리는 화기성이 없는 안전한 공간에서 최소 15분 
지켜보고 관할 구역 지정된 곳에 폐기하여주세요.
조금이라도 부불러 오른 배터리의 충전 및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폐기하세요.

리튬폴리 배터리의 과방전은 배터리에 손상을 주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튬폴리 배터리의 각 셀 전압은
3.0V 이하로 내려가면 안됩니다.  리튬폴리 배터리는 건조한 상온에서 보관하여주세요. 충전, 이동 및 짧은 기간의 보관에 
적정한 기온은 5-49℃입니다. 뜨거운 창고, 자동차 안이나 직접적인 광선에 배터리 및 기체를 두지 마세요.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배터리와 충전기 및 전력 공급장치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젖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파손되거나 저전압 배터리를 충전하지 마세요.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배터리 충전을 하지 마세요.
배터리 충전 연결 선이 빠지거나 파손된 상태에서 충전하지 마세요.
절대 배터리와 충전기 및 전력 공급장치를 분해하거나 떨어뜨리지 마세요.
배터리를 충전하기 전 충전기, 배터리 및 전력 공급장치의 상태를 유심히 지켜봐 주세요.
항상 배터리와 충전기의 극성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올바르게 장착시켜 충전하세요.
충전 후 배터리는 분리하여 서늘한 곳에 놓아주세요.
배터리와 충전기 및 기타 전력 공급장치들이 파손되었을 시, 반드시 올바른 지정된 곳에 폐기하여 주세요.  

공지 및 안내

FCC :
FCC 규정 제 15조를 준수합니다. 거주지 설치물에 따른 위험물로 부터 안전한 비행을 위해
거리 제한을 지정하였습니다. 해당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하고 방출하며,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시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 또한 없으며,
해당 장비가 라디오나 TV 수신기에 유해한 간섭을 유발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시도하여 간섭을 
해결해야 합니다:

수신 안테나의 방향이나 위치를 변경합니다.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증가 시킵니다.
수신기에 연결된 콘센트를 제외한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장비를 연결합니다.
대리점 혹은 라디오/TV 기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해당 장치는 FCC 규정 제 15조를 준수합니다. 작동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1) 해당 장치는 해로운 간섭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킬수 있는 간섭을 포함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규정에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가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변경이나 수정을 하였을 경우 장비 작동 
권한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주의: 해당 장비는 FCC 규정에 따라 제 15조에 따라 클레스 B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주거 지역에 설치해 유해 간섭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RF 노출 경고
해당 장치는 통제되지 않는 환경에 대한 FCC 방사선 노출 제한을 준수합니다. 이 장치와 사람 사이에 최소한 20CM
떨어진 간격으로 장치를 설치하고 작동해야 합니다. 이조종기는 다른 안테나나 조종기와 함께 배치하거나 작동
해서는 안됩니다. 
안전한 FR 노출 준수를 위해 사용자 및 설치자는 안테나 설치 안내문과 조종기 작동 조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IC 방사선 노출 성명서

해당 장치는 캐나다 산업 면허증을 가집니다. 예시) RSS 기준.
작동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1) 해당 장치는 해로운 간섭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5. 이륙 전 기체 배치

100˚

       

6. 전원 ON/OFF     

 

 

 
 

4. 배터리 장착

          
      

Press here

This side
up

절대 높은 건물/장애물이 있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 비행하지 마세요.(최소 
100˚의 공간 요구됨)

참고: 뚜껑이 닫히지 않을 경우, 배터리가 
제대로 삽입되지 않을 수 있으니, 올바르게 
삽입 후 뚜껑을 닫아 주세요.

경고:약 280평 이내에 사람들,자동차,나무가 
없는 넓은 평지에서 비행하세요. 절대 
군중,공항,건물,군사지역 근처에서 비행하지 
마십시오.

기체와 조종기의 전원을 켜기 전에 평평하고 
안정된 표면에 기체를 배치해야 합니다.

기체와 8m 거리의 간격을 두고 이륙 준비를 
하세요.

참고: 항상 기체를 켜기 전에 조종기의 전원을 
켜주세요.(항상 기체를 끄고 조종기의 전원을 
꺼주세요.)

평평하고 안정된 지면에 기체를 8m 거리의 
간격을 유지하고 조종기의 전원을 켜주세요. 첫 
설정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 기체를 움직이거나 
만지지 마세요. 설정이 완료되면 스마트 모드일 
시 메인 LED 표시등이 초록색 표시됩니다. 
앵글/조종자 모드는 보라색 LED 등이 
표시됩니다.

조종자 위치

이륙 지점



7. 모터시작/정지

8. 비행 조종 방법

FLYING

400 Feet / 122 Meters)
Maximum Climb Rate: 
2m/s (6.6f/s)

Descend / Land

Mode 1 shown

Mode 1 shown

3840 X 2160 F30

3840 X 2160 F25

2560 X 1440 F30

2560 X 1440 F25

실내 비행이 필요하다면, 조종기 화면 내 설정 
에 들어가서 GPS를 꺼주세요.

카메라와 조종기 및 기체가 연결되면 
설정창에서 영상 설정 및 오디오 스위치를 
선택하세요.

안전을 위하여 기체에서 8m 떨어진 위치에서 
이륙 준비 해주세요. 붉은 버튼을 약 3초간 
눌러주면 모터를 가동할 수 있고 다시 2초간 
눌러주면 모터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륙하기 위해 조종기의 오른쪽 스틱을 중앙에서 
살짝 올려주면 기체가 천천히 상승합니다. 
원하는 위치에 다다르면 조종 스틱을 
놓아주세요.

중요한 참고 사항: 비행 중 기체 통제 불능이 느
껴지면 조작을 멈추고 GPS 신호가 잡혀있는지 확
인후 홈 모드로 전환시켜 착륙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홈모드 전환시 조종기와의 거리가 10m 정도로 
착륙되니 착륙 가능 공간을 확보하세요.

  

비행전 칼리브레이션이 필요하다면, 
칼리브레이션 버튼을 선택하여 나침반 
칼리브레이션이나 가속도계 칼리브레이션을 
사용하세요. 더 자세한 사용 안내는 
www.yuneec.com에서 확인하세요.

기체의 다양한 기능 및 조종에 능숙해질 때까지 
많은 연습을 하세요.
스마트 모드는 기체의 정면과 상관없이 조종기의 
위치에서 조종하는 방향 그대로 이동합니다.
앵글(조종자)모드는 기체의 정면을 기준으로 
조종되어 이동합니다. 
(조종스틱의 가운데를 벗어날 수록 이동합니다)



9. 제어 속도 슬라이더

10. 비행 모드 선택

SMART MODE  

11. 비행 모드

LANDING

AFTER LANDING

 조종기를 끄기 전 항상 기체의 전원을 먼저 
꺼주세요. 조종기를 끄고 기체 배터리를 분리한 
후 비행으로 인한 열을 충전 전에 충분히 
식혀주세요.

1) 가장 상단 비행 모드 스위치는 스마트 모드
2) 가운데 비행 모드 스위치는 앵글(조종자) 모드
3) 가장 하단 비행 모드 스위치는 홈 모드

조종기 우측 조종스틱 위에 위치한 비행 모드 
선택 스위치로 3 가지 비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종기 우측 가장자리 부분에 속도 제어 키가 
있습니다. 가장 느린 속도의 거북이 모드에 
위치하세요.(초보자 추천 및 해발고도  약
1500~2500m에서 비행시 권장합니다.) 가장 
빠른 속도는 토끼 모드로 위치합니다.(능숙한 
사용자에게 추천하고 오직 해발고도 약1500m
에서 사용하세요.)

착륙하는 두 가지 방법:

1) 수동착륙: 착륙할 지점을 확인하여 천천히 
오른쪽 스틱을 내려주세요. 기체 바닥에 센서로 
지면과의 거리가 1m 미만일 시 센서가 거리를 
감지하여 완충하며 천천히 착륙 가능합니다. 
착륙 후 빨간 버튼을 2초가량 눌러 시동을을 
멈추세요.

2) 작동착륙: 홈모드를 작동시키면 기체는 
자동으로 이륙했던 지점의 3m 직경안으로 
돌아와 착륙 할 수 있습니다. 

경고:배터리 경고가 나타나면 가능한 빨리 
착륙해주세요. (경고는 조종기의 화면과 
경고음과 진동으로 알려줍니다.)  조종기 화면에 
배터리 전압이 10.7V 이하로 떨어졌을 시 즉시 
착륙하세요. 

착륙하는 두 가지 방법:

비행모드 스위치가 가장 위에 있을 때 스마트 
모드입니다. 스마트 모드는 입문자들을 위해 
안전한 비행이 가능한 모드입니다. 능숙한 비행을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앵글모드로 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스마트모드에서 기체의 정면과 상관없이 용이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처음 앵글모드를 이용하기 불편한 분들은 스마트 
모드를 통해 적응하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스마트 기능에는 Follow Me 기능이 있어 
더욱 쉽고 간편한 작동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모드에서도 항상 비행 안전 거리 및 
장소를 확보하고 충분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FOLLOW ME  FUNCTION

 

WATCH ME FUNCTION

*Smart Circle

Mode 1 shown

MODE

Follow

중요 참고사항: Follow Me 기능을 사용할 때 
기체가 일정 고도를 유지하는 반면, 장애물 
감지를 못하므로 조종사가 비상시 직접 운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체가 다른 장애물로 인해 
피해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Watch Me 기능은 조종기의 위치에 따라 카메라 
가 조종자를 담는 기능입니다. 카메라의 각도 
조종은 자동으로 됩니다. 

스마트 모드에서 기본적으로 Follow Me, Watch 
Me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Follow Me 기능은 조종기의 위치에 따라 기체가 
따라다닙니다. 해당 기능은 조종기 GPS 설정이 
되었을 시 사용가능합니다.  이때 주황색      
표시와 초록색 모드         표시가 나타납니다.

해당 기능 활성화시 기체의 주요 LED 등이 
흰색으로 3초마다 깜빡입니다. LED등이 녹색일 
시 해당 기능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추가 스마트 모드 특징:

스마트 모드 시, 조종기 방향에 따른 기체 이동

해당 기능으로 조종자가 어디를 가던, 조종자를 
촬영합니다.



> Mode 1 shown

ANGLE (PILOT)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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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 Me /Follow Me 버튼: 스마트 모드에서        
      를 눌러 기능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Follow 
Me 기능이 설정되며, 버튼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만약 회색으로 표시될 경우 조종기의 GPS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기다리십시오.

경고: 스마트 모드는 오직 기체가 적정 GPS 
신호/잠금이 되었을 경우 작동됩니다. 조종사가 
스마트 모드를 풀거나 기체의 GPS 신호를 잃는 경우 
자동으로 앵글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앵글 모드에서 비행 
연습을 하여 비행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세요.

중요 참고: 충돌 사고가 나거나 날아가 버리면 
품질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 참고: 조종기와 6개 미만의 위성이 연결될 경우 
Follow Me 기능은 사용 불가능 합니다.

비행 모드 선택이 가운데로 맞춰지면 
앵글(조종자)모드 입니다.

앵글(조종자)모드는 기체의 정면 방향에 따라 조종 
방향이 결정되므로 조종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권장하는 모드입니다. 
기체의 짐벌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이 정면으로 
조종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왼쪽으로 
수동 조작되어야 합니다.

경고: 앵글(조종자)모드에서 미숙하게 조종할 경우 
기체가 외부 물체와 충돌하거나 날아가버릴 수 
있습니다.

중요 참고: 충돌사고나 날아가 버리면 해당 제품에 
품질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누르면, 버튼이 주황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하며 
Watch Me 기능으로 변경됩니다. 
참고: 기체가 스마트 원형 밖 2m 상공이면, 기체의 
yaw 방향이 자동으로 조종합니다. 스마트 모드로 
비행 모드가 선택이되면 카메라의 렌즈는 항상 
조종자를 따라다닙니다. 조종기 기울기 각도/항향 
조종 슬라이더를 가운데로 해주세요. 카메라 각도를 
위로 올리고 싶으면, 슬라이더를 약간 위로 
올려주세요. 카메라 각도를 밑으로 내리고 싶다면 
슬라이더를 밑으로 살짝 내려주세요.

*스마트 원형
대부분의 경우 기체와 조종사와의 거리를 8m 
유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8m 이내의 거리를 
유지시켜 기체가 거리를 유지하기위해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세요.

GEO-FENCE
가상 울타리로 기체가 조종자로 부터 91m 밖으로 
날아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해당 모드는 USB 
인터페이스/프로그램 및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조절될 수 있지만 항상 기본 제한을 사용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앵글(조종자)모드 특징:

기체 위치 고정하고 
자가 고도 설정기능

기체는 자동적으로 위치를 
고정하여 일정 고도를 
유지합니다.(우측 조종 
스틱이 가운데 고정되고 
GPS 신호/잠금이 잡힌 
경우)



PILOT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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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카메라 조종

A B

C

10 m

A

B

비행 모드 선택의 위치가 가장 하단에 위치하면 
홈 모드입니다. (복귀기능)

A 버튼: 사진 촬영
B 버튼: 영상 녹화 시작/정지 

주의: 기체가 홈 모드로 비행하고 있을 때 
비행경로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 모드로 설정되어 있을 동안은 방향 제어이 
제한되므로 장물이 있을 경우 충돌로 이어질 
수있습니다 . 그러므로 반드시 앵글 모드로 
전환하여 장애물을 피해주세요.(이후 다시 홈 
모드로 전환합니다.)

경고: 기체가 적절한 GPS 신호/잠금 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홈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체가 GPS 신호를 잃는 경우 자동으로 앵글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글 모드로 
비행 연습을 충분히 하여 하기와 같은 경우나 
조종 미숙으로 인한 충돌 및 사고를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참고: 충돌사고 및 기체의 분실은 
품질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홈모드는 조종자의 현재 위치에서 직선으로 
기체가 날아와 자동적으로 4~8m 이내에 
착륙합니다. 착륙이 익숙치 않은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기능입니다. 비행 도중 방향을 잃어버릴 
경우 홈 모드를 작동 시켜 기체를 돌아오게 하고 
다시 방향을 찾은 후 앵글(조종사)모드로 
변환하여 비행할 수 있습니다. 
기체와 조종기의 신호가 끊어지면 자동으로 홈 
모드가 작동됩니다.

홈 모드가 작동되면 하단과 같이 방응합니다:

A) 기체가 10m 이상 상공에서 비행하면 해당 
고도를 유지하며 홈포인트로 복귀합니다.  
충분한 위성 신호 연결될 경우 Follow Me 기능을 
위한 작동 위치로 복귀합니다. 이후 수직으로 
착륙합니다.

B) 기체가 10m 이하로 비행할 경우 복귀하면서 
10m 고도로 올라오면서 복귀하고 수직 
착륙합니다. 



13. 조종기 화면

C D

THE FOLLOWING DOCUMENTS ARE 
AVAILABLE FOR DOWNLOAD AT 

WWW.YUNEEC.COM/SUPPORT

•   The full TYPHOON Q500 4K Manual
•
•
•   Graphic User Interface
•   Firmware Updates
•   Tutorial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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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기 왼쪽 C 슬라이드로 카메라 상하 조작 D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사진 촬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상 
촬영을 중지해야 합니다. 

다음 사진 촬영을 위해 약 1~2초 가량 
소요됩니다.

주의: 촬영된 정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체를 
끄기 전 반드시 비디오 녹화 버튼을 중지 시켜야 
합니다. 녹화 중지 전 실수로 기체를 끄면 SD 
카드를 다시 삽입하고 기체를 다시 켜십시오. 
LED가 초록색 빛을 띠며 마지막으로 촬영했던 
20초 정도의 영상을 복원합니다.
 
참고: 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더 자세한 이용 
사항을 숙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고: FPV 1인칭 시점으로 비행 시도를 하지마세요. 
FPV 시점으로 비행시 시야 확보의 어려움으로 제품 
손상 및 재산 손해 및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 참고: 
비행 후 조종기를 끄기 전 기체를 꺼주세요. 그 후 
배터리를 탈착하고 배터리 재충전 전 충분히 잔열을 
충분히 식혀주세요.

1) 기체 비행 모드

2) 기체 GPS 상태

3) Watch Me/Follow Me 버튼

4) 비행 설정

화면을 두 번 클리하여 영상 화면의 크기를 키우세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상단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 자료를 위해 구입처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공지: 모든 안전 수칙과 경고, 설명, 워랜티 및 기타 정보들은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www.Yuneec.com 홈페이지 및 (주)헬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사용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대비한 설명글입니다:
경고: 사용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재상상의 손해나 심각한 부상의 여지를 높여줍니다.
경고: 전체 한글 메뉴얼을 읽고 작동 하기 전 제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주세요. 제대로 작동 시키지 않을 시, 제품 
파손 및 재산상의 손해 그리고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경고: 복잡하게 구성된 제품으로 항상 주의가 요구되며 기계 작동에 최소한의 능력이 요구됩니다. 안전하고 올바르지 않게 
사용 시, 제품에 파손 및 재산상의 손해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어린이 사용은 부모의 지도하에 이루어 져야됩니다. 해당 제품의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고 외부 부품을 
사용하여 제품 개조 및 변형은 하지 마세요. 해당 사용자 한글 메뉴얼은 제품 작동의 안전한 사용 방법입니다. 
심각한 부상 및 파손을 방지하고 제품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 해당 메뉴얼의 올바르게 숙지하고 작동시켜주세요.

제한 나이: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사용 금지

일반 안전 수칙 및 경고

경고: 안전하고 올바르지 않게 사용 시, 제품에 파손 및 재산상의 손해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조종 멀티 로터 기체, APV 플렛폼, 드론 및 기타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잘못 사용시 심각한 부상 및 재산상에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경고: 제품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자는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작동하는 프로펠러/로터 날개로 부터 항상 다른 물체, 사람 및 모든 사물로 부터 멀리 떨어져 주세요. 잔해, 부품,도구 및 
의류와 같이  프로펠러/ 로터 날개에 말려들어갈 여지가 있는 모든 물체로 부터 멀리 떨어뜨려 주세요.
항상 사람, 자동자 외 기타 물체가 없는 넓은 공간에서 작동시키세요. 절대 항공구역, 건물 주변 및 관중 주변으로 
비행하지 마세요. 
올바르고 안전한 작동을 위해 주변에 건물이나 기타 물체가 없어 시야가 확보되고 GPS 신호를 원하게 받을을 수 있는 
곳에서 작동시키 바랍니다.
방송국 건물, 전력 송출기, 높은 전력의 전선과 같이 자성, 전자파 방해가 있는 곳에서 비행 작동 시도를 하지 마세요. 충돌 
및 부상을 막기 위해 기체와 외부 물체의 거리를 멀리 안전하게 유지하여 주세요. 해당 제품은 신호를 주고 받으며 
작동되며, 신호 방해로 기체와 조종기의 신호가 끊길 수 있습니다.
확실하고 올바른 홈 모드의 자동 착륙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GPS가 원활히 잡히는 최소 3m의 넓은 평지에서 
작동시켜주세요. 
절대 부품이 부서진 상태거나 닳은 상태에서 비행하지 마세요.(고장난 프로펠러/로터 날개,오래된 배터리, 등.)

바람이 많이 불거나 천둥이 치는 경우, 비가 내리는 경우 악조건의 날씨에서 절대 작동시키지 마세요.
항상 완충된 배터리로 비행을 시작하고 첫 번째 저전력 배터리 경고 및 두 번째 저전력 배터리 경고 후 최대한 빨리 
기체를 착륙시켜주세요.(조종기에서 진동 및 오디오 경고음이 나옵니다.)
항상 조종기의 전력이 안전 범위에 있는 상태로 기체를 조종하세요.(조종기 스크린에 배터리 충전 상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항상 조종자의 시야 안에서 비행하시고 항상 기체 전원이 켜지는 동안에는 조종기의 전원도 켜세요.
기체와 외부 물체의 거리가 가까워 지면, 항상 스로틀 스틱(상승하강 조종스틱)을 최하위로 내려 프로펠러/로터 날개의 
작동을 정지하여 충돌을 방지 하세요.
작동 전과 손으로 만지기 전 항상 부품 및 구성품을 차가운 상태로 식혀서 사용하세요.
항상 사용 후 배터리는 분리하여 충전하거나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지침 사항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기 부품에 물이 닿지 않게 해주세요. 방수기능이 없습니다. 습기가 전기 부품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절대 해당 제품의 부품을 입에 넣지 마세요. 심한 부상이나 심지어 죽음으로 다다를 수 있습니다.
항상 화학물질,작은 부품 및 전자 부품을 어린이로 부터 멀리 보관해주세요.  
해당 제품의 기체, 부품, 구성품 및 악세서리에 대한 안전 수칙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유의하여 주세요. (충전기, 배터리 
포함)
주의: TYPHOON에 내장된 전력 조절(ESC)는 다른 제품과 호환되지 않고 TYPHOON은 다른 전력 조절 ESC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다른 ESC와 TYPHOON을 사용시, 제품 파손, 재산상의 손해 및 심각한 부상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경고 및 사용 안내

경고: 리튬폴리 배터리는 알칼리성,니켈 카드뮴이나 리튬이온보다 불안전한 휘발성의 물질입니다. 모든 안내와 경고문을 
숙지하여 리튬폴리 배터리의 미숙한 사용으로 인한 화재, 재산상의 손해 및 심각한 부상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리튬폴리 
배터리의 사용, 보관, 충전에 있어서 위험이 따릅니다. 배터리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공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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