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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신드론의 농약방제드론 Ceres 10s를 구매하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메뉴얼을 제품 작동 전 반드시 정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얼에 따라 작동하지 않고 일어난 발생에 대해서는 제조사 및 수입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메뉴얼에 대한 저작권은 (주)신드론에 있으며,

무단배포 및 수정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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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경량 비행장치의 개념

“초경량 비행장치” 란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외에 비행 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동력 비행장치, 인력 활공기, 

기구류 및 무인 비행장치 등을 말합니다. 드론은 대형 무인항공기와 소형 무인항공기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특히 우리나라) 일정 무게 이하의 소형 무인항공기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이전 말소 등

변경 사항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12kg 이하의 무인 비행장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영리 목적 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을 하는 경우는 영리목적 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으로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또한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 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 해야 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종자가 보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경량 비행장치의 소유자가 사고를

보고 하여야 합니다. <항공법 제 23조> 조종자는 하상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행 해야 합니다.

가능한 운영자 또는 보조자를 배치하여 비행시 장애물 발견과 회피를 위해 외부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케레스 10s 제품 소개

미국, 호주, 러시아 등의 광활한 농경지와 국내의 일부 대단위 필지 에서는 경비행기나 유인 헬리콥터와 같은 항공기를

병해충 방제나 파종작업 등 농작업에 이용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1982년 부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의 개발을 시작하여

1990년 경부터 실용화 하였습니다. 국내 에서도 무인 항공기 및 드론의 시장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방제드론 사업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유기합성 제제인 농약살포 방법은 주로 인력에 의존하여 분무기, 동력방제기, 광역방제기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무인 원격조정장치의 발달과 GPS, GIS 의 기술 등이 융합되어 이를 이용한 방제드론이 끊임 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존 무인헬리콥터는 넓은 살포량에 비해 단가가 높은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작물에 뛰어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무인헬리콥터는 초기비용이 대당 2억원 대로 서 매우 고가이며 따라서 농가 단위로 구입은 어렵고 벼농사 농약방제 작업은 주로

여름철 한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가 농기자재의 활용성이 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고성능 방제드론 Ceres 10s를 이용하면 인건비 및 방제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입자 살포작업으로 농약 사용량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취급, 물류이동, 보관비용과 농약희석용 물 사용량 등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케레스 10s 조작 전 점검 사항들

1) 기상조건- 나쁜 기상조건 에서는 비행을 삼가 합니다. 특히 풍속 5m/s 이상의 바람이 불었을 때는 비행을 즉시 중지 합니다.

2) 주변 환경 파악- 드론 운영 시 장애물 (송전탑, 전봇대, 건물, 사람이 많은 지역 등) 주위에서 비행을 금지합니다.

3) 기체 상태 파악- GPS 신호가 최소 10개 이상이 잡혀 있는지 확인하여 주신 후 비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비행 중 조종기 및 기체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여 계획된 비행을 안전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크 합니다.

5) 방제드론 사용 시 육안을 통해 주변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지 할 수 있는 보조요원 등과 이착륙 시 작업장에 접근하는 내, 외부인의

     부주의한 접근을 통제 할 수 있는 지상 안전 요원과 함께 비행 합니다.

4. 케레스 10s 제품구성

1) 모터

드론 비행의 주 전력을 담당 합니다. 작은 미니드론의 브러시 모터 부터 시작하여 산업용 브러시리스 모터까지 다양한 힘을 뿜어내어

기체의 상승, 하강 및 각종 비행시 추진력을 일으키며 비행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드론의 모터는 정방향 모터와 역방향 모터로 나뉘어 있으며, 동일한 힘을 주어야 기체가 상승 합니다.

사용자 부주의로 기체 추락시 모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경우 내부 베어링의 파손이 의심 됩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모터 교체 후 비행을 권장 드립니다.

2) 변속기

드론 비행시 상승, 하강, 전진, 후진 등 방향 이동에 따라 모터의 힘은 각기 다른 힘을 주어야 이동 합니다.

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변속기 이며, 변속기가 있음에 따라 정확한 비행을 도와줍니다.

3) 날개

모터 상단에 함께 결합되는 부품이며, 모터의 회전에 따라 바람을 일으켜 기체를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펠러는 정방향 프로펠러와 역방향 프로펠러가 있으며, 정방향 모터에 역방향 프로펠러를 장착 했을시

기체가 뒤집어지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여 사고가 일어나니 이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부주의로 기체 추락시 날개 파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형기체의 특성 상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교체후

비행을 권장 드립니다. 파손된 날개를 장시간 사용시 모터 혹은 변속기에 무리를 일으켜 추락의 위험이 높습니다.

4) 배터리

모터 및 변속기, 각종 LED 등의 전력을 공급합니다. 드론의 배터리는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배터리는 셀당 3.7V가 기본으로 완충 시 4.2V 까지 충전 됩니다. 케레스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6셀 22.2V 입니다.

주의: 과방전 시 배터리 재충전이 불가합니다. 과충전 시 배터리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충전 시 자리를 비우지 마세요.

5) 조종기

기체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무선 송수신 장치 입니다.

드론조종모드는 모드1, 모드2로 나뉘워져 있습니다.

비행 전 모드1과 모드2를 잘 구분하여 비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종모드는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기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드론 비행시 모드1과 모드2의 가장 크게 비교되는 점은 스로틀 키 (상승, 하강) 와 엘리베이  터 키 (전, 후진) 가

서로 반대의 위치에 있으며, 에일러론 키(좌, 우) 와 러더 키 (좌, 우 회전) 의 위치는 서로 동일 합니다. 

- 모드2 조종

스로틀

기체의 상승 / 하강을

조종합니다.

엘리베이터

기체의 전진 / 후진을

조종합니다.

에일러론

기체의 좌 / 우 이동을

조종합니다.

러더

기체의 좌 / 우 회전을

조종합니다.

- 모드1 조종

스로틀

기체의 상승 / 하강을

조종합니다.

엘리베이터

기체의 전진 / 후진을

조종합니다.

에일러론

기체의 좌 / 우 이동을

조종합니다.

러더

기체의 좌 / 우 회전을

조종합니다.



A) Dagan 1080 (PC1080)

- 2개의 6셀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

- 전지(LiPo), LiHV 배터리 지원

- 3가지의 충전모드 (쾌속충전, 정밀 충전, 장기보관)

- 동기화 설정 (다수의 충전기를 한번에 사용 시)

- 대표설정 & 복사설정 (기능 활성화 후 메인 충전기 세팅 시 서브 충전기에도 동일한 세팅값 적용)

- 배터리 저항 검사

- 펌웨어 업그레이드

- 다중 보호기능

- 배터리 보호 및 배터리 사용수명 연장

- 별도의 파워서플라이 없이 충전 가능

- 배터리 전압검사 기능

제품 특징

6) 충전기

포함되어 있는 충전기는 6셀 리튬폴리머 전용 듀얼포트 충전기 Dagan1080과 최대 4셀 리튬폴리머 및 NiMH,NiCd,Pb 등과 같은

다양한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ST403 충전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쾌속충전모드를 사용하여 충전하시고 일과 후 저녁에 충전하실 때는

정밀충전을 진행하여 배터리 셀당 밸런스를 꼭 맞추어 주세요. 배터리의 상태를 좋게 유지시켜  좀 더 오래 사용이 가능해 집니다.

완충 또는 저전압 상태에서 배터리 보관 시 배터리의 부풀림 현상 또는 과방전 상태가 발생하여 배터리 사용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방제 작업 완료 시 배터리의 보관은 보관 모드로 충전 완료하고 보관하여 주십시요.    



1) 전원 켜기: AC 입력 부위에 코드를 연결하고 전원 스위치를 켜줍니다. 이후 비프음이 울립니다.

                       이후 LCD 스크린에 하단의 이미지 처럼 표시됩니다.

※ 한글 메뉴는 한글버전 ‘Dagan 1080’ 에 한하며, 영문 버전 사용시 영어로 메뉴가 표시 됩니다. 단 기능은 동일 합니다.

2) 배터리 연결: 6셀의 배터리를 Dagan 1080 충전기에 하단의 이미지 처럼 장착 해줍니다.

     주의: Dagan 1080 충전기는 6셀 배터리 전용 충전기 입니다.

               (배터리 밸런스 리드와 충전리드가 이미지 처럼 연결되었는지 확인 하십시오.)

작동 방법 안내

- 충전 중에는 절대로 외출을 하거나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 충전 완료 시 (완충 되면 비프음 발생) 반드시 배터리를 탈거하여 주십시오.

- 배터리 5회 사용 후 반드시 한번은 정밀충전을 실행하여 배터리 건강을 보호 하여 주세요. (충전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배터리를 장기 보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장기보관 모드로 충전을 완료 하고 보관하여 주십시오.

주의사항



B) ST403 (비행 컨트롤러용 배터리 충전기, 최대 4셀 리튬폴리머 배터리 전용)

Mode / Esc : 모드선택 / 멈춤 / 돌아가기 버튼, 메인메뉴를 선택하거나 돌아가기 위하여,

                       그리고 처리과정을 멈추기 위해 해당 키를 눌러주세요.

Dec / Inc: 감소 시키거나 증가 시키는 버튼, 충전/방전 처리동안 이 버튼을 사용하여 다른 관련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세팅값을 설정 할 때 줄이려면 Dec, 증가시키려면 Inc를 눌러주십시오.

Start / Enter: 버튼을 2초 이상 누르면 작동을 시작합니다.

 

- 반드시 밸런스 보드와 충전 케이블을 동시에 충전기와 연결 하여 주세요. 둘 중 하나라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정상적인 충전이 불가 합니다.

- 충전 시 배터리 종류에 유의하여 주세요. 다른 특성의 배터리를 충전시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 본 충전기는 최대 4셀 리튬폴리머 배터리 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제품 특징

메뉴설정

사용시 주의사항



Ceres 10s 기체와 조종기 간의 바인딩이 모두 완료된 후 양쪽 스틱을 상단의 그림처럼 동시에 내렸다가 놓아주면

모터가 반시계 방향으로 한개씩 회전하며 프로펠러가 돌아갑니다.

총 6개의 프로펠러가 회전 한 후 스로틀 스틱을 중간 이상으로 천천히 올려주시면 기체는 이륙합니다.

(모드1 스로틀 스틱: 오른쪽 / 모드2 스로틀 스틱: 왼쪽)

6. 케레스 10s 조작법

1) 시동 걸기



2) 비행모드

     - P 모드(Position Mode) (GPS 자동비행) : GPS 신호가 가장 좋을 때 사용 되는 모드로 작업모드가 활성화 됩니다. 비 숙련자 방제 작업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드입니다. D-RTK(A3-AG사용 시에 작동 가능함) 사용 시 센티미터급의 정밀도를 유지합니다.

     - Atti 모드: A 모드 (Atti. Mode)(수동비행,기압계를 사용한고도유지 가능, GPS기능 없음) : 주변 방제환경이 좋지 않거나

       GPS신호가 좋지 않는 경우 사용되는 수동 모드입니다. 경력이 많은 숙련자에게 적합한 모드로 농약 스프레이 펌프 구동과 모든 비행을

       수동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비행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A모드에서도 홈포인트와 현재 위치는 GPS신호가 감지 될 시 계속

       비행제어장치에 저장됩니다.

     - F 모드 ( Farm Mode ) : GPS 신호가 약할 때 사용 되는 모드로 기압계를 사용한 고도유지 상태보다 보다 정밀한 고도 유지 상태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GPS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사용합니다. 

Position 모드

Atti 모드

Farm 모드

전자동 모드 (S)

수동 모드 (M)

Farm 모드 (M+)

3) 작업모드

     - S모드( 전자동 모드 ) : 살포면적이 일정한 사각형 형태일 때 사용되는 모드입니다.

       M모드에서 A-B 포인트를 설정하고 S 모드 전환 후 좌,우 에일러론키를 한번 움직여 주면 기체가 자동 비행을 실시합니다.

      자동 비행 시 약재의 살포는 자동으로 이루어 집니다. 자동 모드의 정지는 M모드로 토글키를 전환시켜주거나

     조종 스틱을 움직여 주면 이동을 멈춤니다. 자동 비행 시 외부 환경적인 요인으로 기체 고도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M모드로 기체를 정지시킨 후 고도를 보정하여 주고 다시 S모드로 전자동 비행을 실시하기를 권장드립니다.

     

- M모드 (수동모드 ) : 모든 기능을 수동으로 제어하는 모드입니다. 약재의 살포도 수동으로 작동하여 주셔야 합니다.

                                     최고 속도 8m/s 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 M+모드 (반자동모드) : 살포면적이 비정형일 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M+모드 작동 시 좌우회전키(러더키)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체가 똑바로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절 후 M+모드를 실행하여 주세요.

                                          좌우, 상승하강키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전후진 시 움직임의 속도는 키의 움직임값에 따라 변화하지만

                                         최고 속도는 7m/s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최고 속도 조절 가능합니다. )

                                         좌우 움직임은 에일러론키를 사용하여 움직여 줍니다.  



4) A-B Point 설정 및 해제

 A-B 포인트의 설정은 M모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기체를 이륙하고 살포를 시작하고자 하는 A포인트로 이동하여 하단의 이미지에 표시된 지정된 토글키를 아래로 내려주면

A포인트를 저장합니다. (빨간색 LED가 점멸합니다. 이후 B 지점으로 이동하고 B 지점에서 A포인트를 지정한 토글키를 위로 올려주면

B 지점이 저장 됩니다. (초록색 LED 점멸) A포인트를 새롭게 설정할 때까지 A-B포인트 값이 유효합니다.

A 포인트 미 지정시 B 포인트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A 포인트 저장 실패시 다시 토글키와 기체를 원위치 하고 다시 A 포인트를

지정 하여 주세요.

5) 약재살포

 Ceres 10s는 10L의 농약을 담을 수 있는 농약통에 총 3개의 노즐을 이용해 농약을 살포 할 수 있습니다.

약 2~3m 높이에서 비행 시 4~4.5m 의 유효 분사폭을 기록합니다. S, M+ 모드에서는 약재살포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M 모드에서는 약재살포를 수동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0L의 농약을 모두 살포 할 때 약 6분~7분의 시간동안 모두 살포합니다.

살포

살포중지



6) Break Point 저장 및 복귀 기능

약재 혹은 배터리 부족으로 기체를 조작자 위치로 복귀 시 기체를 멈추게 되는데 최종 멈춘 지점을 기체는 Break Point로 기억합니다. 

M모드로 전환하여 기체를 정지시킨 후 조작자 위치로 기체를 복귀시키고 약재 혹은 배터리 교환 후 기체를 이륙시키고

S모드로 전환하면 최종 정지했던 지점으로 복귀합니다.

7) 백홈 기능

기체를 수동 조작하지 않고 조작자 위치로 복귀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는 조작키입니다. 

기체가 자동으로 20m고도 상승 후 조작자 위치로 복귀합니다. 장애물이 많을 시에는 자동 백홈 기능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G

B

A

C

F

D

키 설명

조종스틱 (전후, 좌우, 상하, 좌우회전 조작)

전자동(S): M모드에서 A, B 포인트 설정 후 S모드 변경하고 조종스틱을  좌,우측 움직이면 자동 비행 개시.

                  좌우 움직임은 5m 폭으로 설정. 이동을 멈추고 싶으면 M모드로 전환 하면 됨.

                  살포기능은 비활성화(Off) 상태로 운영. 이동 시 자동 분사 개시

수동(M): 모든 조작이 수동으로 진행됨. 이동시 살포기능을 활성화 해주어야 함.

반자동(M+): 기능이 활성화 되면 좌우회전키가 고정이 됨. 전후진 속도는 키의 움직임,

                       범위값의 변화에 따라 달라짐. 최대 진행 속도는 7m/s로 고정되어 있음.

                       살포 기능은 비활성화(Off) 상태로 운영함. 이동시 자동분사 개시.

※ 참고: S모드 에서 비행 중 약재가 떨어지거나 배터리 부족시 M모드로 전환하고 이륙지점으로 수동복귀.
               약재, 배터리 교체 후 S모드를 활성화 해 주면 정지했던 지점에서 약재 재살포

살포기능 OFF

살포기능 ON

A-B 포인트 지점은 반드시 M 모드에서 사용, A 포인트 활성화 시 적색 LED 등이
빠르게 점멸 하며, B 포인트 활성화 시 녹색 LED 등이 빠르게 점멸

조종키

8) 고도 조절을 위한 스로틀 스틱의 조작

     Ceres 10s는 기본적으로 고도유지 기능이 있으나 방제 시 비행환경 및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고도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동 비행, 반자동 비행, 수동 비행 시  스로틀 스틱을 이용해 고도를 보정하여 기체가 일정한 높이로 비행 할 수 있도록

    조작 하여 주십시오. 고도의 보정은 가급적 기체를 정지 시킨 후 조작 하여 주십시오.

Position mode (GPS): 일반적인 작업 진행시 이용

Attitude mode (고도유지): GPS가 꺼지고 고도유지만 되는 수동 조작 모드

Farm mode (GPS): GPS 조작이 가능하며 부가적인 장치(RTK) 등을 부착 사용 가능

백홈: 사용자가 기체를 자동으로 이륙지점으로 복귀를 원할 때 사용.
          20m 고도 상승 후 단거리로 이륙지점 이동. 장애물이 많을 시 사용 금지.

B 포인트 지점 저장

A 포인트 지점 저장

9) 조종기 작동 요약



10) 기체 상태에 따른 LED 표시

LED 표시

빨강, 초록, 노란색 LED가 순서대로 깜박임

노란색 LED가 4번씩 깜박임

초록색 LED가 천천히 깜박임

시스템 진단 테스트를 실행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워밍업 하고 있습니다.

P-모드 상태 입니다. (Positioning)

A-모드 상태 입니다. (Attitude)

Farm 모드 입니다 (Positioning)

D-RTK를 사용합니다. (A3-AG만 가능)

모듈형 이중화 시스템 전환

R G

G

Y

Y

초록색, 보라색 LED가 깜박임G P

G P

X4

1.5s

노란색 LED가 천천히 깜박임Y

조종기 신호 끊김노란색 LED가 빠르게 깜박임Y

기체용 배터리 1차 저전압 경고빨간색 LED가 느리게 깜박임R

기체용 배터리 잔량 매우 부족

대용량 IMU 바이어스 또는 IMU 초기화

기체의 치명적인 오류

콤파스 칼리브레이션 필요

빨간색 LED가 빠르게 깜박임

빨간색 LED가 점등됨

빨간색, 노란색 LED가 번갈아 가며 점등됨

- 참고: D-RTK 사용시 A3-AG 비행 컨트롤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N3-AG는 D-RTK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R

파란색 LED가 점멸B

파란색 LED가 1.5초간 빠르게 깜박임B

홈포인트가 성공적으로 설정 됨1.5s 초록색 LED가 1.5초간 빠르게 깜박임G

0.6s
CSC를 수행 할 때

빨간색 LED가 0.6초간 빠르게 깜박임
R

R



6. 비상 상황 대처 요령

Ceres 10s의 A-B 자동비행 도중 비행 경로 및 전면에 장애물이 있을때 자동 비행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물 충돌 위험 시 대책 방법으로 S모드 비행에서 M모드로 전환시켜 기체를 정지시키거나 전후좌우, 좌,우회전,

상승하강키 조작을 진행하면 기체가 그자리에 정지합니다.

전방에 예상치 못한 물체 혹은 인명 돌출 시 스로틀 키를 상단으로 조작하여 기체를 상승 시켜 전면 장애물과 충돌을 피하여 주세요.

비행 시 항상 전방을 확인하고 운영하여 주세요.



7. 비행 준비 및 비행 요령

1) 배터리 장착

    기체에 메인배터리( 6S 10A ~16A) 와 FC배터리( 3S 2.3A)를 위치하고 밸크로테입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줍니다. 

2) 조종기

    조종기 전원 인가 후 배터리의 잔량을 확인하고 부족 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배터리 전원 부족 시 기체의 오작동 및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러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FC 배터리 연결

    비행제어장치(FC)에 전원을 인가하여 GPS 신호를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GPS신호가 양호해 질 때까지는 비행을 삼가하여 주세요.

    ※참고: 메인 배터리 교체 시 FC 배터리는 분리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항상 양호한 GPS 신호를 유지하기 위함 입니다.

                  FC 배터리 잔량을 항상 재 비행 전 확인하여 주세요. 배터리 부족으로 백홈 될 수 있습니다.

4) 배터리 용량 체크

    배터리의 완충 상태를 배터리 체커기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배터리 용량 부족 시 충전된 배터리로 반드시 교체하고 비행하여 주세요. 배터리 부족은 추락의 원인이 됩니다.

5) 비행 전 기체 점검

    비행 전 각각의 프로펠러, 모터, 붐, 스키드, 메인프레임 등에 대한 파손 및 안전 유무를 반드시 재 확인하여 주세요.

    프로펠러 정,역 방향 결합이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기체의 오작동 원인이 됩니다. 

    모터 회전에 이상이 감지 될 경우 즉시 구동을 정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세요. 

6) 메인 배터리 기체 연결

    기체 점검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체와 메인배터리를 연결(10A 2개 병렬연결)하여 비행 준비를 완료합니다. 

7) 조종사 위치 - 조종사는 기체와 15m 이상 떨어진 위치로 이동 후 이륙 준비를 합니다.

8) 조종자 비행 전 확인 - 조종사는 비행 시작 전 하기의 상황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a) 비행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

    b) 비행장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

    c) 바람의 세기가 비행에 적합한지 확인 (우천, 혹인 바람이 5m/s 이상이면 비행을 즉시 중지 합니다.

    d) 비행체의 GPS 신호가 양호한지 확인 합니다.

9) 이륙 후 안전 점검 - 기체 이륙 후 바로 비행을 진행하지 말고 후면 호버링 상태에서 기체를 전,후,좌,우, 좌우회전을 가볍게 진행하여

     기체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10) 안전점검 - 모든 안전점검이 완료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비행을 실시합니다.

11) 약재가 모두 살포되면 기체가 정지한 지점이 Brake Point로 자동으로 저장 됩니다.

12) 백홈 기능 또는 수동으로 이륙지점으로 돌아옵니다.

13) 1회 비행 완료 후 악재를 재충전 합니다. (6~7분 비행)

14) 기체 이륙 후 작업모드를 ‘S’모드로 전환시 약재 살포 중단 지점으로 이동 후 재살포를 실시 합니다. (수동 이동 후 동일한 작업 가능)

15) 2회 비행 후 반드시 기체용 배터리를 탈착 하여 교체 후 비행을 실시합니다. (약 13분 전 후 기체용 배터리 교체, ±1~2분)

16) 비행이 완료되면 기체로 접근하여 메인배터리를 가장 먼저 분리하고 FC 배터리 분리, 그리고 배터리 체커기를 분리하여 줍니다.

17) 조종기의 전원을 꺼줍니다.

18) 비행 후 기체 점검을 실시 합니다. 로터, 모터, 붐, 스키드, 메인프레임 등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 유무를 파악합니다.

19) 메인 배터리를 기체에서 탈착하고 비행을 종료합니다.

20) 기체에 묻은 오물을 제거하고 기체를 보관 합니다.

21) 배터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충전기를 사용하여 “장기보관” 충전을 실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방전된 상태로 배터리 보관시 과방전이 되어 배터리 사용이 불가해 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 유지를 위하여 “장기보관” 충전을

       장기 보관 시 반드시 진행하여 주십시오.

    



프롭

프롭

프롭

프롭

배터리 고정상태 확인

요구 시

요구 시

전원부

8.



9. 초경량 비행장치 실기시험 소개

1) 실기시험

    초경량 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 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 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및 무인 비행장치 등을 말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 후에는

    지정된 기관에서 20시간의 비행시간을 이수 한 후 실기시험에 응시가 가능하고, 실기시험은 지상활주, 공중조작, 착륙조작,

    비행 후 점검 등이 있습니다.

비행 준비

배터리 장착

조종기 On

FC 배터리 연결

배터리 체크

비행 전 점검

메인 배터리 연결

조종사 위치로

비행장 안전점검

조종기와 배터리 들고 비행장 입장

기체에 배터리를 장착

조종기의 전원스위치 On 하여 전파간섭 여부 차단

FC 배터리를 FC 전원단자에 연결하여 간섭 여부 차단

FC 배터리와 메인 배터리 전압 체크

프로펠러, 모터, 붐, 스키드, 메인 프레임, GPS 스탠드 등 파손 여부 확인

메인 배터리 2개 연결

기체로 부터 최소 15m 이상 멀리 떨어져서 비행 준비

사람 통행 여부, 장애물 여부, 풍향 풍속 무풍 GPS 등 마지막 점검

비행 전 기체 및 조종기, 조종자의 비행준비 순서

초경량 비행장치 실기시험 순서

이륙

호버링 위치로

정지 호버링 실시

상승 하강 이동비행 실시

원주비행 실시

비상조작 실시

정상접근 및 착륙실시

측풍접근 및 착륙실시

감독관 조종자

양쪽 조종스틱을 양쪽 하단으로 움직여 시동, 이륙 전 점검, 전, 후, 좌, 우, 이상무 이륙, 정지

호버링 위치로 이동하여 정지

좌측면 호버링, 정지, 우측면 호버링, 정지, 호버링, 정지

전진 및 후진비행 실시 전진, 정지, 후진, 정지

우로이동, 정지, 좌측 상승비행, 정지, 좌측 하강비행, 정지, 호버링 위치로, 정지

원주비행 위치로, 준비, 실시, 정지, 호버링, 정지

2미터 고도 상승, 비상 착륙 실시, 정지

Atti모드, 변경 확인, 시동, 이륙, 정지, 착륙장 위치로, 정지, 착륙, 정지, GPS모드, 변경확인

시동, 이륙, 측풍접근 위치로, 정지, 우측면 호버링, 측풍접근, 정지, 착륙, 정지

비행 후 점검 위치로

조종기 Off

비행 후 점검

메인 배터리 탈착

조종사 퇴장

메인 배터리 분리, FC 배터리 분리, 체커 분리

비행 종료 00분 00초 비행완료

조종기 전원 스위치 Off

로터, 모터, 붐, 스키드, 메인 프레임,  GPS스탠드 이상 유무 확인

메인 배터리 기체에서 탈착

퇴장하여 배터리 충전



15m

기체 이륙 지점

조종사 위치

호버링 지점

비상 착륙 지점

1.5m 정사각 고무판

초경량 비행장치 실기시험 비행장 안내

7.5m

7.5m

50m

7.5m

전, 후진 비행 정지 지점

좌측 정지 지점 우측 정지 지점



Q. 취득 자격증 명칭은 무엇인가요?

A. ‘초경량 무인회전익 비행장치’ 입니다.

Q. 초경량 비행장치의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자체중량이 12kg 초과 150kg 이하입니다.

Q. 비행 승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 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Q. 비행 금지구역을 알고싶어요.

A. P73A, B (청와대 인근, 서울 강북 청와대로 인근)

     P518 (휴전선 인근)

     P61-65 (원전 인근, 61: 고리, 62: 월성, 63: 영광, 64: 울진, 65: 대전)

Q. 수도권의 비행 제한구역을 알고싶어요.

A. R75

Q. 원전 지역 비행 금지구역을 알고싶어요.

A. 원전 중심 18km 이내 비행금지

Q. 비행금지 기상조건을 알고싶어요.

A. 눈, 비, 우박, 뇌우, 천둥, 안개, 강풍 (5m/s 이하에서 비행)

     일출 전, 일몰 후 (비행주의지역: 철길, 교량, 철탑 인근)

Q. 공항 중심 관제공역을 알려주세요.

A. 공항 중심 관제공역은 9.3km 입니다.

Q. 배터리의 적정 사용 용량을 알려주세요.

A. 개별 셀상 3.7V 까지 사용 가능하고, 이때 잔량은 50% 입니다.

Q. 조종 전 조종사의 주의사항을 알고싶어요.

A. 음주비행금지 (혈중 알콜 0.02% 이하), 인구밀집지역 비행금지, 낙하물 투하금지, 150m 이하 비행 준수.

     비행제한공역,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등에서는 승인 없이 비행 금지 (지방항공청 허가시 제외)

     ※ 조종사는 상기 주의사항 및 준수사항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조종자가 가질 숙지사항을 알려주세요.

A. 기체 제원 숙지 (기체명, 기체 순 중량 및 배터리 포함 중량, 기체 크기 등)

Q. 비행시 필수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A. 자격증, 비행승인서, 안전성인증서, 비행기록부

Q. 안전성인증 유효기간은 몇년이고 어디서 실시하나요?

A. 안전성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며, 교통안전공단 에서 실시합니다.

10. 초경량 비행장치 운영시 반드시 숙지 해야 할 사항



1) 조립도

     Ceres 10s는 기본적으로 프레임 조립이 완료 되어 있습니다. (풀세트 기준)

    사용자가 직접 조립해야 하는 품목은 프로펠러 정도이며, 조립 전 정방향 프로펠러와 역방향 프로펠러를 반드시 확인 해주셔야 합니다.

     프로펠러 단면을 보았을 때 해당 형태로 피치각도의 라인이 그려진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장착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역방향, 정방향 프로펠러를 반대로 장착 시 기체가 뒤집어 질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을 유념하여 장착 하여 주십시오.

         프로펠러의 부주의한 장착으로 기체 파손에 대해서는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11. Ceres 10s 기체 정보

앞면

역방향 프로펠러 정방향 프로펠러

정방향

정방향

정방향역방향

역방향

역방향

GPS



2) 규격 및 성능 설명

     A. 기체

    1) 형식명 / 제조사 / 제조국: Ceres 10s / (주)신드론 / 중국

    2) 형식: 멀티콥터 (약제살포) / 다중회전익 비행장치

    3) 기체의 치수

         (1) 길이:       mm (542 에서 1405 까지)   로터 회전 시: 1930mm

         (2) 폭:       mm (542 에서 1405 까지)   로터 회전 시: 1930mm

         (3) 높이:       mm (380 에서 460 까지)

         (4) 로터의 갯수 및 직경: 6개 (Hexa)   /   609.6mm

     4) 중량

          (1) 전장비 중량: 11.60 kg (액체살포)

          (2) 최대 이륙 중량: 21.9kg

          (3) 최대 적재량: 10L

     5) 비행제원

          (1) 최대 비행시간: 최대 22min, 최소 7min

          (2) 최대 속도: 19.0km/h

          (3) 실용 작업거리: 3,800m

          (4) 축전지 소비전류: 최소 60A, 최대 150A

     6) 동력원

          (1) 전동기

                 ① 형식명 / 제조사 / 제조국: 6215 / (주)신드론 / 중국

                 ② 형식: 브러쉬리스 모터

                 ③ 용도 및 갯수: 기체 추력발생 / 6개 (Hexa)

                 ④ 정격전압: 22.2V

                 ⑤ 상용회전속도: 6105r/min

                 ⑥ 최대전류: 60A

                 ⑦ 정격출력: 0.4kW

          (2) 축전지

                 ① 형식명 / 제조사 / 제조국: Ceres / (주)신드론 / 중국

                 ② 형식: 리튬폴리머 배터리

                 ③ 갯수: 2개

                 ④ 용량: 10Ah

                 ⑤ 정격전압: 22.2V

                 ⑥ 권장소모 한계율: 20%

                 ⑦ 축전지 형식승인번호: 해당사항없음

          (3) 충전지

                 ① 형식명 / 제조사 / 제조국: Dagan1080 / SkyRC / 중국

                 ② 입력전압: 100-240V

                 ③ 출력전압: 25.2V

                 ④ 과충전 방지 또는 완전충전 표시장치: 방지 및 표시 기능 있음



    (1) 제어부

         (a) 조종모드: 모드1, 모드2

         (b) 주파수: 2.4GHz

         (c) 전파출력: 25mW

         (d) GPS 기능: GPS 기능 있음

         (e) 자동파일럿 기능 여부: 자동파일럿 및 자동이착륙 기능 있음

    (2) 표시부

         (a) 표시의 내용: 배터리 잔량, 비행시간, 조작키의 편중도, 조작기종, (설정메뉴를 통한 조종기 세팅)

         (b) 표시의 방법



     B. 살포장치

    가) 액체 살포장치

         (1) 형식명 / 제조사 / 제조국: Ceres10s / (주)신드론 / 중국

         (2) 형식: 액체살포장치

         (3) 장치의 크기 (작업상태에서)

             (a) 높이:       mm (335 에서 510 까지)

             (b) 폭(넓이):       mm (542 에서 1380 까지)

             (c) 중량: 1.9kg (윤활유는 포함하고 살포재료는 미포함)

             (d) 탈부착방식: 볼트/너트 고정형

         (4) 약제탱크

             (a) 재질: LLDPE

             (b) 적재정량 및 갯수: 10L X 1개 (호칭용량)

             (c) 탱크 내의 공기가압장치의 형식: 없음

             (d) 약액탱크의 전체용량 대비 최대 표시용량 비율: 1.05배

             (e) 탱크 내의 약액량 확인방법: 외각면 약액량 높이 표기

             (f) 약액탱크, 뚜껑 약액 누설 방지 방법: 고무패킹 장착 후 뚜껑 결합

         (5) 붐

             (a) 부착위치: 원형 센터플레이트 외곽에 부착

             (b) 재질 및 구조: 알루미늄 사각재구조

             (c) 길이: 520mm (접이식일 경우 최소 몇 최대 각각 기록)

             (d) 노즐 위치 조절 방법: 결합 나사 분리를 통한 장착 위치 조절

             (e) 분무 각도: 110  ̊(시험 시 분무 압력         ̊ )

             (f) 노즐의 배열 간격: 1460mm

             (g) 주로터 직경 대비 노즐의 간격: 41.75% (100 X 주로터 직경 / 노즐간격)

             (h) 호스, 벨브 등 이음매 부분 약액 누설 방지 방법: 고무패킹 장착

         (6) 노즐

             (a) 형식명 / 제조사 / 제조국: 206M-M141 / Licheng / 중국

             (b) 노즐의 종류: 액체살포기

             (c) 노즐 갯수: 3개

             (d) 노즐 분무압력별 분무량: 별첨 (노즐 제조자에 의함)

         (7) 분무량 조절부

             (a) 분무량 조절방법: 조종기 토글키 (F) 에 할당

             (b) 분무량 (L/min): (1단)

                  ※ 살포작업 성능시험 시 단수: 1단 (환산 살포량         L/min)

             (c) 살포시스템의 작동 / 정지 방법: 조종기 토글키 (F) 에 작동 / 정지 키 할당

         (8) 살포량: 8L/ha (시험시 규정 살포량      L/ha)

         (9) 유효살포폭: 4~5m

         (10) 살포작업 속도: 19km/h (시험시 규정속도      km/h)

         (11) 살포높이(작물 위의 높이): 2.5m (시험시 규정높이      m)

         (12) 1회 작업면적: 1.3ha (11~12분 소요)

         (13) 최대 작업시간: 12min (1.3ha)



     C. 안전 . 보호 . 기타 부속장치

    1) 멀티콥터 로터 방호가드의 설치 종류 및 방법:

         별도의 보호가드 장치는 없으나 경고, 위험 문구 부착을 통한 사전 안전사항 전파

    2) 통신, 추진, 전원 및 자동제어 계통에 이상 발생 시 위험 회피 방법

         a) 긴급 파워 차단장치 부착으로 비행 제어 불능 시 즉시 전원 차단

         b) 전원부족 시 비행시작 지점으로 자동 복귀

         c) 통신 단절 시 비행시작 지점으로 자동 복귀

         d) 추진장치 (모터) 이상 발생 (최대 2개) 시 공중 정지비행 가능

    3) 축전지, 모터 등을 포함한 전기부품 및 연결부위 배선 등 방수구조

         - 축전지를 기체 상판에 장착 후 보호구로 덮어 물의 침입을 차단

         - 모터는 내부 방수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

         - 전기부품 및 연결부위배선은 기체 내부 배치, 기체외곽 밀봉처리로 방수조치

    4) 축전지 과방전 방지장치: 소형 과방전 부저알람을 축전지와 함께 장착

    5) 축전지 충전 경고장치: 충전기 내부 회로에서 충전 상황 검출

    6) 각 부품의 내구연수 (시간): 1년

    7) 사진 (외관 전, 후, 좌, 우, 엔진 형식 표지판, 축전지 사양, 전동기형식표지판 표함)

         a) 브러쉬리스모터 형식 표지: 예- C7066215A01

              C- Cyndrone, 7-year, 06-month, 6215A- model name, 01- 생산일련번호

         b) 축전지 사양

              6S 10,000mAh 25C 리튬폴리머 전지 (또는 16,000mAh) 

          c) 전동기 형식 표지판

          d) 기체 사진

[전면] [후면] [기체가 접힌 상태]

[좌측면] [우측면]



3) 제품 구성 내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팔복동2가) JBTP 벤처지원동 504호

Tel. 063-714-2070

E-mail. cyndrone@cyndron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