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지침 요약

무인항공기에 관한 모든 해당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하십시오. 이 안전 지침 요약을 읽고 https://www.
dji.com/mavic-3-classic/downloads를 방문하여 사용자 매뉴얼 및 기타 문서를 읽고 최신 지침 
및 경고를 확인해 주십시오. DJITM MAVICTM 3 Classic는 장난감이 아니며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1. 비행 환경

 12m/s 이상의 강풍, 눈, 비, 안개, 우박 및 번개를 포함하는 악천후 조건에서는 기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해발 6,000m 이상 고도에서 이륙하지 마십시오.

 온도가 -10°C 미만이거나 40°C 이상인 환경에서는 기체를 비행하지 마십시오.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와 같은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이륙시키지 마십시오.
 물이나 눈과 같이 빛을 반사하는 표면에 가깝게 비행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비전 시스템이 제한될 수 있습

니다.
 GNSS 신호가 약할 때는 적절한 조명 및 가시성을 갖춘 환경에서만 기체를 비행하십시오. 주변 조도가 낮을 경우 

비전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Wi-Fi 핫스팟, 라우터, Bluetooth 기기, 고압선, 대규모 송전 시설, 레이더 스테이션, 모바일 기지국 및 방송 타워

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무선 간섭이 있는 영역 근처에서 기체를 비행하지 마십시오.

 사막이나 해변에서 이륙할 때는 모래가 기체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탁 트인 지역에서 기체를 비행하십시오. 건물, 산 및 나무는 GNSS 신호를 차단하고 내장 콤파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비행 조작

 회전하는 프로펠러와 모터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기체 배터리, 조종기 및 모바일 기기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선택한 비행 모드를 숙지하고 모든 안전 기능 및 경고를 이해해야 합니다.

 DJI Fly와 기체 펌웨어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배터리 부족이나 강풍 경고가 발생하면 기체를 안전한 장소에 착륙시키십시오.
 RTH가 진행되는 동안 조종기로 기체 속도와 고도를 제어하여 충돌을 방지하십시오.

3. 배터리 안전성 공지

 배터리는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배터리를 액체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배터리를 비 내리는 
곳이나 습기가 있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배터리를 물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DJI 정품이 아닌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DJI 충전기 사용을 권장합니다.
 배터리가 팽창, 누출 또는 손상된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상황에서는 DJI 또는 DJI 공인 딜러에게 연락

하십시오.
 배터리는 -10~40°C의 온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고온 환경에서는 폭발이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온 

환경에서는 배터리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어떤 식으로든 분해하거나 구멍을 뚫지 마십시오.
 배터리 내부의 전해액은 부식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전해액이 피부에 묻거나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물로 해당 부

위를 씻은 후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배터리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고 동물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충돌이 일어나거나 심한 충격이 가해진 경우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물, 모래나 건식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끄십시오.
 비행 직후에는 배터리를 충전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온도가 너무 높아질 수 있으며 배터리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

킬 수 있습니다. 충전하기 전에 배터리가 실온에 가까워질 때까지 식힙니다. 배터리는 5~40°C의 온도 범위에서 
충전하십시오. 이상적인 충전 온도 범위는 22~28°C입니다. 이상적인 온도 범위에서 충전하면 배터리 수명이 연
장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불에 노출하면 안 됩니다. 난로, 히터, 더운 날 차 안 등 열원 근처에 또는 배터리를 두지 마십시오. 직사
광선 아래 배터리를 보관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를 장기간 보관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가 과방전되고 배터리 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전량이 낮은 배터리를 장기간 보관하면, 배터리가 최대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최대 절전 모드에서 나오
게 하려면 배터리를 재충전하십시오.

고지 사항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여기 약관을 읽고 이해하며 수락함을 나타냅니다. DJI A/S 서비스 정책 
(HTTP://WWW.DJI.COM/SERVICE)에서 명시적으로 제공하는 것 외에 제품 및 모든 자료와 제품을 통해 제공되
는 콘텐츠는 모든 종류의 워런티 또는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용 가능한 그대로’ 제공됩니다. 제품, 제품 액세서
리 및 모든 자료를 사용하거나 이에 접근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 위험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귀하는 본 제품
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며 사용하고 제품의 사용 또는 사용 불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상, 사망, 재
산 피해 또는 데이터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워런티의 부인을 
금지할 수 있으며 귀하는 관할 구역에 따라 다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DJI는 본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 부상 또는 모든 법적 책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이 안전 가이드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안전하고 적법한 사용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양
기체 (모델명 : L2C) 
작동 온도 -10~40 °C

O3+
작동 주파수 2.400~2.4835 GHz, 5.725~5.850 GHz

송신기 출력 (EIRP) 2.4 GHz: <33 dBm (FCC), <20 dBm (CE/SRRC/MIC)
5.8 GHz: <33 dBm (FCC), <14 dBm (CE), <30 dBm (SRRC)

Wi-Fi

프로토콜 802.11b/a/g/n/ac/ax
Wi-Fi 2×2 MIMO

작동 주파수 2.400~2.4835 GHz, 5.725~5.850 GHz

송신기 출력 (EIRP) 2.4 GHz: <20 dBm (FCC/CE/SRRC/MIC)
5.8 GHz: <23 dBm (FCC/SRRC), <14 dBm (CE)

블루투스

프로토콜 Bluetooth 5.1

작동 주파수 2.400~2.4835 GHz

송신기 출력 (EIRP) <8 dBm

조종기 (모델명: KRRC231)
작동 주파수 2.400~2.4835 GHz, 5.725~5.850 GHz
최대 전송 거리 (장애물과 간섭이 없을 시) 15 km (FCC), 8 km (CE/SRRC/MIC)

송신기 출력 (EIRP) 2.4 GHz: ≤26 dBm (FCC), ≤20 dBm (CE/SRRC/MIC)
5.8 GHz: ≤26 dBm (FCC/SRRC), ≤14 dBm (CE)

작동 온도 -10~40 °C
작동 전류/전압 1200 mA @ 3.6 V (Android), 700 mA @ 3.6 V (iOS)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배터리

용량 5000 mAh

표준 전압 15.4 V

충전 온도 범위 5~40 °C

 and MAVIC are trademarks of D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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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Compliance Notice
“해당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