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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검색
항목을 찾으려면 “배터리” 및 “설치”와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십시오. Adobe Acrobat Reader로 이 문서를 보
는 경우, Windows에서는 Ctrl+F를, Mac에서는 Command+F를 눌러 검색합니다.

 항목으로 이동
목차에서 전체 항목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이 문서 인쇄
이 문서는 고해상도 인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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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매뉴얼 참고 사항

범례

경고 중요 힌트 및 팁 참조

사용 전 주의 사항

다음 튜토리얼과 매뉴얼은 로보마스터TM EP Core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1. 고지사항 및 안전 가이드라인
2. 퀵 스타트 가이드
3. 사용자 매뉴얼

모든 부품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로보마스터 EP Core 퀵 스타트 가이드를 참조하여 조립할 준비를 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처음 사용하는 경우 먼저 모든 튜토리얼 동영상을 시청하고 로보마스터 EP 

Core 안전 가이드 및 고지사항을 읽으십시오.

튜토리얼 동영상 시청

공식 DJI 웹사이트(https://www.dji.com/robomaster-ep-core/video)를 방문하거나 앱으로 이동하여 동영상 페이
지에서 조립 및 사용에 대한 튜토리얼 동영상을 시청하십시오. 또한, 로보마스터 EP Core 퀵 스타트 가이드의 조립 

가이드에 따라 로봇을 조립할 수도 있습니다.

로보마스터 EP Core 프로그래밍 매뉴얼 참조

로보마스터 EP Core 연구실은 PID 제어와 같은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는 수백 개의 프로그래밍 블록을 제공합니다. 

로보마스터 EP Core 프로그래밍 매뉴얼은 사용자가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빠르게 배울 수 있도
록 지침과 예시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공식 DJI 웹사이트 https://www.dji.com/robomaster-ep-core/downloads에서 매뉴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DK 사용 

오픈 DJI SDK를 로봇에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임베디드 및 확장 모듈을 위한 다중 제어 인터페이스 뿐만 아니라 

동영상과 오디오 스트림을 위한 다중 출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USB, Wi-Fi 및 UART 연결을 

지원하며 사용자는 플랫폼 포트에 기초해 연결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픈 DJI SDK는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로봇의 확장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dji.com/robomaster-ep-core/downloads 또는 robomaster-dev.rtfd.io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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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소개

로보마스터 S1 교육 확장 세트 코어(Education Expansion Set Core, EP Core)는 융합인재교육(STEAM) 강의실
용 올인원 교육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하드웨어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계적 액세서리 및 인터페이
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식 SDK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교육 자료 및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경연 데이터베이
스와 더불어, EP Core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교육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강의실 경험을 제공하여 미래 교
육의 한계를 확장합니다.

로봇 다이어그램

1. 섀시
2. 우향 메카넘 휠
3. 섀시 전면 아머(내장 히트 감지기)

4. 좌향 메카넘 휠
5. 섀시 좌측 아머(내장 히트 감지기)

6. 섀시 확장 플랫폼
7. 서보
8. 로봇 암(1/2)

9. 로봇 암 연결 로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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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 로봇 암 연결 로드 #2

11. 로봇 암 연결 로드 #3

12. 로봇 암(2/2)

13. 로봇 암 엔드포인트 브래킷
14. 그리퍼
15. 카메라
16. 인텔리전트 컨트롤러
17. 인텔리전트 컨트롤러 안테나
18. 후면 확장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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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모션 컨트롤러
20. 스피커
21.섀시 후면 아머(내장 히트 감지기)

21
20

2

22. 후면 아머 해제 버튼
23. 인텔리전트 배터리
24. 배터리 분리 버튼

22

23 24

19

개요

로보마스터 EP Core는 전방향 섀시 및 메카넘 휠을 사용합니다. 로봇은 전방향 섀시, 민첩한 메카넘 휠, 1인칭 시
점(FPV)으로 안정적이고 지연율이 낮은 영상 전송 기능을 통해 종합적인 제어 및 몰입감 있는 드라이빙 경험을 제
공합니다.

로봇은 그리퍼와 민첩한 로봇 암을 사용해 물체를 잡고 이동시킵니다. 그리퍼와 로봇 암은 두 개의 고성능 서보에 의
해 구동됩니다.

맞춤 설정이 가능한 확장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는 원하는 방식으로 로봇을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
은 타사 빌딩 블록과 호환되어, 훨씬 더 많은 방법으로 학습과 재미를 제공합니다.

오픈 DJI SDK는 로봇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39개의 프로그램 가능 센서 포트를 지원합니다. 또한 타사 하드웨어와
도 호환되므로 사용자에게 무한대의 창작 능력을 제공합니다.

준비

로봇 조립
로보마스터 EP Core 퀵 스타트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로봇 전원 켜기
아래 단계에 따라 로봇의 전원을 켭니다.

1. 후면 아머 해제 버튼을 눌러 섀시 후면 아머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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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마스터 EP Core 사용자 매뉴얼

2. 배터리 함에 인텔리전트 배터리를 설치합니다.

3.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배터리의 전원을 켭니다.

4. 섀시 후면 아머를 닫습니다.

2

3

4

1

로보마스터 앱 다운로드

A.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에서 로보마스터 앱을 검색하거나 QR 코드를 스캔하여 모바
일 기기에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B. 또한 사용자는 공식 DJI 웹사이트에서 Windows 또는 Mac용 로보마스터 소프트웨어를 다
운로드하여 키보드와 마우스로 로봇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Windows: https://www.dji.com/robomaster_app 

 Mac: https://www.dji.com/robomaster_app

 DJI 계정을 사용하여 로보마스터 앱에 로그인합니다.

 로보마스터 앱은 iOS 10.0.2 이상 또는 Android 5.0 이상을 지원합니다.

 로보마스터 앱은 Windows 7 64비트 이상 또는 MacOS 10.13 이상을 지원합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데이터로 로보마스터 앱을 사용할 때는 먼저 최신 데이터 정보에 대해 모바일 데이터 제
공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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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마스터 EP Core 사용자 매뉴얼

로보마스터 앱에 로봇 연결 

로봇은 사용하기 전에 로보마스터 앱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결 모드 페이지에서 Wi-Fi 또는 라우터를 통
해 연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표시된 메시지에 따라 앱에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 섹션을 참조하
십시오.

앱으로 로봇 초기화
로봇 활성화 

연결이 끝나면 DJI 계정을 사용하여 로보마스터 앱에서 로봇을 활성화하십시오. 활성화하려면 인터넷에 연결해야 

합니다.

1. 활성화를 시작합니다.

2. 표시된 메시지에 따라 활성화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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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마스터 EP Core 사용자 매뉴얼

모터 어드레싱
처음 사용하는 경우 먼저 앱에서 모터 어드레싱을 수행해야 합니다. 표시된 메시지에 따라 모터 어드레싱을 완료합
니다.

1. 모터 어드레싱을 시작합니다.

2. 섀시를 들어 올리고 표시된 메시지에 따라 모든 휠이 회전될 때까지 화면에 표시된 순서대로 메카넘 휠을 회전시
킵니다.

3. 모든 휠을 테스트할 때까지  아이콘을 눌러 메카넘 휠을 테스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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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터 어드레싱이 완료되었습니다.

모터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모터 어드레싱이 필요합니다. 로보마스터 앱을 열고 설정과 시스템을 차례로 클
릭한 다음 모터 어드레싱을 선택합니다.

아머 어드레싱
로봇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 먼저 앱에서 아머 어드레싱을 수행해야 합니다. 표시된 메시지에 따라 아머 어드레싱을 

완료합니다.

1. 아머 어드레싱을 시작합니다.

2. 표시된 메시지에 따라 화면에 표시된 순서대로 아머 플레이트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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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머 모듈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아머 어드레싱이 필요합니다. 로보마스터 앱을 열고 설정과 시스템을 차례
로 클릭한 다음 아머 어드레싱을 선택합니다.

3. 아머 어드레싱이 완료되었습니다.

로봇 암 설치
로봇을 처음 사용하기 전에 앱에서 로봇 암을 설치해야 합니다.

1. 로봇 암 설치를 시작합니다.

2. 메시지에 따라 왼쪽 서보와 오른쪽 서보를 차례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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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봇 암을 캘리브레이션합니다.

그리퍼 설치
로봇을 처음 사용하기 전에 그리퍼를 설치해야 합니다.

서보 설치
로봇에 설치된 서보가 다른 ID를 가지며 각 ID가 1부터 3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는 서보 ID

를 변경해야 합니다. 메시지에 따라 서보 설치를 완료합니다.

1. 서보 설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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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시지에 따라 서보를 차례로 연결합니다.

3. 각 서보가 고유 번호를 가질 때까지 메시지에 따라 서보에 대한 모듈 번호를 선택합니다.

 서보는 연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로봇 암을 제거한 후 로봇 암에서 두 개의 서보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거리 센서 설치
메시지에 따라 적외선 거리 센서 설치를 완료합니다. 로봇에 둘 이상의 적외선 거리 센서가 설치되는 경우, 각 센서
는 다른 ID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1. 적외선 거리 센서 설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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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시지에 따라 적외선 거리 센서를 차례로 연결합니다.

3. 각 센서가 고유 번호를 가질 때까지 메시지에 따라 적외선 거리 센서에 대한 모듈 번호를 선택합니다. 로봇은 여러 

개의 적외선 거리 센서설치를 지원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I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센서 어댑터 설치
각 센서 어댑터의 사전 설정된 번호는 1입니다. 로봇에 설치된 센서 어댑터가 다른 ID를 가지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는 센서 어댑터 ID를 변경해야 합니다. 메시지에 따라 센서 어댑터 설치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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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및 기능

로보마스터 앱 사용

로보마스터 전용 앱을 사용하면 풍부한 교육 자료와 여러 게임플레이 모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앱은 터치스크린 

또는 게임패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iOS, Android, Windows 및 Mac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도 동시에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로보마스터 앱을 사용하여 쉽게 프로그램을 짜서 적용할 수 

있으며 친구와 즉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iOS의 로보마스터 앱을 예로 들었습니다. 특정 인터페이스
는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보마스터 앱 기본 페이지

1. 계정
 누르면 계정에 로그인 및 로그아웃하고 아바타, 이름 및 성별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려면 인터넷 연

결이 필요합니다.

 총 운행 거리, 총 운행 시간, 작성된 코드, 코딩 시간, “Road to Mastery(로드 투 마스터리)”에서 완료한 레슨 수, 

과녁 연습에서 획득한 최고 점수를 확인하십시오.

 총 운행 거리, 총 운행 시간, 작성된 총 코드, 총 코딩 시간 및 과녁 연습 점수에서 상위 100명의 사용자를 보려면 

MasterBoard를 누르십시오.

2. 미디어 라이브러리
 누르면 동영상과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3. 가이드
a. 제품 지원: 누르면 공식 DJI 제품 지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b. 유지 관리 지원: 누르면 공식 DJI 수리 센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 사용자 매뉴얼: 누르면 공식 DJI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d. 비전 마커: 누르면 공식 비전 마커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 온라인 지원: 누르면 공식 로보마스터 시리즈 온라인 지원 서비스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f. 피드백: 누르면 피드백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g. 동영상: 누르면 공식 DJI 튜토리얼 동영상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h. 포럼: 누르면 공식 DJI 포럼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4. 공지
 로보마스터 제품, 경연대회 및 개발자 프로그램과 같은 주제에 대한 알림.

1 2 3 4 6 75

8 9 10



© 2020 DJI All Rights Reserved.   17

로보마스터 EP Core 사용자 매뉴얼

5. 연결
 로봇은 앱과 연결해야 합니다. 누르면 Wi-Fi 또는 라우터를 통해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볼 수 있습니다.

Wi-Fi를 통한 연결
 Wi-Fi를 통해 연결할 경우 사용자는 솔로와 배틀 모드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텔리전트 컨트롤러의 모드 스위치를  위치로 밀고 로봇의 전원을 켭니다.

(2). 로보마스터 앱을 실행하고, 모바일 기기에서 Wi-Fi 설정으로 이동한 후 로봇 본체의 스티커에 표시된 Wi-Fi 이
름(RMEP-XXXXXX)을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기본 비밀번호는 12341234입니다.

 (3). 로봇과 앱이 연결되기를 기다립니다. 연결되면 로봇에서 소리가 납니다.

비밀번호 재설정
인텔리전트 컨트롤러의 모드 스위치가 Wi-Fi를 통해 연결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연결 버튼을 5초 동안 길게 눌
러 비밀번호를 재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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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봇 모델 선택
로봇 모델을 로보마스터 S1 또는 로보마스터 EP로 선택합니다.

7. 설정
 설정 페이지에서는 로봇, 확장 모듈, 연결, 디스플레이, 컨트롤 및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로봇
사용자는 로봇의 각 개별 구성 요소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가 비정상인 경우, 화면 오른
쪽에 해당 부품이 보다 자세한 정보와 함께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2). 로보마스터 앱을 열고 모바일 기기에서 Wi-Fi 설정으로 이동한 후 라우터에 연결하고 라우터의 Wi-Fi 비밀번
호를 입력하여 QR 코드를 생성합니다.

(3). 인텔리전트 컨트롤러의 연결 버튼을 누르고 로봇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로봇이 라우
터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비밀번호 재설정
라우터를 통해 연결할 경우 사용자는 솔로와 배틀 모드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텔리전트 컨트롤러의 모드 스위치를  위치로 밀고 로봇의 전원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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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확장 모듈
사용자는 확장 모듈 화면에서 로봇 암, 그리퍼, 서버, 적외선 거리 센서 또는 센서 어댑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사용자는 이러한 모듈의 설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c. 연결
로봇의 연결 상태를 표시합니다. 연결되면 사용자는 채널 디스플레이, Wi-Fi 이름, Wi-Fi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Wi-Fi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d. 디스플레이
사용자는 LED 디스플레이 색상, FPV 히트 포인트 바, FPV 화면 적용, 동영상 해상도, 깜박임 방지 기능 및 

3D 품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 제어
또한 사용자는 속도, 제어 모드, 제어 감도, 자이로 감도 및 진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f. 시스템
 시스템 설정에서는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전원을 끕니다.

 프로그래밍 휴면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앱 버전을 확인하고 앱 언어를 설정합니다.

 로봇의 음성 언어와 볼륨을 설정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다운로드된 펌웨어와 펌웨어 버전을 확인합니다.

 아머 어드레싱, 모터 어드레싱 및 섀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초보자 가이드를 재생합니다.

 SD 카드 여유 공간을 확인하고 SD 카드를 포맷합니다.

 GPS 정보를 활성화하고, 기기 정보를 확인하며, 이용 약관 및 DJI 제품 개선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솔로
누르면 솔로 모드로 들어갑니다. 사용자는 Wi-Fi 또는 라우터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9. 배틀
누르면 배틀 모드로 들어갑니다. 사용자는 Wi-Fi 또는 라우터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로봇을 사용
할 경우 사용자는 동일한 라우터를 통해 연결해야 합니다.

10. 연구실
Road to Mastery: Road to Mastery는 로봇 공학 응용부터 AI 기술에 이르기까지 초보자와 전문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사용자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젝트 기반 과정을 제공합니다.

DIY 프로그래밍: Scratch 및 Python을 모두 프로그래밍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RoboAcademy: RoboAcademy는 교육 과정 동영상과 프로그래밍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로봇 공학
을 간단하면서도 흥미롭게 소개하는 동영상을 통해 통찰력있는 관련 과학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보마스터 

EP Core 프로그래밍 매뉴얼은 사용자가 EP Core 프로그래밍의 기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블록
과 모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EP Core는 솔로, 배틀 또는 연구실 모드에서 블래스터, 짐벌 또는 관련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블래
스터나 짐벌을 먼저 연결하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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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향 섀시

소개
섀시는 메카넘 휠을 기반으로 한 전방향 모션 플랫폼으로서 직진, 평행이동, 스큐, 회전 또는 연속 동작 조합 수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다른 물체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션 컨트롤러
개요
모션 컨트롤러는 EP Core 섀시 움직임에 필요한 핵심 모듈로서, 동영상 전송에 필요한 풍부한 외부 모듈 인터페이스
를 제공하며 배터리, 아머 및 모터를 연결합니다. 또한 전방향 휠 모션 컨트롤 알고리즘, 전원 관리 시스템, 모터 관리 

시스템 및 섀시 관리 시스템을 통합합니다.

S-BUS

UART

S-Bus 신호
5V

5V

GND

GND

GND

신호 

RX
TX

1 1 1 1

2

3 3 3 34 4

5

6

8

7

9

10

1. CAN Bus 포트
 아머 모듈 연결에 사용되는 CAN Bus 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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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원 포트
 인텔리전트 배터리 연결에 사용되는 전원 포트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음을 유

의하십시오.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원 포트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3. M Bus 포트
 모터 연결에 사용되는 모터 포트입니다.

4. CAN BUS 포트
 아머 모듈 연결에 사용되는 예비 포트입니다.

5. Micro USB 포트
 SDK USB RNDIS에서 연결과 통신을 지원합니다.

6. UART 포트
 UART 포트는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확장 포트이며 SDK 연결을 지원합니다.

7. PWM 출력 포트
 모션 컨트롤러는 PWM 출력 포트를 사용하여 Scratch 또는 Python 프로그램을 통해 듀티 사이클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8. S-Bus 포트
 신호 수신을 제어하고 SBUS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조종기 수신기를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9. M0 포트
 서보와 그리퍼 연결에 사용됩니다.

10. LED 표시등
모션 컨트롤러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LED 표시등 모션 컨트롤러 상태

파란색으로 느리게 깜
박임          정상 작동

노란색으로 느리게 깜
박임        자율 프로그램 실행

녹색으로 빠르게 깜박임   IMU 캘리브레이션 성공

빨간색으로 빠르게 깜
박임    IMU 캘리브레이션 실패

노란색 유지  IMU 캘리브레이션 중

흰색 유지  펌웨어 업데이트 중

빨간색, 녹색 및 

파란색이 교대로 깜박임     자세 정보 입력 없음

빨간색으로 느리게 깜
박임   

정지 모드*

정지 모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모션 컨트롤러가 모터와 연결되지 않았거나 모터와 통신할 

수 없는 경우.

b. 로봇이 모터 하드웨어 이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c. 모션 컨트롤러가 조종기와 통신할 수 없는 경우.

d. 모션 컨트롤러 자세가 비정상적인 경우.

e. 모션 컨트롤러가 배터리와 통신할 수 없는 경우.

*정지 모드 경고 메시지가 앱에 표시됩니다.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 시스템으로 이동해 해당 오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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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주황색 및 빨간색 케이블을 해당 색상의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사용 전에 모션 컨트롤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으며 섀시 후면 커버의 나사가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모션 컨트롤러를 다시 설치한 후에 로보마스터 앱에 캘리브레이션 메시지가 나타나면 로봇을 캘리브레이
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로봇 켈리브레이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후면 섀시 커버를 분리할 때 모션 컨트롤러가 빠지지 않게 하려면, 분리하기 전에 커버를 조심스럽게 들
어 올리십시오.

메카넘 휠
메카넘 휠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로봇의 전방향 섀시 이동 솔루션으로 좌향 및 우향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4륜
식 섀시에는 2쌍의 메카넘 휠이 필요합니다.

           

            

좌향 마크 좌향 메카넘 휠 우향 마크 우향 메카넘 휠

설치할 때 섀시 하단의 좌향 마크 또는 우향 마크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좌향 또는 우향 메카넘 휠을 설치하십시오.

모터 및 ESC

로봇은 브러시리스 모터에 최대 속도 1000rpm을 지원하는 M3508I 브러시리스 모터 및 ESC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터와 모션 컨트롤러 사이의 연결이 안정적인지 확인하십시오.

 모터가 자유롭게 회전하지 않으면 즉시 로봇의 전원을 끄고 모터를 점검하십시오.

 로봇을 끈 후에 바로 손이나 몸이 모터, 모터 장착 플레이트 또는 메카넘 휠 안쪽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머 모듈
로봇 섀시의 4면에는 총 4개의 아머 모듈이 설치되어 로봇의 내부 구조를 보호합니다.

각 히트 감지기 모듈은 LED 표시등으로 표시되고 아머 모듈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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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 컨트롤러

인텔리전트 컨트롤러는 동영상 전송 시스템, 게임 시스템 및 Scratch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포함하는 여러 시스템과 

함께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는 라인 인식, 비전 마커 인식, 사람 인식, 박수 인식, 제스처 인식 및 로봇 인식
을 포함하는 6개의 스마트 모듈을 지원합니다.

1. microSD 슬롯

 10MB/s보다 빠른 속도로 읽고 쓸 수 있는 microSD 카드와 호환 가능하며 최대 64GB를 지원합니다.

2. 카메라 포트

 카메라와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3. 스피커 포트

 스피커와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4. 자율 프로그램 버튼

 사용자가 작성한 Scratch 프로그램을 자율 프로그램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로봇에 직접 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
율 프로그램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5. 안테나

 Wi-Fi 연결을 최적화하려면 인텔리전트 컨트롤러 안테나를 90°로 조정하십시오.

6. 보조 카메라 포트

 보조 카메라 뷰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예비 포트입니다.

7. CAN Bus 포트

 모션 컨트롤러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8. Micro USB 포트

 컴퓨터와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9. 연결 모드 전환

 Wi-Fi 또는 라우터를 통한 연결 사이를 전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10. 연결 버튼

 연결 버튼은 Wi-Fi 또는 라우터를 연결할 때 서로 다르게 기능합니다.

 Wi-Fi 연결: Wi-Fi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이 버튼을 5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Wi-Fi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10

6

1

5

4
2

3

8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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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를 액체에 노출시키거나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카메라를 습기 찬 장소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렌즈를 만지지 마십시오.

 카메라가 젖으면 부드러운 천으로 닦으십시오.

카메라
카메라는 5MP의 1/4인치 센서와 120°의 FOV를 지원하며, 사용자가 1인칭 시점에서 로봇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번짐이나 눈부심을 피하려면 렌즈를 정기적으로 닦아주십시오. 특수 렌즈 클리너를 사용하여 닦은 후 렌즈에 이물질
이 없는지 그리고 렌즈를 손상시키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1. 카메라 렌즈

2. 마이크

3. 카메라 포트

 카메라를 인텔리전트 컨트롤러에 연결
하는 데 사용됩니다.

2
3

1

스피커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구성 요소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피커

스피커는 정격 출력 2W를 가진 2.5mm 기기를 통해 인텔리전트 컨트롤러에 연결합니다.

 라우터 연결: 로봇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경우, 이 버튼을 먼저 누르십시오.

 안테나를 당기지 마십시오.

 인텔리전트 컨트롤러 안테나가 손상되면 로봇의 성능이 저하됩니다. 안테나가 손상된 경우, DJI에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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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 배터리 스테이션
1. 배터리 잔량 표시: 현재 배터리 잔량이 LED에 표시됩니다.

2. 자동 방전 기능: 팽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를 10일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전체 전력의 70% 미만으로 

자동 방전됩니다. 대기 상태를 종료하려면 전력 수준 버튼을 눌러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십시오. 배터리를 60%까
지 방전하는 데는 약 하루가 소요됩니다. 방전 과정 중에 배터리에서 적당한 열이 방출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정
상입니다.

3. 밸런싱 기능: 충전할 때 자동으로 각 배터리 셀의 전압 균형을 유지합니다.

4. 과충전 보호: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충전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5. 온도 보호: 배터리는 온도가 5~45°C 사이인 경우에만 충전됩니다.

6. 과전류 보호: 높은 전류가 감지되면 배터리 충전이 중지됩니다.

7. 과방전 보호: 배터리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 셀이 2.5V로 방전되고 사용되지 않을 때는 

전류 출력이 차단됩니다. 작동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배터리가 사용 중 방전되면 과충전 보호 기능이 비활성화됩
니다. 이때 배터리 전압이 1V 미만이면 충전할 때 화재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
터리 셀 하나의 전압이 1V 미만이 되면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
터리의 영구적인 손상을 방지하려면 과방전을 피하십시오.

8. 합선 보호: 합선이 감지되면 전력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9. 배터리 셀 손상 보호: 손상된 배터리 셀이 감지되면 로보마스터 앱에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0. 휴면 모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절전을 위해 휴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로봇에 연결되지 않고 배터리에 전
원이 켜질 경우, 배터리는 5분 후 꺼집니다. 배터리 전원이 5% 미만일 경우, 과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6시간 후
에 자동으로 휴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경우 배터리 전원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배터리가 충전되면서 휴면 모
드가 종료됩니다.

11. 통신: 배터리 전압, 용량, 전류 및 기타 관련 정보가 로보트에 전달됩니다.

사용 전에 배터리의 사용자 매뉴얼, 고지 사항 및 설명을 읽으십시오. 조작 및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
용자에게 있습니다.

1. 전원 버튼

2. 배터리 잔량 표시기

1

2

LED1

LED2 LED3

LED4

인텔리전트 배터리

인텔리전트 배터리는 용량이 2400mAh이고, 전압은 10.8V이며, 다양한 전원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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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 배터리 충전
배터리 충전기는 로봇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배터리 충전기 커버를 들어 올리고 인텔리전트 배
터리를 끼웁니다. 그리고 배터리 충전기를 전원 콘센트(100~240V, 50/60Hz)에 연결합니다.

충전 시간: 약 1시간 30분*

 배터리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전하기 전에 먼저 휴면 모드를 종료해야 합니다.

 배터리는 사용할 때마다 항상 완전히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금속 단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배터리 충전기의 커버를 덮어두십시오.

1

2

3

100~240V
50~60Hz

배터리 충전 중 배터리 잔량 표시기

LED1 LED2 LED3 LED4 배터리 잔량

  0%~50%

   50%~75%

     75%~100%

 완전히 충전됨

배터리 보호를 위한 배터리 잔량 표시기

LED1 LED2 LED3 LED4 깜박임 패턴 배터리 보호 항목

LED2가 초당 두 번 깜박임 과전류 감지

LED2가 초당 세 번 깜박임 합선 감지

LED3이 초당 두 번 깜박임 과충전 감지

LED3이 초당 세 번 깜박임 충전기 과전압 감지

LED4가 초당 두 번 깜박임 충전 온도가 너무 낮음 (<0°C)

LED4가 초당 세 번 깜박임 충전 온도가 너무 높음 (>40°C)

보호 문제가 해결되면 배터리 잔량 표시기가 꺼집니다. 인텔리전트 배터리를 충전기에서 뺐다가 다시 꽂아 충전을 재
개합니다. 충전 온도 오류의 경우 배터리를 충전기에서 뺐다가 다시 꽂을 필요가 없습니다. 온도가 정상 범위로 돌아
가면 충전이 재개됩니다.

DJI는 타사 충전기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태 LED 설명

* 충전 시간은 새 인텔리전트 배터리를 이용해 연구실 환경에서 테스트되었으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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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 배터리 장착하기
사용 중에는 후면 아머 커버를 열고 배터리를 배터리 함에 삽입하십시오.

 배터리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가 떨어지거나 접촉이 불안정하여 배터
리 정보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분리할 때는 배터리 꺼내기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배터리 함의 외부 금속 단자가 변형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를 끼우거나 분리하
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배터리 사용

배터리 잔량 확인
배터리 잔량 버튼을 한 번 눌러 배터리 잔량을 확인합니다.

배터리 잔량 표시기는 충전 및 방전 중에도 현재 배터리 잔량을 표시합니다. 표시기는 아래 정의되어 있습니다.

  LED 켜짐  LED 깜박임 

  LED 꺼짐

배터리 잔량

LED1 LED2 LED3 LED4 배터리 잔량

88%~100%

  75%~88%

  63%~75%

    50%~62.5%

    38%~50%

      25%~38%

      13%~25%

        0%~13%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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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켜기/끄기

전원을 켜거나 끄려면 전원 버튼을 2초 이상 길게 누르십시오.

저온 주의사항
1. 인텔리전트 배터리의 성능은 5°C 미만의 온도에서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

었으며 셀 전압이 4.2V인지 확인하십시오.

2. 날씨가 너무 추우면 예열 후에도 배터리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 시 배터리를 절
연해야 합니다.

3.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인텔리전트 배터리를 사용할 때 중심 온도를 20°C 이상으로 유지하십시오.

로봇 LED 표시등 설명

로봇에는 섀시 본체에 있는 4개의 아머 모듈에 LED 표시등이 있으며, 이는 로봇의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섀시 LED 표시등, 각 아머마다 1개.

LED 표시등 설명

로봇 상태 섀시 LED 표시등

배터리 전원

로봇 전원 켜짐 청록색 유지
로봇 전원 꺼짐 맞춤 설정 색상이 꺼짐
연결

로봇이 정상 작동 중이지만, 앱에 연결되지 않음 흰색으로 깜박임
로봇과 앱 연결 청록색으로 깜박임
로봇이 정상 작동 중이고, 앱에 연결됨 맞춤 설정 색상이 유지됨

펌웨어 업데이트

펌웨어 업데이트 중 흰색 유지
펌웨어 업데이트 실패 빨간색 유지
펌웨어 업데이트 성공 청록색 유지

*맞춤 설정 색상은 앱의 디스플레이 설정 메뉴의 LED 디스플레이 색상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맞춤 설정 색상을 변경하면 섀시의 LED 색상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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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                                                                                             

소개
로봇의 추진 구동부로서 서보는 로봇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맞춤형 제어 기능을 지원합니다. 서보는 기어 

백래시 최소화, 높은 제어 정확도 및 큰 출력 토크를 보장합니다. 기타 용도로는 로봇 암의 동력 공급, DC 기어 모터 

모드 지원 등이 있으며 사용자가 리프팅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서보는 RS485 버스 모드를 이용하며 PWM 모드와 호환됩니다. 로봇 암을 구동하기 위해 서보가 사용될 때, 시스템
은 RS485 버스 모드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독립적으로 사용될 경우 서보는 RS485 버스 모드 또는 PWM 모드에
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입력 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서보 PWM 포트
포트 핀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서보는 각도 모드와 속도 모드의 두 가지 제어 모드를 지원합니다. PWM 신호는 50Hz의 주파수와 2.5% ~ 12.5%

의 듀티 사이클을 가집니다.

제어 모드 듀티 사이클 제어 범위

각도 모드 2.5% ~ 12.5% 0° ~ 360°

속도 모드
2.5% ~ 7.5% 49 ~ 0rpm

7.5% ~ 12.5% 0 ~ -49rpm

서버용 LED 표시등 설명
LED 표시등은 서보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용 예시가 있습니다.

LED 표시등 서보 상태

녹색 유지  정상 작동

빨간색으로 빠르게 깜박임   셀프 테스트 오류*

녹색과 노란색이 교대로 깜박임   과부하 보호**

빨간색과 노란색이 교대로 깜박임   정지됨***

녹색으로 빠르게 깜박임    서보는 로보마스터 앱에서 선택됩니다.

*  서보는 전원이 켜질 때 셀프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셀프 테스트 오류가 발생하면, 서보를 전원 공급 장치와 다시 연결합니다. 여러 번 전원을 

켠 후에도 여전히 서보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DJI 고객지원에 문의하세요.

** 서보는 200밀리초의 과부하 후에 토크 출력 생성을 중지하며, 3초 후에 자동으로 출력을 재개합니다.

*** 서보가 정지할 경우, 현재 작동을 점검하고 서보와 전원 공급 장치를 다시 연결합니다.

1 2 3 4

485A/PWM 485B VCC-12V G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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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암 및 그리퍼                                                                                             

소개
로봇의 로봇 암은 정밀한 FPV 제어를 지원하며 그리퍼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보마스터 앱에서 1인칭시점
(FPV)으로 로봇 암과 그리퍼를 제어하여 물체를 잡아 이동합니다.

사용자 지침
사용 중인 로봇 암이나 그리퍼에 외부의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로봇 암의 이동 거리와 그리퍼의 그립 거리는 제어할 수 있습니다. 로봇 암의 수평 이동 범위는 0~0.22m인 반면 수
직 범위는 0~0.15m입니다. 그리퍼의 그립 거리는 10cm입니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중인 로봇 암이나 그리퍼를 만지지 마십시오.

 로봇 암이나 그리퍼를 때리거나 손상을 주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성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서보
가 비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방울과 같은 이물질은 즉시 제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구조물의 표면이 부식될 수 있습니다.

그리퍼 PWM 포트
포트 핀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사용 중일 때,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보를 만지지 마십시오.

 서보를 때리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서보의 작동 수명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영구적 손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서보 과부하 경고 메시지가 앱에 여러 번 나타날 경우, 즉시 작동을 멈추고 로봇 암이나 서보의 작동 및 구
조를 점검합니다.

 서보를 로봇 암에 장착할 때, 로봇 암의 경계 구조물에 영향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서 프로그래밍 인터페
이스를 사용합니다.

 서보가 PWM 모드에 있을 경우, 상태를 컴퓨터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서보의 현재 상태는 LED 표시등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퍼는 토크 제어 모드를 지원합니다. PWM 신호는 50Hz의 주파수와 2.5%~12.5%의 듀티 사이클을 가집니
다. 2.5%~7.5%는 그리퍼의 닫는 힘(최대치~0)에 해당하며, 7.5%~12.5%는 여는 힘(0~최대치)에 해당합니다.

1 2 3 4

485A/PWM 485B VCC-12V G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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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커넥터 모듈                                                                                              

소개
전원 커넥터 모듈은 타사 하드웨어를 연결해 전원을 공급할 수 있으며, 하드웨어를 연결하고 사용자 정의 프로그램과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개의 포트를 제공합니다.

두 개의 5V 전원 출력 포트가 사용될 경우, 모듈은 최대 4A의 전류 출력을 지원합니다.

전원 커넥터 모듈 마운팅
1. 모션 컨트롤러의 전원 케이블을 뽑습니다.

1. 12V 전원 입력 포트

 입력 전압은 9.6~12.6V입니다.

2. CAN Bus 포트

 CAN 버스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3. 5V/2A 전원 출력 포트

 출력 전압은 5V이며, 최대 2A의 전류 출력을 지원합
니다.

4. 5V/4A 전원 출력 포트

 출력 전압은 5V이며, 최대 4A의 전류 출력을 지원합
니다.

5. LED 표시등

 전원 커넥터 모듈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6. 12V 전도 전원 출력 포트

 12V 전원 입력 포트를 따라 전원을 전도합니다.

1

2 6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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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원 케이블과 Y-케이블을 연결합니다.

3. 아래와 같이 Y 케이블을 모션 컨트롤러에 연결한 후, 전원 케이블을 섀시에 놓고 Y 케이블의 XT30 전원 케이블을 

섀시 중간 프레임을 통해 섀시 캐빈으로 당깁니다.

4. 아래 나온 것처럼, 12cm 데이터 케이블의 A 말단을 모션 컨트롤러에 연결하고, B 말단을 섀시 중간 프레임을 통
해 섀시 캐빈으로 당깁니다.

1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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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 나온 것처럼, 섀시 캐빈의 XT30 전원 케이블을 12V 전원 입력 포트로 연결하고, 12cm 데이터 케이블의 B 

말단을 전원 커넥터 모듈의 CAN Bus 포트에 연결합니다. 모듈을 섀시 캐빈에 고정합니다.

전원 커넥터 모듈을 위한 LED 표시등 설명
LED 표시등은 전원 커넥터 모듈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용 예시가 있습니다.

LED 표시등 전원 커넥터 모듈 상태

흰색 유지  정상 전원 입력 및 5V 출력

빨간색 유지  정상 전원 입력, 하지만 5V 출력은 과전류를 가지거나 단락됨

꺼짐 비정상 전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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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거리 센서(ToF)                                                                      

소개
적외선 거리 센서는 적외선 빛이 물체에 도달해 센서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센서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계산합
니다. 적외선 거리 센서는 조명 장치, 광학 수신기 및 신호 처리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조명 장치는 조절된 근적
외선 광선을 방사합니다. 광선이 물체에 의해 반사될 때, 반사된 광선은 광학 수신기를 거쳐 전류로 변환됩니다. 수신
기는 복조와 거리 계산을 위해 생성된 전기 신호를 신호 처리 시스템으로 보냅니다.

적외선 거리 센서는 20°의 화각(FOV)를 가지며 FOV 내에서 물체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FOV 내에서 서로 다른 거
리에 여러 개의 물체가 있는 경우, 측정된 거리는 가장 가까운 물체와 가장 먼 물체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실제 측
정 데이터는 크기 비율 및 물체의 반사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실습을 통해 적외선 거리 센서에 대해 자세
히 알 수 있습니다.

0.1~10 미터의 측정 범위를 가진 적외선 거리 센서는 5%의 오차 내에서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또한 Scratch에서 

프로그램 가능 모듈을 추가하면 신뢰할 수 있는 거리 측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로봇은 환경을 감지하고 장
애물을 회피하며, 사용자가 첨단 자율 주행 원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CAN Bus 포트
 CAN Bus 케이블을 통해 로봇에 연결합니다.

2. 시리얼 포트
 a) 시리얼 신호는 3.3V의 레벨을 지원합니다.

 b) 입력 전압은 5~12.6V입니다.

적외선 거리 센서 장착
적외선 거리 센서는 TOF 마운팅 브래킷을 이용해 섀시 확장 플랫폼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확장 플랫폼의 전면에 장
착할 경우, 브래킷을 먼저 스트레이트 연결 로드에 고정해야 합니다.

적외선 거리 센서가 로봇의 후면에 장착되어야 할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부품을 설계하며, 다른 부품의 설치나 연결
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인텔리전트 컨트롤러와 적외선 거리 센서의 위치를 재배열해야 합니다.

1. TOF 모듈을 조립하려면, 하나의 M3-C 나사를 이용해 적외선 거리 센서를 TOF 마운팅 브래킷에 고정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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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4. 2개의 M3-D 나사를 이용해 섀시 우측 아머 위에 있는 확장 플랫폼의 오른쪽에 TOF 모듈을 고정합니다.

3. 아래 나온 것처럼, 14cm 데이터 케이블을 이용해 TOF 모듈을 전원 커넥터와 연결합니다.

14cm 

왼쪽:

2. 2개의 M3-D 나사를 이용해 TOF 모듈을 섀시 좌측 아머 위에 있는 확장 플랫폼의 왼쪽에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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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측 아머에서 나사를 제거한 후 12cm 데이터 케이블을 이용해 TOF 모듈을 우측 아머와 연결합니다.

12cm 

아머 데이터 

케이블

적외선 거리 센
서 데이터 케
이블

6. 아래 나온 것처럼 데이터 케이블을 배열하고 우측 아머를 다시 장착합니다.

전면:

7. 2개의 M3-D 나사를 이용해 TOF 모듈을 스트레이트 연결 로드에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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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 프로토콜 지침
적외선 거리 센서는 CAN Bus 통신과 일반 텍스트 시리얼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센서를 타사 플랫폼에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아래에 포트 구성 매개변수가 나와 있습니다.

속성 매개변수

보드 레이트 115200

데이터 비트 8

정지 비트 1

패리티 비트 /

9. 아래 나온 것처럼, 14cm 데이터 케이블을 이용해 TOF 모듈을 전원 커넥터와 연결합니다.

14cm 

8. 2개의 M3-C 나사를 이용해 스트레이트 연결 로드를 확장 플랫폼의 전면에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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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을 통해 일반 텍스트 문자열을 보내서 적외선 거리 센서와 통신합니다. 아래에 적외선 거리 센서가 지원하는 

제어 명령을 보여줍니다.

설명 제어 명령

적외선 거리 센서 켜기 “ir_distance_sensor measure on”

적외선 거리 센서 끄기 “ir_distance_sensor measure off”

적외선 거리 센서를 켠 후, 반환된 데이터의 형식은 아래 나와 있습니다.

“ir distance: 100”, 100(단위: mm)은 센서가 생성한 측정 데이터 샘플입니다.

적외선 거리 센서를 위한 LED 표시등 설명

LED 표시등은 적외선 거리 센서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용 예시가 있습니다.

LED 표시등 적외선 거리 센서 상태

청록색 유지  정상 작동

청록색으로 빠르게 깜
박임    적외선 거리 센서는 로보마스터 앱에서 선택됩니다.

적외선 거리 센서 사용

적외선 거리 센서는 중간에 방해물이나 막힘이 없어야 하며 렌즈는 깨끗하고 사용 중에 얼룩이 없어야 합니다. 아래
와 같은 상황에서는 센서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위 정밀도가 감소하거나 심지어 센서가 작동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거울이나 투명한 물체에 센서를 사용할 경우.

b. 광택이 없는 검정색과 같이 높은 흡수도의 물질에 센서를 사용할 경우.

c. 비오고 안개 낀 날씨에 센서를 사용할 경우.

d. 교통 표지판이나 반사 스트립과 같은 강한 반사체에 센서를 사용할 경우.

e. 직사광선에서 센서를 사용할 경우.

f. 작거나 낮은 장애물에 센서를 사용할 경우.

 섀시 확장 플랫폼에 장착된 경우, TOF 모듈은 10° 위로 기울어지며 지상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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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어댑터                                                                                             

소개
로봇은 기본적으로 1로 설정된 ID를 갖는 4개의 센서 어댑터가 장착됩니다. 각 센서 어댑터는 2개의 센서 포트를 가
지며 전원 공급 장치를 제공하여 온도, 압력 및 거리와 같은 입력을 측정하는 타사 센서에 연결하고 전원을 공급하기 

편리합니다. 센서 데이터는 Scratch에 사용할 수 있으며, 무한한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1. CAN Bus 포트

 CAN 버스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2. LED 표시등

 센서 어댑터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3. 어드레싱 버튼

 센서 어댑터의 ID를 설정합니다.

4. 센서 포트

 스위치와 아날로그 신호의 모음을 지원하며 0~3.3V의 입력 범위를 가집니다.

센서 어댑터 장착
1. 8개의 M3-C 나사를 이용해 두 개의 센서 어댑터를 아래와 같이 확장 플랫폼의 후면에 있는 특정 위치로 고정합

니다.

3

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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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좌측 아머와 우측 아머의 나사를 제거한 후, 2개의 12cm 데이터 케이블을 이용해 해당 센서 어댑터를 아머와 연
결합니다.

3. 아래와 같이 데이터 케이블을 배열하고 아머를 재장착합니다.

4. 8개의 M3-C 나사를 이용해 두 개의 센서 어댑터를 아래와 같이 확장 플랫폼의 전면에 있는 특정 위치로 고정합
니다.

아머 데이터 케이블센서 어댑터 데이
터 케이블

아머 데이터 

케이블
센서 어댑
터 데이터 케
이블

1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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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 나온 것처럼, 2개의 14cm 데이터 케이블을 이용해 센서 어댑터를 전원 커넥터 모듈과 연결합니다.

센서 어댑터를 위한 LED 표시등
LED 표시등은 센서 어댑터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용 예시가 있습니다.

LED 표시등 센서 어댑터 상태

흰색 유지  정상 작동

흰색으로 빠르게 깜박임   
센서 어댑터는 어드레싱에 있거나 로보마스터 앱에서 선택됩
니다

1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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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연결 로드                                                                                              

스트레이트 연결 로드는 적외선 거리 센서나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섀시 확장 플래폼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아
래에 카메라에 대한 설치 절차를 보여줍니다.

1. 2개의 M3-C 나사를 이용해 카메라를 아래와 같이 스트레이트 연결 로드의 특정 위치에 고정합니다.

2. 2개의 M3-C 나사를 이용해 아래와 같이 스트레이트 연결 로드를 섀시의 전면에 고정합니다.

3. 카메라 확장 케이블을 이용해 카메라와 인텔리전트 컨트롤러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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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차축 확장 플랫폼                                                                                              

전면 차축 확장 플랫폼은 그리퍼나 센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섀시 전면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그리퍼에 대한 

설치 절차를 보여줍니다.

1. 4개의 M3-C 나사를 이용해 아래와 같이 전면 차축 확장 플랫폼의 특정 위치에 그리퍼를 고정합니다.

2. 4개의 M3-C 나사를 이용해 아래와 같이 섀시 전면에 전면 차축 확장 플랫폼을 고정합니다.

확장 빌딩 블록                                                                                             

로봇은 타사 빌딩 블록과 호환됩니다. 아래는 로봇에 빌딩 로드를 장착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래 나온 것처럼 4개의 M3-B 나사를 이용해 빌딩 로드를 섀시 확장 플랫폼에 고정합니다. 그런 다음 로봇에 빌딩 

블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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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과 타사 플랫폼

로봇은 타사 플랫폼과 호환됩니다. 타사 플랫폼은 전원 커넥터 모듈이 지원되며 SDK 프로토콜을 이용해 로봇과 통
신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robomaster-dev.rtfd.io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봇을 타사 플랫폼에 연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 UART 연결

 타사 플랫폼 ArduinoTM는 전원 커넥터 모듈과 연결하고 아래와 같이 모션 컨트롤러의 UART 포트를 통해 로봇과 

통신합니다.

타사 플랫폼 Micro:bitTM는 전원 커넥터 모듈과 연결하고 아래와 같이 모션 컨트롤러의 UART 포트를 통해 로봇
과 통신합니다.

0 1 2 3V 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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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SB 연결

 타사 플랫폼 Raspberry PiTM는 전원 커넥터 모듈과 연결하고 아래와 같이 인텔리전트 컨트롤러의 USB 포트를 통
해 로봇과 통신합니다.

타사 플랫폼 Jetson NanoTM는 전원 커넥터 모듈과 연결하고 아래와 같이 인텔리전트 컨트롤러의 USB 포트를 통
해 로봇과 통신합니다.

이 제품은 위의 브랜드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후원을 받거나 달리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이 제품과 위 브랜
드 사이의 연결은 참조용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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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춤형 스킬 버튼

2. 조종 스틱

3. 모바일 기기 클램프

4. 냉각 버튼

5. 발사 버튼

6. 전원 버튼

7. 충전 포트 (Micro USB)

8. 모바일 기기 포트 (USB)

9. 마우스 포트 (USB)

10. 상태 LED

11. 게임패드 스탠드

12. 미스터리 보너스 버튼

게임패드에는 사용할 수 있는 USB 포트가 두 개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 포트는 마우스 포트로 사용할 수 없
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패드 (별도 판매)

소개
사용자는 로보마스터 앱을 실행하는 모바일 기기에 연결하여 로봇을 제어하고 게임패드와 앱으로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우스를 게임패드에 연결하여 로봇을 더욱 정교하게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패드 충전
처음 사용하는 경우 먼저 게임패드를 완전히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110~220V

게임패드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 약 2시간이 걸립니다. USB 충전기는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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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LED 설명
상태 LED는 게임패드의 작동 상태 및 현재 배터리 잔량을 나타냅니다.

상태 LED 설명

녹색으로 천천히 깜박임 게임패드를 충전 중입니다.

빨간색으로 빠르게 깜박임 게임패드의 배터리 잔량이 0%입니다.

빨간색 유지 게임패드의 배터리 잔량이 1%~29% 사이입니다.

노란색 유지 게임패드의 배터리 잔량이 30%~69% 사이입니다.

녹색 유지 게임패드의 배터리 잔량이 70%~100% 사이입니다.

파란색 유지 게임패드를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사양

모델 GD0MA

내장 배터리 유형 3.6V, 2600mAH, 1S1P

작동 시간* 약 2시간

USB 포트 500mA / 5V

작동 온도 범위 -10~45°C

충전 온도 범위 0°~45°C

충전 시간* 약 2시간

* 작동 시간은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하여 테스트했으며, 충전 시간은 25°C에서 10W USB 충전기를 사용하여 테
스트했습니다. 작동 시간 및 충전 시간은 연구실 환경에서 테스트되었으며 참고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게임패드의 펌웨어는 로보마스터 앱을 사용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게임패드를 

연결하면 로보마스터 앱이 화면에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표시된 메시지에 따라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십시오.

펌웨어를 다운로드할 때는 모바일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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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연결

로봇을 사용하려면 로보마스터 앱에 연결해야 합니다.

위치 선택
로봇을 사용할 때는 나무 바닥과 카펫과 같은 평평한 표면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모래 또는 바위와 같이 균일하지 않

은 표면은 휠이나 모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솔로 모드 사용
아래 페이지를 보려면 솔로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로봇 작동

사용 전 확인 사항

로봇을 사용할 때는 항상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1. 모션 컨트롤러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모든 케이블이 연결되었는지, 섀시 후면 커버의 나사가 조여져 있는지 확
인합니다.

2. 인텔리전트 컨트롤러, 카메라 및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microSD 카드가 삽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인텔리전트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그리고 올바르게 삽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Wi-Fi 연결을 최적화하려면 인텔리전트 컨트롤러 안테나를 90°로 조정하십시오.

배터리 전원 켜기

전원을 켜거나 끄려면 전원 버튼을 2초 이상 길게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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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뒤로가기 버튼: 누르면 홈페이지로 돌아갑니다.

2. 솔로 모드 게임 버튼: 누르면 과녁 연습 또는 과녁 레이스로 들어갑니다.

3. 연결 상태 버튼: 누르면 로봇과 앱을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4. 설정 버튼: 누르면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 로봇 암 제어 슬라이더: 누르면 로봇 암을 올리거나 내립니다.

6. 인터콤 버튼: 누르면 오디오를 녹음하고 재생합니다.

7. 로봇 암 버튼: 누르면 FPV 인터페이스를 전환합니다.

8. 그리퍼 제어 슬라이더: 누르면 그리퍼의 그립 거리를 제어합니다.

9. 줌 버튼: 누르면 4배까지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10. 팔로우 모드: 누르면 팔로우 모드로 들어갑니다. 유의 사항: EP Core는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팔로우 모드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a. 추격 중인 사람에 대한 시야가 일부 또는 완전히 가려짐.

b. 추격 중인 사람이 움직임을 갑자기 바꿈.

c. 환경이 밝았다가 어두워지거나 그 반대로 갑자기 변함.

d. 추격 중인 사람의 색상 또는 패턴이 환경과 유사함.

11. 맞춤형 스킬 버튼: 누르면 사전 프로그래밍된 맞춤형 스킬을 수행합니다.

12. 시야: 목표물을 조준하는 데 사용됩니다.

13. 음소거 버튼: 모바일 기기에서 음소거하거나 음소거를 해제합니다.

14. 셔터 버튼: 누르면 사진을 캡처합니다.

15. 녹화 버튼: 누르면 동영상을 녹화합니다.

16. 섀시 제어 버튼: 누르면 섀시가 움직입니다.

17. 로봇 암 제어 슬라이더: 누르면 로봇 암을 접거나 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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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작동

카메라 뷰는 주로 섀시, 로봇 암, 로봇의 그리퍼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섀시 제어
섀시 제어 버튼을 누르면 로봇이 전후 좌우로 움직입니다.

로봇 암 제어
로봇 암 제어 버튼을 누르면 로봇 FPV 인터페이스로 전환합니다. 로봇 암 제어 슬라이더는 로봇 암을 올리거나 내리
고 접거나 펴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퍼 제어
로봇 암 제어 버튼을 누르면 로봇 FPV 인터페이스로 전환합니다. 하단 우측의 그리퍼 제어 슬라이더를 사용해 그리
퍼의 그립 거리를 제어합니다.

右左

前

后

앞쪽

뒷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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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사용자는 모바일 기기에 게임패드를 연결하여 다음 방식으로 로봇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기기에 게임패드를 연결하여 사용.

2. 마우스와 연동되는 모바일 기기에 게임패드를 연결하여 사용.

3. 마우스 및 키보드와 연동되는 모바일 기기에 게임패드를 연결하여 사용.

게임패드 연결
 Micro USB 케이블(별도 판매)을 사용하여 모바일 기기를 게임패드의 모바일 기기 포트에 연결합니다.

 모바일 기기 클램프를 조절하여 게임패드를 고정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케이블이 조종 스틱을 향해 모바일 기
기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게임패드의 전원이 켜집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게임패드의 전원이 꺼집니다.

게임패드 기본 작동
 게임패드를 모바일 기기에 연결하면, 게임패드의 조종 스틱으로 로봇을 전후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앱은 

섀시를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임패드의 버튼을 사용하여 로봇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앱을 사용하여 이러
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패드 사용
게임패드의 조종 스틱은 섀시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앱은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게임패드를 연
결하면 앱을 사용하여 섀시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조종 스틱 작동 로봇 이동 조종 스틱 작동 로봇 이동

右左

前

后

右左

前

后

앞쪽

뒷쪽

右左

前

后

右左

前

后

왼쪽 오른쪽

게임패드의 조종 스틱은 로봇을 전후 좌우로 이동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게임패드 및 마우스 사용
게임패드를 모바일 기기에 연결하면 컴퓨터 마우스도 게임패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게임패드의 조종 스틱은 섀
시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우스 동작은 아래 나열되어 있으며, 앱에 의해서도 수행할 수 있지만 마우스가 기
본 컨트롤러입니다.

마우스 동작 로봇 동작

오른쪽 클릭 확대

마우스 이동 섀시 제어

게임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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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패드, 마우스 및 키보드 사용
무선 마우스 및 키보드가 필요합니다. 게임패드와 모바일 기기를 연결한 후 마우스와 키보드의 무선 커넥터를 게임패
드에 연결합니다. 게임패드와 키보드의 조종 스틱은 섀시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우스 동작은 아래 나열되어 있
으며, 앱에 의해서도 수행할 수 있지만 마우스가 기본 컨트롤러입니다.

A, W, S, D 키는 섀시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우스로 수행할 수 있는 동작은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동작 로봇  동작

오른쪽 클릭 확대

마우스 이동 섀시 제어

키보드 키 로봇  동작

W 앞쪽

A 왼쪽

S 뒷쪽

D 오른쪽

Shift / Space 가속

W

SA D

Shift

Logitech 및 Rapoo 키보드 및 마우스 장치는 대부분 지원됩니다. 권장하는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Rapoo: 8200P, 9300P, 1800, 8100M

Logitech: M310t, MK850

컴퓨터 및 로보마스터 사용

로보마스터 앱의 Windows 또는 Mac 버전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마우스와 키보드로 로봇을 직접 제어합니다.

Windows 또는 Mac 버전의 로보마스터 설치
1. 또한 사용자는 공식 DJI 웹사이트에서 Windows 또는 Mac용 로보마스터 앱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상에서 키보

드와 마우스로 로봇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Windows: https://www.dji.com/robomaster_app

 Mac: https://www.dji.com/robomaster_app

2.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표시된 메시지에 따라 로보마스터 앱 설치를 완료합니다.

3. 로보마스터 앱을 실행하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보마스터 앱의 Windows 또는 Mac 버전은 iOS 및 Android 

버전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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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을 제어하기 위해 마우스와 키보드 사용
Windows 또는 Mac용 로보마스터를 사용하면 로봇을 마우스와 키보드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작업은 아래
에 나와 있습니다.

1 2 3 4

8

5

6

7

연구실

로보마스터 로봇 연구실은 PID 제어와 같은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는 수백 개의 프로그래밍 블록을 제공합니다. 로
보마스터 EP Core 프로그래밍 매뉴얼은 사용자가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지침과 예시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로봇 공학 응용부터 AI 기술에 이르기까지 초보자와 전문가들을 위한 Road to Mastery의 다양한 프로젝트

를 통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 과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Scratch 프로그래밍
연구실에서 Scratch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DIY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새로운 Scratch 프로그래밍 블록이 로보마스터 앱의 연구실 섹션에 추가되었으며, 이는 사용자가 센서 데이터를 얻
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블록을 이용해 사용자는 센서 어댑터, 로봇 암, 그리퍼, 적외선 거리 센
서 및 타사 오픈 소스 하드웨어를 빠르게 액세스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Scratch 페이지에서 사용자는 자체 Python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자율 프로그램 또는 맞춤형 스킬로 

설정하여 로봇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보마스터 EP Core 프로그래밍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키보드의 스페이스 바를 누른 상태에서 A, W, S, 및 D 키를 사용해 로봇 암과 그리퍼를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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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cratch 페이지: 누르면 Scratch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2. Python 페이지: 누르면 Python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3. DSP 파일 가져오기: 이 기능은 Android, Windows 및 Mac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DSP 파일은 AirDrop

을 이용해 iOS 기기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클라우드 공간: 누르면 클라우드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5. 프로그램 이름: 프로그램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6. 프로그램을 일반 프로그램으로 설정하면, 프로그램 유형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유형은 맞춤형 스킬 또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7. 프로그램 설정: 누르면 프로그램 유형 선택, 프로그램을 맞춤형 스킬로 설정, 프로그램을 자율 프로그램으로 설
정, 클라우드 공간에 백업,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 프로그램의 이름 변경 및 삭제와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A B C D E F HG

8.  아이콘을 누르면 새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A.프로그래밍 모듈 버튼: 해당하는 아이콘을 누르면 시스템, LED 효과, 섀시, 스마트, 아머, 모바일 기기, 미디어, 

명령, 조종자 및 데이터 개체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B.프로그래밍 창 버튼: 프로그래밍 블록을 창으로 드래그하여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C.표시 버튼: 누르면 FPV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D.스위치 버튼: 누르면 프로그래밍 블록을 Python 코드로 볼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습니다.

E.실행 버튼: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F.FPV 창: 현재 FPV를 보여줍니다.

G.상태 정보: 로봇의 현재 상태 정보를 보여줍니다.

H.FPV 버튼: 누르면 FPV가 전체 화면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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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AI 모듈
연구실에서 DIY 프로그래밍 > Scratch로 들어가면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6개의 AI 모듈이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그
래밍 예시는 로보마스터 EP Core 프로그래밍 매뉴얼의 스마트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상황에서는 AI 모듈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a. 대상에 대한 시야가 일부 또는 완전히 가려짐.

b. 환경이 너무 어둡거나(300Lux 미만) 밝음(10000Lux 초과).

c. 환경이 밝았다가 어두워지거나 그 반대로 갑자기 변함.

d. 대상의 색상 또는 패턴이 환경과 유사함.

사람 인식

로봇은 로봇의 FOV에서 선택한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라인 인식
과녁 레이스에서 사용자는 로봇을 프로그래밍하여 지면에 있는 선을 자동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인 인식은 적색, 

녹색 및 청색 라인을 지원합니다. 다른 색상의 라인은 로봇이 인식할 수 없습니다.

제스처 인식

사용자는 로봇이 신체적 제스처를 식별하여 고유한 반응을 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박수 인식
사용자는 로봇이 박수에 응답하여 고유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박수는 2미터의 유효 거리 

이내에서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식별할 수 있는 박수 유형에는 연속 박수 2번과 연속 박수 3번이 있습니다.

로봇 인식

사용자는 로봇이 다른 로봇을 인식할 때 고유한 반응을 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비전 표시 인식
사용자는 로봇이 숫자, 글자 및 특수 문자를 포함하는 비전 표시를 식별할 때 고유한 반응을 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비전 표시는 3미터의 유효 거리 내에 있어야 하며 오직 공식 비전 표시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비전 마커의 포장에 있는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빨간색과 파란색 같은 색상 영역을 막지 마십시오. 인식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P Core는 블래스터나 짐벌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블래스터나 짐벌을 먼저 연결하도
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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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비전 마커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아이콘을 눌러 가이드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다운로드하여 인쇄하고
자 하는 비전 마커를 선택하십시오.

비전 표시 인식은 빨간색과 파란색 표시만 지원합니다. 다른 색상의 비전 표시는 로봇이 인식할 수 없습니다.

자율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자율 프로그램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로봇이 독립적으로 실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로봇이 앱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인텔리전트 컨트롤러의 자율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
니다. 버튼을 다시 누르면 프로그램이 중지됩니다.

2. 로봇이 앱에 연결된 경우에는 다음 위치에서만 자율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앱 홈페이지

 (2) 연구실

 자율 프로그램은 다음 상황에서 실행할 수 없습니다.

 (1) 설정 페이지가 열린 경우

맞춤형 스킬
프로그램은 솔로 및 배틀 모드에서 모두 FPV에 사용될 수 있는 맞춤형 스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스킬을 사
용하려면 FPV에서  아이콘을 누르십시오.

Python 프로그래밍
연구실에서 Python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DIY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Python 페이지에서 사용자는 자체 Python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자율 프로그램 또는 맞춤형 스킬로 

설정하여 로봇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또한 Scratch 프로그램을 Python 코드로 변환하고 소스 코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Python으로 프로그
래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보마스터 EP Core 프로그래밍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다중 기계 통신 포트를 추가함으로써 Python 프로그래밍을 통해 여러 로봇이 서로 실시간으로 통신하고 상호 작용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은 맞춤 설정 가능 UI를 지원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설계하기 위해 

Python을 이용해 가상 위젯을 코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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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사양

로보마스터 EP Core

크기 (L×W×H) 390×245×330 mm

무게 약 3.3kg

섀시 속도 범위 0.8m/s

최대 섀시 회전 속도 600°/s

M3508I 브러시리스 모터 

최대 회전 속도 1000rpm 

최대 토크 0.25Nm

최대 출력 전력 19W

작동 온도 범위 -10~40°C

드라이버 FOC(자속 기준 제어)

제어 방법 폐루프 속도 제어

보호 기능

과전압 보호
과열 보호
소프트 스타터
합선 보호
칩/센서 이상 감지 

인텔리전트 컨트롤러

지연율[1]
Wi-Fi 연결 시 80~100ms

라우터 연결 시 100~120ms (장애나 간섭이 없을 때)

라이브 뷰 품질 720p/30fps

최대 라이브 뷰 비트전송률 6Mbps

작동 주파수[2] 2.4GHz, 5.1GHz, 5.8GHz

전송 출력 (EIRP)

2.400~2.4835GHz

FCC: ≤30dBm
SRRC: ≤20dBm
CE: ≤19dBm
MIC: ≤20dBm

5.150~5.250GHz

FCC: ≤30dBm
SRRC: ≤23dBm
CE: ≤20dBm
MIC: ≤23dBm

5.725~5.850GHz

FCC: ≤30dBm
SRRC: ≤30dBm
CE: ≤14dBm

작동 모드 Wi-Fi 연결, 라우터 연결

최대 전송 거리[3]

Wi-Fi 연결 시:

FCC: 2.4GHz 140m, 5.8GHz 90m

CE: 2.4GHz 130m, 5.8GHz 70m

SRRC: 2.4GHz 130m, 5.8GHz 130m

MIC: 2.4GHz 130m

라우터 연결 시:

FCC: 2.4GHz 190m, 5.8GHz 300m

CE: 2.4GHz 180m, 5.1GHz 70m

SRRC: 2.4GHz 180m, 5.8GHz 300m

MIC: 2.4GHz 180m

전송 표준 IEEE802.11a/b/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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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센서 CMOS 1/4”; 유효 픽셀: 5MP 

FOV 120°

최대 사진 해상도 2560×1440 픽셀

최대 동영상 해상도
FHD: 1080p/30fps

HD: 720p/30fps

최대 동영상 비트전송률 16Mbps

사진 파일 형식 JPEG

동영상 파일 형식 MP4

지원 SD 카드 최대 64GB 용량의 microSD 카드 지원 

작동 온도 범위 -10~40°C

인텔리전트 배터리 

용량 2400mAh

최대 충전 전압 12.6V

공칭 충전 전압 10.8V

배터리 유형 LiPo 3S

에너지 25.92Wh

배터리 사용시간 (사용 시) 85분 (평지에서 0.8m/s의 일정한 속도일 때 측정)

배터리 사용시간 (대기 상태) 약 100분[5]

무게 169g

작동 온도 범위 -10~40°C

충전 온도 범위 5~40°C

최대 충전 전력 29W

충전기

입력 100~240V, 50~60Hz, 1A

출력 포트: 12.6V=0.8A 또는 12.6V=2.2A

전압 12.6V

정격 전압 28W

앱

iOS iOS 10.0.2 이상

Android Android 5.0 이상

기타

권장 라우터
TP-Link TL-WDR8600, TP-Link TL-WDR5640 (중국)

TP-Link Archer C7, NETGEAR X6S (국제) 

라우터 옥외 전력 공급 솔루션(권장) 휴대용 노트북 충전기 (라우터의 입력 전원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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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암(Arm)

동작 범위 0~0.22m(수평); 0~0.15m(수직)

축 번호 2

그리퍼

그립 거리 약 10cm

서보

무게 약 70g

본체 크기(L×W×H) 44.2×22.6×28.6mm

전송 비율 512

정격 토크 1.2N*m

정격 회전 속도 40±2rpm

작동 모드 각도 모드, 속도 모드

적외선 거리 센서

감지 범위 0.1~10m

감지 FOV 20°

측정 정확도 5% [6]

전원 커넥터 모듈

통신 포트 CAN bus × 5

입력 TX30 포트: 12V

출력
USB C 타입 포트: 5V, 2A

핀 헤더 포트: 5V, 4A

TX30 포트: 12V, 5A

센서 어댑터

포트 유형 IO 입력, AD 출력

포트 번호 2

[1] 방해물과 간섭이 없는 공간에서 모바일 기기와 라우터, 로봇 간의 거리를 약 1m로 유지한 상태에서 측정했습니다. iOS 기기는 iPhone X을 사
용했습니다. 다른 Android 장치를 사용한 테스트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일부 지역에서는 야외에서 5.1GHz 및 5.8GHz 주파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거주 중인 국가와 지역의 현지 규정과 법규를 준수하십시
오.

[3] 방해물과 간섭이 없는 공간에서 측정했습니다.

 Wi-Fi 연결은 6세대 iPad(2018년 출시)를 사용해 모바일 기기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라우터 연결은 여러 대의 다양한 라우터 모델을 사용
하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FCC: TP-Link Archer C9, SRRC: TP-Link WDR8600, CE: TP-Link Archer C7, MIC: WSR-1160DHP3.

[4] 야외 또는 적외선 과노출 환경에서는 적외선 장치 사용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새로운 인텔리전트 배터리를 이용해 연구실 환경에서 테스트했으며, 참조용으로만 사용합니다.

[6] 10~90% 반사 범위를 가진 물체 표면에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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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업데이트

로봇 펌웨어 버전은 설정 > 시스템 > 펌웨어 업데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펌웨어 버전이 있는 경우, 로보마

스터 앱을 사용하여 로봇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십시오.

1. 모든 부품이 연결되어 있으며 로봇의 전원을 켠 후 배터리 잔량이 5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앱 > 시스템 > 펌웨어 업데이트를 차례로 누릅니다. 화면의 지시에 따라 펌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펌웨어를 다운
로드할 때는 모바일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로봇은 오디오 메시지를 사용하여 업데이트 진행 상황을 추적하여 알려줍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
리십시오.

 배터리 펌웨어는 로봇 펌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 모든 배터리의 펌
웨어를 업데이트하십시오.

 펌웨어 업데이트는 배터리 잔량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시작하십시오.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동안 상태 표시기가 비정상적으로 깜박이면서 로봇이 재부팅될 수 있음을 유의하
십시오.

 업데이트 후에 로봇과 앱의 연결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연결하십시오.

 최신 펌웨어 버전이 오래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은 경우, 업데이트 후 다시 시도하십시오.

 배틀 모드에서는 모든 로봇이 동일한 펌웨어 버전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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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ms

1.5ms

2.5ms

-90º

-45º

-0º

45º

90º

1ms

2ms

 펄스 너비 서보 각도

PWM 포트 설정

PWM(펄스 폭 변조)는 특정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출력 시간을 제어하며 LED, 내비게이션 기어 등을 제어하는 데 광
범위하게 사용됩니다. PWM 포트의 기본 듀티 사이클은 7.5%이며 기본 주파수는 50Hz입니다.

LED의 PWM 출력률 범위는 0~100%이며, 여기서 0%는 LED의 최저 밝기, 100%는 최고 밝기에 해당합니다. 내
비게이션 기어의 PWM 출력률은 2.5~12.5%입니다.

내비게이션 기어 PWM 출력률은 제어하려는 회전 각도에 따라 백분율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봇 캘리브레이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로보마스터 앱에서 로봇을 다시 캘리브레이션하십시오.

a. 로봇이 회전하면서 임의로 움직이는 경우.

b. 경고 메시지가 앱에 나타날 때 섀시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c. 모션 컨트롤러를 설치했거나 다시 설치한 경우.

구체적인 캘리브레이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로보마스터 앱을 열고 설정 > 시스템으로 이동하여 캘리브레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앱의 단계를 따라 캘리브레이션합니다.

맞춤 설정 프로그램 또는 Python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PWM 포트 출력 신호가 기본 주파수 50Hz, 기
본 듀티 사이클 7.5%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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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us 포트 이용

S-Bus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조종기를 사용해 모션 컨트롤러의 S-Bus 포트에 연결해서 로봇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수신기와 조종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Futaba R6303SB 수신기 사용을 권장합니다.

연결
3핀 서보 케이블을 이용해 모션 컨트롤러의 S-Bus 포트를 수신기의 S-Bus 포트에 연결합니다.

S-BUS

UART

S-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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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사용하기 전에 조종기가 수신기와 연동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연동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신기의 매뉴얼 문서
를 참조하십시오.

모션 컨트롤러에 있는 S-Bus 포트 제어 채널의 교신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수신기와 조종기 사이의 채널 매핑을 완
료하려면 조종기의 매뉴얼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S-Bus 포트 제
어 채널 자유 모드

권장 조종기 채널

조종기 채널 오프셋 상태

채널 1 섀시 좌우 이동

左摇杆 右摇杆

右左

左摇杆 右摇杆

右转左转

上升

下降

前

后

右转左转

上升

下降

前

后

右左

左摇杆 右摇杆

右转左转

上升

下降

前

后

右左

+672

1024

-672

조종 스틱 채널
오른쪽왼쪽

전방

후방

채널 2 섀시 전진/후진

 

오른쪽왼쪽

전방

후방

채널 4 섀시 요 제어  
우회전좌회전

채널 5

섀시 이동 속도 제어(속도 옵션 3개):
빠름
중간
느림

+100

    0

-100

3포지션 스위치 채널 빠름

중간

느림

채널 6 자유 모드

-100

스위치 채널

자유 모드

채널 7

섀시 고정/해제 제어(2개 상태):
출력 토크 생성 시 섀시 고정

출력 토크가 생성되지 않을 경우 섀
시가 해제됨

+100

-100

2포지션 스위치 채널
고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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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설정 가능 UI 프로그래밍 

맞춤 설정 가능 UI 시스템은 프로그램의 입력 및 출력 모드를 확장합니다. 사용자는 프로그램의 입력 및 출력 처리 정
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UI 위젯을 만들 수 있습니다.

Python 프로그램을 코딩하려면,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호출하여 UI 위젯을 생성하고 이벤트 콜백으로 UI 위젯을 결합
합니다. 로보마스터 앱의 연구실 섹션에서 코딩 및 디버그 후에, 사용자는 맞춤 설정 가능 스킬로 프로그램을 저장하
고 솔로 또는 배틀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dji.com/robomaster-ep-core/downloads 

또는 robomaster-dev.rtfd.io에서 확인하십시오.

Arduino는 Arduino LLC의 상표입니다.

Micro:bit는 Micro:bit Educational Foundation의 상표입니다.

Raspberry Pi는 Raspberry Pi Foundation의 상표입니다.

Jetson Nano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Nvidia Corporation의 상표 및/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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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버전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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