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정밀 센서 부품들과 고성능 GPS수신기의 결합.

모든 자이로와 센서에 온도보정장치를 적용했으며, 자동비행(Autopilot)과 무인항공기 분야에서

업계의 유명한 비행알고리즘을 채택.

진동을 방지하게끔 디자인하여, 기타 추가 마운팅이나 진동패드가 전혀 필요없음.

아주 정확한 컨트롤과 고성능 조종법을 경험하게끔 제공함.

DESST 기술을 바탕으로, 16채널 수신기가 내장(빌트인 수신기)되어 있으며, DSM2 위성 수신기를 지원함.

일반타입수신기(traditional type)를 적용하려면 옵션으로 DJI D-BUS 어댑터를 사용.

(DR16수신기 내장)

마이크로 USB 케이블 (1)

서보선 (2)

브라켓

양면테이프

배터리

DJI D-BUS 어댑터

모바일, 영상장치



A2 시스템의 핵심은 컨트롤러(Controller Unit)인데, 이것은 IMU, GPS-COMPASS PRO, LED-BT-1, PMU 등과 연결되어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IMU와 GPS를 통하여 고도와 자세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기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대로 조립과 배선, 비행세팅을 실해해 주십시오.

금지(중요함) 주의 조언 참고

GPS 위성수 거리 송신상태 양호 송신상태 불능

좌측으로 재낌 우측으로 재낌 위로 올림 아래로 내림

뜻 한번 깜빡임 두번 깜빡임 세번 깜빡임 네번 깜빡임 여섯번 깜빡임 스무번 깜빡임 끊임없이 깜빡임



A2 설치, 소프트웨어 설정과 지자계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번 파트의 내용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1.1 사용가능한 멀티콥터”에서 기체타입을 선택하십시오.

기체에 모든 장치들을 설치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1.1.2 A2 연결 회로도”와 “1.1.3 주요 조립연결” 파트를

숙지하여 주십시오.





A2시스템은 자체 내장된 수신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수신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신기 타입이라도 다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전에 수신기와 조종기가 정확히 바인딩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바인딩 시 아래 LED신호를 참조하십시오.



0.5m<거리<1m

DR16수신기는 후타바 조종기에서 FASS MODE MULT 또는 MLT2 또는 7CH모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호환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FAQ -> 후타바조종기 세팅을 참조하십시오.











비행 중에 LED가 잘 보일 수 있게 장착하십시오. 블루투스 안테나에 간섭이 있으면 안됩니다.

열을 식혀야 하므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설치하십시오.  따로 정해진 설치방향은 없습니다.

LED-BT-I는 LED지시등, 블루투스, USB포트가 합쳐져 있습니다:

LED지시등은 주로 비행 시 기체상태를 표시합니다. (예)GPS,ATTI.POI,매뉴얼 모드등)

블루투스는 모바일장치(스마트폰)를 이용하여 실시간 세팅에 사용합니다.(예)아이폰) 스마트폰으로 세팅하려면

DJI어시스턴트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LED-BT-I를 붙일 때에는 뒤집지 마시고 'ANT'가 보이도록 

붙이십시오.

마이크로USB포트가 있어서 편리하게 PC와 연결하여 세팅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와 어시스턴트소프트웨어 버전은 A2세팅 시에 일치하지 않으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버전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체크하십시오.

1단계.

조종기를 켜서 U채널로 할당된 3단토글스위치를

컨트롤모드 스위치로 설정합니다.

1단은 GPS, 2단은 애티튜드, 3단은 애티듀드 혹은

매뉴얼모드로 설정하면 됩니다.



2단계.

토글을 해당모드로 재끼면 커서가 이동하면서 파란색

으로 나타나는 컨트롤모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조종기 전원을 껐을 때 페일세이트 구간으로 넘어가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위 모든 단계가 잘 실행되었다면, 컨트롤모드 스위치

세팅이 완벽히 된 것입니다.

2단계에서 커서가 아래그림처럼 컨트롤모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세팅이 잘못된 것입니다.

조종기에서 Endpoint와 페일세이프 항목에서 트림값을 재설정하여 일치하게끔 맞춰줘야 합니다.



위그림은 참고사항이며, 실제 세팅값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체가 35°이상 안기울어짐.

있음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회전 제어 가능. 러더키의 최대각속도 150°/s

최대각속도 150°/s. 자세제한각 없음.

           (뒤집힐 수도 있음)

자세유지 안됨.
고도제어 가능. 스로틀 키가 중점에 있을 시

지상 약 1m 이상에서 가장 좋은 자세 유지.

GPS 신호가 잘 잡힌다면

        자동 호버링.
자세 제어만 가능. 일반 헬기 조종과 동일함.

           애티튜드 모드로 됨.

GPS가 다시 잡히면 2초동안 GPS 신호

 를 인식한 후에 GPS 모드로 복귀함.

코스락/홈락/POI 코스락 지원 안됨

컨트롤모드 스위치로 3단토글스위치 하나를 선택하시고, 각각 GPS, 애티튜드, 매뉴얼 모드로 정하여 세팅하십시오.

매뉴얼 모드는 사용하지 않고 애티튜드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포지션1 포지션2 포지션3

송수신이 차단되면 페일세이프 모드로 전환됨.

송수신이 다시 연결되어도 저절로 원래 모드로

                  복귀되지는 않음.

송수신이 차단되면 페일세이프 모드로 전환됨.

  송수신이 다시 연결되면 원래 모드로 복귀.



 LED불빛(빠르게 깜빡)으로 알려줌(노란색(1차경보)과 빨간색

(2차경보)) 착륙하거나, 고홈해서 착륙하는 기능으로 설정 가능

 확 트인 공간;

GPS 신호 양호

   좁은 공간;

GPS 신호 불량

LED 불빛으로 알려줌

비상 시에 제어해야 할 때

포지션2에서의 애티튜드모드와 포지션3에서의 애티튜드모드는 페일세이프나 저전압보호 기능이 적용될 때 달리 나타나며

제어권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신호 없음

컨트롤 모드

   스위치 GPS 모드 애티튜드 모드 매뉴얼 모드

세팅

기초배행 전에 컨드롤 모드 스위치를 GPS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 LED가 (●(2))으로 나타날때 : GPS 신호상태가 안좋음

* LED가 (●(3))으로 나타날때 : GPS 신호상태가 아주 안좋음

3초 이상 “*”상태가 지속된다면 애티튜드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2)) ●(●(2))

5개미만: 아주 안좋음(●(3)) 5개: 안좋음(●(2)) 6개: 좋음(●(1)) 7개이상: 아주 좋음(빨간색신호 없음)





스로틀

 스틱

러더스틱

  (Yaw)

에일러론

스틱(Roll)

엘리베이터

스틱(Pitch)

위로 올라가면 상승. 아래로 내리면 하강.

스로틀스틱이 중점에 위치할때 고도변화가

없게끔 잠금 설정 할 수 있음.

왼쪽으로 젖히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젖히면 시계방향으로 회전.

에일러론: 왼쪽으로 젖히면 왼쪽으로 직진

에일러론: 오른쪽으로 젖히면 오른쪽으로 직진

엘리베이터: 위로 올리면 앞으로 직진

엘리베이터: 아래로 내면 뒤로 직진

에일러론과 엘리베이터 스틱 모두 중점에

있을때 :

(1) GPS 모드: 기체가 가만히 제자리에 있으려고(1) GPS 모드: 기체가 가만히 제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2) 애티튜드 모드: 기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나

    제자리에 있지는 못합니다.

 



GPS모드에서, 위 4종류의 기본스틱을 중점에 놓았을 때 기체는 호버링이 잘 유지될 것입니다.

스로틀스틱을 사용하여 착륙속도를 조절하십시오. 잘 조절하여 하드랜딩이나 충돌,추락위험이 없게끔 안전하고 부드럾게 착륙하도록 하십시오.



어시스턴트소프트웨어 실행 -> Advanced 클릭 -> 페일세이프, 저전압보호 세팅.

페일세이프는 조종기의 신호가 끊겼을 시에 작동하며, 기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통제할 것입니다.

전원연결 후 30초 정도 지난 다음; 10초정도 더 기다리면 (● 혹은 빨간색 신호 없음);

모터가 구동되기 시작함; 처음으로 스로틀을 올린 시점의 장소를 자동적으로 홈포인트로 인식함.

페일세이프를 걸지 않고 고홈 스위치를 따로 지정할 수 있는데, 비행 중에 고홈을 사용한다면

조종기를 아무리 작동시켜도 조종이 안 됨. LED는 설정했던 컨트롤모드의 색깔로 바뀜.

고홈 키를 해제한다면 즉시 조종제어를 할 수 있음. 하지만 이미 페일세이프 상황이라면 스위치는

작동하지 않음.

홈포인트 저장 홈포인트 확인 조종기 신호 끊김

신호 끊김이 3초간 지속 고홈(고도를 20m로 지정할 수 있음) 15초간 호버링 후 착륙

조종기 신호가 끊겼다 할지라도, GPS (그림)(GPS가 6개 미만으로 잡힘)이거나 GPS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체는 홈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며 오직 자세만 유지합니다.  

어시스턴트소프트웨어 상에서 고홈 스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종기 전원을 끄는것 보다는 고홈 스위치를

사용하여 페일세이프와 고홈 기능을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고홈 & 착륙 사용 시

고홈 상황에서는 주변에 충돌 우려가 있는 장애물이 없는지 살피시고, 조종 제어권을 다시 얻는 방법에

익숙해야 합니다.

포지션 1 포지션 2 포지션 3

신호가 정상으로 회복된다면 조종 제어를 다시 하기 위해서

즉시 컨트롤 모드 스위치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신호가 정상으로 회복되자마자 조종 제어권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저전압 보호

저전압 보호는 비행 중에 배터리 저전압 경보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즉시 기체를 되돌려서

착륙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고홈 & 착륙

강제 착륙

저장된 홈포인트를 확인하고, 홈포인트 주변과

착륙지점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

없음

없음

즉시 강제 착륙

고홈 & 착륙

페일세이프와 저전압 경보 상황의 홈포인트는 모두 동일합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고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컨트롤 모드 스위치가 포지션 3에 있을 때 (매뉴얼 모드 혹은 애티튜드 모드(포지션 3의 애티튜드))

GPS 신호가 좋지 않을 때 

기체와 홈포인트 간의 거리가 25m 이하, 고도가 홈포인트부터 20m 이하일 때

강제 착륙 사용 시

스로틀 스틱을 중점에 놓아도 호버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스로틀 스틱의 끝점을 90% 이상 올려야만

겨우 뜰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나머지 스틱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저전압 경보에 항상 신경 써야하며, 고홈 하여 착륙할 정도로 전압이 충분한 지도 고려하면서 비행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한다면 추락 혹은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과정을 수행 중에 2차(2단계) 저전압 경보가 발생한다면, 기체는 자동 착륙을 시도할 것입니다.

페일세이프 혹은 고홈 과정에 있을 때.

그라운드 스테이션으로 조종할 때.



A2의 IOC와 짐벌 기능,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어시스턴트 어플 사용하는 법

비행 방향

전진 방향

노멀(Normal)

CL

HL

POI

IOC 비행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 어시스턴트소프트웨어 상에서 세팅 가능. 

롤(에일러론), 피치(엘리베이터) 스틱에 따른 기체 비행 방향.

피치(엘리베이터) 스틱을 앞으로 밀 때의 기체 비행 방향.

IOC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 전진 방향은 기체의 앞 방향으로 지정됨.

[코스락] 코스락 스위치를 재끼는 그 순간 자세에서의 기체의 앞 방향이 무조건 전진 방향.

[홈락] 홈포인트를 저장. 홈포인트를 기준으로 홈포인트에서 기체를 바라보는 방향이 무조건

전진 방향. 엘리베이터 키를 당기면 기체는 자세에 상관 없이 홈포인트 쪽으로 다가옴.

Point Of Interest(관심 지점 설정). 관심 지점을 원점으로 가정하여 주의를 원을 그리며

회전할 수 있음. 기체의 앞 방향은 항상 관심 지점 쪽임.

가능

가능

가능

컨트롤 모드에 의존 없음

매뉴얼 모드 제외 나침반 적용 없음 없음

GPS 모드

GPS 모드

GPS 적용

GPS 적용

스위치 포지션



어시스턴트소프트웨어에서 IOC 세팅을 한 후에, 전원을 켜면 기체는 전진 방향과 홈포인트를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비행 중에는 특정 전진 방향(코스락)과 홈포인트(홈락), 그리고 POI를 수동으로 다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도표에 저장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용목적

조건

자동저장

수동저장

특정 전진 방향 저장(절대좌표) 홈포인트 저장 관심지점(POI) 저장

전원을 켠 후 36초 지난 뒤
GPS가 6개 이상 잡힌 상태로 10초 후;

모터가 구동되기 시작할 때.

GPS가 6개 이상 잡힌

상태로 10초 후.

전원 연결 후 36초

지난 뒤에 자동저장

스로틀 스틱을 최초로

올림 시점에 자동저장
수동으로 저장해야 함

IOC 스위치를 어떻게 세팅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짐. 각각의 세팅 타입에 따라 각 스틱 포지션을

3~5번 빠르게 왔다 갔다 함.

코스락 코스락 홈락 홈락

저장성공

포지션 2로 다시 저장할 수도 있으므로 포지션 1과 3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전진 방향과 홈포인트만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홈포인트를 저장하는 홈락 기능은 IOC 뿐만 아니라 페일세이프, 저전압 경보 시 고홈 하여 착륙하는 데에도

이용됩니다. 어시스턴트소프트 내에서 IOC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세팅하더라도 홈포인트는 자동으로 저장

될 것이며, 반면에 코스락과 POI는 IOC 기능을 세팅해야만 저장됩니다.

일단 홈포인트 저장에 성공하면 아래에 나열된 조건 하에 LED는 ●(6) 연속적으로 깜빡일 것입니다.

아래 조건이 동시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체와 홈포인트 사이의 거리가 8m 이하.

GPS 모드 혹은 애티튜드 모드(포지션 2의 애티튜드 모드).

아래 도표를 숙지한 후에 IOC 비행 테스트를 하십시오. LED 표시가 ●으로 깜빡입니다.

(●(2)은 모든 스틱이 중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홈락으로 비행할 시에는 IOC 스위치를 여러번 자주 움직이지 마십시오.

홈포인트가 엉뚱한 지점으로 계속하여 재설정될 수 있습니다.

IOC 기능은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이용 가능합니다. 한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IOC 모드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LED의 불빛신호를 주시하여 현재 비행 모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홈락 기능은 홈포인트에서 기체가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있을때 작동됩니다. 홈포인트와 기체가 10m 이내의

거리에 있을때 전원을 켠 후 처음으로 홈락을 실행하게 되면 10m 밖을 벗어나야만 홈락 기능이 적용됩니다.

홈락으로 비행 중에 다음 상황이 발생한다면 홈락이 해제되고 코스락 비행으로 바뀝니다. : 기체가 홈포인트로부터

10m 이내일 경우 ; 컨트롤 모드가 ATTI 모드일 경우 ;



우선 어시스턴트소프트웨어에서 인텔리전트 기어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어를 F1포트에 연결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기어 채널을 수신기의 한 채널로 매핑하여야 하며, F1포트가 리트렉팅 제어에 대한

출력포트가 될 것입니다.

일단 기어 채널을 매핑하면, F1포트가 컨트롤러에서 출력 신호를 줄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F1은 D1에서 출력 신호를 줄 것입니다. (수신기 채널에서 D1으로 매핑하여야 합니다.) 

A2를 적용한 모든 헥사로터 (헥사로터 I, V, IY, Y)의 경우, 모터 한 개가 작동하지 않을 때라도 기체가 자세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체가 안전 지역에서 멀어지거나 자세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홈락이나 코스락 모드로

전환하여 조종하십시오.



“Basic”을 선택하시고 세팅이 처음이라면 차례차례 단계별로 잘 따라주십시오.

Basic 세팅은 필수입니다. 세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다양한 세팅을 하려면 “Advance”를 클릭합니다. Advance 세팅은 옵션 사항입니다.

모터, F/S(페일세이프), IOC, 짐벌, 전압, Limit(거리, 고도 제한), Gear(리트랙트 기어) 등.

화면 상의 모든 세팅 값을 잘 체크합니다.

더 상세히 알려면 “More”을 선택합니다. : 메인 컨트롤러(MC) 초기 값 다시 저장, 메인 컨트롤러 목록,

정보, wiki, FAQ 등에 대한 것.

A2 어시스턴트 앱 사용 전에, PC 어시스턴트소프트웨어에 가장 최신 버전으로 LTE-BT-I 모듈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DJI 어시스턴트 앱을 실행할 때마다 컨트롤러를 자동으로 찾게 됩니다.

게인 값이 모바일 장치에 표시되며, 이것은 PC에서와 다소 다를 수 있는데,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기체를 준비하고, DJI 어시스턴트를 실행하여 메인 컨트롤러와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어시스턴트 내의 표시는          입니다.)          

모터를 구동시킵니다.

“View” 페이지에서는 실제 비행 시의 관련 값이 나타납니다.

“Basic” 카테고리에서 “Gain” 페이지를 클릭하여 실제 비행 시의 모든 게인 값을 세팅합니다.

“Basic” 카테고리에서 “Tool” 페이지를 클릭하면 IMU 세팅 값과 좌표 값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비행을 끝내고 착륙합니다.

위에 언급된 값들만이 비행 시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값들은 착륙 후에 세팅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 모드: 불빛 신호 없음

애티튜드 모드: 맨 끝 애티튜드는

GPS 모드:

그라운드 스테이션:

아주 좋음

좋음

나쁨

아주 나쁨

자세 좋음: 불빛 신호 없음

IMU 데이터 삭제, IMU 캘리브레이션 필요 :

자세 나쁨:

수평으로 돌릴 때

수직으로 돌릴 때

캘리브레이션 실패

비정상 데이터

첫 번째 알람 두 번째 알람

페일세이프 작동 중

시스템 에러 전원 연결 후 지자기 비정상

홈포인트 저장 성공

기체가 홈포인트로부터 8m 안에 위치

앞 방향 저장 성공

관심 지점(POI) 저장 성공

A2 어시스턴트가 컨트롤러에 연결 / 연결 안 됨

LED가

LED가

LED가

깜빡일 때, 호버링 하거나 기체를 착륙시키고 흰색 LED 불빛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깜빡일 때, 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깜빡일 때,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빌트인 수신기

멀티컨트롤 모드

2축 짐벌 지원

향상된 페일세이프

IOC

역동적 시스템 보호

PC & 블루투스 그라운드 스테이션

외장 수신기 지원

9개 타입의 멀티로터 지원

다른 DJI 제품 호환

저전압 보호

4개의 여유 세팅채널 출력

소리 알람

블루투스 세팅 값

쿼드로터: I4, X4

헥사로터: I6, V6, Y6, IY6

옥토로터: X8, I8, V8

400Hz refresh frequency

후타바 FASST(MULT, ML2, 7CH) 시리즈, DJI DESST 시리즈

후타바 S-Bus, DSM2, PPM

2S ~ 6S

Z15, iOSD Mark II, D-BUS Adapter, S800 EVO, 2.4G Data Link, H3-2D

최대5W (0.3A@12.5V)

-5°C ~ +60°C

<= 224g

(기계적 성능과 페이로드(이륙중량)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음)

수직: 0.5m 오차범위

수평: 1.5m 오차범위

8m/s(17.9mph / 28.8km/h) 이내

150deg/s

35°

6m/s



A2는 iOSD Mark II, Z15 series gimbals, S800 EVO and 2.4G Data Link (iPAD Ground Station function), H3-2D

등과 같은 다른 DJI 제품과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이때 각각 정확한 CAN-Bus 포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CAN1: iOSD Mark II, Z15시리즈

CAN2: 2.4G Data Link (iPAD Ground Station function), H3-2D

2.4G Data Link 연결도



H3-2D 연결도

H3-2D를 사용하려면 펌웨어를 가장 최근버전(GCU V1.6 & IMU V1.6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2.4G 데이타링크와 H3-2D를 같이 사용하려면 CAN-HuB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본 채널 공장초기 세팅 사용법

Roll(기체 좌우) 제어, 수신기 채널 1에 맵핑됨

Pitch(기체 전진 후진) 제어, 수신기 채널 2에 맵핑됨

Throttle(기체 출력) 제어, 수신기 채널 3에 맵핑됨

Yaw(기체 회전) 제어, 수신기 채널 4에 맵핑됨

컨트롤 모드 스위치, 수신기 채널 7에 맵핑됨

어시스턴트소포트웨어를 실행하여 “calibration” 버튼을

클릭한 후 조종기 스틱을 끝에서 끝까지 충분히 움직

여서 스틱 보정을 실시합니다.

캘리브레이션 중에 스틱을 움직이는대로 정확하게

즉시 반응하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캘리브

레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Map” 버튼을 클릭하면 A/E/T/R/U에 대한 맵핑을“Map” 버튼을 클릭하면 A/E/T/R/U에 대한 맵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공장초기 세팅 사용법

여유 채널 게인 값 적용.

맵핑 안 되어있음.

다이렉트 채널(컨트롤러의 F1~F4 포트와 일치함).

맵핑 안 되어있음.

짐벌틸트(Pitch) 제어.

맵핑 안 되어있음.

“Unmapped” 을 클릭하면, K1~K6 수신기 채널을

맵핑할 수 있습니다.

“Unmapped” 을 클릭하면, D1~D4와 수신기 채널을

맵핑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소프트웨어의 짐벌

세팅 카테고리를 이용하려면 F3/F2 포트를 짐벌 제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D3/D2를 수신기 채널과 맵핑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맵핑된 수신기 채널로부터 나오

는 신호는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iOSD Mark II의 비디오

채널로 F4 포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D4가 수신기 채널채널로 F4 포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D4가 수신기 채널

로 맵핑됩니다. 



컨트롤러의 IOC 기능.

맵핑 안 되어있음.

컨트롤러의 고홈 기능.

맵핑 안 되어있음.

컨트롤러의 인텔리전트 기어 기능.

맵핑 안 되어있음.

컨트롤러의 H3-2D 기능.

맵핑 안 되어있음.

“Unmapped” 버튼을 클릭하여 IOC를 수신기 채널과

맵핑합니다. 3단 토글 스위치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Unmapped” 버튼을 클릭하여 고홈을 수신기 채널과

팹핑합니다. 2단 코글 스위치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어시스턴트소프트웨어 상에서 기어 기능을 사용하려면

F1 포트가 기어 제어로 쓰이게 됩니다.

“Unmapped” 버튼을 클릭하여 H3-2D를 수신기 채널

에 맵핑합니다. 돌리는 스위치를 사용하시면 편리합니

다. H3-2D 짐벌의 틸트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Pitch와 H3-2D 채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Pitch는 서보 짐벌의 틸트, H3-2D는 H3-2D 짐벌의

틸트 제어로 활용합니다.

제어 채널 수신기 채널 권장 스위치

채널 1

채널 2

채널 3

채널 4

채널 7

채널 5

채널 6

채널 9

채널 10

채널 11

조이스틱

조이스틱

조이스틱

조이스틱

3단 토글 스위치  (예) SG

돌리는 스위치  (예) LD, RD

돌리는 스위치  (예) LD, RD

2단 토글 스위치  (예) SF

3단 토글 스위치  (예) SG

스프링 2단 토글  (예) SH



채널 8

채널 12

2단 토글 스위치  (예) SF

돌리는 스위치  (예) LD, RD

베이직 게인 값과 애티튜드 게인 값 세팅을 하기 위해서,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값은 단지 참고 자료이며, 기체 종류와

각 개인의 조종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여러번 비행 테스트를 거쳐서 최상의 값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각 조종기 별로 세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