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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Kdrone-A1호 

제    조  :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창평로 346 ㈜케이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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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하여 비행 전에 필히 읽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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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보 증 서(고객용)  

   

제 품 명 농업용 무인항공기 

모 델 명 Kdrone-A1호 

제조번호  

제품구입일자 .    .    . 

보증기간 제품구입일로부터  년 

고 객 란 

주 소  

성 명  

전 화  

보 증 내 용 

● 무상서비스 안내 

1. 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사용중인 상태에서 이상이 발생한 경우 

2. 지정 정비 업자의 정비 잘못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영업일 기준 3 일이내 통지) 

 

● 유상서비스 안내 

1.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2. 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1) 천재지변(화재, 염해, 지진, 낙뢰 등)에 의해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2) 사용상 부주의나 무리한 작동으로 인한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수리를 요할 때는 보증서를 꼭 제시해 주시고 보증서는 재 발행하지 않으므로 소중히 보관 바랍니다. 

※ 유상서비스에 필요한 기간 및 비용은 본 회사의 A/S 표준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 대표자 날인이 없는 품질보증서는 무효합니다. 

주식회사 케이드론 대표이사 김철진 (인)  



 

 

안전 경고 표지 

아래 표지를 참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인항공기 조종 전 안전경고 표지를 완전하게 숙지해야 하고 안전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표지의미 

                 <금지>                        <주의>                      <일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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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제품사용 및 주의사항 

 

1) 본 회사의 제품은 농업 서비스 용도로만 사용하십시오.  

2) 다른 용도로 사용할 시 본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무인항공기의 각종 부품을 개인이 임의대로 수리할 시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5) 이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농업서비스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시 본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안전을 위해 반드시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２. 경고 사항 

 

1) 본 회사의 제품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조종 시 사람과 무인항공기 거리를 멀리 유지하십시오. 

3) 음주, 피로 등 정신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인항공기 조종을 금지합니다. 

4) 사용설명서에 따라 조종해야 합니다. 

5) 비행 전 전력공급 시스템과 기타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 소모 또는 기자재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열악한 환경에서의 조종을 금지합니다.   

 

 

３. 면책 조항 

 

1) 이 제품은 특수 제품이므로 사용자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본 회사의 제품을 사용 중 공공질서를 위배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본 회사는 아래 몇 가지 조항에 따라 모든 기술 및 안전 약속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본 회사가 지정한 대리점 이외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본 회사가 허가하지 않는 부품으로 교체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보증서가 없는 경우 혹은 본 회사 기체와 보증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회사는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개인의 조종 실수 및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 및 재산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음주, 피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인항공기를 조종할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⑥ 조종자가 고의로 입힌 상해 또는 재산 손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⑦ 본 회사의 사용설명서와 다르게 조종한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⑧ 무인항공기의 일반적인 소모 부품 교체시기를 넘겨 무리하게 비행한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 전선의 노화 및 부식되는 상황 등 

⑨ 무인항공기가 경고 상태를 알렸으나 무시하고 계속 조종할 경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 적색 LED 표시등, 배터리 부족 등 

⑩ 무인항공기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강제 조종한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⑪ 강한 자기장이 발생하는 환경 또는 구역에서 조종한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⑫ 열악한 환경에서 조종한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⑬ 본 회사 제품을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및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⑭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제품을 연결 또는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４. 주의 사항 

                                            <주의> 

1) 안전한 조종을 위해서 악천후 또는 열악한 환경에서 조종하지 마십시오. 

2) 외부요인으로 인해 조종이 방해되지 않도록 대형 안테나 및 강한 자기장이 있는 환경에서 조종하지 마십시오. 

3) 조종 시 불안정한 요인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예) 장애물, 인파, 아동, 건물, 고압선, 나무, 수면 등. 

4) 음주, 피로, 정신 상태가 좋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비행을 금지합니다. 

5) 무인항공기 및 부품을 어린이가 접촉할 수 있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6) 안전하지 않는 환경에서 조종하지 마십시오. 

7) 모터와 프로펠러가 회전 중일 때 접근하지 마십시오. 

8) 본 회사에서 제공한 부품만을 사용하십시오. 

9) 작업 시 군용, 민간공항 등 특수 장소에서 비행을 금지합니다. 

10) 전파 혼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５. 안전 사항 

 

1) 약물을 주입할 때 약물이 신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약물을 주입할 때 약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 조종 후 남아있는 약물은 환경오염에 유의하여 조종자가 처리합니다. 

4) 빈 약병 및 해당 용기를 마음대로 폐기하지 않습니다. 

5) 오랫동안 사용 한 약통의 패킹 용 고무는 교체시기에 따라 교체합니다. 

6) 작업하기 전 분무 시스템 및 부품의 연결이 체결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7) 작업할 때 약통 뚜껑이 열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하기 전 뚜껑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 약통 안에 있는 약물은 늘 비행조종자가 인지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６.  시스템 구성 

 

Kdrone-A1호 농업용 무인항공기 구성: 기체 시스템, 제어 시스템, 살포 시스템이 있습니다. 

   

 

 



６-１. 기체 

 

기체는 탄소 섬유 소재(카본)로 가볍고, 강도가 높으며, 부식 및 팽창되지 않는 특성을 가집니다. 

기체의 랜딩기어는 카본 및 고급 복합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６-２. 동력 시스템 

 

<브러시리스 모터> 

브러시리스 모터는 비행을 위한 동력을 제공합니다. 

옆면에 구멍이 있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공기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모터를 냉각시켜줍니다.  

일반 브러시모터에 비해 2배의 냉각효율을 가집니다. 

일반 브러시모터에 비해 더 원활하게 운행되며 수명이 더 길고 소음은 더 적습니다 

기존의 BLDC 방식의 변속기 대비 약 8~10% 이상 동력 효율성 증가와 뛰어난 응답특성으로 

FC 제어에 의한 기체 안정성이 증가되었습니다. 

 

 

<강화 플라스틱 프로펠러> 

무인항공기 전용 프로펠러는 특수 고강도 탄소 섬유로 제작되었습니다. 

단단하고 가벼우며 뛰어난 일관성과 탁월한 동적 균형을 보장합니다. 

Motor 와 ESC에 의해 구현된 고효율 FOC 알고리즘과 결합되어 최적화된 공기 역학 형태와 블레이드 팁 설계로 

높은 추진력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배터리> 

충전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같은 전압, 용량, 내부 cell 사용 시 배터리를 더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 

향상된 기술을 사용하여 충전 전류가 높고 효율이 좋습니다.  

최대 출력은 1200W로 최대 전류 15A입니다.  

스마트 제어 시스템과 내부 온도 감지 장치를 통해 팬의 회전 속도를 제어합니다.  

내부온도를 보호하고 내부온도가 정지온도보다 높을 시 자동으로 작동을 정지합니다. 

출력 전압, 전류를 보호합니다.  

배터리의 온도, 용량, 최대 출력을 보호합니다. 

 

 



６-３. 원격 조종 시스템 

 

<SIYI DK32S 원격 조종기> 

DK32S 송수신 시스템은 SIYI Technology의 최신 양방향 2.4GHz 확산 스펙트럼 기술인 SHTT (SIYI Hopping 

Telemetry Technology)를 적용하였으며, 안정적인 비행 제어를 통한 최대 유효 전송 거리는 20km (방해받지 않고 

간섭이 없을 경우) 입니다. 송신기와 기체 수신기는 고유한 매칭 코드에 의해 연결되어 송신기를 넘어서는 간섭 방

지 성능을 향상시키므로 여러 송신기가 동시에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주의 

유효 전송 거리와 상관없이 안전을 위해서 가시거리에서만 조종을 하십시오.  

 

 

６-４. FC 시스템 

 

FC 시스템은 GPS, IMU, 나침반으로 구성되며 무인항공기의 프로세스를 각각 통제합니다.  

또한 지상국과 데이터를 전송하며 미리 편집한 데이터로 자동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FC 시스템은 무인항공기 조종 시 좌표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조종기 신호를 받지 못할 때 무인항공기는 제자리에서 호버링을 합니다. 

 

주의 

조종신호가 끊기면 제자리에서 호버링 합니다. 이 후 전기소모가 되면 제자리에 착륙합니다. 

 

 

６-５. 살포 시스템 

 

<펌프>  

살포액의 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노즐> 

내용물을 과도하게 살포하여 호스 안에 공기가 차 있는 경우 살포가 원활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즐 측면의 검은색 밸브를 열고 펌프를 작동시켜 펌프와 호스 내부의 공기를 제거한 후 사용하십시오. 

 

주의 

사용 후 노즐의 막힘과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십시오. 



７. 조종기 

 

⚫ 좌, 우 비행(에일러론) 스틱: 조종 스틱 2 좌, 우 

⚫ 전, 후 비행(엘리베이터) 스틱: 조종 스틱 2 상, 하 

⚫ 상승, 하강(스로틀) 스틱: 조종 스틱 1 상, 하 

⚫ 좌, 우 방향 전환(러더) 스틱: 조종 스틱 1 좌, 우 

⚫ 살포 스위치: SD 상(자동살포 모드), 중(살포 중지), 하(강제살포 모드) 

⚫ 비행 모드 스위치: SA 상(미션 모드), 중(포지션 모드), 하(자세제어 모드) 

⚫ 강제 중지: 조종 스틱1 최하단 + S3 ON 

 

 

 

 



７-１. 조종기 조작 설명서 

 

 

 

 

７-２. 조종기 점검 

 

 

<조종기 검사> 

조종기의 스위치와 조종 스틱 1, 2 에 이물질이 끼어 있지 않은 지, 충격에 의해 부러지거나 흔들리는 곳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조종기의 배터리 충전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비행 시 긴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조종기 잠금 해제> 

조종 스틱 1 을 아래 사진과 같이 대각선(오른쪽 아래)방향으로 동작 시 조종기가 잠금 해제됩니다. 

이 후 무인항공기의 시동이 걸리고 이륙 준비 상태가 됩니다. 

조종기 잠금 해제 후 스로틀 스틱을 중립으로 유지하며 모터 회전을 점검합니다. 

스로틀 스틱을 50% 이상으로 천천히 조종해서 이륙합니다.  

 

주의 

이륙 준비 상태에서 5 초내에 스로틀 스틱을 50% 이상으로 사용하여 이륙하지 않을 경우 FC 시스템은 다시 잠금 

상태로 복귀합니다.  

 

<작업순서> 

 

주의 

비행 전 무인항공기의 비행준비상태를 숙지하고, 완벽하게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1) 무인항공기는 장애물이 없는 넓은 장소에서 비행해야 합니다. 항상 조종기를 먼저 켜고 본체의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배터리 연결 후 15 초 동안 무인항공기와 조종기를 조작하지 않고 시스템이 초기화된 무인항공기가 

GPS 위성을 검색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비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충분한 GPS 수신율을 확인합니다. 

 

2) 시동을 켜면 조종 스틱 1, 2 를 중립에 둡니다. 모터 회전 확인 후 스로틀 조종 스틱을 위쪽 방향(50% 이상)으로 

천천히 밀어 원하는 위치에 기체를 이륙시킨 후 조종 스틱을 상, 하, 좌, 우 방향 한번씩 확인하여 정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점검하십시오. 

 

3) 무인항공기가 이륙한 후에도 계속해서 비행 방향을 관찰하며 조종기로 비행 상태를 조정해야 합니다. 

무인항공기가 지정한 높이에 도달하면 (예: 농작물 상공 1.5M 높이) 조종 스틱은 중립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조종 스틱 1,2 방향이 중립 시 무인항공기는 공중에 멈추어 호버링 상태를 유지합니다.    

  

                                                                          

4) 무인항공기가 지정한 위치에 도달하면 농약 살포 스위치를 켜 살포를 시작합니다. 



5) 작업 완료 후 스로틀 조종 스틱을 아래 방향으로 당겨 무인항공기를 천천히 하강 시킨 후 무인항공기가 바닥에 

내려앉으면 스로틀 조종 스틱을 가장 낮은 위치로 당겨줍니다. 모터와 프로펠러가 완전히 멈춘 후 배터리 

전원을 분리하고 조종기의 전원을 끕니다. 

 

 

주의 

비행 임무 중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무인항공기를 호버링 상태로 멈춰야 합니다. 

안전한 높이와 위치에서 비행해야 합니다. 

항공 법규에 따라 귀환해야 합니다. 

작업할 때 조종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무인항공기와의 거리는 100m 안팎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７-３. FC 시스템 제어 모드 

 

 포지션 모드 자세제어(ATTI) 모드 

비행각도속도 최대 비행 각도는 150˚ 

조종기 기능 제어 가능합니다. 

조종기 각도 조종기 중앙 0˚, 조종기 끝점 35˚ 

높이 제어 지상 50m 높이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기체 위치 
GPS 신호 있을 때 고도와 위치가 

고정됩니다. 
고도는 고정되지만 위치는 고정되지 않습니다. 

GPS 신호가  

잡히지 않을 때 

GPS 신호를 잃으면 3 초 후 자세제어 

모드로 변경됩니다. 

위치가 고정되지 않으나 GPS 신호와 관계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안전성 

자세와 속도 같이 제어, 저 전압 보호 통제를 잃었을 때 기체의 수평만 유지합니다. 

통제를 잃었을 때 제자리에서 

호버링을 합니다. 
 

 

 

 

 

 

 



７-４. 포지션 모드   

 

1) 조종기와 무인항공기의 전원을 켭니다. 전원을 켠 상태에서 15 초 동안 무인항공기와 조종기를 조작하지 않고 

시스템의 초기화 상태를 기다립니다. 

2) 비행 모드 스위치(SA 스위치)를 중앙으로 위치하면 무인항공기가 GPS 위성을 찾아 비행을 시작합니다.  

(비행 어플리케이션에서 GPS 연결 숫자를 확인하십시오) 

3) 조종 스틱 1 을 오른쪽 아래에 위치시켜 조종기 잠금을 해제합니다. 

4) 잠금을 해제 후 조종 스틱 1, 2 의 위치를 중립으로 둡니다. 이륙하기 위해서는 조종기의 스로틀 조종 스틱을 

50% 이상으로 천천히 올려야 합니다. 스로틀 조종 스틱을 밀어 50% 이상의 위치가 되면 무인항공기가 

자동으로 이륙합니다. 

5) 이륙 후 조종 스틱 1, 2 를 상, 하, 좌, 우 방향으로 한번씩 확인합니다.  

6) 이륙한 무인항공기는 지속적으로 운동방향을 관찰해야 하며 지정한 위치에 도달하면 조종 스틱 1, 2 를 중립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７-５. 자세제어(ATTI) 모드 

  

1) 조종기와 무인항공기의 전원을 켭니다. 전원을 켠 상태에서 15 초 동안 무인항공기와 조종기를 조작하지 않고 

시스템 초기화 상태를 기다립니다.  

2) 비행 모드 스위치(SA 스위치)를 하단으로 위치합니다. 

3) 조종 스틱 1 을 오른쪽 아래에 위치시켜 조종기 잠금을 해제합니다. 

4) 잠금을 해제 후 조종 스틱 1, 2 의 위치를 중립으로 둡니다. 이륙하기 위해서는 조종기의 스로틀 조종 스틱을 

50% 이상으로 천천히 올려야 합니다. 스로틀 조종 스틱을 밀어 50% 이상의 위치가 되면 무인항공기가 

자동으로 이륙합니다. 

5) 이륙 후 조종 스틱 1, 2 를 상, 하, 좌, 우 방향으로 한번씩 확인합니다.  

6) 이륙한 무인항공기는 지속적으로 운동방향을 관찰해야 하며 지정한 위치에 도달하면 조종 스틱 1, 2 를 중립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주의 

자세제어(ATTI) 모드에서는 오른쪽 조종 스틱을 중앙에 두더라도 항공기의 위치가 자동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세제어 모드의 경우 매우 숙련된 사용자가 아니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비상상황이 아닌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무인항공기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 즉시 착륙을 시키고 본 회사로 문의해주십시오. 

 

 



８. 충전기 사용 설명서  

 

충전기에 동봉된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９. 배터리 

 

[배터리 사용 시 주의사항] 

충전기의 전압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충전기가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용설명서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 배터리 사용 주의사항 

1. 날카로운 물질과 배터리를 접촉금지 

2. 배터리는 금속물과 같이 운송 또는 저장 금지 

3. 배터리를 추락, 충격, 분해 금지 

4. 금속물 등으로(전선) 배터리 음극과 양극을 합선 연결 금지 

5. 모든 상황에서 배터리 분해 금지 

6. 배터리를 물 속에 넣는 것을 금지. 배터리에 습기가 차면 안 됨 

7. 고온 또는 불 옆에 배터리를 충전 금지 

8. 전자레인지나 고압용기에서 배터리 넣기 금지 

9. 고온환경에서(예: 강한 햇빛) 배터리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배터리 과열, 기능 저하, 수명이 줄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 만약 전해액이 새어 나가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바로 깨끗한 물로 씻고, 눈에 들어가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11. 파손된 배터리는 사용금지 합니다. 전해 물질이 새어 나가거나 전해액 냄새가 나는 배터리는 화재가 

나거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12. 폐기된 배터리는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소금물에 담그고 난 후 배터리 수거함에 처리해야 합니다. 

 

 

 

 

 

 



１０. 비행 전 준비 

1) 비행하기 전 작업환경과 주변 상황을 관찰해야 합니다. 

① 무인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② 비행 범위를 확인합니다. 

2) 대부분의 사고는 비행 전 점검을 올바르게 실시하지 않아 발생하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기계 부분> 

1) 각각의 기체 연결 부분이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프로펠러가 완전한 상태로 장착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3) 모터와 기체 프레임, 약통, 배터리, 랜딩기어 부분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자 부분> 

1) 각각의 플러그, 전선, 전자 장비 부분이 잘 연결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2) 전자 나침반, IMU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3) 배터리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압을 측정하여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4) 조종기 모드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조종기 배터리 잔량(11V 이상)과 스위치 이상유무를 확인합니다. 

     

<배터리가 연결된 후> 

1) 전자 지시음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2) 모터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합니다. 

3) 각각의 전자 장비에 발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LED 표시등에 표시가 잘 되는지 확인합니다. 

 

 

１１. 이륙 전 준비 

 

<캘리브레이션> 

⚫ 나침반 데이터가 비정상 일 때 비행 어플리케이션의 경고문을 확인하십시오. 

⚫ 조정이 안되면 작업환경 근처에 강한 자기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 중 아래의 상황 발생 시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1. 비행 장소를 바꿨을 때 

2. 무인항공기의 기계 부품을 변경했을 때 

1) GPS/나침반의 위치를 바꿨을 때 

2) 전자설비(예: 메인보드, 수신기, 배터리 등)를 추가, 제거, 이동할 때 

3) 무인항공기의 구조를 바꿨을 때  

3. 무인항공기가 비행 중 표류된 상태(직선 비행 불가) 

4. 무인항공기의 운행 중 LED 지시등이 선택한 모드와 다를 때 



아래 과정은 포지션 모드로 무인항공기 운행 시 참고 바랍니다.  

1) 조종기를 켠 후 무인항공기 전원을 연결합니다. 

2) 무인항공기와 배터리를 연결한 후 시스템의 전원 초기화를 기다립니다. 

3) 비행 어플리케이션에서 연결 확인 후 원하는 모드를 선택합니다. 

4) 조종 스틱 1 을 오른쪽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 모터의 시동을 겁니다. 

 

5) 모터 시동 후 조종 스틱 1, 2 를 중립에 두고 프로펠러가 정확하게 회전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１２. 비행 테스트 순서 

 

1) 실외에 넓은 장소에서 비행해야 합니다. 비행기는 주변 장애물과 3M 이상 떨어진 평평한 장소에서 이륙해야 

합니다. 

2) GPS 수신율이 강하게 잡힐 때 포지션 모드 비행을 권장합니다. 

3) 시동 순서  

① 조종기를 켠 후 무인항공기의 전원을 연결하고 시스템 초기화를 기다립니다. 

② 무인항공기가 예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비행 어플리케이션에서 연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③ 모터 시동 후 조종 스틱 1, 2 를 중앙에 두고 스로틀 스틱을 밀어줍니다. 

스로틀 스틱을 밀지 않을 시 모터 회전이 정지하며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④ 스로틀 스틱을 천천히 계속 밀어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륙시 과격한 조작은 자제합니다) 

⑤ 비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무인항공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⑥ 원하는 높이에 도달하면 조종 스틱 1, 2 를 중립에 둡니다. 무인항공기는 공중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4) 장애물이 있거나 평평하지 않는 곳에 착륙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착륙 후 스로틀 스틱을 가장 낮은 위치에 

둡니다.  

5) 테스트 종료 후 배터리를 분리하고 조종기 전원을 종료합니다. 

 

 

 

 

 

 

 



[비행시 주의 사항] 
 

1. 비행 시 강제 중지 버튼(S3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즉시 모터가 멈춰 추락합니다. 

2. 비행 시 지속적으로 GPS 위성 지시등 상태를 관찰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강한 자기장 물질이 많은 장소에서 비행을 금지합니다.  

무인항공기가 강한 자기 성 물질로 인해 비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4. GPS 신호가 약한 장소에서 GPS 사용을 금지합니다. 

5. 비행 중 저 전압 경고가 나오면 최대한 빠르게 무인항공기를 착륙해야 합니다. 

6. 조종기에 저 전압 경고음이 들리면 최대한 빠르게 무인항공기를 착륙해야 합니다. 

7. GPS 모드를 사용할 때, GPS 신호가 좋은 장소에서 귀환좌표를 기록해야 합니다. 

8. 무인항공기 착륙 시 천천히 착륙해야 합니다. 

9. 무인항공기가 통제를 잃었을 때 설정에 따라 작업합니다. 

반드시 설정 변수를 다 숙지해야 합니다. 

10. 저 전압 보호를 설정하면 무인항공기가 저 전압 시 설정에 따라 동작합니다.  

반드시 설정 변수를 다 숙지해야 합니다.  

 

 

１３. 비행 후 작업 

 

1) 작은 부품부터 큰 부품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2) 사용한 배터리를 충전하고, 다음 비행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3) 공구 상자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품을 보충합니다. 예)볼트, 테이프 등 

4) 무인항공기를 점검하고 헐거워진 볼트를 보강한 후, 무인항공기 표면에 남아 있는 약 액을 닦고 펌프와 약재 

호스 연결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5) 당일 비행 종료 후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 다음 비행 시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6) 당일 비행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비행 일지에 정리합니다. 

예) 당일 날씨, 비행 고도, 비행 시간, 약 액 및 물 용량 등 

7) 기체를 사용 후 보관 시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기체 사용 중 부품에 고장 발생 시 기술자의 지도 하에 교체하십시오. 본 회사에서 제공한 부품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１４. 주요 고장 상황 및 해결방안 

 

순서 고장 원인 및 해결방안 

1 
조작한 방향에서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비행할 때 
나침반 재조정 필요 

2 
무인항공기를 앞으로 조종했으나 직선에 

따라 날지 못할 때 

오차각도-> 보정각도로 다시 GPS 설치 나침반 

재조정 필요 

3 
살포기의 스위치를 켰으나 분사되지  

않을 때 

살포기 제어 시스템 검사 

전원회로 끊김 확인 

전원 커넥터 확인 (살포 펌프 에어 제거) 

호스 및 노즐이 막혔는지 검사 

4 조종기 잠금 해제가 실행되지 않을 때 
배터리 전압 부족 

FC 전력 공급을 검사 

5 

비행 과정 중 비정상 상태를 알리는 

LED 등이 켜졌을 때  

(오차가 크거나 GPS 연결이 끊겼을 때) 

FC 오류 혹은 전파 방해로 인한 GPS 교란 

즉시 비행을 중단하고 점검 의뢰 

6 
비행 중 붉은 LED 등이 빠르게 깜박이거나 

계속 점등 상태일 때 

배터리 저 전압 경보 

최대한 빠르게 착륙 후 배터리 교체 

7 기술 문제로 인한 고장 시 임의의 분해 및 조립을 금하고 본 회사에 연락 바랍니다. 

      

 

 

１５. 암대 조립 

 

1) 암대 내부의 배선과 살포 배관이 접힌 부위가 물리지 않게 완전히 일자로 펴 줍니다. 

2) 흰지 고정장치를 접힘 부위로 이동시켜 돌려서 잠가줍니다. 

3)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사용 완료 후 위와 반대 순서로 암대를 접어줍니다. 

 

 

 



 

１６. 프로펠러 방향 

 

프로펠러는 모터 위에 고정됩니다.  

반시계방향(CCW) 프로펠러는 1, 2번 기체 암대에, 시계방향(CW) 프로펠러는 3, 4번 기체 암대에 설치됩니다.  

<사진 참고> 

(기체의 뒤에서 바라본 방향 기준입니다. 약통 뚜껑이 있는 부분이 기체 뒷면입니다.) 

 

１７. 배터리 설치 

 

1) 배터리 위 케이스를 열고 배터리를 수직으로 세워 넣습니다. 

2) 배터리 전원선을 검은색 -> 빨강색 순으로 연결합니다. 

3) 배터리 위 케이스를 닫습니다.                                

4) 사용 완료 후 위와 반대 순서로 배터리를 제거해줍니다. 

 

 

 

주의 

무인항공기 비행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설치 방법과 순서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설치 완료 후 각 부품의 위치가 정확하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１８. 약물 사용 

 

<약물 혼합> 

1) 약물을 설정할 때 눈금이 있는 용기를 사용합니다. 

2) 작업 대상, 작업 면적, 필요한 농약 종류, 사용량에 따라서 농약과 농도를 결정합니다. 

 

<약물 투입> 

1) 작업자 보호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예)장갑 및 마스크 착용 

2) 약물을 넣을 때 눈금 표시에 주의합니다. 최대 눈금(10L)에 도달하면 약재 투입을 중단합니다. 

3) 약물을 넣고 약통의 뚜껑을 최대한 조여줍니다. 

 

 

１９. 차량 적재 전 준비 사항 

 

1) 필요한 설비 점검 

① 무인항공기: 전선, 프로펠러, 모터 등 흔들리는지 확인 

② 배터리: 무인항공기 배터리, 인터페이스와 연결되는 전압이 맞는지 확인 (45.6V / 14,000mAh) 

③ 도구 상자: 일상 점검 수리에 필요한 도구는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필요한 설비 검사 

① 무인항공기 

② 조종기, 충전기 

③ 충전기 박스: 전압 측정기, 배터리 

④ 배터리 충전: 배터리 충전기, 전원 어댑터, 발전기 (별도 구매) 

⑤ 살포: 농약, 물통, 계량 컵 (500 mL, 100 mL) (별도 구매) 

⑥ 예비용 프로펠러 (앞뒤 프로펠러 포함) (별도 구매) 

 

 

２０. 차량 적재 

 

1) 무인항공기 (접은 후 고정) 

2) 약통 및 약재 펌프 등 

3) 조종기 

4) 배터리 박스  

5) 도구 상자 

6) 배터리 충전기 

7) 예비용 프로펠러 (앞뒤 프로펠러 포함) 

8) 각각의 장비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２１. 주의사항 및 보관 

 

<기체 보관> 

부드러운 천과 깨끗한 물로 기체 표면을 닦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용액이나 합성세제 사용을 

모두 금지하고 기체 안에 물, 먼지, 금속 가루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러한 이물질은 

무인항공기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높은 온도에 기체 노출 시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기계부품 검사 및 보관> 

무인항공기 외부에 균열 및 파손 유무와 볼트가 헐거워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펠러 표면의 손상 유무와 프로펠러가 올바른 방향으로 장착이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모터의 회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약통 및 약통 아래 뚜껑에 균열과 약물의 누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살포기에 손상부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펌프와 살포기의 호스 연결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작업 기록표를 확인하고 이상 부품을 교체합니다. 

 

<전자부품 검사 및 보존> 

각각의 플러그가 연결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선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자기기 연결 여부를 확인 후 전자 장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GPS 안테나의 방향 및 안테나 고정대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배터리 사용 및 보존> 

1) 배터리 보관은 셀 당 3.8V 로 사용 후 서늘한 곳에 두고 배터리 보관 통에 넣어 보관합니다. 

2) 충전기 사용시 사용설명서를 완벽히 숙지 후 사용합니다. 

 

<조종기 사용 및 보존> 

1) 조종기는 -30℃~+50℃ 온도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조종기 사용 시 습기 또는 비에 주의해야 하고 만약 

젖었을 시 즉시 배터리 분리 후 건조시켜야 합니다.  

 

2) 조종기 사용 시 주의사항 

① 각각의 스위치가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배터리의 잔량을 확인합니다. 

③ 안테나 연결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④ 조종기를 사용할 때 동시에 2개의 스위치 조종을 금지합니다. 각각 1초 정도의 시간을 두고 조정합니다. 

⑤ 조종기는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⑥ 조종 스틱 1, 2의 고정 부분을 점검합니다. 

⑦ 습기에 주의합니다. 

⑧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확인) 

⑨ 산과 염기 성분이 있는 주변을 피해야 합니다.  

⑩ 강한 햇볕에 오래 두지 않습니다. 

⑪ 조종기의 모든 스위치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２２. 장기 보관 

 

무인항공기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시 기체를 깨끗하게 닦고 모든 스위치를 끈 후 배터리를 분리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２３. 무인항공기 규격 (참고) 

 

항 목 설 명 

무인항공기  

기체 사이즈(WDH) 1770*1770*528mm 

축간 거리 1400mm 

표준 이륙 중량(적재량) 24.5kg 

비행속도 0-5m/s 

비행높이 0-50M(권장) 

작업할 때 비행높이 1-5M(작물, 생육환경에 따라 조종사가 판단) 

제어 방식 미션 모드, 포지션 모드, 에띠 모드 

이착륙 방식 수직 이착륙 

GPS 제어 정밀도 수평 오차: 1M   수직 오차: 0.5M 

제어하지 못할 때 보호 기능 포지션 모드로 제자리 비행(호버링) 

프로펠러 4 개 

모터 출력 순간 최대 3000W x 4 

기체 재질 고탄성 탄소 섬유 복합재료, 알루미늄 합금 

분무 시스템  

고압 펌프 작업 전압 12V 

유효 살포 폭 3.5~4M 

살포 양 약 0.4L/min(살포 노즐 당) 

분사 물방울 직경 100~300 um 

1 회 살포 면적 약 1ha(3,000 평) 

내풍 능력 ≤6m/s 

약통 용량 9.5L 

배터리  

배터리 종류 리튬 폴리머 하이볼트 배터리  



조합 형식 12S1P/45.6V 

배터리 용량 14,000mAh 

배터리 수량 2 개 

방전배율 연속 출력 25C 

최대 충전 전류 28A 

크기 90 x 110 x 200mm 

배터리 전압 45.6V 

배터리 중량 4kg 

조종기  

리모컨 모델 SIYI DK32S 

리모컨 규격 2.4GHz ISM 전송 주파수 

조종 반경 지면 800m, 공중 1.5km 

송신기 출력 <100mW, <20 dBm 

수신기  

수신기 모델 SIYI DK32S Receiver 

수신기 사용주파수 2410~2475 MHz 

수신기 출력 3.00Mw 

사용 전원 DC5V 

 

 

 

 

 

 

 

 



２４. 작업자복장 

 

 

 

<방제 시 복장> 

1) 방제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반드시 긴 소매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하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3) 눈 보호를 위해 가급적 보안경을 착용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4) 손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만약을 대비하여 조종기 목걸이는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급적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1. 기체 명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