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용 드론 컨트롤러

1. 휴대폰 홀더

2. 하이 로우/ 롱 프레스 비상 정지

3. 헤드리스 모드

4. 원-키-리턴

5. 좌측 조이스틱 (높이/회전)

6. 사진 촬영

7. 영상 촬영

8. 위

9. 360° 플립용 텀블링 키

10. 앞 미세 조정

11. 뒤 미세 조정

12. 우측 조이스틱 (스트레이팅)

13. 왼쪽 사이드 미세 조정

14. 오른쪽 사이드 미세 조정

15. 아래

16. 전원 스위치

중요한 안전 정보

주의: 컨트롤러는 50미터 이내의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안된 매개변수 이상으로 HD 드론을 비행하지 마세요.

경고: 사용 중인 어린이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컨트롤러드론

사용 전 중요 지침

사용 시 양손을 장치에 올려 놓습니다.

장치에는 4 x AA 배터리가 필요합니다(포함되지 않음).

1.

2.

드론 비행을 위한 유용한 팁

지면에서 상승하려면 컨트롤러에서 “하나의 키 시작/착륙”을 누릅니다.

조이스틱과 기능 버튼을 사용하여 HD 드론을 날리고 탐색합니다.

왼쪽 조이스틱(높이/회전)과 오른쪽 조이스틱(스트레이팅)이 주요 컨트롤입니다.

방향 레버

왼쪽 
비행

오른쪽 
비행

방향 레버

앞으로 비행 올리기

뒤로 비행 내리기

회전

좌회전 우회전

높이

비행 전에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드론이 제자리에서 맴돌 수 없는 경우 드론을 평평한 표면에 놓고 왼쪽 조이스틱을 왼쪽 아래, 오른쪽 

조이스틱을 오른쪽 아래쪽으로 밀어 보세요. 드론 불빛이 번쩍거리고 컨트롤러가 삐 소리를 냅니다. 

이것은 드론이 비행하기에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말기에서 드론 앱을 켭니다.

장치 뒤에 있는 클립을 함께 고정하여 전화기를 전화기 홀더에 놓습니다. 전화기를 클램프 사이에 끼우고 해제하면 전화기를 단단히 고정할 수 

있습니다.

2.

3.

드론을 먼저 켜고 컨트롤러를 켭니다. 두 장치 모두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이 작업은 3초에서 10초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드론 표시등이 

깜박임을 멈추면, 동기화가 완료되는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 스틱을 대각선 방향으로 당겨서 시동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함께 당겨서 멈춥니다.

4.

5.

전화기가 동기화되면 전화기 화면에 드론의 카메라가 표시됩니다.

비행용 드론을 작동하기 전에 드론이 평평한 표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6.

7.

스타트 중지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드론을 작동합니다.

스마트폰에 드론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또는 iOS 기기의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1.

사용하기 전에 드론의 전원 스위치를 켜고 Wi-Fi를 열고 {WiFi-720P-###}에 연결합니다.b.

a.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ewei.jyufo&hl=en_US

iOS (앱 스토어): https://itunes.apple.com/us/app/jy-ufo/id1146475731?mt=8

안드로이드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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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뒤집으려면, 텀블링 키를 누르고,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드론을 이끌며 360도 회전시킵니다.

배터리를 삽입하고 변경하는 방법

컨트롤러를 뒷면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장치 중앙 근처에 나사를 노출시킵니다.

나사를 제거하려면 Phillips 헤드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그림 1).

나사를 버리지 마세요.

기기 뒷면을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뾰족한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AA 배터리 4개를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새 배터리를 교체하려면 각 배터리를 단자에 삽입하여 각 ‘+’ 및 ‘-’ 기호와 일치시킵니다(그림 2).

배터리가 너무 크면 배터리를 장치에 강제로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장치 뒷면을 다시 부착하려면 장치에 백피스를 정렬합니다.

장치를 닫으려면 나사를 원래 제거한 구멍에 넣습니다.

Phillips 헤드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입니다.

1.

2.

3.

4.

5.

6.

7.

8.

그림 1 그림 2

배터리 관리

가능하면 배터리를 재활용하거나 근처의 재활용 또는 컬렉션 프로그램을 폐기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는 원래 포장에, 건조한 장소에, 그리고 정상적인 실온에서 보관하세요.

모든 배터리를 어린이와 애완동물로부터 멀리 두세요.

주의 정보

컨트롤러는 HD 드론을 띄우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장치를 조정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장치를 청소해야 하는 경우 먼저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젖은 천으로 닦습니다. 액체 세정제를 사용하여 세척하거나 물에 담가서는 안 됩니다.

기술 사양

크기 160 x 120 x 35 mm

색상 블랙

무게 122 g

배터리 유형 4x AA 배터리 (배터리 미포함).

텀블링 키

헤드리스 모드
원-키-리턴

각 트림 조절

드론이 비행 중 스스로 움직이는 경우 트림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드론이 스스로 회전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경우 왼쪽 조이스틱을 왼쪽으로 이동하여 
이륙하는 동안 트림을 보정합니다.

왼쪽으로 회전하는 경우 왼쪽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이륙하는 동안 트림을 보정합니다.

드론이 혼자서 왼쪽/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드론이 오른쪽으로 스트레이팅(옆으로 비행)을 하는 경우, 오른쪽 
조이스틱을 왼쪽으로 이동하여 이륙할 때 트림을 보정합니다.

드론이 왼쪽으로 스트레이팅한 경우, 오른쪽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이륙할 때 트림을 보정합니다.

드론이 혼자서 앞뒤로 움직이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앞으로 날아가는 경우 오른쪽 조이스틱을 아래로 이동하여 이륙하는 
동안 트림을 보정합니다.

뒤로 날아가는 경우 오른쪽 조이스틱을 위로 이동하여 이륙하는 
동안 트림을 보정합니다.

1.

3.

2.

왼쪽 사이드 비행 / 

오른쪽 사이드 비행

왼쪽

비행

오른쪽 

비행

헤드리스 모드/원키 리턴 기능:

드론이 앞으로 날아갈 때는 헤드리스 모드 키를 눌러 방향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합니다.

원-키-리턴 버튼을 눌러 다시 이동합니다.

비행 중 문제해결

상황

드론에 배터리를 장착한 후, 조명이 계속 
점멸하지만 컨트롤러의 반응은 없습니다.

이륙할 때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고 드론에 
불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메인 로터가 회전하지만 드론이 이륙할 수 
없습니다.

드론이 진동하고 있어요.

드론이 위에서 설명한 대로 트림을 조절한 
후에도 스스로 앞으로 계속 날아갑니다.

추락한 뒤, 드론은 중심을 잃고 날지 못합니다.

배터리를 드론에 연결한 후 응답이 없습니다.

컨트롤러가 드론과 성공적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드론 배터리가 방전되었습니다.

1. 변형된 프로펠러.

2. 드론 배터리가 방전되었습니다.

변형된 프로펠러.

자이로스코프 재교정이 필요하다.

자이로스코프 재교정이 필요하다.

1. 드론과 컨트롤러 모두 전원이 공급되고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배터리에 대해 “+” 및 “-” 방향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두 장치를 모두 껐다가 다시 켜고 드론을 다시 
연결합니다.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거나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로 교체합니다.

1. 프로펠러 교체.

2.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거나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로 교체합니다.

프로펠러 교체.

컨트롤러를 자동 보정 모드로 조정하거나 
컨트롤러를 다시 시작한 후 수동으로 보정을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를 자동 보정 모드로 조정하거나 
컨트롤러를 다시 시작한 후 수동으로 보정을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컨트롤러의 전원을 켜고 컨트롤러 내부의 
배터리가 단단히 고정되고 충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배터리를 다시 한 번 로드합니다. 배터리와 
“+” “-” 배터리 플레이트 사이의 접점이 
올바른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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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다루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