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자주 찾는 질문
질문을 클릭해주세요
FAQ List
코드론 1과 II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코드론 II 추가 모듈 사용 안내

코드론 II 와 허밍버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코드론 II 프로와 스타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코드로더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페이링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날개가 돌다가 드론이 이륙하지 않습니다.
이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드론이 이륙하자 마자 천장으로 올라갑니다.
낮은 고도로 이륙 시킬 수 있나요?
3엽 프로펠러로 교체하는 방법
카메라 센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드론에서 캘리브레이션 메시지가 뜹니다.
드론의 모터 선이 꼬입니다.
코드론 II 배터리가 너무 발리 방전됩니다.
드론 케이블이 자주 빠집니다.
● 로보링크 내선 : 02-554-8862

● 로보링크 AS 신청 : http://www.robolink.co.kr/web/cate03/a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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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론 II 추가 모듈 사용 안내

코드론 II는 DIY 형 드론으로, 각 모듈
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주세요
※ 모든 모듈을 연결하고 사용하면 원

활한 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코드론 II 스타터 키트에는 추가 모
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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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론 I 과 코드론 II의 차이는?
A. 코드론 1 시리즈 (pro & lite) 와 코드론 II 시리즈 (Starter & pro) 는
크기,모양,스펙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상세한 비교 사항은 아래 이미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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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론 II와 허밍버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전문지식대학생, 성인

대 상 1

전문코딩교육, 대회미션

대 상 2

조종교육, 코딩기초

시뮬레이터, 로킷브릭
아두이노, 파이썬

코딩유무

시뮬레이터, 로킷브릭

코딩교육, 고교, 대학, 개발자

교육시장

방과후, 동아리 RC Hobby

코드로더, 센서, 영상, 추가베터리

추가모듈

x

확장기능

라즈베리파이 , LED 등

추가확장센서, LED 등

드론 입문자, 방과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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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론 II ‘프로’와 ‘스타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품 구성 목록의 차이가 있습니다.

PRO
•
•
•
•
•
•
•
•
•

드론 기체 & 조종기
가드&쉘
프로펠러 & 여분 프로펠러
전용 충전기 & 5핀 케이블
가이드북 & 드라이버
코드로더 & 코드로더 케이블
IR 레인지 센서 모듈
메인 센서 모듈
여분 배터리

STARTER
•
•
•
•
•

드론 기체 & 조종기
가드&쉘
프로펠러 & 여분 프로펠러
전용 충전기 & 5핀 케이블
가이드북 &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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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로더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하단의 이미지 처럼 드론 하단에 4핀 케이블을 연결한 후 코드로더를 드론 상단에 부착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코드로더를 장착하면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링크 또는 로보링크사이트 – 교육·제품 – 코드론II프로 – E 매뉴얼 – 아두이노교재 를 참고해주세요

링크 :

http://www.robolink.co.kr/web/cate02/product01.mn.php?act=view
&encData=aWR4PTkwMiZzdGFydD0wJnNrZXk9JnNzdHI9JmNhdGU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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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링이 잘 되지 않습니다.
A. 다수의 드론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무선 다중 동시접속을 시도 할 경우 통신을 인지하지 못하여
페어링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펌웨어가 최신인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컨트롤러 또는 기체 자체의 페어링 기능이 불량인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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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가 돌다가 드론이 이륙하지 않습니다.
A. 페어링을 한 후에 ‘이륙＇버튼을 눌렀지만 드론의 날개가 회전하다가 이륙하지 않는 경우
1. 드론과 컨트롤러의 배터리가 충분한지 확인해주세요

2. 회전하지 않는 방향의 모터 와 프로펠러 사이에 이물질이 끼진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3.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드론의 모터 선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4. 드론을 평평한 곳에 두고 이륙을 시도해 주세요
5. 모터가 주저 앉아있는지 확인해줍니다.

1번

3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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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A. 하단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각 프로펠러가 올바른 방향으로 끼웠는지 확인해줍니다.
드론은 각자 맞는 알맞은 위치에 모터와 프로펠러를
착용시켜 주어야 정상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날개마다 프로펠러의 기울기가 다르며 2엽 프로펠러에서
3엽 프로펠러로 갈아 끼우실 경우 같은 방향의 프로펠러로 교체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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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이륙하자마자 천장으로 올라갑니다.
A. 드론의 이륙은 현재 위치에서 1m위치로 쓰로틀 하는 방식입니다.
만일 1m라고 판단하지 못하였을 때 계속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B. 비행 대기 상태를 사용하여 이륙 시킵니다.
링크 : 비행 대기 상태로 이륙 하기

1. 드론이 하단부를 통하여 위치를
인식 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해주세요
(프로펠러/가드/모터 등
드론 액세서리도 확인하여 줍니다.)

2. 현재 위치값 초기화를 위해
‘SENSOR RESET’ 을 진행해주세요

3. 모드를 확인해 주세요
(POSITION MODE로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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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고도로 이륙 시킬 수 있나요?
- 페어링 이후 조이스틱을 중앙으로 모으면 비행 대기 상태(이륙하지 않고 프로펠러만 회전)가 됩니다.
이 때 왼쪽 조이스틱으로 쓰로틀을 올리면 일정 위치까지만 이륙 시킬 수 있습니다.

이륙하지 않고 날개만 회전

쓰로틀을 올려 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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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호버링이 불안정합니다.
호버링이 불안정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바닥 환경의 문제 : 비행 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드론의 비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 바닥에 패턴이나 무늬 등이 없는 단색일 경우
② 빛이 반사되는 경우
2) 기체의 충돌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센서 초기 값이 이상해진 경우
기체를 바닥에 내려놓고 ‘센서리셋’ 을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 3엽 프로펠러는 드론의 호버링을 더 안정적이게 비행하게 해줍니다.
(단, 베터리 사용시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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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센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에서 카메라 어플을 받으신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Codrone Cam ‘검색’

1. Codrone Cam 어플을 받습니다.
안드로이드 : 플레이스토어
※ 애플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3.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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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에서 캘리브레이션 메시지가 뜹니다.
드론 기체를 평평한 바닥에 두고, 컨트롤러 셋팅에서 ‘Sensor Reset’을 진행해줍니다.

1. 컨트롤러의 ＇S＇버튼을 눌러
세부설정모드로 들어갑니다.

2. Function – SensorReset
을 실행합니다.

3. 시간이 지나면
켈리브레이션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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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모터 선이 꼬입니다.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과 회전 때문에 모터를 식히지 않고 오래 사용하면 과열에 의해 모터 선이 꼬일 수 있습니다.

1. 프레임 하단의 커버를
제거하고 모터를 빼 주세요

2. 꼬여진 모터의
선을 펴 줍니다.

3. 올바른 방향으로
모터를 다시 껴주세요

처음화면
FAQ

코드론 II 배터리가 너무 빨리 방전됩니다.
A. 코드론 II 는 DIY 형 교육드론입니다.

○ 각 파츠의 부착 여부에 따라 비행시간의 편차가 존재합니다.
(기본 12분 에서 파트가 부착 될 때 마다 드론의 비행시간이 줄어듭니다)

1) 사용할 때에 따라 필요없는 기능을 빼놓고 사용하세요 ○ 코드론 II 는 DIY 드론이기 때문에 사용처에 맞게 조립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배터리가 불량인지 관찰 (확인)하세요
○ 카메라 센서의 어플을 실행 할 시에 비행시간은 더 단축 될 수 있습니다.

*코드론II의 비행체 무게는 140g~160g을 초과하면 비행이 어렵습니다.

카메라 센서

적외선 센서

코드로더

영상처리 기능을
사용할때 부착합니다.

전방 또는 측면 감지에
사용합니다.

58.2g

0s
평균비행시간

○ 3엽 프로펠러를 사용할 시에는 비행시간이 단축되지만 호버링이 안정됩니다.

12:00
113.7g

55.5g

12.7g

텍스트 코딩을
사용할 때 부착합니다.

16.5g

5.8g

-01:20s

-02:50s

-03:10s

09:40

06:50

02:50

9.2g

- 01:00s
11:00
135.6g

152.1g

157.9g

약 1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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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케이블이 자주 빠집니다.
우선 드론의 하단부분 하얀 케이스(그림1)를 빼 줍니다. 이후 표시된 부분(그림 2의 빨간박스)에 케이블이 정확하게
끼워줍니다.
기체 프레임에는 해당부분(그림3)에 케이블 홀더가 있습니다. (그림4) 또는 (그림5) 처럼 한번 감아서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케이블 길이가 짧아져 자주 빠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