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북

시작하기

코드론Ⅱ 열어보기

1. 구성품 확인하기
- 코드론Ⅱ 본체
- 프로펠러 가드
- 코드론Ⅱ 쉘
- 조종기 (컨트롤러)
- 배터리, 충전기
- 프로펠러 여분
- 프로펠러 리무버
- 전방 센서
- 센서 메인보드
- 코드로더
- 볼트

2. 조립하기
코드론Ⅱ의 구성품을 확인한 후, 아래 그림처럼 조립합니다.

코드론Ⅱ 쉘
센서 확장모듈
전방 센서

가드

코드로더
코드론Ⅱ 본체

* 하얀 프로펠러가 드론의 앞쪽입니다.
* 상세 조립도는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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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모드

조종기로 드론 조종하기

1. 조종기 살펴보기
조종기는 조종모드와 설정모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조종모드는 드론을 조종할 수 있도록
조종기가 설정되며 설정모드는 드론의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을 조절할 때에 사용합니다. 조종
모드와 설정모드의 전환은 조종기의 왼쪽 아래 S 버튼을 눌러 바꿀 수 있습니다.
조종모드인 경우를 기준으로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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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모드

조종기로 드론 조종하기

2. 드론 비행하기

전원이 켜질 때 : 게이지 증가

전원이 꺼질 때 : 게이지 증가

오른쪽 위에 있는 전원 버튼을 디스플레이(화면)의 그래프 게이지가 가득찰 때까지 길게
(약 2초 정도)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마찬가지로 조종기 전원을 끌 때에도, 디스플레이
(화면)의 그래프 게이지가 가득찰 때까지 길게 (약 2초 정도)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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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모드

조종기로 드론 조종하기

왼쪽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화면)의 조명이 켜집니다. 다시 한 번 누르면 조명이
꺼집니다. 이 때 0.5초 이내로 짧게 눌러야 하며 길게 누르는 경우 리턴 홈(Return Home)
동작이 실행되니 유의해 주세요. (리턴 홈 기능은 부록-3 참조)

- 페어링이 되어 있다면 드론과 조종기 디스플레이의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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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기로 드론 조종하기

조종모드

- 페어링이 되어 있지 않다면 드론과 조종기 디스플레이의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종기로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통신 설정을 동일하게 해주는 페어링을
해야합니다. (페어링 방법은 부록-1 "페어링하기" 참조)

1
3

6

5

2
4

7

1

2

*방전 상태인 경우 건전지를 교체해야 정상적으로 작동 (건전지 교체 방법은 조종모드 2 "A. 건전지 넣기" 참조)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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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모드

조종기로 드론 조종하기

드론을 이륙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종기 L1 버튼을 2초 이상 눌러줍니다.

드론을 착륙시킬 때에도 동일하게 조종기 L1 버튼을 2초 이상 길게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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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모드

8

조종기로 드론 조종하기

조종모드

조종기로 드론 조종하기

드론이 비행 중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움직임이 앞쪽 혹은 뒤쪽으로 흐른다면
‘미세조정’으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미세조정은 ‘조종’과는 다른 것이며 드론의 오토 호버링(Auto hovering)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드론이 계산한 각도 중 롤(roll)이나 피치(pitch)의 오차를 사용자가 수동으로 보정하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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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모드

조종기로 드론 조종하기

1. 비행 전에 주위를 살펴주세요!
-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인 곳이나 장애물이 많은
곳에서는 비행을 피해주세요.
- 조종기의 이륙 버튼을 누르기 전 주위를 먼저
살펴주시고, 비행할 수 있는 안전 범위를
충분히 확보해 주세요.
2. 최대한 평평한 곳에 놓고 이륙해 주세요
- 드론이 이륙할 때에는 평지에 놓아야
정상적이고 안전한 이륙이 가능합니다.
- 손바닥에 놓거나 신체 일부에 드론을 놓고
이륙하는 것은 삼가해 주세요.
3. 비행 중인 드론을 만지지 마세요!
- 비행 중인 드론에는 손을 대거나 건드려서는
안됩니다. 안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드론을 착륙시킨 후에는 반드시 드론을 점검해
주시고, 점검 중 타인이 조종기를 만지다가 작동
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세요.
4. 비행 고도는 4m 이하로 유지해 주세요!
- 코드론Ⅱ는 실내 교육용 미니 드론이므로
촬영용 중대형 드론처럼 높은 고도에서 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코드론Ⅱ의 고도 감지 시스템은 4m ~ 5m까지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고도가 이 이상
높아지는 경우 오토 호버링(Auto hovering)과
같은 기능이 제한되거나 다소 불안정한 동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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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모드

코딩하여 드론 제어하기

1. 코딩모드로 바꾸기
코딩모드는 사용자가 직접 코딩하여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노트북 등 PC 나 스마
트폰(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종기를 코딩모드로 바꾸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A. PC에서 코딩모드로 진입하기 (Windows의 경우)
1

2

USB 케이블을 PC(노트북)에 연결합니다.

마이크로 5핀 단자를 조종기의 포트에 연결합니다.

4

3

정상적으로 인식된 경우 장치관리자 > 포트
항목에서 위와 같이 표시됩니다.
("COM 포트 번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조종기가 위 화면처럼 변경된다면, 코딩모드로
변경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10에서는 조종기의 USB드라이버가 자동 설치되지만, Windows 7 / 8에서는
USB드라이버를 수동으로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수동 설치 방법은 홈페이지 참조)
- 장치 관리자에서 조종기 통신 장치 이름은 'STM32 virtual COMport'로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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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모드

코딩하여 드론 제어하기

5

6

드론에 배터리를 넣어 전원을 켜고
조종기와 드론을 연결합니다.

로킷 브릭(Rokit Brick for CoDrone)으로
코딩하여 드론을 움직여보세요!

* 로킷 브릭(Rokit birck for CoDrone)의 다운로드 및 실행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 코드론Ⅱ의 코딩 교육 프로그램
코드론Ⅱ는 코딩 교육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기술지원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로킷 브릭

- url : robolinksw.com
교육·기술지원 사이트 > 다운로드 > 코드론Ⅱ C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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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시뮬레이터

아두이노

파이썬

부록-1

페어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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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드론 배터리 충전하기

드론 배터리 사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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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리턴 홈 기능 (Return home)

리턴 홈 기능이란 드론이 비행하다가 최초 이륙했던 곳으로 돌아오는 기능을 말합니다.
드론은 비행 중 자신이 출발했던 곳과 현재 위치를 계산해두었다가, 리턴 홈 버튼을 누르면
이륙했던 위치로 향하게 됩니다.

- 리턴 홈 기능을 실행했을 때 그동안 비행했던 경로대로 오지 않고 최단 경로를 찾아 돌아
오게됩니다. 따라서 돌아오는 경로 중 장애물이 있으면 충돌할 수도 있으니 리턴 홈 기능
실행 전 미리 주위를 확인해주세요.
- 리턴 홈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충분한 고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너무 낮은 고도에서 리턴
홈 기능을 실행하면 장애물이나 바닥에 충돌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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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응급상황 대처하기

비행 중 '응급상황' 이란?

공통 1. 조종기로 멈추기 (착륙하기)

공통 2. 조종기로 멈추기 (강제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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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응급상황 대처하기

- 2번 방법은 드론이 정상적으로 착륙하는 방법이 아니라 드론의 모든 동작들이 강제 정지
되면서 추락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드론 기체의 파손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해 주세요!

공통 3. 드론에 충격을 가해 멈추기

상황별 대처 방법 :
드론이 천장에 붙게 된 경우

공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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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응급상황 대처하기

코딩 어플리케이션 :
- 어플리케이션 내의 비상 착륙 버튼이나 키 등을 연속해서 눌러주세요.
- PC와 조종기를 연결한 USB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을 제거하면 조종모드(RC)로
전환되므로 조종모드에 연결된 조종기 L1 버튼을 1초 이상 눌러 드론을 착륙시켜 주세요.

2. 'A' 사용자가 드론을 손에 들고 있는데 옆에 있던 'B' 사람이 'A' 사용자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조종기를 조작하여 드론이 움직이게 되는 경우
드론이 평평한 곳에 반듯하게 놓여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론이 바닥에 반듯하게 놓여있고, 사용자가 드론 근처에 손을 가져갔을 때에는
드론이 동작할 수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공통 2. L1 버튼 + 왼쪽 조이스틱
방법으로 신속하게 조작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3. 드론이 사람을 향해 돌진하거나 사람과 너무 가까워진 경우
이런 경우는 '착륙하기' 기능 보다 공통 2. L1 버튼 + 왼쪽 조이스틱 기능을 신속하게
사용하여 드론을 강제로 멈춰야 합니다. 드론 기체의 파손 우려가 있으나 강제 멈춤으로
더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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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펌웨어 업데이트 하기

드론과 조종기의 정상적인 구동을 위해 항상 최신 버전의 펌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1.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실행하기
드론 및 조종기의 최신 버전 펌웨어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압축을 해제한 후,
아래 Drone4AutoUpdaterLight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다운로드 페이지 : robolinksw.com)

2. 케이블 연결하기
조종기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조종기의 H 버튼을 누르며 USB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을 연결
합니다. 마찬가지로 드론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드론 하단 버튼을 누르며 USB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3. 펌웨어 업데이트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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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론Ⅱ 가이드북
코드론Ⅱ의 시작을 위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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