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AL

01 연결하기
드론-컨트롤러-PC 연결
링크 플레이를 켜기 전에
드론과 컨트롤러를 매뉴얼에 따라
페어링 한 후 5핀 케이블을 통하여
연결

컨트롤러와 PC를 연결해줍니다.

PC와 컨트롤러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좌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고

COM PORT 번호를 선택해 연결합니다.
(COM PORT) 번호를 확인 할 수 없다면
버튼을 눌러 장치관리자에서 확인합니다.

: 연결 버튼
(현재 연결이 끊어진 상태)
: 연결 해제 버튼
(누르면 연결을 끊습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왼쪽 그림처럼
컨트롤러의 중앙 LED가 점등 되며
이 때 부터 버튼을 누르거나 조이스틱을
작동하면 화면의 조종기도 같이
움직입니다.

실시간 통신 모드
이 모드는 연결되어진 드론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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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측의 1 을 클릭하여 해당 모드를 켭니다.
2. 좌측의 3 을 위로 드래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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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론이 페어링 되어있고 배터리 8 가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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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라면, 드론을 움직이면 4 부분의 드론이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4. 또한 3축의 가속도 값( 5 )과 회전 값( 6 )

1 SET 1 ON/OFF : 클릭하여 세팅1 ( 4 5 6 )을 ON/OFF 합니다.

확인도 가능합니다.

4 드론의 방향 및 움직임 : 연결 된 드론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5 X,Y,Z 축 가속도 값 : 연결 된 드론의 3축 가속도 값을 보여줍니다.
6 X,Y,Z 축 회전 값 : 연결 된 드론의 3축 회전 값을 보여줍니다.
2 SET 2 ON/OFF : 클릭하여 세팅2 ( 7 ) ON/OFF 합니다.

7 기압계 표시 : 설정 된 드론의 측정 높이 값을 표시합니다.
3 통신 비중 설정 (조종기↔드론) : 드래그 하여 위 아래로 조절하며
조종기와 드론의 통신 비중을 설정합니다.
8 드론 배터리 : 드론 배터리의 잔량을 표시해 줍니다.

Alt

Enter

Full Screen

기압계 모드
이 모드는 연결되어진 드론을 기압계를 통해
높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좌측의 2 를 클릭하여 해당 모드를 켭니다.
2. 우측의 7 클릭하여 잠금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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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제합니다.

3. 배터리 8 가 충분한 상태 일 때 측정모드
인 채로 드론을 들어 가장 높은 위치와
가장 낮은 위치를 설정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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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높이

통신값 : 드론 (0%)
조종기 (100%)

통신값 : 드론 (100%)
조종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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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시 7 을 클릭하여
상태로 만들면
측정 높이 안에서 기압계를 사용하여
드론의 높이가 7 에 표시 됩니다.

게임 모드
: PONG!
: Space Pilot
: Shooting Ninja
: Maze Adventure

: Poping Balloon

: A/D Trainig
: Ball Driver

링크 플레이는 7개의 미니게임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버튼을 눌러 게임 모드를
실행 시켜 봅니다.

연결된 컨트롤러의 좌 · 우 조이스틱을
타이머

위 · 아래로 움직이면 가드(

)를

위 · 아래 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은 가드에 튕겨질수록 점수를 누적하며
속도가 빨라지며, 플레이어가 가드로

재시작

최다 튕긴 횟수

막지 못하면 상대편에게 누적 점수를
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빨라지는 공을

상·하
이동

상·하
이동

가드로 튕겨내며 더 많은 점수를

획득 해보세요

연결된 컨트롤러의
왼쪽 조이스틱을 좌 · 우로 움직이면
우주선이 좌 · 우로 이동합니다.

파괴한 운석

레이저는 자동으로 발사되며
오른쪽 조이스틱을 위 로 조작하여
파일럿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빨간 운석은 레드 파일럿 모드로 파괴
할 수 있으며
파란 운석은 블루 파일럿 모드로 파괴
할 수 있습니다.

재시작

Red Pilot

좌 · 우 이동

모드 변경

Blue Pilot

Red Meteor

Blue Meteor

운석을 피해고 파괴하며 더 오래
생존하여 우주의 파일럿이 되보세요!

연결된 컨트롤러의

현재 득점
최고 득점

왼쪽 조이스틱을 우로 움직이면
표창을 장전 합니다.
이 때 오른쪽 조이스틱을 위 로 조작하면
표창이 발사되며 조이스틱을 빠르게
올리면 표창이 빠르게 날아갑니다.
또한 이동하는 표적에 여러 개의 표창을

재시작
최다 누적 표창 수

맞출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표적에 표창을 던져 더 많은
현재 맞춘 표창 수
1 표창 준비

2 SHOT

점수를 획득하여 최고의 닌자가 되보세요!

플레이 타임

연결된 컨트롤러의

최고 기록

조이스틱을 움직이지 않으면 직진하며
왼쪽 조이스틱을 아래로 하면 좌회전

목표

오른쪽 조이스틱을 아래로 하면 우회전
두 개의 조이스틱을 아래로 하면 후진을
합니다.
RESTART

멀리서 보이는 붉은 색 빛의 목표를

찾아 더 빠른 시간 안에 미로를
재시작

직진

좌회전

우회전

뒤로가기

탐험하고 목적지에 도착해 봅니다!

플레이 타임
최고 기록

연결된 컨트롤러의
오른쪽 조이스틱을 위 아래로 조작하면
펌프가 위 아래로 작동하면서
풍선에 바람을 넣습니다.
더 빠르게 작동하면 바람이 더 빨리
들어가며 풍선이 최대 크기로 커지면

재시작

터집니다.
펌프를 사용하여 더 빠른 시간 안에

바람을 넣고 풍선을 부풀리며
터트려 봅니다!

플레이 타임

드론이 정면을 볼때 연결된 컨트롤러의

최고 기록

왼쪽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조작하면

드론은 위/아래 로 쓰로틀 이동을 하며
왼쪽 조이스틱을 좌·우로 조작하면
드론은 좌/우 회전으로 요우 회전을 하며
오른쪽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조작하면

드론은 앞/뒤 로 피치 이동을 하며
재시작

오른쪽 조이스틱을 좌·우로 조작하면
헤드리스 모드 ON

드론은 좌/우로 롤 이동을 합니다.
드론으로 회피 (Avoid Drone)을 하며

헤드리스 모드 OFF

날아오는 장애물을 피하는 드론 조종사
훈련을 해 봅니다!

플레이 타임

현재 점수

이 게임은 연결되어진 드론을 사용합니다.

최고 기록

연결되어진 드론을 사용자 쪽으로 기울이면

자동차는 감속하며 반대로 기울이면 가속
합니다.
또한 드론을 좌·우 로 회전하여 자동차를
회전 시킬수 있습니다.

목표물을 차로 부딪히면 점수가 1점
증가하며 1분 이내의 시간 동안
더 많은 점수를 얻는 게임 입니다.
공을 수집하는 볼 드라이버가 되어
가속

감속

좌회전

우회전

제한 시간 안에 더 많은 공을 수집하세요!

게임 모드

: MAZE

링크 플레이는 3개의 코딩모드를
실행 할 수 있습니다.

: LINE
상단의

: FALL

버튼을 눌러 게임 모드를

실행 시켜 봅니다.

MAZE
남은 시간

버튼을 누르면 로봇은 짜여진 명령

현재 점수

대로 움직입니다.
명령 패널의 각 명령들은 마우스로
지도

클릭하여 변경 시킬 수 있습니다.
로봇이 제한 시간 안에 많은 공을

재생

멈춤

먹을수 있도록 생각하여 명령을
설정하고 잘못 동작한다면
눌러 로봇을 멈추고 다시

클릭 시 변경 가능

버튼을
버튼을

눌러 주행 해 봅니다.

남은 시간 변경

감지 거리가 짧을 때

재생 시 로봇의 이동 속도

감지 거리가 길 때

제한 시간 안에 많은 공을 얻어
높은 점수를 획득해 보세요!

3개의 센서에 닿는
장애물이 없을 때

우측 외의 센서에
장애물이 닿을 때

전방 센서에만
장애물이 닿을 때

좌측 외의 센서에
장애물이 닿을 때

왼쪽 센서에만
장애물이 닿을 때

전방 외의 센서에
장애물이 닿을 때

우측 센서에만
장애물이 닿을 때

3개의 센서에 모두
장애물이 닿을 때

예시

로봇의 센서에 닿는
장애물이 없다면
직진합니다

로봇의 왼쪽 센서에
장애물이 닿으면
우회전 합니다

로봇의 오른쪽 센서에
장애물이 닿으면
30도 만큼 좌회전 합니다

직진합니다

우측/좌측으로
선회합니다

30 60 90 120 150

30 60 90 120 150

우측으로 각도만큼
회전합니다

좌측으로 각도만큼
회전합니다

예시
아래와 같이 설정하면
1
로봇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로봇은 우선 전방 3개 센서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 직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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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진하던 로봇은 전방 센서에
장애물이 닿으면 다음 명령에
따라 직진합니다.

4

회전 도중 좌측/전방 센서가
닿았을 때 를 실행해야 하지만
이전 명령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명령을 마저 실행합니다.

로봇은 벽을 등지고
직진 합니다.

LINE
버튼을 누르면 로봇은 짜여진 명령
대로 움직입니다.
명령 셀의 각 명령들은 마우스로
클릭하여 변경 시킬 수 있습니다.
Error 없이 로봇이 길을 찾아갈 수
방향

있도록 명령을 설정하고
잘못 동작한다면

재생/멈춤

~일때

~ 동작

+ 경로

일때

T 경로

직진 좌회전 우회전

눌러 로봇을 멈추고 다시

버튼을

눌러 주행 해 봅니다.

셀
실행

버튼을

동작

ㄱ 경로

없이 로봇이 멈추지 않고
동작 할 수 있도록 설정해 봅니다!

예시
아래와 같이 설정하면
로봇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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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을 그리며 이동 합니다.
※ 명령 셀의 교차로 상태는 관찰자 입장이 아닌 로봇이
처해 있는 교차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명령을 실행 합니다.

FALL
남은 시간
점수

버튼을 누르면 앞선 코딩 게임과

같이 로봇은 짜여진 명령 대로
움직입니다.
명령 셀의 각 명령들은 마우스로
클릭하여 변경 시킬 수 있습니다.

로봇이 떨어지지 않고 청소 명령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코딩 합니다.
클릭 시 변경 가능

제한 시간 내에 가능한 많은

바닥의 먼지들을 제거하고
더 많은 점수를 얻어보세요!

예시
아래와 같이 설정하면
로봇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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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제는 떨어지지 않으면서 가장 바깥자리를 도는 코딩 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많은 점수를 얻지만,
붉은색 부분의 점수를 얻지는 못합니다.
붉은 색 부분 까지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도록
코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시간설정
명령 셀의 좌측의
게이지를
드래그 하여 위 아래로 바꾸면
N(0) ↔ 10 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같은 명령일때 시간 설정이 다르면
로봇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인 해 봅니다.

2

1

N

N

3개의 센서가 감지되면
좌회전

10
1
2

10

3개의 센서가 감지되면
1초만큼 좌회전

의 경우 감지하자마자 좌회전 명령이 짧아 다음
상태의 명령이
실행되어 직진하여 추락합니다.
의 경우 감지되었을 때 1초간 좌회전 명령을 받아 로봇이
추락하지 않고 다음 상태의 명령대로 직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