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자주 찾는 질문
질문을 클릭해주세요
일반적인 질문

주행 (모터) 질문

주미의 빨간 보드와 검정 보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미가 똑바로 주행하지 못합니다.

주미 접속이 안됩니다.

주미가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 합니다.

레슨의 코드를 실행 하는 것 외에 나만의 코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전진과 후진이 바뀌어서 실행됩니다.

주미의 라즈베리파이 터미널(ssh)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주미는 어떤 기기와 호환이 가능한가요?

주미의 LED는 어떤 상태를 표시하는건가요?
(조립) 파이 카메라의 케이블 방향이 다릅니다.
(참고) 주미 함수 페이지

센서 질문
같은 IR 센서인대 다른 값이 읽힙니다.
주미에 센서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주미 보드의 구성/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카메라 질문
배터리, 파워, 충전기 관련 질문
배터리의 색상이 다릅니다.
주미는 어떻게 충전하나요?
주미의 배터리 잔량을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주미의 LED가 깜빡 거리며 '삐‘ 소리가 납니다.
주미의 눈(OLED)이 X_X 로 표시됩니다.
‘zumi can’t wake up’ 이 뜨면서 켜지지 않습니다.
주미의 배터리가 100% 충전이 안됩니다.

● 로보링크 내선 : 02-554-8862

주미는 어떻게 카메라를 켤 수 있나요?
카메라 커넥터가 자꾸 빠집니다.
카메라의 일부분이 가려져서 보입니다.
카메라 리소스 에러 (Camera out of resources)
카메라 비활성 에러(Camera not enabled / connected)

대시보드 및 Wi-fi 질문
주미 와이파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 로보링크 AS 신청 : http://www.robolink.co.kr/web/cate03/as.php

처음화면
일반적인 질문

- 주미의 빨간 보드와 검정 보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배터리의 색상이 다릅니다.
주미의 대시보드는 2가지 종류입니다.
반드시 각 보드에 알맞은 배터리를 사용해주세요!

처음화면
일반적인 질문

레슨의 코드를 실행 하는 것 외에 나만의 코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대시보드 페이지에서 "코드 모드(Code Mode)"를 선택하십시오.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여 Pythone 코딩도 가능하고, Blockly를 사용하여 블록코딩도 가능합니다.

처음화면
일반적인 질문

주미의 라즈베리파이 터미널(ssh)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만약 주미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면, 호스트의 이름은 "zumidashboard.ai"이고 비밀번호는 "pi"입니다.
만약 Zumi와 장치가 모두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면, Zumi의 호스트 이름은 "Zumi1234"(네 자리 ID로 대체)이고
비밀번호는 "pi＂입니다.
ssh pi@zumidashboard.ai 또는 ssh pi@zumi1234.local

대시보드를 통해 터미널에 액세스하려면, 대시보드 - '레슨'에서 '내 폴더' 버튼을 클릭하여 주피터 노트북에서
터미널 세션을 열 수 있습니다. 이후 오른쪽 상단에 있는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고 "터미널"을 선택하세요.

처음화면
일반적인 질문

주미는 어떤 기기와 호환되나요?
주미는 Windows, MAC OS, Chrome 과 호환 됩니다. 태블릿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대시보드에 액세스할 수도 있지만, 최상의 환경을 위해 노트북 컴퓨터를 추천한다!
모든 장치는 2.4GHz에 연결할 수 있는 WiFi 기능이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 및 Chrome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Windows

Mac

Chrome

처음화면
일반적인 질문

주미의 LED는 어떤 상태를 표시하는건가요?
주미 보드 왼쪽의 3개의 LED는 다음을 표시합니다.
RED LED : 배터리가 충전 중 일때 ON
Green LED : 주미보드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음
Blue LED : 마이크로 USB 전원이 감지됨
Green LED 만 작동되고 있을 때 : 주미가 배터리 전원으로 작동 중

모두 다 ON : 주미는 USB 케이블을 통해 전원을 공급받는 중
CHRG PWR

USB

처음화면
일반적인 질문

파이 카메라의 케이블 방향이 다릅니다.
일부 조립도 에서는 해당 부분이 잘못 표기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참고하여 올바르게 연결해주세요

처음화면
일반적인 질문

주미 접속이 안됩니다.
zumidashboard.ai 로 접속이 안되는 경우 주소창에 192.168.10.1 을 사용하여 접속해주세요
192.168.10.1로만 접속이 되는 경우 : PC 내부 네트워크 설정과 관련된 사항이며
PC마다 DNS 관련 설정이 달라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네트워크, 와이파이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조치가 가능합니다.
만일, PC 에서 사용하는 IP가, 주미가 사용하는 IP 영역(192.168.10.X)과 같다면 연결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유기의 IP 주소를 재설정 하거나 유선 또는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하여 PC와 주미를
연결해주세요
또한 로딩창에서 페이지가 머문 상태로 대기표시만 뜨는 경우
주미의 접속 제한 시간 안에 주미의 정보들을 표기 못한 경우 입니다.
새로고침 또는 재접속을 통해 주미와 연결해줍니다.

처음화면
일반적인 질문

(참고) 주미 함수 페이지
주미의 함수 정보를 원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http://dev-support.robolink.com/zumi-library

http://dev-support.robolink.com/zumi-library

처음화면
배터리, 파워, 충전기 관련 질문

주미는 어떻게 충전하나요?
주미의 스위치를 '꺼짐(OFF)' 으로 놓은 다음, 배터리를 올바르게 연결한 후, 키트에 구성되어 있는
Micro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주미의 보드에 연결하고, 보드 좌측의 LED가 켜지는지 확인 하십시오
만약 주미가 완전히 충전되면 빨간색 LED 표시등이 꺼집니다.
※ 주미 사용중 충전 방법 : MicroUSB케이블이 연결된 상태에서 주미의 스위치를 켜짐(ON) -> 꺼짐(OFF)으로

변경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주미를 충전하면서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스위치가
OFF 인 상태에서 케이블을 분리하면 주미는 꺼집니다.

꺼짐 (OFF)

켜짐 (ON)

처음화면
배터리, 파워, 충전기 관련 질문

주미의 배터리 잔량을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① 대시보드를 통한 확인
주미에 접속 한 후 대시보드의 상단에 배터리의 잔량이 표시됩니다.
② OLED를 통한 확인
주미의 스위치를 ON 하는 순간 잠시 로딩 후 배터리 잔량이 표시됩니다.

③ 주피터 노트북의 파이선 코드를 활용한 확인
zumi.check_battery_voltage() 함수를 사용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50%

처음화면
배터리, 파워, 충전기 관련 질문

주미의 LED가 깜빡 거리며 ‘삐’소리가 납니다.
만약 주미의 헤드라이트와 브레이크 조명이 깜빡 거리기 시작하고 ‘삐’ 소리가 들린다면,
주미는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입니다. 키트에 등봉 되어진 Micro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주미를 충전해주세요
일부, 모터가 너무 많은 전류를 끌어오고 있다면 배터리가 부족하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처음화면
배터리, 파워, 충전기 관련 질문

주미의 눈(OLED)이 X_X 로 표시됩니다.
스위치를 켰을 때 주미의 x-eye가 보인다면 SD카드가 없거나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SD 카드가 손상된 경우 로보링크 사이트의 교육·제품 – 주미 – SW다운로드 를 통하여
Zumi의 OS 이미지를 다운받아 주미의 SD 카드에 다시 업로드 해주세요
이 방법은 주미의 대시보드를 다시 로드하거나 주미를 끄고 재부팅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화면
배터리, 파워, 충전기 관련 질문

Zumi Can’t Wake Up 이 뜨면서 켜지지 않습니다.
SD 카드가 제대로 꼽혀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SD 카드가 정상적으로 꼽혀있다면,
SD카드 혹은 SD카드 내부의 이미지가 망가진 경우입니다.
SD카드 이미지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면 다음 링크를 참고 하거나
로보링크 홈페이지 - 교육·제품 – 주미 – SW 다운로드 – Zumi OS 이미지 다운로드를 참고해주세요

http://robolink.ipdisk.co.kr/publist/HDD1/download/file/Zumi
_OS_image_Manual.pdf

Zumi Can’t Wake Up

처음화면
배터리, 파워, 충전기 관련 질문

주미의 배터리가 100%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주미의 우노 보드에서 충전 값을 ADC 로 받아 라즈베리 파이로 전달하는 방식이라
실제 100%가 충전이 되었더라도 100%로 표기 되지 않고
97% 또는 98%로 표기 될 수 있습니다.

처음화면
주행 (모터) 질문

주미가 똑바로 주행하지 못합니다.
주미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자이로스코프 센서의 온도가 올라 값을 읽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미의 배터리를 잠시 꺼준 뒤 온도가 낮아지면 재사용 해주세요.
만약 위 문제로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재 보정하고 싶다면, 주미를 평평한 표면에 두고
함수 코드인 zumi.Mpu.calibrate_MPU()를 사용하거나 reset driver()를 사용하여

재보정 할 수 있습니다. 위 문제가 아니라면 모터가 고장난 경우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처음화면
주행 (모터) 질문

주미가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합니다.
주미가 명령을 수신하던 중 전파의 간섭을 받아 정지 명령을 실행하지 못 한 경우입니다.
정지 신호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미에게 정지 명령을 다시 송신하여야 합니다.
※ 이 방법으로 정지되지 않는다면 주미를 재부팅 해주세요

from zumi.zumi import Zumi
zumi = Zumi()

처음화면
주행 (모터) 질문

전진과 후진이 바뀌어서 실행됩니다.
주미의 조립 단계에서 좌/우 모터를 반대로 껴준 상태 입니다.
주미를 분해하여 좌/우 모터를 올바르게 끼워 주세요

처음화면
센서 질문

같은 IR 센서인대 다른 값이 읽힙니다.
주미의 IR 센서는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감지되는 빛의 양을 측정합니다.
따라서 각 IR 센서의 감도가 다를 수 있으며 너무 밝은 곳(값이 255이상)에서 측정을 할
경우 센서가 손상 될 수 있습니다.

처음화면
센서 질문

주미에 센서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주미 보드의 구성,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추가 하고 싶은 센서에 대한 사용 방법의 문서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주미 보드는 오른쪽은 3.3V I2C, 왼쪽은 5V UART(각 J4와 J6)로
이 통신을 지원하는 센서를 추가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미보다 큰 전류를 소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IR emitter and receiver
Headlight LED

3.3V I2C
5V I2C OLED
connector

5V UART
IR remote control receiver
Power /
Charging LEDs

Zumi board Boot LED

Zumi board
reset Button

Micro USB Port

Power Switch

Breke light LED

처음화면
카메라 질문

주미는 어떻게 카메라를 켤 수 있나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시보드의 ‘주행모드’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대시보드에 접속하고 카메라가 켜질 때 까지 잠깐의 대기시간을 가진
후에 주미의 앞쪽에 카메라가 켜집니다.

주미 조작
버튼

처음화면
카메라 질문

카메라 커넥터가 계속 빠집니다.
주미 조립시 마운팅 브라켓이 주미 보드에 비스듬하게 조립된 경우에 카메라 앞쪽에 써니 커넥터
부분을 건드려, 케이스 조립 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미를 분해하여 마운팅 브라겟을 올바르게 조립해주세요

처음화면
카메라 질문

카메라의 일부분이 가려져서 보입니다.
케이스를 조립할 때 카메라가 카메라 구멍의 약간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운트 브라켓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케이스 상단의 볼트를 조절하여
케이스를 올바르게 끼워 줍니다.

처음화면
카메라 질문

카메라 리소스 에러 (Camera out of resources)
이 오류는 이전 프로그램에서 이미 카메라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camera.start_camera()로
카메라 스트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저장하고, 주미를 다시 연결한 다음 시도하세요
이 오류를 방지하려면 카메라를 사용한 후에 항상 프로그램에 camera.close()를 실행히켜

카메라를 꺼줘야 합니다.

처음화면
카메라 질문

카메라 비활성 에러(Camera not enabled / connected)
RasberryPi에 카메라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해주세요. 만약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하단의 Sunny 카메라 문제 일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카메라를 올바르게 부착해주세요

처음화면
대시보드 및 Wi-Fi 질문

주미 와이파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와이파이가 네트워크 목록에 보이지 않는다면, 현재 있는 장소의 네트워크가 불안정 하거나
주미가 지원하지 않는 5GHz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경우 장소를 옮겨 다른 와이파이와의
연결을 시도해주세요. 또한 다른 네트워크나 핫 스팟을 사용하여 Zumi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세요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주미의 네트워크에 연결 할 수 없다면 제한 시간 내에 주미가 정보

를 전달하지 못 한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