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작업 설명서는 게임플러스 에듀에 저작권이 있으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http://www.gameplusedu.com 

 

아두이노 메가 2560 용 X8 드론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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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프로펠러는 테스트 비행전 까지는 조립하지 마십시오 

 초보자는 반드시 경험자의 도움을 받아 테스트를 해주십시오 

 배터리는 특성상 출고시 완충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용(규정) 

충전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배터리 충전 중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배터리는 과 방전시 성능이 저하 되거나 충전이 되지 않을수 있으니 주

의하여 주십시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임플러스 에듀 기술 지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본 교재에 사용된 키트는 게임플러스에듀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소스코드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gameplusedu.com 

 

 

 

 

 

아두이노 메가 2560 용 X8 드론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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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본 기체는 모터를 8 개를 사용하는 X8 드론 입니다. 

-장점 : 접이식 이어서 부피가 적으며 휴대가 간편 합니다. 

-부피가 작은 반면 모터가 8 개 이어서 출력이 쿼드콥터 보다 월등 합니

다. 

-비행 시간은 20 분 이상 가능하며 기체 무게 제외하고 1.3kg 까지 들어 

올릴수 있습니다. 

-1.3kg 견인시 비행 시간은 10 분이상 입니다(주의: 기상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X8 기체로 제작할 경우 모터는 GP2213 을(게임플러스 주문 제작) 사용

하여 비행 시간을 20 분 이상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두이노 메가 2560 용 X8 드론 접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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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에 사용된 키트는 게임플러스에듀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소스코드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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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론 

1.1 사양 

 

 

 

 

 GPS 비행모드 

 GPS Hold : Position Hold = Auto Hovering 

 Go Home : Return To Home  

 Waypoint : Mission 

CHAPTER1.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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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의 위도, 경도, 고도 등의 GPS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앱의 지도에 나타내주기에 쉽게 드론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조작을 통해 드론의 미션(웨이포인트)정보를 변경, 삭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본 도서는 조립 과정과 드론을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

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해되지 않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 본 도서의 기

술지원 게시판, 이메일 등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2 개념 

 

자율비행이란 프로그램에 의해 미션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드론

은 무인 항공기로서 프로그램에 의해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션은 

스스로 비행하는 것을 말하기에 자율 비행이라 불릴 수 있으며 이러한 비행은 

드론 산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키트는 기초적인 것을 위해 구성된 키트입니다. 지상에서 원격통신으로 드론

에 부착된 텔레메트리를 통하여 컴퓨터와 비행을 담당하는 비행 제어(FC) 보드

가 통신하도록 합니다. 자율비행(mission) 등의 기능을 간단히 휴대폰을 이용하

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송수신기를 드론에 장착 함으로서 영상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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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캡쳐, 등이 가능합니다. 

 

1.3 PACKAGE INCLUDED  

 

• 1 x 프레임 세트 

• 1 x 드론실드 전원 케이블 

• GP2213 모터(CW 4 개, CCW 4 개) 

• Hpbbywing X-Rotor 20A 8 개 

• 1 x 아두이노 Mega2560 

• 1 x 조종기(옵션) 

• 1 x 수신기(옵션) 

• 1 x 드론실드 

• 1 x iMax 충전기 

• 1 x 텔레메트리 세트 

• 1 x Neo-M8N GPS module  

• 1 x LiPo 배터리 4S 4000mAh  

• APC 타입 10*45 정피치 역피치 각각 4 개  

• 1 x GPS holder 

• 1 x 배터리 체커 

• 20 x 뒤퐁 케이블 FF 10cm 

• 1 x 육각렌치 1.5/2/2.5mm 각 1 개 

• 1 x 2.54 피치 40 핀 노멀 헤더핀 

• 15 x 케이블타이 15Cm 

• 1 x 수축튜브 적색, 검정색 각 50Cm 

• 1 x 벨크로 테이프(20cm) 

• 1 x 배터리 벨크로 

• 1 x 전원분배보드 

• 전원 연장 케이블 16AWG 검정, 빨강 (쿼드콥터 1.2M) 또는 

• 40 x 듀퐁케이블 FF(30cm) 

• 1 x 양면테이프 

• 1 x USB 케이블 B 타입(USB Cable B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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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에 따라 구성품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인두기, 납, 니퍼, 가위 

 

1 x 프레임 세트 1 x 메가,드론실드 
1 x GP 2213 모터(CW 

4 개, CCW 4 개)옵션 

 

 
 

 

8 x 20 변속기 1 x Neo-M8N GPS module Devo7 조종기(옵션) 

 

  

Devo7 수신기(옵션) 1 x 전원분배보드 1 x iMax 충전기 

   

1 x 텔레메트리 세트 1 x 배터리 체커 LiPo 배터리 4S 5200m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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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타입 프로펠러 10*45 

정, 역 각 4 개(옵션) 
1 x USB 케이블 1M 1 x GPS holder 

 

  

20 x 뒤퐁 케이블 FF 10cm 40 x 듀퐁케이블 FF(30cm) 
1 x 2.54 피치 40 핀 노멀 

헤더핀 

  
 

15 x 케이블타이 15cm 
1 x 수축튜브 적색, 검정색 

각 50Cm 
1 x 벨크로 테이프(20cm)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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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 배터리 벨크로 
1 x 육각렌치 

1.5/2.0/2.5mm 각 1 개 
1 x 드론실드 전원케이블 

 

 

 

1 x 양면테이프 1 x Box 
프라스틱 볼트,너트 

길이 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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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의사항 

 

 반드시 조립 설명서와 제품에 들어있는 조립 도면을 참고하여 제작하여 

주십시오 

 조립 세팅이 끝나고 테스트 비행 전까지 프로펠러는 장착하지 마십시오 

 배터리는 출고 시 미충전 상태이오니 반드시 충전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배터리는 날카로운 물건 등으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충전 중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충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배터리 충전 시 각 셀의 V 표시를 확인하시고 차이가 날 경우 밸런스 

충전을 하여 배터리 효율(안정화)를 높여 사용하십시오 

 

 

1.5 조립 

1.5.1 모터배선 및 골드 커넥터 납땜 

 

각 모터를 암에 조립하기 위하여 모터와 나사 등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규정 나사를 이용하여 조립해야 합니다. 모터는 쿼드 콥터의 경우 총 4 개이며 

모터마다 회전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 반드시 조립 설명서를 참고하여 조립하여 

주십시오. 규정 나사가 아닌 경우 모터 코일의 파손이 생길 수 있으니 동봉한 

나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1.5.1.1  모터 구분 방법 

1.5.1.1.1 GP 2213 모터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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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8 콥터의 경우 프로펠러 고정 너트가 검정색인 모터는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

이며 3 개이고 1,3,5 번에 장착합니다.(역 방향 모터라 함).  

프로펠러 머리가 적색인 모터는 회전 방향이 반 시계 방향이며 3 개이고 2,4,6

번에 장착 합니다. (정 방향 모터라 함).  

모터에 바나나 커넥터가 없는 경우 배선 3 가닥을 6.5cm 길이로 절단하여 주십

시오(바나나 커넥터 장착 제품은 그대로 사용). 그리고 바나나 커넥터를 그림처

럼 납땜 연결 후 동봉한 수축 튜브로 마무리하여 주십시오(수축 튜브는 열을(라

이터, 헤어 드라이 사용) 가하면 수축합니다 

     

 

모터의 배선 작업이 마무리 되셨으면 프레임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모터 마운트

의 방향을 확인 하시고 아래 그림처럼 M3*5 볼트를 사용하여 모터를 조립하여 

주십시오 

 

본 이미지는 모터의 기종 관계 없이 동일 한 모터 마운트 작업 입니다 

 

6.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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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큐정 볼트를 사용하여 조립하여 주십시오) 

 

 

   

  

1.5.2 프레임 조립 

이 프레임은 휴대가 간편하도록 접이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

하는 프레임 입니다 

접이식 프레임에 들어 있는 부품들은 추가 여유분이 없으므로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1.5.2.1  접이식 암대 조립 

프레임 키트에서 아래 부품들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규정 부품을 이용하여 조립하여 주십시오 

타 부푼을 사용할 경우 파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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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품들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분실 주의) 

작업 방법을 잘 살펴 보시고 천천히 조립하여 주십시오 

 

  

위 그림은 접이식 폴더 완료된 사진 입니다 

 

    

     (스프링 걸기 : 7 번,9 번사용)          (기둥 끼우기 : 완료 1 과 3.4 번) 

 

1 2 3 4 

5 6 7 

8 9 10 

완료 1 완료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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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커버조립 : 완료 2 와 1,6 번)       (우측커버조립 : 완료 3 과 2 번) 

 

   

(카본 홀더조립 : 완료 4 와 5,10,11 번)             (완료 모습) 

 

위 작업까지 완료 하셨다면 카본 파이프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수건 등으로 파이프를 닦아 주십시오 (카본 가루 제거) 

 

 

위 사진처럼 카본 끝 부분과 점이식 홀더를 일치시켜 주십시오 

완료 3 

홀더와 카본을 

일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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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전원 분배보드 조립 

전원 분배 보드는 드론에 배터리와 변속기가 연결되는 부분 입니다 

연결이 잘못되면 변속기, 배터리, 기타 부품들의 불량 원인이 되며 비행중 추락

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조립해 주십시오 

 

 

동봉한 프라스틱 볼트와 너트를 그림처럼 조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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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과 전원 분배 보드의 방향을 확인하시고 조립하여 주십시오 

 

1.5.2.3  배터리 마운트 조립 

배터리 마운트의 조립이 헐거우거나 규정 볼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행중 나

사가 풀려 기체 추락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반드시 규정 볼트를 사용하여 조립

하여 주십시오  (M3*6cm 볼트 사용) 

   

 

전원 분배보드를 조립한 프레임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볼트는 M3*6cm 볼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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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닦면)                        (윗면 볼트 위치) 

 

방향에 주의하여 조립하여 주십시오 

 

1.5.2.4  폴딩 암대와 프레임 조립 

미리 조립한 폴딩 암대 4 개를 와 프레임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볼트는 M3*6cm 볼트를 사용하며 바닦면에서 위 쪽으로 볼트를 체결하여 주십시

오 

 

 

전방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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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닦 면에서 볼트를 체결하여 주십시오 (완전히 볼트를 조이지 마시고 4 개의 볼

트 구멍에 볼트를 미리 살짝만 조이시고 볼트가 잘 맞으면 꽉 조여 주십시오) 

 

1.5.2.5  랜딩 스키드 조립 

랜딩 스키드는 좌, 우 방향이 없으니 그림을 보시고 조립하여 주십시오 

프레임에 조립하기위해서 사용 볼트는 M3*6cm 볼트 입니다 

  

랜딩 스키드 조립(랜딩 스키드 키트의 전용 볼트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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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프레임 상판 조립 

프레임 상판은 암대와 프레이 하판을 조립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립하시

면 됩니다  (사용 볼트는 M3*6cm 입니다) 

 

 

1.5.2.7  모터와 변속기 조립 

 

전방 

전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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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의 회전 방향은 프로펠러 고정 너트가 적색과 검정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

다 

 

1.5.2.7.1  GP 2213 모터 사용자(모터 방향 있음) 

모터의 프로펠러 고정 너트가 적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고 모터를 장착하여 주십시요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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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4 개 적색 4 개 입니다) 

모터의 배선이 바깥쪽이며(방향 상관없음) 변속기의 전원 선과 신호선(시그널)은 

바깥쪽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모터와 변속기를 장착하여 주십시오 

1.5.2.7.2  변속기의 전원선과 신호선 연장 

변속기는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비행중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하여 주십시오 

변속기의 전원 선과 신호 선이 카본 파이프를 통과하여 전원 선은 전원 분배 보

드까지 신호선은 드론실드의 모터 핀 위치까지 연장해 주어야 합니다 

(16AWG 전원 연장선과 뒤퐁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장 합니다) 

신호선을 연장 하셨다면 몇번 변속기 인지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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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선)                             (신호 선) 

 

   

(45cm 전원연장선)                 (30cm 뒤퐁케리블 M,F) 

뒤퐁 케이블 연장 부위는 비행 중 커넥터가 불리되지 않도록 테이프로 잘 말아 

줍니다 

 

1.5.2.7.3  변속기의 전원선 연결 

변속기의 전원선은 검정색 선이 ㅡ 이고 빨간색 선이 + 입니다 

이 두선이 전원 분배 보드에 잘못 연결되면 화재, 부품파손 등이 발생하므로 주

의하여 작업해 주십시오 

변속기의 전원선과 신호선을 연장하여 카본 파이프를 통과하여 각 위치에 연결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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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선이 강하게 끼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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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의 전원 선을 위 그림처럼 빨간색 + 는 빨간 곳에 연결하여 주십시오 

변속기의 전원 선을 위 그림처럼 검정색 ㅡ 는 검은 곳에 연결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프레임 상판 조립과정 입니다 

위 작업이 완료 되셨으면 다시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1.5.2.8  프레임 상판 조립 및 FC(비행 제어 보드) 장착 

 

프레임 상판의 볼트는 총 16 개이며 사용 볼트는 M3*6cm 입니다. 

볼트를 체결할 때는 끝까지 체우지 마시고 절반 정도만 조임니다. 

모든 볼트의 위치가 맞고 잘 조립이 되었다면 완전히 체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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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1  FC(비행제어 보드) 장착하기 

FC 에는 GY-86 자이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이로를 기체 프레임의 중심 부분과 일치하도록 장착하여야 하며 자이로가 반

드시 전방을 향하도록 장착해야 합니다. 

자이로가 중심에서 틀어지게 되면 기체는 비행 중 틀어진 값만큼 기울어 비행을 

하게 됩니다. 

*GY-86*에는 자이로, 가속도, 나침반, 기압센서 등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 센서들

이 기체를 제어하게 됩니다. 

 

메가 2560 과 드론실드 결합 방법 입니다 

메가 2560 의 ICSP 핀을 구부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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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P 핀 작업)                         (자이로 위치) 

 

위 메가 2560 과 드론실드를 결합하고 메가 2560 바닦면에 양면 테이프를 3 겹 

붙여 주십시오 

 

  

(반드시 양면 테이프는 3 겹을 붙이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작업이 완료 되셨으면 FC(비행제어보드)를 기체 프레임에 장착하여 

주십시오 (자이로 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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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86 위치 입니다 프레임 중앙에 맞추어 FC 를 장착하여 주십시오) 

 

1.5.2.9  변속기 신호선 연결 

1.5.2.9.1  쿼드 콥터 모터 배열 

변속기 켈리브레이션은 반드시 조종기를 이용하여 켈리를 실시하고 장착하여 주

십시오(조종기와 변속기 간의 HI, LOW 신호를 인식 시키는 작업 : 방법을 모르

실 경우 게임플러스 기술 지원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변속기의 신호선은 메가

2560 드론실드의 2,5,3,6 번에 연결 됩니다. 변속기 3P 커넥터 3 선 중 가운데 

선에 전원이 공급되는 종류의 변속기는 선을 제거하여 사용하십시오(가운데 선

이 적색으로 되어 있음) 

 

연장한 변속기의 신호 선을 다음과 같이 연결하여 주십시오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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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 신호선(가운데 적색이 있는 경우 절단) 

 

 

 

사진을 보시면 앞쪽 좌측이 1 번 변속기로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1 번 2 번 

3 번 4 번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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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X8 변속기 번호 입니다 

쿼드 콥터와 동일한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위쪽이 1, 2, 3, 4 이고 1 번 아래

쪽이 5, 시계 방향으로 6, 7, 8 입니다 

 

(모터의 회전 방향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숫자가 있는 쪽이 신호선(흰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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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한 사진 입니다.(본 이미지는 X8 신호 선이 8 개 입니다) 

 

1.5.2.9.2  X8 모터 배열 

X8 은 GP2213 모터가 위에 4 개 아래쪽에 4 개 총 8 개의 모터가 들어갑니다. 

위에 CW 2 개, CCW 2 개 아래쪽도 CW 2 개, CCW 2 개 입니다 

다음 모터 배열을 확인 하시고 조립하여 주십시오 

 

 

위 그림은 드론 실드에 장착되는 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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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8 GP2213 모터 사용자 

변속기(ESC) : 흰색이 신호선 드론실드 

1 번 변속기 2 번 단자 

2 번 변속기 5 번 단자 

3 번 변속기 3 번 단자 

4 번 변속기 6 번 단자 

5 번 변속기 10 번 단자 

6 번 변속기 8 번 단자 

7 번 변속기 7 번 단자 

8 번 변속기 9 번 단자 

 

1.5.3 수신기 연결 및 바인딩 

 

수신기에는 전원 입력 BATT 와 CH 이 있습니다 

BATT 에는 전원 5V 를 연결하면 수신기에 전원이 공급되는 단자이고 CH 에는 

서보,변속기, FC 와 연결하여 조종기의 신호를 전달 기체를 제어 합니다 

수신기에 전원이 중단되면 기체 통제가 불가능 하므로 유념해서 작업하셔야 합

니다 

1.5.3.1  수신기 바인딩 

 

바인딩이란 조종기(송신기)와 수신기 간의 주파수를 일치시켜 다른 수신기와 연

결되지 않고 오로지 한 개만 연결되도록 설정하는 작업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대부분의 조종기는 2.4G 대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종기마다 바인딩 방법

은 다르며 구글 등에서 검색하시면 동영상 등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인딩 방법 

1. 수신기의 BATT 부분에 바인딩 케이블을 연결하고 수신기에 전원을 넣습니다. 

2. 수신기의 바인딩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3. 조종기의 전원을 ON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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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종기가 수신기를 인식하고 저장합니다(FSi6 조종기) 

  *데보 7 조종기는 조종기가 수신기를 인식하면 별도의 저장 작업을 해야 합니

다 

    (FIXID 작업 참고) 

 

1.5.3.2  데보 7 수신기 배치 

 

 

 

 

 

시그널, 5V+, G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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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드론실드 

시그널 : ELEV A10 

시그널 : AILE A9 

시그널 : THRO A8 

시그널 : RUDD A11 

시그널 : GEAR(AUX1) A12 

시그널 : AUX1(AUX2) LTE 사용시 연결하지 않음(A13) 

시그널 : AUX2(AUX3) A14 

시그널 :AUX3(AUX4) A15 

5V+ 단자 중 한 곳 +5V 중 한 곳 

GND 단자 중 한 곳 GND 중 한 곳 

 

 

5V 전원 출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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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에 전원과 시그널 케이블을 연결한 모습 

 

 
수신기 전원 케이블을 연결한 모습 

 

1.5.3.3  데보 7 바인딩 방법 

 

수신기 전

원 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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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보 7 수신기는 처음 사용할 경우 조종기와 자동으로 바인딩 됩니다. 그러므로 

따로 바인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수신기를 1 개의 모델에 고정하여 사용할 

경우 ID 고정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1.5.3.4  바인딩 및 수정 작업 

1.5.3.4.1  Devo7 조종기 바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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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고정은 1 개의 수신기에 1 개의 모델을 고정하여 사용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작업 입니다. FS-i6 는 ID 고정 작업이 없습니다. ID 고정 작업은 바인딩이 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1.5.3.4.2  Devo7 조종기 바인딩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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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FS-i6 조종기 경우 수신기 결선도 

 

 

일반 6 채널 수신기 바인딩 케이블 연결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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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US 지원 수신기 

 

 

JP10   수신기 단자 

 

수신기 드론실드 

시그널 : CH1(AILE) A9 

시그널 : CH2(ELEV) A10 

시그널 : CH3(THRO) A8 

시그널 : CH4(RUDD) A11 

시그널 : CH5(AUX1) A12 

시그널 : CH6(AUX2) A13 

시그널 : CH7(AUX3) A14 

시그널 : CH8(AUX4) A15 

5V+ 단자 중 한 곳 +5V 단자 중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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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D 단자 중 한 곳 GND 단자 중 한 곳 

 

 

1.5.3.6  FS-i6 바인딩 방법 

 

  

 

 

   

수신기의 B/VCC 라고 표기된 부분에 바인딩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수신기에 전

원 5V 를 연결 합니다. 조종기의 BIND KEY 버튼을 누르고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그러면 조종기는 수신기를 감지하고 연결합니다. 그 후, 바인딩 케이블을 제거한 

후 사용하면 됩니다. 

시그널,5V+,G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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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nfkgh33&logNo=220863084614&cate

goryNo=12&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

Page=&from=postList&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

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1 

 

 

1.5.4 GPS 텔레메트리 연결 및 용도 

 

텔레메트리는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기체와 무선 통신을 하기위하여 많

이 사용됩니다. GPS 는 기체의 자동 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착해야하며 GPS

마다 성능 차이가 있으므로 구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5.4.1  GPS 장착 

GPS 는 처음 사용하실 경우 최대 20 여분의 시간이 경과해야 송수신이 가능합

니다. 실내에서는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잡혀도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수 있

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GPS 를 빨리 잡고자 하실 경우에는 실외에서 사용하십

시오. GPS 는 6 개 이상 잡혀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4.1.1 GPS Folding Base 조립 

 

GPS 에는 나침반이 들어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기체에서 발생하는 자기의 영향

을 덜 받기 위해 GPS 폴딩 베이스(거치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치대가 

없는 경우 암에 잘 고정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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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무드 볼트로 고정 

 

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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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각 볼트로 고정 

 

 

무드볼트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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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모습 

 

 
GPS 폴더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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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선 보드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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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텔레메트리 

 

텔레메트리를 이용하여 비행 중 기체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또는 PC 로 

전송하여 기체의 이동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중에

도 운전자가 PC 등 으로 경로를 설정하여 업로드 시 기체는 이를 무선으로 받아

들여 저장하며, 이 후 경로(웨이포인트) 비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텔레메트리는 AIR 와 Ground 가 1 개조 입니다(구분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텔레

메트리는 출고 시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Air 는 기체에 연결

합니다. Ground 는 지상용입니다.(PC, 스마트폰 연결). 텔레메트리 사용시 여러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주파수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채널을 변경

하여 서로 혼선되지 않도록 설정하십시오. 텔레메트리 전원은 드론 실드에서 5V

가 자동으로 공급 됩니다. 전원이 공급되면 텔레메트리에 녹색 불이 들어옵니다. 

 

FC 는 GND, RX, TX, 5V 

 

 

수신기 전원 

및 5V 출력 

단자 

GPS 는 5V, TX, RX, G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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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메트리 

I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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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된 텔레메트리의 모습들(재고 수량에 따라 모델이 변경될수 있음)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gameplusedu.com   52  자율비행 드론   

 

1.5.4.3  모터와 변속기 선 연결 방법 

모터의 회전 방향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프로펠러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경고* 프로펠러는 테스트 비행 전 까지는 조립하지 마십시오 

 

 

모터와 ESC 선 3 개를 그림처럼 나란히 연결할 경우 

모터가 우 회전을 한다고 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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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두 선을 서로 바꾸어 연결하면 모터의 회전 방향이 변합니다. 

 

부품에 포함되어 있는 변속기는 기체 조립시 그림과 같이 조립하였습니다 아래 

사진과 동일 하다면 변속기(ESC)와 모터의 선 연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번과 4 번 모터는 변속기의 3 선 중 두 개의 선을 교차하여 연결하여 

주십시오. (모터가 반 시계 방향으로 회전) 

 1 번과 3 번 모터는 변속기의 3 선을 교차없이 연결합니다(모터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 

 

 

1 번과 3 번 모터 연결 

 

 

2 번과 4 번 모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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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프로펠러는 테스트 비행 전 까지는 조립하지 마십시오 

1.5.5 드론 소스 업로드 

1.5.5.1 아두이노 IDE 설치 

 

https://www.arduino.cc/en/Main/Software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Arduino IDE 를 다운로드한 후 설치합니다. 

 

1.5.5.2 업로드 

 

제공된 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PC 와 아두이노 메가 2560 보드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제공된 소스의 Multiwii 폴더의 Multiwii.ino 파일을 엽니다. Arduino IDE 가 

설치되었다면 자동으로 Arduino IDE 를 이용하여 열게 됩니다. 

 

 
파일을 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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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보드와 프로세서, 포트(COMX)를 선택합니다. 

 

 
위 버튼을 눌러 소스를 아두이노 메가 2560 보드에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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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메시지를 확인하여 업로드가 완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6 캘리브레이션 및 비행모드 설정 

1.5.6.1 MultiWiiConf 실행 

 

제공된 폴더의 MultiWiiConf 폴더를 엽니다. 

 

 

사용하고 있는 PC 운영체제에 맞는 폴더로 들어갑니다 

(윈도우 64 비트 유저는 윈도우 32 비트 폴더로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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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폴더 안에 있는 “MultiWiiConf.exe” 를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위와 같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1.5.6.2 캘리브레이션 

http://www.gameplusedu.com/shop/board/view.php?id=ppssggil&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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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2560 과 PC 를 USB 케이블로 연결한 후, 기체를 평평한 바닥에 놓습니다. 

 

 

위 화면에서 COMX 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COMX 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START 버튼이 녹색으로 변하는데, 이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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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와 같이 센서가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속도&자이로 캘리브레이션] “CALIB_ACC” 버튼을 누른 후, 30 초 이내에 롤과 

피치가 0 이 되면 바로 “WRITE”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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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계 캘리브레이션] “CALIB_MAG” 버튼을 누른 후, 기체를 위에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360 도, 반시계방향으로 360 도 회전시켜 준 후 “WRITE”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1.5.6.3 비행모드 

 

 
회색 박스를 클릭하여 하얗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처럼 만든 후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gameplusedu.com   61  자율비행 드론   

 

WRITE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SONAR : 조종기의 AUX2 에 해당하는 스위치가 중간에 위치하면 기능

이 작동하며, 센서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회피합니다. 

 MISSION : 조종기의 AUX2 에 해당하는 스위치가 위에 위치하면 미션

(웨이포인트)이 작동합니다. 미션 수행 중, 전방에 장애물을 만나면 

AUX3 HIGH 신호를 생성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GPS HOLD 모드로 전

환이 되며 장애물 회피 기능이 작동합니다. 전방 장애물이 사라지면 다

시 미션을 진행합니다. 

 

 

1.5.7 PC 연결 

 

3DR radio config 파일을 아래 주소로 들어가서 다운로드합니다. 

http://vps.oborne.me/3drradioconfig.zip 

 

장치관리자에서 포트확인을 하여 주십시오. 내 컴퓨터 오른쪽 마우스클릭>>>속

성 >>> 장치관리자 클릭. 아래 상자에 나타난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그림

에서 포트(COM10)이 텔레메트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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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3DR Radio Config 텔레메트리 사용법  

 

1. PC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 

2. Baud 를 57600 으로 

3. 1 번과 2 번을 확인하였다면 3 번 Load settings 를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생성

된다. (FTDI 이용 직접 Upload 해야함) 

4. MEGA 2560 Serial com speed 와 동일하게 함 

5. 무선 통신 속도를 최대 

6. 텔레메트리의 주파수 채널(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시 각기 다른 채

널을 사용하여야 함) 

7. 적색이 Local(지상) 노랑이 Remote(기체)쪽이며 양쪽의 모든 내용이 동일하여

아 하며 동일한 경우 7 번 Save settings 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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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WIN GUI 

 

Win GUI 사용법 – Multiwii 2.3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https://code.google.com/archive/p/mw-wingui/downloads 

 

위 사이트에서 위에서 두번째 WinGUI_2.3pre8(b5).zip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ezio.multiwii 

 

위 사이트에서 핸드폰용 EZ-GUI 를 다운로드해줍니다. 

 

USB 또는 텔레메트리를 이용하여 WinGUI 와 연결하여 기체의 세팅 정보 등을 

수정 업로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USB 사용시에는 포트를 확인하시고 speed 를

115200 으로, 텔레메트리 이용 시에는 포트를 확인하시고 57600 으로 맞추시고 

반드시 기체와 PC 또는 텔레메트리를 연결 후 Win GUI 를 실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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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관리자에서 포트(COM)을 확인합니다. 

 

 

 

▶포트 확인 후 텔레메트리  Speed  설정 후 CONNECT 

 

 

 

▶Win GUI 가 연결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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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 tuning 은 PID 및 RC 의 전반적인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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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or Grath 는 각 센서들의 작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C Control Settings 에서는 플라이트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AUX 채널에 스위치를 연동하고 해당 채널의 창을 클릭하면 그림처

럼 활성화되며 흰색으로 표시되며 비행모드에 적색 등이 들어옵니다.) 

 

 

 

▶현재 기체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비행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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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설정> 

(1. 지도를 보고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족 클릭하면 그림처럼 point1 이 설

정되며 우측에 좌표가 설정된다.) 

(2. 마지막 Point 를 RTH 로 하면 처음 위치로 오며 각 포인트에서 원하는 자세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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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플러스 에듀 상단의 드론 블로그를 이용하시면 동영상 가이드로 보실 수 

있습니다. 

 

1.5.9 비행모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행 모드가 1 개 이상 설정되어야 합니다. 

 

 

ARM: ACRO MODE 

기본 비행 모드입니다. Gyro Sensor(자이로 센서)만 사용됩니다. 멀티위 시동이 

걸린  상태표시와 동시에 Acro Mode(아크로 모드) 비행 모드 표시가 됩니다. 즉, 

시동이 걸린 상태인 경우 항상 ARM 표시가 됩니다. 

 

ANGLE: ANGLE MODE 

자동 자세 유지 비행모드입니다. ANGLE 비행모드는 Accelometer Sensor 와 

Gyro Sensor 가 동시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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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HORIZON MODE 

호라이즌 모드입니다. 자동 자세 유지 비행 모드입니다. ACRO 비행모드와 

ANGLE 비행모드, 2 가지 비행모드가 적용됩니다. 지정된 일정 각도 초과시 아크

로 모드로 전환됩니다. 아크로 모드에서 각도 진입시 호라이즌 모드로 변환됩니

다. 

 

BARO: BARO MODE 

고도 유지 비행모드입니다. 고도계 센서 적용되는 경우 활성화됩니다. 고도계 센

서의 높이에 대한 값에 따라 유지되도록 설정되는 비행모드입니다. 

*참고사항: BARO 비행 모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

다. 

 

 

< GPS 비행모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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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HODE 

= Position Hold = Auto Hovering 

 

Go Home 

= Return To Home = Return To Launch 

 

Waypoint 

= Mission 

 

위 모드는 반드시 GPS 가 장착되어 있어야하며 GPS 가 최소 6 개 이상 잡혀야 

사용이 가능 합니다. 참고로 GPS 를 처음 작동할 경우 정상 작동까지는 최대 

20 여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실내에서는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실외에서 확

인하여 주십시오. 

 

 

1.5.10  기초 비행 연습 

 

드론을 처음 날리시는 분들은 안전을 위하여 숙련자와 함께 비행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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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기초비행 연습하기> 

 

아마 처음에 드론 날리실 때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TV 에서 원하는 대로 쉽게 움직이는 드론은 많은 연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처음 접하는 사람이 능숙하게 운행할 수 없습

니다. 따라서 위에 나온 화살표 방향처럼 기초 비행연습을 한 후 나가시면 좋습

니다. 

 

비행 연습 순서는 사진에서 위쪽 화살표처럼 전진 후진을 연습후 좌우, 삼각형, 

사각형순처럼 하면 됩니다. 능숙하게 다 이루어진 후에는 뫼비우스의 고리 띠처

럼 원을 그리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또 한가지 참고점은 Throttle 을 잘 조절하

여서 같은 고도에 드론이 떠 있을 수 있도록 유지하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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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모드는 조종자가 충분히 연습을 하여 익히고 안전한 비행을 하도록해야 합니

다. 

 

1.5.11 비행 모드 점검 

비행을 위해서는 많은 점검 사항들이 있지만, 다음 사항은 비행 전 반드시 점검

을 하시고 비행을 하셔야 합니다. 

 

비행 모드는 포지션 홀드(PosHold), 고도홀드(AitHold), GPS 홀드(GpsHold), 웨이 

포인트(WayPoint), RTL(Return-to-Launch)등 여러 비행 모드가 있습니다. 

 

그 중 아래에서 나열한 비행 모드는 반드시 필드에서 미리 비행 테스트 후 비행

하셔야 합니다. 

 

*포지션 홀드 : 포지션 홀드는 GPS 필수 입니다 

 

*RTL(홈 복귀): 복귀 모드 GPS 필수 입니다. 

 

*코스락, 홈락 : 코스락 나침반 사용, 홈락 GPS,나침반사용 

 

위 비행 모드를 기체가 이륙하면 정상 작동하는지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하

시고 이상이 없을 경우 기체의 자율비행을 시작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외에도 배터리 텔레메트리 기타 장치들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비행중에

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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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웨이 포인트 세팅법 

 

지상제어 컨트롤 시스템(GCS)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따라 사용 방법이 조금

씩 다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드론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유저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는 미션 플래너, APM 플래너, Win GUI 등이 있습니다. 

 

위 GCS 는 아두이노 기반이지만 모든 FC 에 사용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 Win GUI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in GUI 는 MultiWii 2.3 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며 그 이상 사용시 지원이 되지 않

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WinGUI 다운로드: https://code.google.com/archive/p/mw-wingui/downloads 

 

위 사이트에서 WinGUI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6.1 실시간 데이터 로드 

 

WinGUI 를 활용한 미션 설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사용하여 미션(웨이포인트)을 할 경우 반드시 GPS 가 정상 작동해야 합

니다. 

 

Win GUI 또는 스마트폰 앱(EZ-GUI)을 실행합니다. 

그다음, 인터넷을 사용하여 데이터를(구글 지도) 다운로드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비행장의 경우 한번 다운로드하면 WinGUI 에 자동으로 지도가 

저장되며 새로운 장소인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도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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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처음 사용하는 곳이라면 미션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과 연결을 하셔야 합

니다. 

 

다음은 지자기(나침반) 켈리를 반드시 해야하고,  

기체를 이륙하여 WinGUI 를 이용하여 비행 중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WinGUI 세팅법 

 

 

 

Win GUI 의 각부 명칭 입니다. 

 

위 노란선 왼쪽부터 시작~자이로, 속도, 나침반 순서 입니다. 

 

위 자리로 상태를 보고 비행 중 기체의 전, 후, 좌, 우, 기울어짐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속도계는 기체의 비행 중 속도를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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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은 비행중 기체의 방위각을 의미합니다 

  

위 파랑선 왼쪽부터 설명을 진행합니다. 

각 장치들은 GPS, 고도, 배터리 순입니다. 

 

GPS 는 현재 GPS 의 수신 상태를 나타내며 10 개 이상 검색이 되어야 정확한 

비행이 가능 합니다.(GPS 숫자가 표시됨) 

 

고도계는 상, 하 로 기체가 움직이는 속도(Sec) 를 나타냅니다. 

 

배터리는 현재 비행중인 기체의 배터리 잔량을 의미 합니다. 

 

 

적색선으로 표시된 것은 현재 드론의 모터 속도 값을 나타내며 작동중인 센서들

을 나타내줍니다. 

 

이 데이터들은 비행 중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기체의 이상 유무를 빠르게 

판단하여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1.6.2 실시간 미션 업로드 

 

미션(웨이포인트)는 실시간 또는 사전에 작성한 데이터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지도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 필수 입니다. 

다만, 자주 사용하던 비행장에서는 한 번 다운로드로 지도가 저장된다고 설명드

렸습니다. 

 

WinGUI 를 실행 합니다. 

텔레메트리를 사용 할 경우 Speed 는 57600 입니다.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gameplusedu.com   76  자율비행 드론   

 

 

 

위 그림을 보시면 우측은(적색창) 미션 포인트를 나타내는 창입니다. 

 

포인트는 3 곳에 찍은 상태입니다. 

 

#WAYPOIT v: 는 각 포인트에서 기체에 어떠한 명령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정

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 마우스를 이용하여 각 포인트의 우측 화살를 클릭하시면 포인트에서 지정

된 임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Lat, Lon:  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것 입니다 즉 자신이 등록한 포인트의 위도

와 경도를 의미합니다. 

 

#Alt:  미션을 실행할 각 포인트의 고도를 설정하는 곳 입니다. 

마우스를 이용하여 각 포인트의 고도에 클릭 후 직접 고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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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측의 ▼ ▲를 이용하여 고도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션 삭제 입니다. 

 

이 사항은 매우 중요 합니다. 

 

미션(웨이포인트)을 실행 중 종료 할 경우 이 미션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

되며 실수로 미션 키를 작동 시키면 바로 미션 지역으로 비행을 시작합니다. 

 

즉 어제 서울 모 지역에서 미션을 실행 중 종료(완료)를 하지 않고 다음 날 부산

에서 비행 중 실수로 미션 키를 입력하면 기체는 바로 전날 실행하던 서울의 미

션 지역으로 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션은 끝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삭제하셔야 합니다. 

 

미션 삭제: 미션 창 우측 끝에 적색의 X 자를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미션이 삭제 

됩니다. 

반드시 실행 중이던 미션은 삭제 하시고 기체의 분실 또는 사고로부터 예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1.6.3 멀티위 소스코드의 구성 

 

 MultiWii.ino : 아무런 내용없이, 소스코드를 아두이노 IDE 로 열기 위한 

파일 

 Alarms.cpp / Alarms.h : 알람 관련 프로그램 소스 파일 / 헤더 파일 

 EEPROM.cpp / EEPROM.h : 아두이노 보드의 EEPROM 관련 프로그램 

소스 파일 / 헤더 파일 

 GPS.cpp / GPS.h : GPS 관련 프로그램 소스 파일 / 헤더 파일 

 IMU.cpp / IMU.h : 관성 측정 장비(IMU) 관련 프로그램 소스 파일 / 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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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LCD.cpp / LCD.h : 액정 디스플레이(LCD) 관련 프로그램 소스 파일 / 헤

더 파일 

 MultiWii.cpp / MultiWii.h : 메인 프로그램 소스 파일 / 헤더 파일 

 Output.cpp / Output.h : 출력 관련 프로그램 소스 파일 / 헤더 파일 

 Protocol.cpp / Protocol.h : 통신규약 관련 프로그램 소스 파일 / 헤더 파

일 

 RX.cpp / RX.h : 수신 관련 프로그램 소스 파일 / 헤더 파일 

 Sensors.cpp / Sensors.h : 센서 관련 프로그램 소스 파일 / 헤더 파일 

 Serial.cpp / Serial.h : 시리얼 통일 관련 프로그램 소스 파일 / 헤더 파일 

 config.h : 설정 파일, 간단한 조작을 통해 드론의 종류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def.h : 정의 파일, 필요한 것들을 미리 정의합니다 

 types.h : 타입 파일, 필요한 타입들을 미리 정의합니다 

 

 

1.7 멀티위 소스 분석 

1.7.1 MultiWii.cpp 

 

소스코드의 가장 중심이 되는 파일이며, 이 파일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setup() 과 loop() 그리고 그 외의 정의하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Line 0 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setup()은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한 번만 실행되며 

setup()이 끝나면 loop()가 반복 실행됩니다. 

 

 void setup() : Line 598, 드론을 전체적으로 셋팅합니다. 

 SerialOpen() : 보드에 종류에 따라 설정을 달리하며 시리얼 통신을 

할 준비를 합니다. 

 LEDPIN_PINMODE, POWERPIN_PINMODE, 

BUZZERPIN_PINMODE, STABLEPIN_PINMODE, POWERPIN_O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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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능에 해당하는 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핀의 모드를 지정해줍

니다 

 initOutput() : Output.cpp 에 정의되어 있으며, PWM 타이머와 레지스

터들을 초기화합니다. 

 readGlobalSet() : EEPROM 에 있는 셋팅값을 읽어옵니다. 

EEPROM.cpp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readEEPROM() : EEPROM 으로부터 셋팅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EEPROM.cpp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recallGPSconf() : EEPROM 으로부터 GPS 설정 값들을 불러옵니다. 

EEPROM.cpp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configureReceiver() : 수신하는 핀을 설정하고 시리얼 통신을 준비

합니다. RX.cpp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initSensors() : 각종 센서를 초기화합니다. Sensors.cpp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GPS_set_pids() : PID 관련 값들을 얻고, PID 컨트롤러를 셋팅합니다. 

GPS.cpp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GPS_SerialInit() : GPS 와 통신하는 시리얼 통신을 초기화합니다. 

 GPS_NewData() : GPS 정보를 읽습니다. GPS.cpp 에 정의되어 있습

니다. 

 initLCD() : LCD 를 초기화합니다. LCD.cpp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init_led_flasher() : LED 플래시를 초기화합니다. 

 readPLog() : plog 를 읽어옵니다. EEPROM.cpp 에 정의되어 있습니

다. 

  

 void loop () : Line 803, 드론을 동작시킵니다. 

 readSpektrum() : 수신 데이터를 조합하고 분류합니다. RX.cpp 에 정

의되어 있습니다. 

 readSBus() : SBUS 수신 데이터를 읽습니다. RX.cpp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computeRC() : 수신 데이터를 계산하고 필터링합니다. RX.cpp 에 정

의되어 있습니다 

 Failsafe routine : Line 848, Failsafe 를 진행합니다. 

 STICKS COMMAND HANDLER : Line 867, 조종기 스틱의 위치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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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하여 해당 명령을 수행합니다. 

 #if ACC : Line 1017, ANGLE_MODE(자이로 모드), 

HORIZON_MODE(매뉴얼 모드) 여부를 결정합니다 

 #if BARO : Line 1047, BARO_MODE(기압 모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에 따라 고도 유지 처리를 합니다. 

 #idef VARIOMETER : Line 1068, VARIO_MODE(승강 모드) 여부를 

결정합니다. 

 #if MAG : Line 1078, MAG_MODE(지자기 모드), HEADFREE_MODE 

여부를 결정하고, 정면 방향 처리를 합니다. 

 #if GPS : Line 1103, RTH, POSITION HOLD, 웨이포인트(자율비행), 

착륙, 네비게이션, GPS 연결 감도 처리, 고도 설정 등을 판단하고 

처리합니다. 

 not in rc loop : Line 1238, 부가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아

래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처리합니다. 

 Mag_getADC() : 새로운 지자기 값이 사용가능하다면 1 을 반환

하고 없다면 0 을 반환합니다. Sensors.cpp 에 정의되어 있습니

다 

 Baro_update() : 사용가능한 기압 데이터도 없고 데이터 처리도 

없다면 0 을 반환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있다면 1 을 반환하며, 

새로운 데이터는 없지만 데이터 처리 중이라면 2 를 반환합니

다. Sensors.cpp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getEstimatedAltitude() : 측정된 고도를 얻습니다. IMU.cpp 에 정

의되어 있습니다. 

 GPS_NewData() : GPS 정보를 읽습니다. GPS.cpp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Sonar_update() :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초음파 센서로 측정

한 고도값을 업데이트 합니다. Sensors.cpp 에 정의되어 있습니

다. 

 computeIMU() : Line 1278, IMU 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계산합니

다. IMU.cpp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Experimental FlightModes : Line 1285, 시험 비행모드 

 #if defined(GPS_SERIAL) : Line 1301, 웨이포인트(자율비행) 혹은 

RTH 중에는 스로틀을 무시하도록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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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MAG : Line 1318, 비행 방향 처리를 합니다 

 #if BARO && : Line 1327, 고도 유지 처리를 합니다 

 #if GPS : Line 1369, GPS 의 ROLL, PITCH 각도를 처리합니다 

 PITCH & ROLL & YAW PID : Line 1391, PITCH, ROLL, YAW 값을 

PID 를 통하여 보정합니다. 

 mixTable() : Line 1522, 이미 계산된 안정한 값들을 모터와 서보에 

섞습니다. Output.cpp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writeServos() : Line 1524, 필요한 형식으로 서보에 값을 보냅니다. 

Output.cpp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writeMotors() : Line 1525, PWM 비교 레지스터에 모터값을 보냅니다. 

Output.cpp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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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립 설명서의 지침에 따라 조립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추가 필요한 사항을 게임플러스 에듀 기술지원을 이용 

하여 주십시오 

 

 

http://www.gameplus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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