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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비 전 주의사항

1) 작업자의 건강 상태
- 정비를 하는 작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 음주 후 정비를 하지 않는다.

2) 의복 및 보호구 착용 (안전 장비 착용)
- 정비 작업 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카본, 납 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갑과 마스크 보호구를 착용한다.

3) 사용하는 장비에 관한 숙지사항
- 정비를 위한 드라이버나 절단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장비 사용법이 숙지된 정비 경험이 있거나 정비 교육을 받은 정비사가 정비한다.
   또한 장비는  다음 사용자를 위해 사용 후 이상 유무 확인 후  항상 정위치에 둔다
- 점검 대상의 드론에 알맞은 공구를 준비하고 마모 및 변형이 되지 않은 공구
   (드라이버, 육각렌치, 별렌치 등)를 준비한다.
- 나사를 조일때 나사산 옆에 항상 나사고정제를 발라서 고정하여 비행 중 진동에 의한
  부품들의 유격이 생기지 않도록 수리한다.
- 점검 대상에 필요한 부속 (수리 부품, 소모품 등)을 미리 준비한다.

4) 기체 이동간 주의사항
- 드론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드론 이동 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 목적으로 배터리의 전원은
   항상 제거한 후 이동한다.

5) 충분한 정비 공간 확보
- 드론 정비 시 정비하는 기체에 알맞은 충분한 공간을 항상 확보한다. (프로펠러 회전 반경 등 고려)

6) 제3자에 관한 주의사항
- 정비 시 관련 없는 인원은 작업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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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요 전자 기기의 정비전 주의사항

1) 모터
- 모터와 변속기 간의 연결 부분 혹은 모터 케이블 피복의 손상 및 단선을 확인한다.
- 모터의 회전 방향에 맞게 장착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 모터의 축과 자석 간의 이물질이 껴 있는지 확인한다.
- 모터 내부 침수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 모터와 프로펠러가 알맞은 방향으로 체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2) 변속기
- 변속기와 모터가 연결되는 부분의 방향이 맞게 체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 변속기와 컨트롤러 연결 부분, 혹은 변속기 케이블이 피복의 손상 및 단선을 확인한다.
- 변속기의 침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3) 프로펠러
- 프로펠러의 균열, 깨짐이 있는지 확인한다.
- 모터 방향에 맞는 프로펠러가 장착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 같은 사이즈와 모양의 프로펠러가 장착이 되었는 지 확인한다.
- 점검 전 프로펠러를 제거하였는지 확인한다.

4) FC (비행제어장치 )
- 전용프로그램과 연결을 위한 PC설정 및 USB포트 설치 확인한다.
- USB연결 전 전원 및 프로펠러 제거 여부 확인 한다.
- PC와 연결 되어있는 프로그램(어시스턴트)의 설정을 보면서 각종센서의 상태를 살피고 조종기    
   채널별로 알맞게 작동을 하는지 확인한다.

5) 수신기
- 수신기가 드론에 도면과 동일하게 부착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 수신기의 안테나 또는 배선에 손상을 확인한다.

6) 배터리
- 배터리 셀이 균등한 지, 스웰링 현상(배부름)이 있는지 유무 확인한다.
- 배터리 커넥터의 파손흔적 유무 확인한다.

7) 프레임
- 프레임(암, 랜딩스키드 등)에 이상이 있는지, 균열 및 틀어짐의 여부 확인한다.

8) 기타
- 전자기기의 연결부분의 납땜이 잘 되었는지, 혹은 납땜 시 냉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납땜한다
- 나사산의 마모의 여부 확인 후 체결 시 나사산의 마모가 되지 않도록 확인한다.
- 체결한 나사(볼트,너트)의 체결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사고정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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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체 점검 후 비행 전 주의사항

1) 조종기
- 송신기의 세팅에 맞는 드론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사용자의 조종모드에 따라서 설정(Mode 1, Mode 2)이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2) 배터리
- 배터리의 완충상태를 확인한다.
- 배터리 셀을 배터리 체커기를 이용하여 셀전압 편차가 있는 지 사전 확인한다.
- 배터리 커넥터 파손을 확인하여 비행 중 전원이 분리되는 것 사전 방지한다.

3) 조종자 위치
- 조종자는 기체와 최대한 멀리 떨어져 비행을 준비 (권장 15m)한다
- 조종자 외 제3자의 접근 사전 방지한다.

4) 비행 전 확인 사항
- 전기기자제의 펌웨어상태와 캘리브레이션을 완료하였는지 다시한번 확인하다.
- 비행할 장소 및 비행경로 주변에 장애물 또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다.
- 날씨가 비행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5) 이륙 후 안전 점검
- 드론 이륙 후 낮은 호버링 상태에서 조종자의 제어에 따라 기체가 잘 작동하는지 등을 사전 점검한다.
- GPS의 수신 량 확인 후 비행한다.
- 드론의 각종 센서를 이용한 비행시 Compass의 이상이 있는 지 작동유무를 사전 점검 후
   센서를 이용한 지능비행 사용한다.
- 비행 중 타인(제3자)에게 조종기를 건네지 않고, 비행 중 전화, 대화는 삼간다.
- 비행 종료 후 착륙 시 주변에 장애물을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인지 확인 후 착륙한다.

04. 비행 후 기체 점검 사항
- 드론이 완전히 착륙 후 프로펠러가 멈춘 것을 확인한 뒤 드론의 전원을 분리(Off)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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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준비물

01) 육각비트:
02) 전동 드릴:

03) 나사 고정제:

04) 니퍼:
05) 롱노우즈:

06) 수건:

- 공구 사용 방법
나사산과 직각으로 사용해 나사산이 마모되지 않도록 한다.
제품명: DEWALT N392528
나사산과 직각으로 사용하여 나사산이 마모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 지시서 상 그 이상의
힘을 가할 경우 나서 머리가 파손될 수 있으니 낮은 속도로 천천히 체결한다.
전동드릴 배터리 잔량이 50% 이하일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완충된 배터리로 교체하여
사용한다. 
제품명: LOCTITE 242
모든 나사 측면에 묻혀 운행 시 진동에 나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니퍼는 케이블타이를 고정 후 절단 할 때 사용하며, 전선을 자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사와 결합된 너트나 서포트를 잡아 나사가 쉽게 빠질 수 있도록 사용하며, 롱노우즈 사용 
시 너트, 서포트의 형상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잡아준다.
약재통, 노즐, 펌프, 그 외 기체 전반적인 부분에 물기를 닦아주며, 사용 전 항상 수건의 
상태가 마른 상태로 유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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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전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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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프로펠러

2. 부품별 정비 

참고 공정  : 공정 No. 암대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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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프로펠러

(2)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1)점검
(1)사용자 정비기록과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여 변경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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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재나 이물질로  인하여 나사가 부식 되었는지  
확인한다.

(4) 교체할 정품 프로펠러와  장착된 부품을 비교 확인하여  뒤틀림, 마모, 
파손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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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으로 8개 (2개 1세트)의 프로펠러의  조임 정도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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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프로펠러

(1) 파손 이나 변형이 생긴 프로펠러를  교체하기  위하여 모터와 결합 된 
      나사를 풀어준다. 

2) 수리

(2) 프로펠러  세트를 탈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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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펠러  어댑터에  체결된 나사 2개를 풀어준다.

(5) 어댑터 내부 힌지를 분리한다.

(4) 어댑터를  분리하여  파손되거나  변형된 날개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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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 힌지를 어댑터에  장착한다.

(6) 새 날개를 프로펠러  어댑터에  장착한다.

(7) 프로펠러  어댑터에  나사를 조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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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립된 프로펠러  세트를 모터와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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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프로펠러

(2) 교체한 프로펠러와  모터를 손으로 만져 유격 여부를 확인 한다.
      

3) 확인

(1) 교체한 프로펠러  세트의 나사가 잘 조여졌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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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캐노피

2. 부품별 정비 

참고 공정  : 공정 No. 상부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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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캐노피

1)점검
(1) 캐노피에  이물질, 약재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2) 정품 캐노피와  비교하여  뒤틀림과  깨짐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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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노피의  고무 마개 부분이 이물질이  끼었는지  확인한다.

(4) 캐노피 고정 고무의 찢어짐이  있는지 확인한다.

(5) 캐노피 브라켓의  조임 정도가 헐거운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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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캐노피

2) 수리
(1) 캐노피를  탈거한다.

(2) 캐노피 브라켓을  나사를 풀러 탈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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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캐노피 브라켓을  하판에 위치하고  나사로 견고히 조여준다. 

(4) 새로운 캐노피를  캐노피 고정 고무에 맞춰 장착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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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캐노피를  덮고 프레임에  고정된 캐노피 브라켓에  구멍을 맞춘다.

(6) 나사로 조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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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캐노피

3) 확인

(1) 캐노피가  캐노피 브라켓에  견고하게  장착 되었는지  손으로 잡고
      흔들어 확인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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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스키드

2. 부품별 정비 

참고 공정  : 공정 No. 하부 - 190
                                        하부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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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스키드

1) 점검
(1) 스키드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스키드 tube 카본 재질에 크랙, 또는 균열 부위를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파손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스키드 가스켓 (스펀지 재질) 이 찢어졌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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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키드를  흔들었을  때 유격이 있는지 확인한다.

(5) 스키드의  홀더 부분이 나사가 덜 조여졌는지 , 유격이 있는지 확인한다.

(6) 평평한 바닥에서  스키드와  메인프레임이  완전히 조립된 상태에서
      메인 프레임을  전후좌우  방향으로  눌러보고  스키드의  유격이 있는지,
      혹은 삐그덕 거리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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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스키드

2) 수리
(1) 파손된 스키드, 또는 tube를 교체하기  위해 캐노피를  탈거하고  기체를
       뒤집는다.

(2) 스키드 하단 고정 파트에 체결된 나사를 풀러 탈거한다.

   (3) 스키드 크로스 튜브까지  모두 탈거하여  파손된 스키드 부품류를  모두
         탈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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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스키드 부품류를  장착 후 전동드릴을  이용해 체결한다.
      

(5) 스키드 하단 고정 파트를 다시 조립하여  전동드릴로  체결한다.

(6) 기체를 다시 뒤집어 평평한 바닥에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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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스키드

3) 확인

(1) 스키드의  모든 나사들이  견고하게  조여졌는지  확인한다. 

(2) 메인프레임  전후좌우를  눌러 흔들림이  없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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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GPS

2. 부품별 정비 

참고 공정  : 공정 No. 조작부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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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GPS

(2) GPS 스탠드나  GPS 홀더가 파손되었는지  확인한다.

1) 점검
(1) GPS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이 전면으로 11시~12시 사이에 향해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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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PS 스탠드를  흔들었을  때 유격이 있는지 확인한다.

(4) GPS 선재의 찍힘이나  눌림, 피복의 벗겨짐, 단선 등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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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GPS

(2) GPS를 GPS 스탠드로  부터 탈착한다.

1) 수리
(1) GPS 선재를 FC로 부터 탈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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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PS 스탠드 하단의 나사를 풀어 GPS 스탠드를  탈착한다

(5) 새로운 GPS 스탠드를  장착한 후 GPS 스탠드 하단 나사를 조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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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PS 하단의 양면테이프를  부착 후 GPS 화살표 방향이 11시~12시 사이에
      향하게 한 후 부착한다.

(8) GPS 케이블 커넥터를  FC의 GPS라고 적힌 포트에 꽂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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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GPS

3) 확인
(1) GPS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이 11~12시 사이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한다.

(2) GPS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유격이 없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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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펌프 - 노즐 - 약재통

2. 부품별 정비 

참고 공정  : 공정 No. 하부 - 170
                                        하부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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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펌프 - 노즐 - 약재통

1) 점검
(1) 약재통 외부 / 내부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2) 노즐 내부, 노즐 필터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3) 분사 시 노즐 분사량이  일정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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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약으로  인해 펌프, 노즐 부분이 부식 되었는지  확인한다.

(5) 약재통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6) 약재통, 펌프, 노즐 등 체결 상태를 손으로 만져보고  헐거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41



05. 펌프 - 노즐 - 약재통

2) 수리
(1) 펌프, 노즐, 약재통에  연결된 모든 호스를 탈거한다.

(2) 약재통에  장착된 펌프를 나사를 풀러 탈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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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펌프 브라켓과  펌프를 분리하기  위해 체결된 나사를 탈거한다.

(4) 펌프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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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재통을  탈거하기  위해 약재통 브라켓에  고정된 나사를 탈거한다.

(6) 새 약재통을  준비하여  약재통 브라켓에  장착하고  나사로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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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 펌프를 펌프 브라켓에  장착하고  와셔를 올려놓는다 .

(6) 펌프 브라켓에  장착한 펌프를 약재통에  나사를 이용해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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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살표에  표시된 노즐 부분을 손을 이용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탈거한다.

(8) 새 노즐과 필터를 준비하여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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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펌프 - 노즐 - 약재통

3) 확인
(1) 노즐과 약재통, 그리고 펌프를 손으로 만져 유격이 없는지 확인한다. 

(2) 약재통에 물을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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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체 전원을 인가하고 물이 일정하게 분사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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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배터리

2. 부품별 정비 

참고 공정  : 공정 No. 하부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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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배터리

1) 점검
(1) 배터리의  각 셀별 전압을 확인한다.

(2) 배터리가  푸풀었는지 , 충격으로  인해 찢어졌는지  확인한다.

(3) 배터리의  선재가 단선이 되었는지, 배터리 커넥터, 밸런스 케이블을  당겨
      단선 여부를 확인하고, 배터리 커넥터 안에 탄매가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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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배터리

2) 수리
(1) 새 배터리로  교체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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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배터리

3) 확인
(1) 교체한 배터리의  각 셀별 전압이 4.1V 이상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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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상판 - 하판

2. 부품별 정비 

참고 공정  : 공정 No. 상부 - 010
                                        상부 - 020
                                        상부 - 030
                                        상부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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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상판 - 하판

1) 점검
(1) 메인 프레임인  상판 / 하판에 농약이나  기타 이물질이  묻었는지  확인한다.

(2) 상판 / 하판에 크랙, 또는 변형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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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판 / 하판을 연결하는  서포트와  나사가 잘 조여져 있는지 확인한다.

(4) 하판에 선재가 지나가는  양쪽 구멍에 고무 부분이 체결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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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상판 - 하판

2) 수리 (참고: 작업지시서   상부-280, 하부-150, 상부-020)

(1) 상판에 있는 28개의 나사를 풀어주고  걷어낸다.

(2) 상판 - 하판 연결 서포트와  암대 탈거를 위해 기체를 뒤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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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판의 나사 28개를 모두 풀어준 후 4개의 암대를 탈거한다.

(4) 표시된 8개의 상판 - 하판 연결 서포트를  제거하고  찢어진 고무도 
탈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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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C 보드 탈거를 위해 표시된 부분의 나사를 풀어준다.

(6) FC 서포트를  분리하고  파워보드를  걷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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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품 하판을 준비한다.

(8) 파워보드를  얹고 표시된 부분에 나사를 밑에서 위로 체결하고  그 위에
      파워보드  서포트를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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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C 플레이스  서포트를  올려주고  그 위에 FC 플레이트를  얹어준 후 나사를
      체결한다.

(10) 8개의 상판 / 하판 서포트와  하판 고무 마감재를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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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개의 암대를 하판에 얹고 나사를 이용해 조립한다. 

(12) 상판을 얹고 나사 구멍에 맞춘 후 나사를 이용해 조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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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상판 - 하판

3) 확인
(1) 육안 상으로 상판, 하판 조립 시 나사를 모두 체결 하였는지  살펴본다.

(2) 평평한 바닥에서  상판, 하판을 전후좌우로  눌러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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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조종기 - 수신기

2. 부품별 정비 

참고 공정  : 공정 No. 조작부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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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조종기 - 수신기

1) 점검
(1) 조종기의 스틱 및 각 토글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2) 조종기의 스틱 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확인한다.

(3) 조종기 세팅 값이 출고 데이터와 상이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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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조종기 - 수신기

2) 수리
(1) 조종 스틱이나 채널 키가 파손된 경우 새 조종기로 교체한다.

(2) 조종기의 외관은 정상이오나  수신기와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FC에서 RC 커넥터에 장착된 수신기 커넥터를 탈거하고 새 수신기를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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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조종기 - 수신기

3) 확인
(1) 조종기 스틱, 채널 할당 키를 확인하고, 소프트웨어와  연결해 세팅 값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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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파워보드

2. 부품별 정비 

참고 공정  : 공정 No. 상부 -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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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파워보드

1) 점검
(1) 파워보드의  외형이 깨짐, 균열 현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2) 파워보드의  연결된 커넥터의 피복이 단선이나 벗겨짐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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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멀티미터 체커기를 이용해 파워보드의  각 커넥터 별 전압을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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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파워보드

2) 수리
(1) 파워보드 교체를 위해 상판의 28개의 나사를 모두 풀어준다.

(2) FC 보드를 탈거하기  위해 표시된 나사 4개를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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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C 서포트를  분리하고  파워보드와  연결된 선재 커넥터를  모두 분리 후 
      파워보드를  걷어낸다.

(4) 새 파워보드를  얹고 FC 서포트를  체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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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워보드에  모터 커넥터, 펌프 커넥터를  모두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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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파워보드

3) 확인
(1) 파워보드가  잘 장착 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만졌을 때 유격이
      없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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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암대 - 모터 - 변속기 

2. 부품별 정비 

참고 공정  : 공정 No. 암대 - 050
                                        암대 - 060
                                        암대 - 070
                                        암대 - 080
                                        암대 - 100
                                        암대 - 110
                                        암대 - 120
                                        암대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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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암대 - 모터 - 변속기

1) 점검
(1) 암대, 모터, 변속기의 육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암대의 상 / 하판 연결 부위와 힌지 부분을 흔들어 유격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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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터, 변속기의  외부 충격 여부나 단선 (피복 벗겨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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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암대 - 모터 - 변속기

2) 수리
(1) 암대 - 모터 - 변속기 교체를 위해 07. 상판 - 하판 파트의 상판 탈거
      방법 대로 상판을 탈거 한다. 

(2) 하판에 표시된 부분의 나사를 탈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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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워 보드와 체결된 모터 / 변속기 선재를 탈거한다.

(4) 암대를 접고 선재를 당겨 걷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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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암대에 장착된 변속기 브라켓의 나사를 풀러 탈거하고 모터와 변속기가
      결합된 부분의 나사도 모두 풀어준다.

(6) 모터와 모터 브라켓에 연결된 나사 4개를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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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터 변속기 세트를 탈거한다. 탈거 시 모터 선재가 암대 안에서
      걸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빼준다.

(8) 모터 브라켓을 암대로 부터 분리하기 위해 암대를 통과하는 나사를
      탈거 후 브라켓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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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품 모터 브라켓을 암대에 장착하고 나사 구멍을 맞춘 후 나사와 
너트를
      이용해 조여준다.

(10) 신품 모터 변속기 세트를 선재 부터 모터 브라켓 구멍에 넣고 안쪽으로
        밀어 넣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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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모터 변속기 세트를 모터 브라켓에 맞춰 장착 후 나사로 체결한다.

(12) 변속기 브라켓을 변속기 하단부에 위치 시키고 나사로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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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모터 변속기 세트의 선재를 끝까지 밀어 넣어 사각 암대 구멍에서 
        나오도록 한다.

(14) 모터 변속기 세트의 선재들 중 노란색 XT60 선재는 파워보드에
        장착하고, 신호선은 FC에 위치에 맞게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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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암대를 각 위치에 맞춰주고, 하판에 표시된 부분에 나사를 넣고
        아래에서 위로 체결한다.

(16) 상판을 얹고 나사를 조여주어 조립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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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암대 - 모터 - 변속기

3) 확인
(1) 조립된 모터 변속기 세트가 암대에 견고하게 장착 되어 있는지 손으로
      잡고 흔들어 확인한다.

(2) 평평한 바닥 위에 조립이 완료된 기체를 올려놓고 상판을 잡고 흔들어
      흔들림이나  유격이 없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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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정비방법

소프트웨어 세팅방법

참고 공정  : 공정 No. 세팅부 - 330
                                        세팅부 - 340
                                        세팅부 - 350
                                        세팅부 - 360
                                        세팅부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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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프트웨어

1) 점검
(1) FC박스내 동봉된 4핀 USB 케이블을 FC LINK 포트에 연결하고 PC 
소프트웨어  Assistant_Sesos K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버튼을 클릭하여 세팅프로그램으로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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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설정탭  상단의 센서설정 메뉴로 진입한다. 
      기체를 평평한 곳에 놓고 IMU 수평보정 버튼을 클릭하여 가속도계와  
      각속도계의  값을 보정한다.

(4) 보정 후 X, Y 의 값이 0에 수렴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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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프트웨어

2) 수리

(2) 캐노피를 탈거한다.

(1)  캐노피에 체결된 볼트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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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레이트에  고정되어있는  FC를 분리한다.

(3) FC에 연결된 선들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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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C에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선재를 연결한다.

(5) 플레이트에  교체할 새 FC 를 방향에 맞춰 흔들리지 않게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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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캐노피를 체결한다.

(8) 캐노피 나사를 조여준다.

(9) 세팅방법은  작업지시서  공정분류 - 소프트웨어세팅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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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최종 점검

2. 부품별 정비 

참고 공정  : 공정 No. 점검부 - 540
                                        점검부 - 550
                                        점검부 - 560
                                        점검부 - 570
                                        점검부 - 580
                                        점검부 - 590
                                        점검부 - 600
                                        점검부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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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
(1) GPS 스탠드가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GPS에 각인된 화살표 방향이 틀어진 경우 정상적인 비행이 불가하므로
      GPS에 각인된 화살표 방향이 11시~12시 사이에 위치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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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최종 점검



(3) 모터에 프로펠러 장착 전, 모터 위에 수평계를 올려 놓고 정비 후 장착 시 
      수평이 맞는지 확인한다.

(4) 프레임 상부에도 동일하게 수평계를 올려 놓고 수평이 맞는지 확인한다. 



(3) 프로펠러의  CW / CCW 방향과 모터 변속기 세트에 스티커로 부착된
      CW / CCW 방향이 일치한지 확인 후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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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펠러 어댑터와 좌우 접이식 프로펠러의  조임 강도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5) 접혀 있는 프로펠러를  비행이 가능하도록  1자로 펼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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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체 이륙 전 배터리의 전압이 충분한지 배터리 체커기를 확인하여
      사용한다. 배터리 전압이 셀당 4.1V 이하인 경우, 배터리를 재충전 하고
      비행한다.

105



(7) 배터리를 기체에 연결 후 LED 불빛을 확인한다. LED가 녹색으로 두번씩       
      점멸 또는 황색,녹색이 천천히 순환점등 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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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GPS 수신이 원활한 환경에서 기체 전원을 인가하고, 조종기의 비행모드 
      변경 키 (SG)를 4~5 회 빠르게 위 아래로 움직여 지자계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한다. 이때, LED는 황색으로 점등한다.

(9) 기체를 수평으로 들고 시계방향으로  천천히 약 2바퀴 정도 녹색 LED가       
      점등될때까지   회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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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녹색 LED가 점등되면 기체를 수직으로 세워 LED 불빛이 적색 / 녹색 /    
        황색으로 빠르게 점멸시 까지 시계방향으로  약 2바퀴 정도 천천히 
        회전한다.

(11) 캘리브레이션  진행 후 LED 불빛이 적색, 녹색, 황색으로 빠르게
        점멸하면 GPS 캘리브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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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사 테스트를 위해 약재통에 물을 약 1L정도 채워준다.

(13) 조종기 채널 7번의 조작 탭에 할당된 토글키 (SF) 를 작동 시켜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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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종모드확인을  위해 조종기 화면 메뉴에서 시스템세팅  - 스틱모드를  
        선택 후 사용자에게  맞는 조종 모드를 확인한다. (모드1, 모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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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최종 비행을 위해 기체를 지면에서 약 1m 정도 이륙 후 제자리에서
        좌/우 회전 키를 사용해 정상적인 움직임을 확인한다.

(16) 전진/후진 키를 사용해 정상적인 움직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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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좌/우 이동 키를 사용해 기체가 정상적으로  좌/우로 이동하는지
        확인한다. 

(18) 상승/하강 키를 사용해 기체가 정상적으로  상승/하강을 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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