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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9 

전체내용 

1. 올-인-원 펌웨어 버전 :v1.5.40 

2. DJI GO 앱 iOS 버전 : v2.8.0 

3. DJI GO 앱 안드로이드 버전 :v2.8.0 

 

업데이트 내용  

1. 비행 컨트롤러 로직 최적화를 통한 기체 안정성 향상. 

2. 비행중 영상 다운링크 재연결 속도 향상. 

 

유의  

 업데이트중 DJI GO 앱을 종료하거나 조종기를 끄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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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7 

전체내용 

1. 올-인-원 펌웨어 버전 : v1.5.70 

2. DJI GO 앱 iOS 버전 : v2.7.1 

3. DJI GO 앱 안드로이드 버전 : v2.7.2 

 

업데이트 내용  

1. 비행 컨트롤러 로직 최적화를 통한 기체 안정성 향상. 

2. 짐벌 파라미터의 최적화. 

 

유의  

 업데이트중 DJI GO 앱을 종료하거나 조종기를 끄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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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15 

전체내용 

1. 올-인-원 펌웨어 버전 : v1.4.60 

2. DJI GO 앱 iOS 버전 : v2.7.1 

3. DJI GO 앱 안드로이드 버전 : v2.7.0 

 

업데이트 내용  

1. 컴파스 정확도 최적화. 

2. HDR 모드에서 예기치 않은 종료현상 수정.  

 

유의  

 업데이트 중 DJI GO 앱을 종료하거나 조종 컨트롤러의 전원을 끄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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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전체내용 

1. 올-인-원 펌웨어 버전 : v1.3.50 

2. DJI GO 앱 iOS 버전 : v2.4.2 

3. DJI GO 앱 안드로이드 버전 : v2.4.3 

 

업데이트 내용  

1. 추운 기온에서의 기체 사용시 배터리 안정성 향상. 

2. 배터리 관리 최적화. 

 

유의  

 사용하시는 모든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배터리를 올-인-원 펌웨어로 모두 업데이트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업데이트 중 DJI GO 앱을 종료하거나 조종기의 전원을 끄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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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3 

전체내용 

1. 올-인-원 펌웨어 버전 : v1.1.30 

2. DJI GO 앱 iOS 버전 : v2.2.0 

3. DJI GO 앱 안드로이드 버전 : v2.1.0 

 

업데이트 내용  

1. Point of Interest, Follow Me, Waypoint 를 포함한 인텔리전트 네비게이션 모드 추가. 

2. 링킹 프로세스 중 와이파이 익스텐더에 실패하는 현상 수정. 

3. DJI GO 앱을 통해 와이파이 익스텐더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못하는 현상 수정. 

4. DJI GO 앱을 통해 링킹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없는 현상 수정. 

5. DJI GO 앱을 통해 컨트롤 스틱 모드를 최적화 할 수 없는 현상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