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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지침 요약

1. 환경적 고려 사항

• 항상 건물과 기타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서 비행하십시오.

• 사람들이 많은 장소 주변 또는 위에서 비행하지 마십시오.

• 120m(400피트) 고도를 초과하여 비행하지 마십시오.

• 해발 6,000m(19,600피트) 이상에서 비행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 온도가 0°~40°C(32°~104°F) 사이의 일반적인 날씨 조건에서  

비행하십시오.

2. 비행 전 체크리스트

• 컨트롤러 및 기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프로펠러가 양호한 상태이고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터 회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새로운 위치에서 비행하는 경우 또는 앱에서 메시지를 표시하는 경우 나침반을 보정하십시오.

• 카메라 렌즈가 깨끗한 상태이고 얼룩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3. 조작

• 회전하는 프로펠러와 모터에서 멀리 떨어져 계십시오.

• 항상 기체를 시야에서 놓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 스틱 조합 명령은 기체가 비행 중일 때에는 수행하지 마십시오. 

• 비행 중에는 수신 전화에 응답하지 마십시오. 

•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는 비행하지 마십시오.

• 원위치로 돌아오기 절차 중에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고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물 또는 눈과 같이 반사가 잘 되는 표면에 근접해서 비행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형은 비젼 포지셔닝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배터리 부족 경고가 표시되는 경우 기체를 안전한 장소에 착륙시키십시오.

• 착륙시킨 후에는 먼저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배터리를 끈 다음 컨트롤러를 끄십시오.

• TapFly 및 ActiveTrack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기체를 조종하거나 화면의 "STOP" 버튼

을 누를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십시오.

4. 정비 및 유지 관리

• 오래되고 금이 가거나 파손된 프로펠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권장 보관 온도는 22°~28°C(71°~82°F)입니다.

• 안전한 배터리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hantom 4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배터리 안전 가이드를 참

조하십시오.

5. 현지 법률 및 규정 준수

•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하지 마십시오. 비행 금지 구역의 전체 목록은 http://flysafe.dji.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JI 비행 금지 구역은 현지 정부 규정을 대체하지 않으며 현명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구조대가 영공을 사용 중인 지역에서는 비행하지 마십시오.

Phantom 4은(는) 장난감

이 아니며 18세 미만의 미

성년자가 사용하기에 적합

하지 않습니다.

‘안전 지침 요약’은 안전 관련 팁에 대한 간

략한 개요만 제공합니다. Phantom 4 고지 

사항 및 안전 가이드의 나머지 부분을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http://flysafe.dji.com/%20%250D
http://flysafe.dji.com/%20%25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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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가 확보된 넓은  

지역에서 비행 

나침반 보정 시야 유지 비행 고도 

120m(400피트) 미만

장애물, 군중, 고압 전선, 나무 또는 수계 상공이나 근처에서 비행하지 마십시오.

전선 및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는 내장 나침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런 지역 근처에서 비행하지 마십시오.

비, 눈, 안개, 10m/s(22mph) 이상의 강풍이 부는 악천후에서는 기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10m/s

회전하는 프로펠러와 모터에

서 멀리 떨어져 계십시오.

비행 금지  
구역

자세한 정보:

http://flysafe.dji.com/no-fly

http://flysafe.dji.com/no-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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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모든 지침 및 기타 자료 문서는 SZ DJI TECHNOLOGY CO., LTD.의 단독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제품 

정보를 확인하려면 http://www.dji.com 을 방문하여 Phantom 4 제품 페이지를 클릭하십시오.

용어집

다음 항목은 본 제품을 작동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적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 제품 설명서 전체에서 사용

됩니다.

 알림: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 물리적 재산 피해 및 사소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절차를 표시합니다.

 주의: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 물리적 재산 피해 및 심각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절차를 표시합니다.

 경고: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 재산 피해, 부수적 손해, 심각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외상을 입을 가능

성이 높은 절차를 표시합니다.

권장 연령 :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본 제품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

비행 전 체크리스트

1. 순정 부품을 사용 중이고 모든 부품이 양호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2. 컨트롤러,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배터리 및 모바일 장치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전원을 켜기 전에 카메라 렌즈에 이물질이 묻지 않았는지, Micro SD 카드가 카메라에 삽입되었는지, 짐벌을 자유

롭게 회전시킬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프로펠러가 모터에 단단히 장착되었는지 확인하고 모터를 시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5. 화면에 표시되는 지침에 따라 나침반을 보정합니다. 

6. 앱 및 기체의 펌웨어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7. 비행할 영역이 비행 금지 구역을 벗어나 있는지 확인하고 비행 조건이 기체를 비행하는 데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8. 인지 능력을 저해하는 음주, 약물 또는 유해 물질을 복용한 상태에서 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9. 선택한 비행 모드를 숙지하고 모든 안전 기능 및 경고를 이해합니다. 

10. 모든 현지 규정을 준수하고, 적절한 허가를 취득한 후 위험을 파악합니다. 꼭 기억할 내용: 모든 비행 규정을 준수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제품을 작동시키기 전에 전체 사용 설명서를 읽고 제품 기능을 숙지하십시오. 제품을 올바

르게 작동시키지 않으면 제품 또는 개인적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정교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일반 상식 선에서 주의를 기울여 작동해야 하며 기계를 다루기 위한 일

부 기본 능력이 필요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부상을 입거나 제품 또는 기

타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성인이 직접 감독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제

작되지 않았습니다. 호환되지 않는 구성품과 함께 사용하거나 SZ DJI TECHNOLOGY CO., LTD.에서 제공하

는 설명서 이외의 방식으로 본 제품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안전 가이드에는 안전, 작동 및 정비와 관련

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올바르게 작동시키고 재산 피해 또는 심각한 부상을 방지하려면 제품을 조립, 설정 또는 사용하기 전

에 사용 설명서에 있는 모든 지침 및 경고를 읽고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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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사항 및 경고

본 제품은 장난감이 아니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Phantom 4을(를) 보관하고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 기체를 작동시킬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 제품에는 아래 설명된 대로 올바른 작동 순서로 조작 시 쉽게 비행하도록 도와주는 비행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http://www.dji.com 을 방문하여 최신 지침 및 경고를 확인하고  

http://knowbeforeyoufly.org/ 에서 비행 안전 및 규정 준수 관련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본 문서의 정보는 사용자의 안전은 물론 법적 권리 및 책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전체 문서를 주

의 깊게 읽고 구성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본 문서의 지침과 경고를 읽고 따르지

  

않으면 제품이 손실 또는 손상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본 문서의 고지 사항을 주의 깊게 읽었으며 명시된 이용 약관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 니다. 본 제품 사용 시 귀하의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것에 동

의합니다. 또한 국제 및 국내 항공 규정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법규, 규칙 및 규정은 물론 DJI에서 제정하고 제공

하는 모든 이용 약관, 예방책, 사례, 정책 및 지침에 따라적절한 목적으로 본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DJI는 본 제품 사용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 부상 또는 모든 법적 책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

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안전 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안전하고 적법한 사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데이터 저장 및 사용

당사의 모바일 앱, 제품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사용 시 비행 원격 측정 데이터(예: 속도, 고도, 배터리 수명 외 짐벌 및 

카메라 관련 정보)와 같이 제품 사용 및 작동과 관련된 데이터는 DJI 지정 서버에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업로드되고 해

당 서버에서 유지 관리될 수 있습니다. 제품에 통합된 내부 저장 장치는 비행 원격 측정 데이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

형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또한 내부 저장 장치에서 DJI로 해당 정보를 수동으로 전송할 때 비행 원격 측정 데이터와 

기타 데이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DJI 지정 서버에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업로드되는 정보에는 개인 데이터(예: 이름, 주소, 이메일 또는 사용자를 식별하

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지 않지만, 사용자 이름과 같은 개인 데이터는 업로드된 해당 정보를 저장할 때 식별 또는 태그 

지정의 목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사용자 이름과 기타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http://www.dji.com/policy 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과 DJI에서 배포하는 모바일 앱 또는 기타 소프트웨

어를 사용하거나 데이터를 수동으로 제공하는 것은 다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용자 이름의 조합을 포함하여 당사로 업로드 또는 제공한 모든 비행 원격 측정 데이터 및 기타 데이터의 보관 

• 지원 및 서비스 제공과 제품 개선을 목적으로 업로드 또는 제공된 모든 데이터(사용자 이름 포함)의 사용 

• DJI를 대리하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 및/또는 계약업체에게 업로드 또는 제공된 데이터

 

(사용자 이름 포함)를 제공 

• 공공 안전 또는 정책에 따라 법에 의해 규정되거나 비즈니스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DJI의 권리

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로드 또는 제공된 데이터(사용자 이름 포함)

를 공개 

http://www.d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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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Compliance and Advisory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Any changes or modifications not expressly approved by the party responsible for compliance could void the 

user’s authority to operate the equipment.

IMPORTANT NOTE: FCC Radiation Exposure Statement 

This equipment complies with FCC radiation exposure limits set forth for an uncontrolled environment. This 

equipment should be installed and operated with a minimum distance of 20 cm between the radiator and 

your body. This transmitter must not be co-located or operate in conjunction with any other antenna or 

transmitter. 

FCC Class B Information 

This equipment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Class B digital device, pursuant 

to part 15 of the FCC Rules. These limits are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protection against harmful 

interference in a residential installation. This equipment generates, uses, and can radiate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cations.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interference will not occur in a particular location. 

If this equipment does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or television recep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turning the equipment off and on, the user is encouraged to try to correct the interference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Reorient or relocate the receiving antenna;

 Increase the separation between the equipment and receiver;

 Connect the equipment into an outlet on a circuit different from that to which the receiver is connected;

 Consult the dealer or an experienced radio/TV technician for help;

DJI hereby declares that this product is in compliance with the essential requirements and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Directive 1995/5/EC.

DJI는 본 고지 사항 및 안전 가이드를 업데이트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주기적으로 www.dji.com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여 최신 버전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본 고지 사항은 다양한 언어 버전으로 제작되며 서로 다른 버전 간에 차이점이 있는 경우 영
어 버전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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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다음 문서는 Phantom 4을(를) 안전하게 작동시키고 완벽하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구성품 설명서

고지 사항 및 안전 가이드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배터리 안전 가이드

퀵 스타트 가이드

사용 설명서  

비행 전에 Phantom 4 구성품 설명서에 나열된 포함 부품을 모두 확인하고 Phantom 4 안전 가이드를 읽어보십시오. 그

런 다음 Phantom 4 빠른 시작 가이드를 읽고 DJI 공식 웹 사이트(http://www.dji.com)에서 모든 학습 비디오를 시청

하여 첫 비행을 준비하십시오.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앱에 있는 Phantom 4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DJI 공식 웹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비행 전에 각 개별 부품의 기능, 비행 조건 요구사항, 주요 우발 사태에 대비

한 경고 기능/시스템, 모든 정부 규정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본 제품의 조립, 유지 관리 또는 사용과 관련된 질문이

나 문제가 있는 경우 DJI 또는 DJI 공인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http://www.d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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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부품

순정 및 기능 부품 관련

구성 요소 오작동, 심각한 부상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규칙을 준수하십시오.

1. DJI 순정 부품 또는 DJI에서 인증한 부품만을 사용합니다. 인증되지 않은 부품 또는 DJI 비공인  

제조업체의 부품을 사용하면 시스템 오작동 및 안전성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체 또는 해당 구성 요소 내부에 이물질(예: 물, 기름, 흙, 모래 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3. 기체와 컨트롤러, 카메라, 짐벌, 나침반, 추진 시스템 및 배터리를 포함하여(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해당 구성 요

소가 올바른 순서로 조립되고 손상되지 않았으며 잘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의 작동성을 확인하

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나머지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컨트롤러

1. 각 비행 전에 컨트롤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컨트롤러의 전원을 켜고 5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10분이 지나면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경고음을 해제하려면 스틱을 움직이거나 다른 동작을 수행하십시오.

3. 모바일 장치 홀더의 클램프를 조정하여 모바일 장치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4. 모바일 장치 홀더가 안정적으로 고정되고 미끄러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5. 컨트롤러의 안테나가 접혀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최적의 전송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적합한 위치로 조정합니다.

6. 컨트롤러가 손상된 경우 수리하거나 교체합니다. 컨트롤러 안테나가 손상되면 성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7. 컨트롤러 또는 수신기를 교체하거나 새 컨트롤러를 추가하려는 경우 연결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카메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상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규칙을 준수하십시오.

1. 발생된 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장치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의 통풍구를 막지 마십시오. 

1. 사용하기 전에 카메라 설정을 검사하여 필요한 대로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중요한 사진 또는 비디오를 촬영하기 전에 몇 가지 테스트 이미지를 촬영하여 카메라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

합니다. 

3. 카메라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Micro SD 카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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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배터리의 전원이 꺼진 경우 사진 또는 비디오를 카메라에서 전송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5.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배터리의 전원이 올바르게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메라 매개변수가 저장

되지 않고 녹화된 모든 비디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참고: 이유와 상관없이 DJI는 모든 이미지 또는 비디오가 촬

영되지 않거나 기계에서 읽을 수 없는 형식으로 녹화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짐벌

1. 짐벌의 정밀 요소들은 충돌 또는 충격에 의해 손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짐벌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2. 짐벌이 켜진 후에는 짐벌에 외부 압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3. 짐벌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모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짐벌에 하중을 가하지 마십시오.

4. 짐벌을 켜기 전에 짐벌 클램프를 제거합니다. 장기간 동안 기체를 보관하려는 경우 짐벌 클램프를 다시 장착하여 

짐벌의 위치를 고정합니다.

나침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상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규칙을 준수하십시오.

1. 비행 중에 심한 요동이 발생하는 경우(즉, 기체가 직선으로 날지 않는 경우) 즉시 착륙시킵니다. 

1. 모든 비행 전에 나침반을 보정합니다. 올바르게 보정하지 않으면 비행 성능이 떨어지거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2. 강한 자기 간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나침반을 보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장소에는  

대형 금속 물체, 주차 구조물, 지하 강철 보강재가 있는 곳이나 다리 아래가 포함됩니다.

3. 보정 중에는 열쇠 또는 휴대전화와 같은 강자성 물체를 소지하지 마십시오.

4. 실내 공간에서 야외로 이동할 때에는 나침반을 항상 보정해야 합니다.

5. 후방 LED가 빨간색으로 유지되면 나침반 보정에 실패한 것입니다. 다시 보정하십시오.

6. 보정에 성공한 후 기체를 땅에 놓으면 나침반이 비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하 자기 간섭이 원인일 수 있습

니다. 기체를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7. 재보정이 필요한 경우

a) 나침반 데이터가 비정상이고 기체 상태 표시기가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깜박이는 경우

b) 새로운 위치나 마지막 비행과 다른 위치에서 비행하는 경우

c) 기체의 금속 구조재가 변경된 경우(즉, 나침반의 장착 위치가 변경된 경우)

d) 비행 중에 심한 요동이 발생하는 경우(즉, 기체가 직선으로 날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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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시스템

회전하는 프로펠러 및 모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심각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규칙을 

준수하십시오.

프로펠러

1. 오래되고 금이 가거나 파손된 프로펠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2. 프로펠러를 만지기 전에 항상 기체의 전원을 끕니다.

3. 프로펠러를 장착 또는 분리할 때 날카로운 모서리에 주의합니다. 프로펠러를 만질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거나 다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필요한 경우 도구(예: 렌치, 스크루드라이버, 집게 등)를 사용하여 프로펠러를 장착 또는 분리합니다.

5. 프로펠러가 모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장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6. 프로펠러를 장착하고 바로 가까이에 사람 또는 동물이 있을 때에는 모터를 켜지 마십시오.

모터

1. 모터가 단단히 장착되고 부드럽게 회전하는지 확인합니다.

2. 모터 구조는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3. 비행 후에는 모터가 뜨거울 수 있으므로 손으로 만지거나 신체가 닿지 않게 하십시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상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규칙을 준수하십시오.

1) 모터의 통풍구를 막지 마십시오.

2) 기체 본체의 통풍구를 막지 마십시오.

모터

1. 먼지가 묻지 않도록 모터를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2. 어떤 이유로 모터가 자유롭게 회전하지 않는 경우 스틱 조합 명령(CSC)을 실행하여 모터를 즉시  

중지합니다. 

전자식 속도 제어기

1. 전원이 켜질 때 ESC 소리가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앱

1. 앱을 실행하기 전에 태블릿 또는 모바일 장치를 완전히 충전합니다. 향상된 사용자 환경을 위해 태블릿을 사용하

는 것이 좋습니다. 

2. 모바일 디스플레이 장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수신 전화가 걸려올 때에도 안전하게 비행을 계속하도록 주

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행 중에는 수신 전화에 응답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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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시되는 안전 팁, 경고 메시지 및 고지 사항을 모두 주의 깊게 읽습니다. 해당 지역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십시오. 

모든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하는 방식으로 비행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a) 자동 이륙 및 자동 착륙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경고 메시지를 읽고 이해합니다.

b) 고도를 기본 제한을 초과하여 설정하려면 경고 메시지와 고지 사항을 읽고 이해합니다.

c) 비행 모드 간에 전환하기 전에 경고 메시지와 고지 사항을 읽고 이해합니다.

4. 앱에 경고가 표시되는 경우 즉시 기체를 착륙시킵니다.

5. 각 비행 전에 앱에 표시되는 체크리스트의 모든 경고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6. 기체를 작동시킨 경험이 아예 없거나 편안하게 비행하는 데 충분한 경험이 없는 경우 앱에 내장된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비행 기술을 습득합니다.

7. 앱을 처음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Beginner Mode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Beginner Mode에서 비행을 하면 기체의 

고도와 비행 거리가 제한됩니다. 완벽한 비행 기술을 익히기 위해 Beginner Mode로 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적

절한 비행 기술을 완벽히 습득했다고 확신이 들면 실제 기체를 작동시키십시오. 

8. 각 비행 전에 인터넷에 연결하여 기체를 비행하려는 영역의 지도 데이터를 캐시합니다.

펌웨어

어린이와 동물의 심각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규칙을 준수하십시오.

1. 모든 펌웨어 업그레이드, 시스템 보정 및 매개변수 설정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어린이와 동물로부터 안전한 거리

를 유지합니다.

1. 안전을 위해, 업그레이드 알림이 앱에 표시되는 경우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항상 업데이트합니다.

2. 펌웨어 업그레이드 알림은 즉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3일 이내에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인

지 물어보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를 무시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표시되는 고

지 사항을 수락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비행 원격 측정 데이터를 포함하여(단, 이에 국한되지 않

음) 관련 데이터와 사용자 선택 레코드가 DJI 지정 서버에 업로드되고 해당 서버에서 유지 관리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3. DJI 공식 웹 사이트에서 펌웨어 패키지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펌웨어 패키지 파일의 

무결성을 확인하십시오.

4. 기체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한 후 컨트롤러의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5. 컨트롤러는 업데이트 후에 기체로부터 연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와 기체를 다시 연결하십시오.

6. 펌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전에 모든 연결을 확인하고 모터에서 프로펠러를 분리해야 합니다.



14 © 2016 DJI. All Rights Reserved. 

제품 관리

보관 및 운반

어린이와 동물의 심각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규칙을 준수하십시오.

1. 케이블 및 스트랩과 같은 소형 부품은 삼키는 경우 위험합니다. 모든 부품을 어린이와 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1. 내장 LiPo 배터리가 과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배터리를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

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3개월 이상 보관하는 경우 권장 보관 온도는 22°~28°C(71°~82°F)입니다. -20°~45°C(-68°

~113°F) 온도 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에는 절대 보관하지 마십시오.

2. 카메라가 물 또는 기타 액체에 빠지거나 닿지 않게 합니다. 젖었을 경우 부드러운 흡수성 천으로 물기를 닦아내십

시오. 물에 빠진 기체를 켜면 구성 요소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벤젠, 시너 또는 기타 가연성 물

질이 포함된 소재로 카메라를 닦거나 정비하지 마십시오. 습하거나 먼지가 많은 장소에 카메라를 보관하지 마십시

오.

3. 버전 2.0 미만의 USB 인터페이스에 제품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전원 USB" 또는 유사 장치에 제품을 연결하지 마

십시오.

정비 및 유지 관리

1. 모든 충돌 또는 강한 충격이 발생한 후에 기체의 각 부품을 확인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DJI 공인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2. 배터리 수준 표시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현재 배터리 수준과 전체 배터리 수명을 확인합니다. 배터리 수명이 

0%가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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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조건 요구사항

기상 조건 및 주변 환경

기체는 양호한 기상 상태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충돌, 심각한 부상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규

칙을 준수하십시오.

1. 악천후에는 기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악천후에는 10m/s를 초과하는 바람, 눈, 비, 안개, 폭풍, 우박, 번개, 토네

이도 및 허리케인이 포함됩니다. 

2. 비행 중에는 기체가 장애물, 사람, 동물, 건물, 공공 시설, 나무 및 수계로부터 최소한 10m(30피트) 떨어지도록 유

지합니다.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위의 사물에서 보다 멀리 떨어져서 비행하십시오.

3. 기체를 실내에서 작동시킬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 기체와 배터리의 성능은 공기 밀도나 기온과 같은 환경적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a) 해발 6,000m(20,000피트) 이상에서 비행할 때는 배터리와 기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 사고, 화재, 폭발, 홍수, 쓰나미, 눈사태, 산사태, 지진, 먼지 또는 모래 폭풍이 있는 지역에서 기체를 사용하지 마십

시오.

비행 컨트롤러, 통신 및 위치 조정 시스템과의 간섭

1. 시야가 확보된 넓은 지역에서 비행합니다. 고층 건물과 철골 구조물은 내장 나침반의 정확성에 영향을 주고 GPS 

신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컨트롤러와 기타 무선 장비 간의 간섭을 피합니다. 모바일 장치에서 Wi-Fi를 껐는지 확인하십시오.

3. 자기가 강하거나 무선 간섭이 있는 지역 근처에서 비행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역에는 고압 전선,  

대규모 송전 시설, 모바일 기지국 및 방송 송신탑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품의 전송  

품질이 저하되거나 컨트롤러와 비디오 전송 오류가 발생하여 비행 방향 및 위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

다. 간섭이 너무 많아지면 기체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제어 영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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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을 갖고 기체 작동

심각한 부상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규칙을 준수하십시오.

1. 음주, 약물 복용, 마취 상태이거나 어지러움, 피로, 메스꺼움 증상이 나타나거나 기체를 안전하게 작동시키는 능력

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2. 기체가 비행 중인 경우 스틱 조합 명령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터가 중지됩니다.

3. 착륙 시 먼저 기체의 전원을 끈 다음 원격 컨트롤러의 스위치를 끕니다.

4. 기체를 떨어뜨리거나 위험한 하중을 추가하거나 건물, 사람 또는 동물을 향해 비행하지 마십시오. 심각한 부상 또

는 재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1.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훈련하고 모든 비상 대책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비행 계획을 세우고 기체를 무모하게 비행하지 않습니다.

3. 카메라 사용 시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현지 사생활 보호법 및 규정을 준수하고 도덕적 기준을 따라야 합니

다.

4. 일반적인 개인 용도 이외의 다른 이유로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불법적 또는 부적절한 목적(예: 첩보 활동, 

군사 작전 또는 무단 조사)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5. 음해, 학대, 희롱, 스토킹, 위협 또는 타인의 법적 권리(예: 사생활 보호권 및 초상권)를 침해하는  

기타 용도로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6. 타인의 사유 재산을 무단 침범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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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모드, 기능 및 경고

비행 모드

심각한 부상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규칙을 준수하십시오.

1. 각 비행 모드에 대한 기체 동작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은 경우 P 모드에서 A 모드 또는 S 모드로 전환하지 마십시

오. GPS를 비활성화하면 기체를 안전하게 착륙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P 모드 또는 S 모드는 대부분의 비행 시나리오에서 선호되는 모드입니다. 사용자는 P 모드 또는 S 모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A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A 모드로 비행하는 경우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

요합니다.

1. P 모드(위치 조정): P 모드는 GPS 신호가 강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기체는 GPS 및 장애물  

감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안정적 자세를 잡고 장애물 사이를 통과하거나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TapFly 및 ActiveTrack과 같은 고급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2. S 모드(스포츠): S 모드는 기체의 조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체의 처리 게인 값이 조정되

는 점을 제외하고 비행 컨트롤러 설정 관점에서 P 모드와 동일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기체의 최대  

비행 속도가 증가합니다.

3. A 모드(자세): GPS와 장애물 감지 시스템을 둘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체는 고도를 제어하기 위해 자체 기압계

만을 사용합니다.

GPS 지원을 사용하지 않는 모드(예: ATTI 모드)로 전환하려는 경우 표시되는 고지 사항을 수락하

여 이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추가적으로 비행 원격 측정 데이터를 포함하여

(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관련 데이터와 기능 레코드가 DJI 지정 서버에 업로드되고 해당 서버에서 유지  

관리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고장 안전 및 원위치로 돌아오기

1. 리턴투 홈 기능은 GPS 신호가 충분하지 않거나 GPS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작동하지 않습니다.

2. 기체를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려면 컨트롤러를 끄는 대신 컨트롤러에서 RTH(원위치로 돌아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3. 높은 빌딩은 고장 안전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위치로 돌아오는 동안 장애물을 피하려면 기체 

위치, 고도 및 속도를 조정하십시오.

4. 항상 컨트롤러의 전송 범위 내에서 기체를 비행하십시오.

5. 고장 안전 및 RTH 기능은 날씨, 환경 또는 주위의 자기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

하십시오.

6. 기체는 조명 조건이 최적이 아닌 경우 고장 안전 RTH가 진행되는 동안 장애물을 피할 수 없으므로 각 비행 전에 

적합한 고장 안전 고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실내 비행과 같이 명확한 패턴이 없는 표면 위를 날아갈 때 기체는 정확한 제자리 비행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전

체 실내 비행 기준은 "비젼 포지셔닝 시스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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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부족

1. 심각한 배터리 부족 경고가 활성화되고 기체가 자동으로 하강하는 경우 스로틀을 밀어 올려 기체의 고도를 유지한 

다음 착륙하는 데 더 적합한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배터리 경고가 트리거되면 신속하게 기체를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거나 착륙시켜서 비행 중의  

전력 손실을 방지하고 기체, 재산, 동물 및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합니다.

비젼 포지셔닝 시스템

1. 비젼 포지셔닝 시스템은 패턴 변화가 없는 표면 위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젼 포지셔닝 시스템이 올

바르게 작동하기 위한 유효 고도는 지면에서 10m 미만입니다.

2. 비젼 포지셔닝 시스템은 기체가 물 위로 비행하는 경우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비젼 포지셔닝 시스템이 활성화된 경우 초음파 센서에서 일부 동물들만 청취 가능한 고주파 음향을 방출하므로 애

완동물이 기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4. 비젼 포지셔닝 시스템은 기체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비행하는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다음 상황에서는 주의를 기울여 기체를 작동시키십시오.

a) 단색 표면(예: 완전한 검은색, 흰색, 빨간색, 녹색) 위로 비행하는 경우

b) 반사가 잘 되는 표면 위로 비행하는 경우

c) 고속으로 비행하는 경우(2미터 높이에서 10m/s 또는 1미터 높이에서 5m/s)

d) 물 또는 투명한 표면 위로 비행하는 경우

e) 움직이는 표면 또는 사물 위로 비행하는 경우

 f ) 조명이 자주 또는 심하게 변화되는 영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g) 극도로 어둡거나(10럭스 미만) 밝은(10,000럭스 초과) 표면 위로 비행하는 경우

h) 음파를 흡수할 수 있는 표면(예: 두꺼운 카펫) 위로 비행하는 경우

 i ) 선명한 패턴 또는 결이 없는 표면 위로 비행하는 경우

 j ) 동일한 반복 패턴 또는 결이 있는 표면(예: 동일한 디자인의 타일) 위로 비행하는 경우

k) 기체의 음파를 전향시키는 기울어진 표면 위로 비행하는 경우

6. 컨트롤러의 신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P" 모드인 경우 기체는 8초 동안 제자리 비행한 후 자동으로 착륙합니

다.

TapFlyTM

심각한 부상 또는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1. 사람, 동물, 작고 가는 물체(예: 나뭇가지 및 전선) 또는 투명한 물체(예: 유리 및 물) 쪽으로 기체를 비행하지 마십

시오.

2. 주변 영역(특히 기체의 후방, 좌측 및 우측)의 잠재적 장애물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피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

니다.

3.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기체를 조종하거나 화면의 "STOP"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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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pFly 선택에 대한 예상 경로와 실제 경로 사이에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화면 상의 선택 가능한 범위는 제한됩니다. 화면 상단 또는 하단 모서리 주위에는 TapFly 선택을  

만들 수 없습니다.

3. TapFly 모드는 기체가 물 또는 눈으로 덮인 지역 위로 비행하는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극도로 어둡거나(300럭스 미만) 밝은(10,000럭스 초과) 환경에서 비행할 때에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ActiveTrackTM

심각한 부상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1. 원하는 비행 경로에 사람, 동물, 작고 가는 물체(예: 나뭇가지 및 전선) 또는 투명한 물체(예: 유리 및 물)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주변 영역(특히 기체의 후방, 좌측 및 우측)의 잠재적 장애물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피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

니다.

3.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기체를 조종하거나 화면의 "STOP"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합니다.

4. 반대 방향으로 ActiveTrack을 수행하는 경우 기체 후방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1. 다음 상황에서 ActiveTrack을 사용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a) 추적된 물체의 움직임이 평면적이지 않은 경우

b) 추적된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모양이 심하게 변하는 경우

c) 추적된 물체가 장시간 동안 차단되거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경우

d) 추적된 물체가 눈으로 덮인 지역에 있는 경우

e) 조명이 극도로 낮거나(300럭스 미만) 높은(10,000럭스 초과) 경우

 f ) 추적된 물체가 주변 환경과 동일한 색상 또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ActiveTrack 사용 시 현지 사생활 보호법 및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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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비행 금지 구역 준수

규정 

비준수 행위, 심각한 부상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규칙을 준수하십시오.

1. 고도와 상관없이 유인 기체 근처에서 비행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경우 즉시 착륙시켜야 합니다.)

2. 도시, 스포츠 행사, 전시회, 공연 등을 포함하여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기체를 비행하지 마십시오.

3. 공인 고도를 넘어서 기체를 비행하지 마십시오. 유인 기체 운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해당 지역을 피해서 비행하

십시오. 항상 다른 기체와 장애물을 잘 살피고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십시오.

비준수 행위, 심각한 부상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규칙을 준수하십시오.

1. 현지 법률 및 규정에 지정된 비행 금지 구역 안이나 주변에서 기체를 비행하지 마십시오. 비행 금지 구역 목록은 

공항, 두 주권 국가 또는 지역 사이의 국경, 주요 도시/지역 등을 포함하며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2. 공인 고도를 넘어서 기체를 비행하지 마십시오.

3. 항상 시야 조준선(VLOS) 내에 기체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측기를 사용합니다.

4.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상품/물건을 운반하는 데 기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1. 비행 조작의 유형/목적(예: 취미용, 공용 또는 상업용)을 이해하고 비행 전에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해당 승인 및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포괄적 정의와 특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규제 기구에 문의하십시오. 미국에서 기

체를 작동시키는 사용자의 경우 먼저 http://www.knowbeforeyoufly.org/를 방문하여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취

하십시오.

2. 원격으로 조종되는 기체는 특정 국가 및 지역에서 상업 활동 수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칙은 본 문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비행 전에 모든 현지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하고 따르십시오.

3. 발전소, 수처리 시설, 교도소, 교통량이 많은 도로, 정부 시설, 군사 지역 등의 민감한 인프라 또는  

지역 주변에서 비행하지 마십시오.

4. 카메라 사용 시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모든 개인, 개체, 행사, 공연, 전시회 및 재산에 대해  

허가 없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비디오를 녹화하지 마십시오. 개인 용도로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할 때에도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행사, 공연, 전시회 또는 상업 재산 등의 특정 영역에서 카메라를 사용하여 이미지 및 비디오를 촬영하면 개인 용도

인 경우에도 저작권 또는 기타 법적 권리를 위반할 수 있음을 유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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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금지 구역

DJI는 비행 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비행 중에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다

양한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다음 기능이 완벽하게 업데이트되도록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비행 금지 구역

1. 비행 금지 구역에는 전 세계 주요 공항, 두 주권 국가 또는 지역 사이의 국경, 주요 도시/지역 등이  

포함됩니다(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2. 비행 금지 구역의 전체 목록은 DJI 공식 웹 사이트(http://flysafe.dji.com/no-fly)에 제공되며, 최신  

규제 요구사항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3. 일부 비행 금지 구역은 여러 구역으로 구성됩니다. 각 구역은 여러 크기의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

니다. 기체는 비행 금지 구역 내에 있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륙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내부 영역  

모서리에 접근하는 경우 지정된 고도로 하강하게 됩니다. 지상 기지국 기능은 기체가 비행 금지 구역 내에 있는 경

우 비활성화됩니다. 

4. 사용자는 비행 금지 구역 내에서 항로점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고도 제한

1. 지면에서 120m(400피트)를 넘지 않고 주위 장애물을 피해서 안전하게 비행합니다.

2. 기본 고도 제한보다 높이 비행하려는 경우 표시된 고지 사항을 수락하여 새 고도 제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새 고

도 제한이 설정되면 추가적으로 비행 원격 측정 데이터를 포함하여(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관련 데이터와 고도 

제한 변경사항이 DJI 지정 서버에 업로드되고 해당 서버에서 유지 관리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http://flysafe.dji.com/no-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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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신 버전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
www.dji.com/kr/support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document, please contact DJI by sending a 
message to DocSupport@d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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