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G 906 Pro/Pro2 “한글매뉴얼” 

 

 

 

 

1. PTZ 카메라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A. 시작전에 반드시 카메라 보호 커버를 제거. 

 

B. 전원이 켜지고 나서, 짐벌 카메라를 만지지 말것. 전원을 켜면 짐벌이 자동으로 보정되기 때문에 만지면 짐벌

이 제대로 보정되지 않아 짐벌 보정기능이 손상될 수 있음. 전원이 켜져 있을 때 짐벌이 보정되는 동안은 카메라

를 만지지 말것. 

 

 

 

2. 원격조종기와 드론의 동기화 

 

- 먼저 드론의 전원을 켜고 그 다음 조종기의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동기화됨. 

* 참고: 드론은 조종기 앞의 평평한 지면에 놓고, 주파수 동기화가 되면 리모컨 불의 깜박거림이 멈추고 계속 켜 

진 상태로 바뀌게 된다. 



 

 

 

3. 지자기 보정 

 

- 먼저 지자기 및 자이로스코프를 보정해야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함 

(1) 드론을 수평면에 놓고 <그림1>처럼 조정기의 카메라 버튼을 5초간 눌러줍니다. 

(2) 이때 항공기의 불빛이 빠르게 번쩍입니다. 드론을 들고 시계 방향으로 <그림2>처럼 3-5바퀴 돌립니다. 

(3) 삐 소리가 나면 <그림3>처럼 카메라를 아래쪽으로 하여 3-5번 회전시킵니다. 

* 조종기는 삐 소리를 내고 드론의 빛이 천천히 번쩍이면 지자기 보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4. 드론 자이로스코프 및 짐벌 레벨 보정 

 

수평면 위에 드론을 놓고 조종기의 화살표로 지시된 버튼을 비프음이 날때까지 5초 동안 누릅니다. 성공하면 드 

론 불빛은 빠른 섬광에서 느린 섬광으로 바뀝니다. 



 

 

 

5. 비행 모드 스위치 

 

제품은 기본적으로 GPS 모드(모드2)이고, 모드2는 야외에서 적절합니다. 위성신호 8개가 잡히지 않으면 이륙할 

수 없도록, 기본적으로 “드론 자동보호프로그램”이 이륙을 저지합니다. 

실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는것은 권장하지 않지만, 광학모드(Optical Flow)로 전환하면 비행은 가능합니다. (ex, 드론 

조정기를 7시5시로 했는데, 프로펠러가 돌다가 꺼지는 이유입니다) 

<비디오버튼>을 5초간 누르면, 변환이 되고 조종기에서 삐 소리가 납니다. 

 

이 경우 드론은 모든 GPS 관련 기능 (원 클릭 리턴, 로우 파워 리턴, 신호가 끊길 경우 리턴(uncontrollerd return)) 

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GPS가 잡히면 모드1으로 바꿀 수 없으니, 전환하기 위해서 드론과 조종기를 끄고 재시작해야 합니다. 

 

 

6. 드론 잠금 해제 

 



- 조정기의 스로틀 스틱과 방향 스틱을 <그림1>처럼 좌측 하단 코너와 우측 하단 코너로 동시에 밀거나 <그림

2>처럼 우측 하단 코너와 좌측 하단 코너로 밀면 풀림이 완료되며 드론의 프로펠러가 돕니다. 

 

(HFunPro앱에서는 좌측 맨 밑에 있는 자물쇠 모양을 클릭하세요) 

 

 

7. 드론 및 조종기 배터리 교체 및 충전 

 

드론 배터리 제거 방법은 배터리 래치를 누른 후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시작전에 손가락과 기계를 깨끗하고 건조

하게 유지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배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종기는 드라이버로 배터리 커버를 열고 4개의 AA배터리를 극성에 맞추어 설치합니다. 

드론 배터리 충전: 

· 플러그를 올바른 방식으로 삽입합니다. 

· 충전을 위해 5V 1-2A 어댑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원격조종기의 앱 

 

(1) HFunPro 앱을 설치하세요. (애플과 안드로이드 모두 있습니다) 

 

(2) 드론의 전원을 켜고, 스마트폰 “Settings>와이파이>드론”을 검색하세요: “XL-PRO-4K-5G-**(시리얼 넘버)”을 찾

고 네트워크 (비밀번호 없음) 를 누르면 폰과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3) 연결한 후, 사용할 모바일 앱을 엽니다. 

 

 

드론 비행전 확인해야 할 부분 

1. 배터리 충전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항상 풀 충전이 되어있는게 좋습니다. (실제 스펙에 25분이지만, 대략 20

분정도이고, 중간에 배터리가 일정수준이하면, 최초 GPS 이륙지점으로 자동으로 회귀합니다) 

2. 블레이드(날개)에 이상은 없는지 휘어 있는곳은 없는지 확인 

3. 드론 잠금 이후, 4군데 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헤드리스 모드 

* 기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상관없이 조종자 기준으로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기능인데, 조종자가 왼쪽으로 조

종화면 원래는 ‘기체 기준’으로 왼쪽으로 움직이지만, 헤드리스 모드를 켜면, ‘조종자 기준’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 헤드리스 모드 버튼을 누르면 리모콘이 “삐삐” 소리가 나는게 정상이고, 화면에 아래와 같은 당구장 표시가 나

옵니다. 



 

 

드론의 이륙지점 착륙 

조종기와 드론 사이의 통신 신호를 잃어버리거나 배터리 잔량이 낮거나 홈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드론이 홈 포

인트로 돌아가는데, 장애물 센서가 없기 때문에 세팅값에 일정 고도 이상으로 드론이 유지하고, 수직으로 착륙하

는 시스템입니다. 

 

드론 조작시 발생되는 문제와 해결 방법 

순서 문제 해결방법 

1 모드1에서 드론 모터는 도는데 드론이 이륙이 안되

고 불빛이 빠르게 그리고 느리게 반짝임 

GPS를 끄지 않고서는 날지 못하도록 보호되고 있

음 

2 모드1에서 GPS기능을 끈 후에, 드론 모터는 도는

데, 드론이 이륙 안되고 불이 빠르고 느리게 반짝임 

재시작후에 지자기 보정을 다시 함 

3 모드1에서 이륙후에 드론이 깜빡거리면서 호버링을 

못함 

지형이 평판하지 않거나 주변이 어두우면 광학렌

즈(Optical flow lens)가 불안정함. 지면의 반사광이 

없는 장소, 밝은 장소에서 실시함 

4 모드2에서 이륙후, 드론이 깜빡이면서 호보링을 못

함. 주변을 떠다님. 리모콘 제어가 모드1과 모드2를 

반복함 

GPS 수신이 불량하고 간섭이 있음. 고압전선이 

없고 방해받지 않는 넓은 장소 선택할 것 

5 모드2에서 드론 모터가 도는데, 드론이 이륙을 못

함. 빛이 빠르고 그리고 느리게 반짝임 

재시작후에 지자기 보정을 다시 함 

6 드론이 심하게 떨림 블레이드 손상이나 변형이 있으니 교체 바람 

7 드론이 찍은 사진이 기울어져 있음 드론을 평지에 내려놓고, 짐벌을 재 보정할 것 

 

 

* 기본적인 비행 순서 

1. 리모컨을 드론과 페어링시키면 드론은 초기화를 완료합니다. 

2. 지자기 보정. (같은 위치에서는 매번 보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드론 자이로스코프가 감지된 후 드론을 잠금 해제합니다. 



4. 스로틀 스틱을 위로 밀면 드론이 이륙하고, 왼쪽/오른쪽 조이스틱이 드론의 자세를 제어 합니다. 

5. 드론의 전원을 먼저 끄고, 리모컨의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제어기 설명 

 

 

 

[1] 스피드 스위치 (Speed Switch): 자이로스코프 및 짐벌 보정 시 5초 누름 



[2] 원 터치 리넡 (One Touch Return) 

[3] 빨간색 램프 (Red signal light): 연결되면 항상 켜짐 

[4] 배터리 레벨 표시기 (Battery Level Indicator): 리모컨 

[5] 전원 스위치 (Power Switch) 

[6] 기록 버튼 (Recording Button): 5초 동안 눌러 모드2 [GPS 모드]를 끔 

[7] 사진 버튼 (Photo Button): 5초 이상 누르면 지자기 보정 

[8] 드론 상승, 하강, 좌회전, 우회전 

[9] LCD 디스플레이 

 

[10] 왼쪽, 오른쪽으로 비행 

[11] ptz (카메라) 업 

[12] pta (카메라) 다운 

[13] 헤드리스 모드 (Headless Mode) 

[14] 한번 눌러서 이륙/착률 



 

 



 

 

 

와이파이(WIFI): 디스플레이 차트 신호 강도 

위성 신호(Sattellite signals): 현재 비행 모드와 위성 수를 나타냄. 신틸레이션은 현재 모드가 광학 흐름 모드임



을 의미한다. 지속적으로 불이 켜지면, 현재 GPS 모드를 나타낸다. 

배터리(Battery): 드론의 배터리 상태. 

(1) 2-4 그리드는 정상 전력을 나타내며, GPS모드에서 정상적으로 회귀, 추적, 순환 및 포인팅 비행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2) 1 그리드(반짝이는 상태)는 현재 저전력 상태를 나타내고, 드론은 자동 회귀 코스 기능을 수행한다. 저전력 

상태에서는 추적, 순환 및 포인팅 비행 기능이 없다. 

GPS 정보(GPS Information): 재진입점에서 현재 드론의 높이, 거리 및 해당 경도 및 위도를 표시한다. 

지자기 간섭(Geomagnetic Interference): 녹색은 정상, 노란색은 지자기 간섭을, 오렌지색은 강한 지자기 간섭을, 

빨간색은 아주 강한 지자기 간섭을 나타낸다. 주황색 또는 빨간색이 표시되면 현재의 간섭 위치를 벗어난 후 다

시 조정한다. 

렌즈 전환(Revolve lens): 전면 렌즈와 다운 렌즈 사이를 서로 전환할 수 있다. 

VR 모델(VR model): VR 모드를 클릭한다. 

회전 렌즈(Rotate lens): 각 비행의 관련 매개변수를 기록한다. 

선명도(Clarity): 비디오 선명도를 전환한다. 

앨범(Album):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사진 촬영(Take Photos):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렌즈(프론트 렌즈 또는 다운 렌즈)로 사진을 찍는다. 

카메라(Camera):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렌즈(프론트 렌즈 또는 다운 렌즈)로 동영상을 촬영한다. 

로커 켜기/끄기(Rocker on/off): 휴대폰 컨트롤 또는 원격 컨트롤로 전환하려면 클릭한다. 

속도(Speed): 빠르거나 느린 현재 상태를 표시합니다. 모바일 제어 모드에서 빠르거나 느린 모드로 전환하려면 

클릭한다. 

이륙/착륙(Take off/landing): 보정이 완료된 후 항공기를 수평으로 놓고 잠금 해제 버튼을 클릭하여 비행 동작을 



시작한다. 

잠금 해제(Unlock): 잠금 해제 후 원 키로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다. 

 

 

궤도비행/웨이포인트 비행(Trajectory flight/waypoint flight): 

- 웨이포인트 비행: GPS모드에서 항공기는 지도에서 선택한 위치를 따라서 비행하게 된다. 

- 궤도 비행: 광학 흐름 모드에서 항공기는 선택된 위치를 따라서 비행한다. 

인물 추적(Human Tracking): 광학 흐름 모드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항공기가 대상인물을 따라 비행하게 된다. 

손바닥 제어(Palm Control): 광학 흐름 모드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항공기가 손바닥을 따라 위 아래로 이동한다. 

GPS 추적(GPS tracking): GPS 모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항공기가 비행(스마트폰)을 따라간다. 

주위 비행(Surrounging flight): GPS 모드에서 항공기 앞이 항공기의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 또는 반시

계방향으로 비행하게 된다. 주위 비행 과정 동안 상승, 하강, 전진 및 후진 등을 조정할 수 없다. 

원 클릭 복귀(One Click Return): GPS 모드에서 클릭하면 원 클릭 복귀를 수행함. 

 



 

인물 추적 

(1) 대상인물을 선택할 청색 박스가 화면에 나타난다. 

(2) 화면에서 손가락을 눌러 대상 인물을 선택한다. 

(3) 대상자가 선정된 후에 파란색 상자가 빨간색으로 바뀐다. 빨간색 상자 대상인물이 화면 중간에 있는지 확인

하라. 

(4) 추적 비행은 항공기가 목표 인물에게서 약 2m 떨어져 있을 때 시작된다. 대상 인물을 잃어버린 경우 대상 인

물을 다시 클릭해야 한다. 

* 빨간 틀이 인물 영역의 80%를 넘으면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손바닥 제어 

(1) 항공기의 카메라를 마주보고 한 손을 수평으로 들어 올린다. 

(2) 앱의 붉은 사각틀안에 손바닥이 들어와 액자처럼 되면 손바닥을 부드럽게 움직인다. 

(3) 이 시점에서 항공기는 손바닥을 따라 위아래로 비행하며 따라갈 것이다. 

* 손바닥과 카메라 사이의 거리가 약 1m일 때,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스쳐 촬영 

카메라의 전면 렌즈를 마주보고 다음과 같은 제스처로 항공기의 자동 카메라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습

니다. (settings > Stalilityation ON 상태에서 실행불가) 

• V동작(사진 촬영) 

– 비행기의 카메라 앞에서 약 2m 거리에서 <예스 제스처(V)> 동착을 취하고, 성공적으로 인식하면 3초 후에 사

진을촬영합니다. 

• 동작(비디오촬영) 

- 항공기의 카메라 앞에서 약 2m 거리에서 <박스 제스처> 동작을 얼굴 턱의 위치에서 취하고, 성공적으로 인식

하면 비디오촬영이 시작되고 다시 같은 동작을 취하면 촬영이 종료됩니다. (두 동작은 3초 이상 시차를 두어야 

함.) 

• 손바닥동작 

- 항공기의 렌즈 앞에서 약 2m 거리에서 손바닥동작을 취하고, 성공적으로 인식하면 비디오촬영이 시작되고 다

시 같은 동작을 취하면 촬영이 종료됨. (두 동작은 3초 이상 시차를 두어야 함.) 

 

렌즈가 더 높은 인식률을 갖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 

1. 얼굴이 렌즈를 향하게 합니다. 

2. 좋은 조명 환경에서 날립니다. 



3. 렌즈로부터 약 2m 거리에서 제스처 인식 작업을 실시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렌즈 인식률이 낮습니다. 

1. 약한 빛 또는 백라이드. 

2. WiFi 신호가 약하거나 신호가 방해될 때. 

 

 

 

홀더(Holder): (윗쪽 그림에서 삼각표시 옆에 있는 버튼) 

항공기가 이륙한 후 홀더는 화면 왼쪽에 표시된다. 이때 슬라이더를 위쪽으로 움직이면 렌즈가 왼쪽으로 움직이

고, 슬라이더를 아래로 움직이면 앞쪽 렌즈가 아래쪽으로 움직인다. 

 

로커(Rocker) (동영상 아이콘 밑에 휴대폰과 돼지 모양 아이콘) 

왼쪽 로커는 항공의 상하이동, 좌우회전을 조종할 수 있으며, 오른쪽 로커는 항공기의 전방, 후방을 조종할 수 있

습니다, 항공기를 좌우로 이동할 수도 있다. 

컨트롤 페이지의 화면을 클릭한 후 앨범 인터페이스를 입력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기 위해 클릭할 때, 사

용자는 오른쪽 상단 모서리의 왼쪽 상단 구석에 있는 버튼으로 주요 소셜 플랫폼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