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JI AGRAS MG-1사용자를 위한 조종 훈련 안내서

Pilot Training Guide

본 조종 훈련 안내서는 DJI에서 만든 Pilot Training Guide를 기초로, DJI의 농업

용드론 AGRAS MG-1사용자를 위해 오토월드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안내서에는 개인의 비행 능력 정도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비행기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실력에 맞는 훈련방법부터 차근차근 익혀가기 바랍니다. 초급

부터 비행방법을 숙달한 뒤 다음 단계를 연습하세요. 

AGRAS MG-1은 쉽고 편리하게 조종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초보자의 경우 작

은 연습용 드론부터 시작해 조금 큰 드론까지 단계별로 비행감각을 충분히 익힌 

뒤,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을 때 AGRAS MG-1을 조종하기를 권

장합니다. 마치 초보 운전자에게 고급차를 맡기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DJI AGRAS MG-1 사용자는 이 조종 훈련 안내서와 사용설명서를 숙지함과 동

시에 충분한 비행연습을 통해 비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기 바랍니다. 조종 

기술을 잘 연마하면 농작물 방제작업에서도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주의

DJI의 드론 제품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사용자는 숙달된 

조종사가 되기 위해 정기적으로 비행하여 비행능력을 습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드론의 안전 비행

에 대한 책임은 항상 조종사에게 있으며, 조종능력이 숙달 되어도 언제나 처음의 마음가짐처럼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비행하길 바랍니다(이 제품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사용하거나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드론을 비행하기 전에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세요

1 DJI 드론을 작동시키기 전에 언제나 조종기의 전원을 먼저 넣어주세요.

2 기체의 전원을 연결하세요.

3 주위에 방해물체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4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넓은 오픈된 장소에서 실시하시고, 주변을 항상 경계해주세요. 

    또한 반드시 장애물, 사람, 차량 등이 없는 곳에서 비행하세요.

5  실제로 이륙하기 전, 반드시 기체의 나침반 캘리브레이션과 GPS 수신이 원활한지 확인하세요.

    천천히 깜박이는 자색등이 들어오면 정상, 적색등이 깜빡이면 나침반 교정이 실패한 것입니다.

6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지마세요(국내 규정). 

    농업방제용 드론의 경우 작물 상단 기준으로 고도 2.5~3m에서 비행 연습을 많이 하세요. 

7 훈련 중에는 가상의 선을 본인 15m 앞쪽에 설정한 후, 그 안으로는 기체가 오게 비행하지 마세요.

8 비행 중 이상이 감지될 때에는 서서히 스로틀을 아래로 내려 기체를 천천히 착륙시키세요.

9 당황하지 마세요.

항공기의 앞쪽이 조종자의 반대방향을 향하
도록 한 후 이륙하세요. 

조종자로부터 15m 이내에서는 비행하지마
세요

기체의 프로펠러가 작동한 후에는 절대 손대
지마세요.

주의

금지

손대지말것

18+
연령

경고!
회전부분은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급 비행기술(★)







뒤쪽에 있는 항공기 상태 표시등이 조종자를 향하도록 위치시
킨 상태로 이륙 및 착륙하세요.

항공기 상태 표시등이 조종자를 계속 향하도록 한 뒤 조종기를 
전후좌우로 움직이며 기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세요. 

한 지점에서 호버링(정지비행)을 해보세요. 만약 호버링이 안 
되어도 호버링할 수 있도록 조종기를 전후좌우로 움직이며 호
버링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초급 비행기술(★)







왼쪽과 오른쪽으로 서서히 회전해보세요. 뒤에 있는 항공기 상
태 표시등이 조종자를 향하도록 노력해보세요.

8~10미터 정도 앞으로 비행해보세요. 그 후에 다시 원위치 시
키세요. 이때 항공기 상태 표시등은 계속 조종자를 향하도록 
위치하세요.

15m 전방에 임의의 위치(B)를 지정한 후 그 위치로 이동시켜 
착륙시켜보세요. 그런 다음  원래 이륙 지점(A)으로 이동시켜 
다시 착륙시켜보세요.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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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비행기술(★)







이륙지점으로부터 왼쪽방면으로 5미터 이동시켜보세요. 그 후
에 오른쪽으로 5미터 이동해보세요. 물론 뒤쪽 항공기 상태 표
시등은 계속 조종자를 향한 상태에서 비행합니다. 

항공기 앞쪽이 항상 전방을 향하는 상태(조종자는 항공기의 뒤
쪽에 있는 상태표시등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4각 박스 형태를 
그리듯이 시계방향으로 움직여보세요. 한 꼭짓점에 도달할 때
마다 정지한 뒤,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는 연습을 하세요.

항공기의 앞쪽이 항상 전방을 향하는 상태에서 4각 박스 형태
를 그리듯이 시계 반대방향으로 움직여보세요. 한 꼭짓점에 도
달할 때마다 정지한 뒤,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는 연습을 하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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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비행기술(★★)







호버링 중에, 뒤쪽 항공기 상태 표시등이 조종자를 향한 상태
에서 시작해 시계방향으로 360도 회전하세요.

호버링 중에, 뒤쪽 항공기 상태 표시등이 조종자를 향한 상태
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360도 회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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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방향으로 가상의 사각형을 만들어 이동합니다. 이때 항공기 상태표시등이 조종자를 향한 상
태로 호버링한 다음, 항공기를 왼쪽으로 90도 회전한 뒤 전진해서 사각형의 다음번 꼭짓점을 기
준으로 90도씩 회전시키면서 이동하세요. 한 꼭짓점에서 다음 방향으로 
이동할 때마다 항공기 앞이 진행방향을 바라보게 90도씩 회전하세요.



중급 비행기술(★★)







항공기 상태표시등이 조종자를 향한 상태로 동그라미 형태로 
비행해보세요. 항공기의 고도와 원의 형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
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항공기의 전면이 조종자를 향하게 한 뒤에 호버링 해보세요. 
항공기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➋

➋

➎

➌

➍

➍

➊ ➌

➊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상의 사각형을 만들어 이동합니다. 이때 항공기 상태표시등이 조종자를 향한 
상태로 호버링한 다음,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한 후 전진해서 사각형의 다음 꼭짓점으로 이동하세요. 
각 꼭짓점마다에서 다음 방향으로 이동할 때마다 항공기 앞부분이 
진행방향을 바라보게 90도씩 회전하세요.



고급 비행기술(★★★)







항공기의 전면이 조종자를 향한 상태로 동그라미 형태로 비행
해보세요. 항공기의 고도와 원의 형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비행해보세요.

4각 박스 모양을 그리며 시계방향으로 비행해보세요. 
항공기의 앞면이 조종자를 바라보도록 유지하세요.

4각형 박스 모양을 그리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비행해보세요. 
항공기의 앞면이 조종자를 바라보도록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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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각형 박스 모양을 그리며 시계방향으로 비행해보세요. 항공기
의 앞면이 진행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4각의 모서리에 도착
할 때마다 돌려주세요.

원형을 그리며 시계 방향으로 비행하면서 항공기의 앞면이 진
행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세요. 항공기의 고도와 원의 형
태가 되도록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원형을 그리며 시계 반대방향으로 비행하면서 항공기의 앞면
이 그리는 원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세요. 항공기의 고
도와 원의 형태가 되도록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고급 비행기술(★★★)



8자 모양을 조종자가 임의로 지정한 어느 한 방향으로 항공기의 앞면이 바라보도록 조절하면서 비
행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항공기의 앞면이 항상 진행방향의 왼쪽이나 오른쪽을 향하도록 유지하고, 
물론 항공기의 고도와 원의 형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세요.

고급 비행기술(★★★)







8자 모양으로 항공기를 회전시키지 않으면서 비행해보세요. 항공기의 
고도와 원의 형태가 되도록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세요.

8자 모양으로 항공기의 앞면이 항상 이동하는 방향을 향하도록 
회전하면서 비행해보세요. 항공기의 고도와 원의 형태가 되도록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세요.



비상상황





리턴홈 & 착륙모드 : 이륙하기 전, 반드시 넓고 개방된 장소에 위치
한 뒤, GPS 신호가 좋은지 확인하세요. LED 인디케이터의 색상이 
녹색으로 깜빡이는지 확인하세요. 비행할 때는 적어도 15미터 떨어
져서 비행하세요. 홈 버튼을 누르면 기체는 자동으로 홈으로 돌아옵
니다. 이때 항공기는 자동으로 고도를 15m로 맞춘 뒤 이륙지점으로
부터 2미터 안에 착륙할 것입니다. 

리턴홈 & 착륙모드 취소하기 : 홈 버튼을 눌러 항공기가 이륙지점으
로 돌아오고 있을 때, 비행 모드를 스위치를 ‘M’으로 옮긴 뒤 조종기 
레버를 움직이면 다시 비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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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비행 중에 조종기의 전원스위치를 눌러 조종기와 기체 사이의 신호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세
요. 만약 조종기와의 신호가 끊기면 기체는 비상모드(Failsafe)로 진입합니다. 이는 조종기 신호가 
3초 이상 끊어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비행제어 시스템은 신호가 연결될 때까지 호버링 하거나, 항
공기를 최근 기록된 지점으로 돌아오게 합니다(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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