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UICK GUIDE

플리플리 에어드랍 빠른 사용 안내서

플리플리 에어드랍은 드론에 부착할 수 있는 휴대용 탈착(투하) 장치입니다. 에어드랍의 번거로움 없는

설치로 무인 항공기의 수준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세요. 다른 장치들과 떨어뜨리는 것을 비교하면 훨씬

쉽고 편리합니다. 에어드랍은 무게가 가벼우며 투하 과정이 사용하기 쉽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고급 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제품 패키지에 포함된 리모컨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 안내서를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에어드랍을 사용하면 드론의
하중이 증가하고 배터리 지속 시간이 단축됩니다. 초보 조종사이거나 팬텀 시리즈의 비행
경험이 부족한 경우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드론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것을 매달지 마시고 비행 속도를 줄여서 급격한 동작을 피해주세요.



팬텀은 약 300g을 운반하기에 적당합니다.
드론의 기종(들어 올리는 힘)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0



120 g

매단 물체가 너무 가벼우면 바람에 날려 위험합니다.
물체가 프로펠러에 닿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연결된 줄을 제거하거나 길이를 조절하세요.



600 g 1 kg

무거운 물체를 걸 때는 보조 장치(짐벌 가드 등)를
이용해 무게 중심을 가운대로 맞추세요.

적재물의 무게가 약 1 kg까지 에어드랍 본체의 핀이
열립니다. 이때 핀(3mm 두께 금속봉)에 윤활제를
바르면 마찰력이 줄어 좀 더 쉽게 열 수 있습니다.

1㎏



3 kg

들어 올리는 힘이 강력한 드론에 에어드랍을 부착한 경우 적재물의 무게는 약 3kg까지가 적당합니다. 이때
에어드랍의 핀이 열리지는 않지만 물체를 옮길 수 있습니다. 물체를 바닥에 닿게 내린 후 핀을 열어주세요.

①

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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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m의 작동 거리를 보장합니다.
사양은 1km의 작동 거리를 보장하지만 리모컨의 안테나 쪽을 손으로 감싸지 않고 장애물이 없는 조건이라면
최대 7km 까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테스트했습니다. 거리가 3km 이상부터 작동 확률이 낮아집니다.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의 시야를 전혀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 대의 에어드랍을 같은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버튼을 누르면 모든 에어드랍이 작동합니다.

두 명 이상이 동시에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겹쳐 작동하지 않습니다.

1 2 3



지지대 설치
브래킷의 설치 버전을 확인한 후 랜딩기어 후면에 설치하세요.

● FB-1000GT : 팬텀 4 프로 / 어드밴스 / 프로V2.0

● FB-1000ST : 팬텀 4 (스탠다드) 전용

● FB-1000BT : 팬텀 3 프로페셔널 / 어드밴스 / SE / 4K

● FB-1000AT : 팬텀 3 스탠다드 전용



에어드랍 본체 설치
에어드랍 본체 뒷면의 돌출된 부분과 지지대의 홈을 결합하세요. 이제 설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전원 켜기 및 끄기
꾹, 꾸욱~ 천천히 두 번 눌러주세요. 팬텀 시리즈의 전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에어드랍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름에서 
에어드랍의 LED가 깜빡이며 전원이 켜지고 꺼집니다.



작동
리모컨 버튼을 1초 이상 천천히 한번 누를 때마다 본체의 핀이 개폐합니다. 리모컨 버튼의 LED가 깜빡거릴 땐 누르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본체와 리모컨은 핀이 닫혔는지 또는 열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리모컨의 버튼을 빠르게
반복해서 누르면 신호가 겹치고 작동이 지연됩니다.

리모컨 버튼 LED가 빨간불이면
핀은 열린 상태입니다.

리모컨 버튼 LED가 초록불이면
핀은 닫힌 상태입니다.



내장 안테나
리모컨의 검은색 고리 부분을 에어드랍 본체 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검은색 고리 속에 안테나가 내장되어있습니다. 손으로 검은색
고리(안테나)를 감싸면 작동 거리가 줄어듭니다.



배터리 체크
LED 바의 초록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충전하세요.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버튼을 한번 누르면 LED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작동 시간 : 대기 410 시간 / 연속 동작 - 본체 2 시간, 리모컨 3 시간 (에어드랍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끄세요.)



배터리 충전
완전 충전 : 처음 충전 시 2.5 시간, 이후로는 대개 50분 충전. 충전이 안 되면 재설정 버튼을 누르세요. 상온에서 충전하세요. 
겨울철 운송 중에 에어드랍이 얼면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USB 5핀 케이블 사용)



재설정
에어드랍이 오작동을 일으키면 충전 소켓 옆의 구멍 속 재설정 버튼을 누르세요. 클립이나 이쑤시개를 이용해야 합니다.



동기화
에어드랍 본체와 리모컨을 동기화하려면 전원을 끈 상태에서 양쪽 모두의 버튼을 동시에 15초 이상 길게 누릅니다.

1) 본체와 리모컨이 동기화가 시작되면 LED 1, 3과 2, 4가 차례로 깜빡입니다.
2) LED의 깜빡임이 멈추면 동기화가 완료된 것입니다.

15초 이상 15초 이상



안전한 비행 팁

◎ 물건을 매단 채로 착륙하지 마세요. 물건 때문에 드론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착륙 전에 짐을 먼저 버리세요. ◎ 에어드랍을 사용할 때 스포츠 
모드를 열지 마세요. ◎ 낙하물의 부피가 아주 큰 경우 Adjust Visual 
Navigation System 을 조정하세요. ◎ 에어드랍을 사용하면 드론의 
하중이 증가하고 배터리 사용 시간이 단축됩니다. ◎ 초보 파일럿이나 DJI 
팬텀 시리즈의 비행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 지자기와 
비행 제어 시스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자석이나 자성이 있는 물체를 
설치하지 마세요. (Iron, Cobalt, Nickel) ◎ 무인비행장치로 물건을 
이동하고 내려놓은 행위는 위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공법 제16조의 3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운송은 영리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032-740-2353 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제품 수령 후 결함을 
발견하면 홈페이지나 콜센터(032-831-9588)로 연락하세요.



사용자를 위한 안전문구
에어드랍 장치는 초경량 비행 장치인 ‘드론(Drone)’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드론 액세서리’로서 다음에 기재된 금지행위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범으로 비행하는 행위

3.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 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4.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 비행하는 행위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5. 주류, 마약류, 환각 물질 등의 영향으로 조종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6.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7. 드론(Drone)을 이용하여 모든 항공기, 경량 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초경량 비행 장치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8. 지상 고도 150M 이상(지면, 수면, 장애물 기준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행위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9.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위 기준은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비행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비행 전에 

이를 확인하고 조종하시길 바랍니다.



제품 사양 (RFID/USN 무선 장치)

“이 장치는 사용 중에 무선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다른 장치의 유해한 간섭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크기 : 본체 2.7 x 10.5 x 7.6 cm / 리모컨 : 2.8 x 9.5 x 2.8 cm

◎ 무게 : 본체 104.9 g / 리모컨 29.8 g

◎ 작동 거리 : 1 ~ 3km

◎ 작동 주파수 : 868, 923MHz 대역 사용 USN 장치

◎ 충전 전압 : 5 V / 1.2 A

◎ 작동 전압 : 3.7 V / 430 mA / 1.59 Wh / 리튬 폴리머 배터리

◎ 작동 시간 : 대기 410 시간 / 연속 작동 3 ~ 4 시간

◎ 충전 시간 : 처음 충전 시 2.5 시간, 이후로는 대개 50분 충전

◎ 작동 온도 : -20 ℃ ~ 50 ℃

◎ 충전 방법 : USB 5핀

◎ 운반 무게 : 1 kg 이하

◎ 제조 국가 : 대한민국

◎ 모델별 설치 안내

DJI 팬텀 4 프로 / 어드밴스 / 프로 V2.0 > FAD-1000GT

DJI 팬텀 4 (스탠다드) 전용 > FAD-1000ST

DJI 팬텀 3 프로페셔날 / 어드밴스 / SE / 4K > FAD-1000BT

DJI 팬텀 3 스탠다드 전용 > FAD-1000AT



* Actual product specifications may vary, and all features, functionality and other product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or obligation.

* FLIFLI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RBITY. Other brands and product names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holders.

Copyright ©2018 ARBITY All Rights Reserved.

◎ FCC Part 15.19 -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s,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 FCC Part 15.21 - Any changes or modifications (including the antennas) to this 
device that are not expressly approved by the manufacturer may void the user’s authority to 
operate the equipment. ◎ FCC RF Radiation Exposure Statement - This equipment complies 
with FCC RF Radiation exposure limits set forth for an uncontrolled environment. This device 
and its antenna must not be co-located or operating in conjunction with any other antenna or 
transmitter. ◎ Main Control : This equipment should be installed and operated with a minimum 
distance of 20cm between the radiator and your body. ◎ Remote Control : This equipment 
should be installed and operated with a minimum distance of 5mm between the radiator and 
your body. ◎ Some part of this product can be partly cahnged.

Attention 본체 / 리모컨

◎ 적합성 평가를 받은 회사: IO FACTORY Inc. ◎ 기자재 명칭: 
Wireless Equipment for RFID/USN (900MHz band 
use device) 모델명:  FAD-1000 ◎ 제조년월: Separately 
Marked ◎ 제조사: IO FACTORY Inc. ◎ 제조국가: 대한민국 
◎ 인증번호 (본체) : MSIP-CRM-M2X-FAD-10000 ◎ 

인증번호 (리모컨) : MSIP-CRM-M2X-FAD-1000



www.flifliairdrop.com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다양한 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