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치-250 조립 설명서
1. 키트 구성품 확인

1) 프레임 세트

x 2개 x 1개

x 2개

2) 범퍼 세트

x 2개

3) 암 대 세트

x 4개

4) 짐벌 세트

하부 프레임 상부 프레임

범퍼 측면 실드 암 대

짐벌 프레임-좌 짐벌 프레임-우

x 1개 x 1개

CCD-하우징

x 1개

서보베드

x 1개

서보클램프

x 1개

CCD-설치보조판

x 1개

5) 지원부품

35mm 써포트

x 4개

10mm 써포트

x 4개 x 4개

케이블타이 마운트 전원분배 보드

x 1개

링케이지(피아노선)

x 1개

고무발

x 4개

LED용 S/W

x 2개

벨크로(찍찍이)

30Cm

케이블타이(100-2.5)

x 20개

오-링

x 2개

스러스트 M3x6볼트

x 55개

6) 볼트/너트 류

스러스트 M3x8볼트

x 10개

소켓 M3x8볼트

x 2개

스러스트 M3x12볼트

X 3개

M3 너트

X 5개

3파이 평와셔

x 5개

소켓 M3x6볼트

x 10개

소켓 M2.5x6볼트

x 10개

2.5 파이 평와셔

x 10개

소켓 M2x6볼트

x 10개

2 파이 평와셔

x 10개



까치-250 조립 설명서

2. 사용자 별도 구매품

품 명 권장 (참고) 규격 비 고

BLDC 모터

1804 ~ 2204 규격 모터

참고모터

1804급
DYS 1804-2300KV BX Series Set of Two CW/CCW 
Motors

2204급
Multistar Elite 2204-2300KV Set Of 4 CW/CCW (2/CCW 
2/CW)

변속기

10~12A 급 변속기

참고

Afro ESC 12Amp Ultra Lite Multi-rotor Motor 
Speed Controller (SimonK Firmware) Version 3

- Simok 펌웨어
적용 ESC 추천

FC 보드 Cc3d,Naze32,Flip32+,mini apm 35mmx35mm 규격

CCD 카메라

38mmX38mm(기본사용)
32mmx32mm(설치보조판) *설명서 참조

참고

1/3-inch SONY CCD Video Camera (NTSC)

700TVL급 추천
NTSC 규격(국내)
PAL(유럽)
*NTSC를 일반적으
로사용

영상 송/수신장치

미니 서보 모터

23x12.2x29mm 규격 미니서보

참고
Turnigy TG9e 9g / 1.5kg / 0.10sec Eco Micro Servo

규격만 맞으면 아무
서보나 가능

프로펠러

5030급 프롭

참고

Gemfan 5030 Multirotor Propellers One Pair CW 
CCW (Black)

전원케이블/커넥터

배터리 3S 1300mah ~ 1800mah 배터리

테이프 3M 양면 테이프 (얇은것) / 절연 테이프
벨크로 / 부품고정/
절연

배선용 잡 자재 여분의 RC커넥터/RC용 전선류 / 수축튜브 외

http://www.hobbyking.com/hobbyking/store/__21324__1_3_inch_SONY_CCD_Video_Camera_NTSC_.html
http://www.hobbyking.com/hobbyking/store/__9549__Turnigy_TG9e_9g_1_5kg_0_10sec_Eco_Micro_Serv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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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립시 공통 주의 사항

-3D 프린팅된 부품에 볼트를 채결할때 채결(조임) 토크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암대의 윗쪽 뒷 구멍은 사용되지 않으니
이 구멍에 M3x6mm 볼트로 적절한 채결 토크를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3D 프린팅된 부품은 열에 약합니다. 

납땜 작업 / 수축튜브 작업시 인두팁이나 열풍/라이터 불꽃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3D 프린팅된 부품의 표면을 갈거나 다듬질 가공 했을때는

플라스틱 표면을 사포로 갈거나 다듬는 등 가공을 하고나서 표면을 마무리 하실때는

라이터나 토치로 0.5초 정도 살짝 불을 대주시면(김 구울때 처럼 슥 지나가듯) 원래 색상이 살아 납니다.

이때 한곳에 0.5초 이상 불을 대어 부품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3-1. 카메라 설치

38mm x 38mm CCD 조립 예 32mm x 32mm CCD 조립 예

까치-250 조립 설명서

스러스트 M3x8볼트

x 4개

스러스트 M3x12볼트

X 2개

서보모터의 바닥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주세요.

서보 혼을 짧게(중심축에 가까운 구멍)사용 하시는 것이 영상 품질에 좋습니다.

회전면에 오링을 넣어 주세요.

소켓 M3x8볼트

x 2개

스러스트 M3x6볼트

x 4개



3.2 FC 보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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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프레임(2매)는 앞뒤 상하 방향성 구분이 없습니다.

LED ON/OFF 사용하실때 전/후면 홈에 스위치를 본딩 또는 글루건으로 첩착해 주세요 .

스러스트 M3x6볼트

x 4개

M3 너트

X 4개

3파이 평와셔

x 4개

스러스트 M3x6볼트

x 4개



3.3 암대/범퍼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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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스트 M3x6볼트

x 16개

이곳은 지금 채결하지 않습니다.

케이블 타이 마운트는 사용자 편의에 따라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상면의 이 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3.4 모터/변속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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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거나 고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납땝 부분은 쇼트위험이 있으니 절연 테이프 등으로 안전하게 처리해 주세요.

소켓 M3x6볼트

x 8개

소켓 M2.5x6볼트

x 10개

2.5 파이 평와셔

x 10개

소켓 M2x6볼트

x 10개

2 파이 평와셔

x 10개

모터에 따라 아래 나사 조합으로 선택하여 조립 하세요. (M3 볼트 사용시는 평와셔를 넣지 않습니다.)

앞뒤 범퍼에 LED 적용시 지금 부착/배선 합니다.
(50mm단위로 잘라쓰는 12V 차량 튜닝용 플렉시블 바 LED 장착 가능 합니다.

배선 처리 예

감량 홀에 배선을 통과 시키지 마세요.
(암대 파손시 교체 작업이 어렵게 됩니다.)



3.5 하부 프레임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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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스트 M3x6볼트

x 24개

빨간색 부분 모두 스러스트 M3x6 볼트로 체결.

고무발을 함께 체결해 주세요.

3.6 상부 프레임 조립
스러스트 M3x6볼트

x 4개

메인 전원 커넥터 코드 /영상 송신기/RC 수신기를 설치 합니다.



3.7 카메라 짐벌/인디케이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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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측면 사각 홈에 케이블 타이를 넣고 접착하여
FPV시 기체 피치 기울기 확인용 인디케이터로 사용 합니다.

스러스트 M3x8볼트

x 4개

카메라 수평일때 영상모니터에 바늘이 화면의 상하 중심부에 보이도록 위치조절하여 고정해 주세요.

3.8 조립 완료

수고 하셨습니다. 
이후 FC 세팅은 사용하신 FC보드 관련 매뉴얼을 참고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