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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QGroundControl User Guide
QGroundControl를 이용하면 ArduPilot나 PX4기반 비행체에 대해서 완전한 비행 제어와 셋업이 가능합니다. QGroundControl의
목표는 유경험자들은 하이엔드 기능을 그리고 새로운 사용자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핵심 기능:
ArduPilot와 PX4 Pro 기반 비행체에 대한 완전한 셋업/설정 지원
PX4와 ArduPilot을 실행하는 비행체에 대한 비행 지원(혹은 MAVLink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통신하는 다른 오토파일롯)
미션 플래닝으로 자동 비행
비행체 위치, 비행 경로, waypoint와 비행체 장치를 보여주는 비행 지도
디스플레이 오버레이로 비디오 스트리밍
여러 비행체 관리 지원
QGC는 Windows, OS X, Linux 플랫폼, iOS, Android 장치에서 실행

QGroundControl 사용자 가이드는 계속 작업 중입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 중에 놓치거나 완료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QGroundControl의 아키텍쳐와 개발 관련 정보는 개발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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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시작하기

QGroundControl은
첫단계는 QGroundControl 다운로드와 설치하기입니다. 아래 화면은 연결된 비행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Settings
QGroundControl 어플리케이션을 설정

Setup
비행체 설정 및 튜닝

Plan
자동 mission 생성

Fly
비행체가 비행하는 동안 감시(스트리밍 비디오 포함)

Analyse
Download logs, geotag images from a survey mission, access the MAVLink console.

드론에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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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시작하기

대부분 경우 USB, 텔레메트리 라디오, WiFi를 통해 직접 비행체에 연결하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없습니다. QGroundControl이
여러분의 비행체를 탐지하고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기본적으로 QGroundControl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Fly view가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분의 비행체가 추가 셋업이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Setup view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연결되면 도구바는 추가 정보를 포함하게 됩니다. 비행체에 대해서 하이레벨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런 아이템들 중에 하나를 클릭하
면 더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Vehicle Messages
비행체로부터 메시지의 드롭다운을 보여주기 위해서 클릭.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Yield 표시로 변경됨.

GPS Status
위성 갯수와 현재 hdop을 표시

RC RSSI
RS 신호 강도 정보 표시

Telemetry RSSI
텔레메트리 신호 강도 정보 표시

Battery
남은 배터리 퍼센트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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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시작하기

Flight Mode
현재 비행모드 표시. 비행모드를 변경하기 위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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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및 설치

다운로드와 설치
다운로드
아래 링크에서 현재 QGroundControl의 안정버전을 다운받습니다.
Windows
OS X
Linux
AppImage
Compressed Archive
Android
기존 출시한 안정버전은 GitHub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릴리즈 관련 정보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OS 요구사항
윈도우 비스타 이상
Mac OSX 10.8 이상
Ubuntu 14.04 이상
Android 5.1 이상
iOS 8.0 이상 (Beta)

설치
윈도우 : 인스톨러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실행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Mac : .dmg 파일을 더블 클릭하고 QGroundControl 어플리케이션을 Application 폴더로 끌어다 넣습니다.

Linux에서 설치와 실행
AppImage
chmod +x ./QGroundControl.AppImage
./QGroundControl.AppImage (or double click)

Compressed Archive
github에 있는 README에 따라 추가 패키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t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tar jxf QGroundControl.tar.bz2
cd qgroundcontrol
./qgroundcontrol-start.sh

Daily Builds
The daily build can be downloaded from here.

7

다운로드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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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화면

Fly View

Fly View는 비행체가 비행하는 동안 사용하는 메인 뷰입니다. map뷰와 video뷰 사이를 스위칭 가능합니다.(가능한 경우에)

Map
map은 연결된 모든 비행체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또한 현재 비행체에 대한 미션을 보여줍니다.

Fly Tools
화면 왼쪽 모퉁이에 Fly Tools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Tools의 순서는 :
Center map
Map Type
Zoom In/Out

Center Map
Center Map tool은 home position, 비행체 등과 같은 여러 포인트 주변을 지도 중앙에 위치시킵니다.

Map Type
현재 지도 타입을 거리(Street), 위성(Satellite), 하이브리드(Street+Satellite)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 지도(map
provider)는 Bing이며 하이브리드 지도를 보다 잘 나타냅니다. Settings -> General 에서 제공 지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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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화면

왼쪽 아래에서 비디오 출력을 볼 수 있습니다. QGroundControl은 UDP 연결을 이용해서 RTP와 RTSP 비디오 스트리밍을 제공합
니다. 직접 연결된 UVC 장치도 지원합니다. QGC 비디오 지원에 관한 보드 자세한 내용은 Video README을 참고하세요.
비디오 부분을 클릭하면 Fly view의 메인 화면으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Instrument Panel
오른쪽에 instrument panel은 현재 비행체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패널의 중앙 섹션은 여러 페이지로 구성됩니다. 중앙 섹션을
클릭해서 페이지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Telemetry page

텔레메트리 페이지 내에서 볼 수 있는 값은 작은 기어 아이콘을 클릭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Vehicle Health page

이 페이지에서는 비행체 내부 시스템의 정상상태를 보여줍니다. 어떤 시스템이 정상에서 이상상태로 변경되면 이 페이지는 자동으
로 변경됩니다.

Vibration Clipping page

이 페이지는 현재 진동 값과 clip 카운트를 보여줍니다.

Guided Bar
화면의 밑부분에 Guided Bar가 있습니다. 비행체와 QGroundControl application과 직접 상호작용하는데 사용합니다. 비행체나 현
재 Vehicle 상태에 따라 선택가능한 옵션이 바뀝니다.
가능한 옵션들 :
Arm, Disarm, Emergency Stop
Takeoff
Change altitiude
Go to location
RTL
P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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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화면

Plan View

Plan View는 비행체의 자동 미션을 계획하는데 사용합니다. 일단 미션을 계획하고 비행체로 보내면, 미션에 따라 비행하기 위해서
Fly View로 전환됩니다.
비행체가 GeoFence나 Rally Points을 지원한다면, Plan View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위 이미지는 이륙(takeoff), 2개 waypoint 비행 후 착륙의 단순한 미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션을 생성하는 단계는 :
1. Plan View로 변경
2. 명령을 미션에 추가하고 필요하면 수정
3. 미션을 비행체로 전송
4. Fly View로 변경하고 미션 비행

Plan Tools
화면의 왼쪽 모퉁이에 Plan Tools가 있습니다. 위에서 부터 아래 순서로 :
Add Commands
Survey
Sync
Center map
Map Type
Zoom In/Out

Add Com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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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화면

Add Commands 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클릭합니다. 활성화시키는 동안 지도를 클릭하면 클릭한 위치에 새로운 미션 명령이 추가
됩니다. 이 툴은 다시 클릭할 때까지 활성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Sync
Sync 툴로 Missions을 비행체나 파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mission 비행 전에 Mission을 비행체로 전송했는지 확인하세요. 툴이
"!"로 표시되는 것은 Mission이 변경된 후에 비행체로 전송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Sync 툴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비행체로 전송 (Send to Vehicle)
비행체로부터 로드 (Load from Vehicle)
파일에 저장 (Save to File)
파일로부터 로드 (Load from File)
전체 삭제 (Remove All)

Survey
Survey로 다각형 영역상에서 격자패턴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Mission Command List
화면의 오른쪽 모서리에 미션 명령의 목록이 있습니다. 해당 아이템에 대해서 값을 수정하고 싶다면 클릭합니다. 위에서 미션,
Geofence, Rally Points 사이를 전환하는 옵션의 집합입니다.

Mission Command Editors
mission command를 클릭하면 editor가 나타나며 여기서 해당 command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 이름을 클릭하면 명령
의 타입도 변경가능합니다. 예제로 "Waypoint"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션을 만들기 위해서 설정 가능한 명령들 중에 선택이 가
능합니다. 명령 이름의 오른쪽에 메뉴를 클릭해서 열 수 있습니다. 이 메뉴로 Insert와 Delete 같은 추가 옵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Planned Home Position
mission은 항상 관련된 "Planned Home Posit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체의 home position을 시뮬레이션하는데 사용됩니다.
waypoint 라인들이 첫번째 waypoint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그려지는지를 봅니다. mission의 실제 home position은 비행체가 설정
하며 "planned" home position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mission을 시작한 위치가 "planned"의 위치와 다를 수 있습니
다.

Mission Display
지도의 중앙에 현재 미션을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인디케이터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Mission Height Display
지도의 아래부분에서 mission 명령들 사이에 높이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의 왼쪽에서는 이전 명령과 관련한 현재 선택한 명령에 대
한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 waypoint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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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Fence

Plan View - GeoFence
GeoFence로 비행할려는 지역에 가상의 울타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선택한 지역을 벗어나서 비행하는 경우 지정한 동작을 수
행하게 됩니다.
모든 비행 펌웨어가 GeoFence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하는 GeoFence기능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제 화면
ArduCopter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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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Fence

ArduPlane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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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Fence

PX4 Pro 화면:

GeoFence Setup
GeoFence를 생성하는 단계 :
1. Plan View로 변경
2. GeoFence 라디오 버튼 선택 (오른쪽 위)
3. editor 패널에서 fence 셋팅 지정
4. fence 다각형 추가 (지원하는 경우)
5. GeoFence 정보를 비행체로 전송 (아니면 파일로 저장)

GeoFence 다각형 그리기
다각형 fence를 지원하는 경우, editor 패널의 밑부분에 "Fence Polygon" 섹션이 보입니다. 지도상에 다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Draw 버튼을 클릭하여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fence 다각형을 그리고나면, 다각형 모퉁이를 움직이기 위해 Adjust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fence 다각형을 그릴려면
Draw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GeoFence Tools
화면의 왼쪽 모퉁이에 Plan Tools가 있습니다. 이 툴의 위에서 부터 아래로 :
Sync
Center map
Map Type
Zoom I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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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Fence

Sync
Sync 툴로 GeoFence를 비행체나 파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비행전에 GeoFence를 비행체로 전송했는지 확인하세요. 툴이 "!"로
표시되는 것은 GeoFence를 변경한 후에 비행체로 전송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Sync 툴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비행체로 전송 (Send to Vehicle)
비행체로부터 로드 (Load from Vehicle)
파일에 저장 (Save to File)
파일로부터 로드 (Load from File)
전체 삭제 (Remove All)
GeoFence를 파일로 저장하는 경우 fence 다각형뿐만 아니라 모든 셋팅이 저장됩니다.

그 이외 도구들
다른 도구들은 미션을 수정하는 동안 문구대로 동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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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ly Points

Plan View - Rally Points
Rally 포인트는 착륙 혹은 로이터링 위치를 대신합니다.
RETURN TO LAUNCH(RTL)모드에서 home position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목적지를 제공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모든 비행 펌웨어가 렐리 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하더라도 Rally Point 기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ArduPilot와
관련한 문서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PX4는 현재(4월 2017) 지원하지 않습니다.

Rally Point Setup
GeoFence를 생성하는 단계 :
1. Plan View로 변경
2. Rally 버튼을 선택 (화면의 오른쪽 상단)
3. 지도에 클릭해서 렐리 포인트 추가

Rally Points Tools
화면의 왼쪽 모퉁이에 Plan Tools가 있습니다. 이 도구들은 위에서 아래로 순서로 :
Sync
Center map
Map Type
Zoom I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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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ly Points

Sync
Sync는 Rally Points를 비행체나 파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비행전에 Rally Points를 비행체로 전송했는지 확인하세요. "!"로 표시되
는 것은 GeoFence를 변경한 후에 비행체로 전송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Sync 도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비행체로 전송
비행체로부터 로드
파일에 저장
파일로부터 로드
전체 삭제

그 이외 도구들
다른 도구들은 미션을 수정하는 동안 문구대로 동작합니다.

18

Survey

Plan - Survey
다각형 영역상에서 격자형태 비행 패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geotagged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격자와 카메라 셋팅 관련 스
펙 및 다각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survey를 위한 다각형을 그릴려면, "Draw" 버튼을 클릭하고 지도에 클릭하여 다각형 꼭지점을 설정합니다.
survey 격자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editor 상단에 있는 드롭다운을 통해 주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Manual Grid

수동으로 다각형으로 격자패턴을 생성하기 위한 모든 값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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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angle - 격자에 평행한 비행 트랙을 위한 각도. 예로 0도는 북/남을 비행하는 평행 라인을 생성.
Grid spacing - 각 평행 비행 트랙 사이에 거리
Altitude - 전체 격자 패턴을 비행을 위한 고도
Turnaround distance - 다음 비행 트랙을 위해 턴어라운드를 수행하기 전에 다각형의 모퉁이를 비행하는데 추가로 드는 거리
Trigger Distance - 비행한 거리를 기반으로 카메라가 사진을 찍도록 하는데 사용

Camera

드롭다운 옵션에서 알려진 카메라를 선택하면 카메라 스펙을 기반으로 격자 패턴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Landscape/Portrait - 카메라가 비행체에 달려있는 방향을 지정
Image Overap - 각 이미지 사이에 오버랩되는 양을 지정
Altitude - 이 값을 지정하면 서베이 동작시 고도를 지정. 지면 해상도를 계산하고 지정한 고도를 표시함
Ground resolution - 각 이미지에 대해서 지상 해상도를 지정. 이 해상도를 구하는데 필요한 고도를 계산하고 표시됨

Custom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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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텀 카메라 옵션은 카메라 옵션과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여러분이 직접 카메라 스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ensor width/height -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의 크기
Image width/height -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의 해상도
Focal Length - 카메라 렌즈의 초점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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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p View

Setup View는 처음 비행하기에 앞서 새 비행체를 설정하고 설정한 비행체를 튜닝하는데 사용합니다.

Setup Options
화면 왼쪽에 셋업 가능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셋업 버튼이 빨간색이면 조정/지정이 필요한 셋업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라도
빨간색이라면 비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 이미지에서 Radio 셋업은 아직 셋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Note: 나타나는 옵션들과 각 옵션의 내용은 비행체가 실행하는 PX4 Pro나 ArduPilot 펌웨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 이미지는
PX4 Pro 펌웨어가 실행되는 비행체에 해당합니다.
Summary
여러분 비행체에 대해서 모든 중요한 셋업 옵션들에 대한 개요입니다. 개별 셋업 버튼과 비슷하게 요약 부분은 이 셋팅이 완전히 설
정되지 않으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Firmware
새로운 펌웨어를 비행체에 Flash하세요.
Airframe
비행체의 에어프레임을 지정하세요.
Radio
라디오 컨트로 트랜스미터를 칼리브레이션하세요.
Sensors
비행체에 센서를 칼리브레이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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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 Modes
비행모드를 RC 트랜스미터 스위치에 할당
Power
배터리 셋팅과 ESC 칼리브레이션과 같은 추가 파워 옵션
Safety
RTL이나 Failsafe와 같은 Safety와 관련된 옵션에 대해서 셋팅
Tuning
비행체의 비행 특징을 튜닝
Camera
카메라와 짐벌에 대해서 설정
Parameters
비행체와 관련된 모든 파라미터를 수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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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ing firmware

QGroundControl을 사용하면 최신 버전을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QGroundControl은 Pixhawk계열, SiK 라디오, PX4
Flow 장치 등에 펌웨어를 로딩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주의할 점]
펌웨어를 비행체로 설치하기 전에, 모든 USB연결이나 텔레메트리 라디오 연결이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행체는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받으면 안됩니다.

USB로 장치에 연결하기
이제 여러분의 장치(Pixhawk, SiK Radio, PX4 Flow)를 직접 USB로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USB hub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USB
포트에 직접 연결하도록 합니다.

로드할 펌웨어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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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장치가 연결되면, 어떤 펌웨어를 로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에 이미지는 펌웨어를 Pixhawk계열 보드로 업로드합니다.
PX4 Pro와 ArduPilot 펌웨어 중에 선택합니다.
“Advanced mode”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로컬 파일에 있는 펌웨어나 개발자버전의 펌웨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 로드 완료
일단 지정한 펌웨어가 로딩을 완료하면, 장치는 리부팅하고 다시 연결됩니다.
현재 타블릿이나 핸드폰 버전에서는 펌웨어 로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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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체 프레임

Airframe Setup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의 비행체와 관련해서 주요 에어프레임 설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만약 PX4 Pro 펌웨어나 ArduPilot 펌웨
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 페이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ArduCopter Airfame Setup

여러분의 비행체에 맞는 프레임 타입을 선택합니다. "Load common parameters"을 클릭해서 알려진 비행체 타입에 대한 파라미터
집합을 불러오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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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에어프레임 셋업은 ArduCopter 비행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ArduPilot 비행체 에어프레임 셋업은 다루지 않습니다.

PX4 Pro Airfame Setup

여러분의 비행체와 가장 잘 맞는 특정 에어프레임을 해당 그룹내에 드롭다운에서 선택합니다. 위 예제 이미지는 Quadrotor 그룹에
있는 3DR Iris Quadrotor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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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에어프레임을 선택하고 난 후에, Apply and Restart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셋팅을 저장하고 비행체를 재시작 시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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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셋업
라디오 셋업은 주요 트랜스미터 자세 제어 스틱(roll, pitch, yaw, throttle)을 채널로 매핑 설정하며 다른 모든 트랜스미터 제어/RC
채널에 대해서 최대, 최소, 트림, 반전 셋팅을 칼리브레이션합니다.
주요 칼리브레이션 절차는 PX4와 Ardupilot이 동일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비행제어기에 특화된 셋팅/도구는 아래를 참고하세
요.)
라디오 시스템을 칼리브레이션하기 전에 리시버와 트랜스미터는 반드시 연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트랜스미터와 리시버 쌍의
바인딩 절차는 하드웨에에 따라 다릅니다. (메뉴얼의 지시를 따릅니다.)

칼리브레이션 수행
칼리브레이션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 화면의 오른쪽 위에 트랜스미터 그림이 보이고 특정 패턴으로 스틱을 움직이라는 지시가
나옵니다. 단순히 지시를 따르면 칼리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칼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
1. 상단 툴바에서 Gear 아이콘을(Vehicle Setup)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이드바에 있는 Radio 을 선택합니다.
2. RC 트랜스미터를 켭니다.
3. OK 를 누르면 칼리브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위 이미지는 PX4 Pro인 경우입니다. 칼리브레이션/위 섹션은 두개 펌웨어에 대해서 동일하지만 추가 라디오 셋업 섹션
은 다릅니다.
4. transmitter mode 라디오 버튼을 설정하면 트랜스미터 설정과 매치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QGroundControl 는 칼리브레이션
동안 여러분이 따라야 할 올바른 스틱 위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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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텍스트와 트랜스미터 이미지에서 지시하는 위치로 스틱을 이동시킵니다. 스틱이 위치에 있을때 Next 를 누릅니다. 모든 위치
에 대해서 반복합니다.
6. 프롬프트가 나오면 다른 모든 스위치와 다이얼을 최대 허용범위까지 움직입니다.(Channel Monitor 를 통해 움직이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음)
7. Next 를 눌러서 설정을 저장합니다.
라디오 칼리브레이션은 PX4 셋업 비디오 (youtube)를 참고하세요.

추가 라디오 셋업
라디오 셋업 화면의 아래 부분에 사용하는 펌웨어에 따라 추가 라디오 셋업 섹션이 달라집니다. 각 autopilot마다의 옵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PX4

ArduPilot

Spectrum 바인드 (ArduPilot/PX4)
라디오 시스템을 칼리브레이션하기 전에, 리시버와 트랜스미터는 연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Spektrum 리시버를 가지고 있다
면, QGroundControl 를 사용하면 아래와 같이 bind mode 로 할 수 있습니다. (비행체의 리시버에 물리적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
운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Spektrum 트랜스미터/리시버 바인드 :
1. Spektrum Bind 버튼 선택
2. 리시버에 대한 라디오 버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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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K 누르기

4. 바인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서 Spektrum 트랜스미터 켜기

Trims 복사하기 (PX4)
이 셋팅은 수동으로 라디오 트랜스미터로부터 trim 셋팅을 복사합니다. 따라서 autopilot 내에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완료되
고 나면 수동으로 설정한 trim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trim을 복사:
1. Copy Trims 선택
2. 스틱을 가운데에 두고 throttle을 완전히 아래로 내림
3. Ok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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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랜스미터를 0으로 두면 trim이 리셋

AUX 사용 채널 (PX4)
AUX 사용 채널을 이용하면 트랜스미터로 임의의 하드웨어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로 잡는 장치)
AUX 채널을 사용하는 방법 :
1. 2개 트랜스미터 제어까지 별로 채널로 매핑이 가능
2. 이 채널들을 AUX1과 AUX2로 각각 매핑하며 설정하자마자 비행체에 값이 저장

flight controller는 AUX1/AUX2의 지정한 채널로부터 수정하지 않은 값을 연결된 서버/릴레이로 전달하여 하드웨어를 조정

Param 튜닝 채널 (PX4)
튜닝 채널을 이용해서 트랜스미터의 튜닝 노브를(knob) 파라미터로 매핑이 가능합니다. (트랜스미터로 동적으로 파라미터를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수동 비행중 튜닝이 가능하도록 제공합니다.

파라미터 채널을 위해 사용하는 채널들은 Radio 셋업에서 할당됩니다.(여기서!) 각 튜닝 채널을 관련 파라미터로 매핑하는 것은
Parameter editor 에서 정의합니다.
튜닝 채널 셋업하기 :
1. 최대 3개 트랜스미터 제어를 별도의 채널로 매핑
2. 선택 목록을 사용해서 PARAM Tuning Id 를 라디오 채널로 매핑을 선택. 설정하자마자 비행체에 값이 저장.

PARAM 튜닝 채널을 파라미터로 매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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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ameters 사이드바를 열기
2. 트랜스미터로 매핑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선택 (Parameter Editor 를 열기)
3. Advanced Settings 체크박스를 체크
4. Set RC to Param... 버튼을 클릭 (아래와 같이 대화창이 나타남)

5. Parameter Tuning ID 선택 목록에서 매핑하기 위해서 튜닝 채널을 선택
6. OK 를 누르면 대화창이 닫힘
7. Save 를 누르면 모든 변경 내용이 저장되고 Parameter Editor 가 닫힘
Parameters 화면의 오른쪽 위에 있는 Tools > Clear RC to Param 메뉴를 선택하면 명시적으로 모든 파라미터/튜닝 채널
매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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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s
Sensor 셋업을 통해 비행체의 센서를 설정하고 칼리브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Note: PX4 펌웨어를 실행하는 비행체인 경우의 이미지. PX4 펌웨어 옵션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칼리브레이션 단계를 시작하려면 sensor 버튼을 클릭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sensor의 경우 비행하기 전에 칼리브레이션
이 필요합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sensor는 칼리브레이션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Accelerometer
비행체에 가속도센서를 칼리브레이션하기 위해서는 특정 방향으로 비행체를 위치시키라는 지시를 따르며, 다음 단계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나올때까지 유지합니다.
ArduPilot의 경우 화면 중앙에 문자로된 지시를 따르며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PX4의 경우 위치를 이미지로 가이드합니다.

Compass
ArduPilot (새로운 펌웨어)
새로운 ArduPilot 펌웨어의 경우 컴파스 칼리브레이션은 보다 정확한 칼리브레이션을 위해서 Onboard 칼리브레이션을 제공합니
다. 비행체를 랜덤하게 모든 축에 대해서 회전시켜서 프로그레스바가 오른쪽으로 다차면 칼리브레이션이 완료됩니다. 칼리브레이션
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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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 컴파스에 대해서 칼리브레이션의 품질을 보여줍니다. 이 값을 이용하면 성능이 좋지 않은 컴파스의 경우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ArduPilot (이전 펌웨어)와 PX4
PX4와 이전 ArduPilot의 경우 가이드에 따라서 비행체를 각 축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아직 설정이 완료되지 않은
방향으로 비행체를 둬서 칼리브레이션이 되게 합니다. 회전하라는 지시가 나오면 지정한 축으로 비행체를 회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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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Horizon
Accelerometer 칼리브레이션을 마치고 나면 HUD에 수평선이 보이는데 이것은 비행체에 대한 level horizon을 칼리브레이션할 수
있는 level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얻는 동안 비행체를 level orientation으로 위치시키라는 지시가 나올 것입니다.

CompassMot (ArduPilot만 해당)
CompassMot 칼리브레이션은 내부 컴파스를 가지는 비행체로서 모터, 전선 등으로부터 컴파스에 큰 간섭이 생기는 경우에 추천합
니다. CompassMot는 배터리 전류 모니터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잘 동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간섭은 전류가 떨어지는 것에 선형
관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CompassMot 칼리브레이션을 수행할려면 버튼을 클릭하고 onscreen 프롬프트를 따라합니다.

Sensor Settings
방향 설정 및 센서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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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 Modes Setup
이 페이지에서는 rc 트랜스미터에서 비행모드(flight mode) 스위치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비행모드는 RTL(Return
to Launch)과 같은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행 안정성 단계를 지정합니다.

ArduPilot 비행모드 셋업

Note: ArduCopter 비행체 이미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트랜스미터에서 하나의 채널에 6가지 서로 다른 비행모드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비행모드를 설정하는 방법
은 채널의 출력이 특정 PWM 값의 범위에 있을 때 설정됩니다. 위에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비행모드를 변경할려면 간단하게 드롭다
운에서 선택합니다.
트랜스미터를 켜서 여러분의 스위치 셋업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택된 비행모드를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로 표시합니다.
위에 이미지에서 비행모드 4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채널 옵션 셋팅도 테스트합니다.
위 예제 이미지는 3개 위치 비행모드 스위치와 채널 7 스위치로 RTL을 추가 옵션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트랜스미터에서 2개 스위치
와 믹싱을 사용해서 6개 비행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면 이페이지의 가운데 섹션으로 스크롤다운하세요.

ArduCopter만 해당
비행모드 채널은 채널 5로 고정되어 있음
채널 7-12에 대해서 추가로 채널 옵션을 설정할 수 있음. 이들 스위치에 기능을 할당할 수 있음.

ArduPlane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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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모드 채널은 드롭다운으로 선택가능. (이미지 없음)
ArduPlane은 추가 채널 옵션을 지원하지 않음.
ArduCopter 상세 비행모드 설명
ArduCopter 상세 비행모드 설명
ArduPlane 상세 비행모드 설명

PX4 Pro 비행모드 셋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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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Power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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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Safety Setup

Safety Setup에서는 상세한 return home뿐만 아니라 다양한 failsafe 셋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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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Tuning Setup
이 페이지에서는 기본 비행 특성을 제어하는 셋팅 설정 방법을 알아봅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용하는 PX4 Pro나 ArduPilot 펌웨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Basic Tuning
기본 튜닝 슬라이더는 양쪽 펌웨어에서 지원됩니다. 슬라이더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비행 특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ArduCopter Tuning

AutoTune
심각한 오버슛(overshoot)없이 빠른 응답을 제공하도록 rate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튜닝하는데 사용합니다.
AutoTune 수행하기 :
어느 축으로 튜닝할지를 선택합니다. 모든 축으로 한번에 튜닝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배터리가 모두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에 하나의 축으로 튜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튜닝을 트랜스미터 스위치 중에 하나에 할당합니다. 해당 스위치가 이륙하기 전에는 아래로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이륙 시키고 copter를 AltHold 모드가 되도록 합니다.
트랜스미터 스위치로 자동튜닝을 켭니다.
copter는 몇 분동안 특정 축 주위로 출렁입니다.
자동튜닝이 완료되면 copter를 원래 셋팅으로 돌아갑니다.
자동튜닝 스위치가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고 다음으로 새로운 셋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위로 다시 올립니다.
자동튜닝 스위치를 아래로 내리고 이전 셋팅을 테스트합니다.
새로운 셋팅을 저장하기 위해서, 자동튜닝 스위치가 위방향으로 되어 있는 동안 착륙과 disarm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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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자동튜닝이 AltHold에서 완료되면, 여러분의 copter는 최소한 AltHold에서는 비행할 수 있는 튜닝을 이미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동튜닝 스위치를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면 언제든 자동튜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튜닝 동안 언제든 트랜스미터를 이용해서 copter를 reposition시킬 수 있습니다.

In Flight Tuning
이것은 고급 옵션으로 트랜스미터 다이얼 채널의 하나를 이용해서 비행 제어 파라미터를 튜닝할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에서 제어 옵
션을 선택하고 값이 다이얼에 할당되도록 min/max를 지정합니다.

PX4 Copter Tu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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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 Setup
만약 PX4 Pro 펌웨어나 ArduPilot 펌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 페이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ArduPilot Camera Setup

PX4 Pro Camera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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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Parameters

Note: PX4 Pro 펌웨어를 실행하는 비행체에서 얻은 이미지입니다. ArduPilot도 유사하게 동작하지만 파라미터 설정은 다를 수 있
습니다.
파라미터 스크린에서 비행체와 관련된 파라미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그룹 버튼의 하나를 클릭해서 볼려면 파라미터의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제
이미지에서 "Battery Calibration" 그룹이 선택됩니다.

값 변경하기
파라미터의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목록에 있는 파라미터 값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값을 업데이트할 수 있게 옆에 다이얼로그가
열리고 파라미터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파라미터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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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입력창에 찾으려는 문자열을 입력하고 Search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러분이 찾는 문자열과 매칭되는 파라미터의 목록을 보
여줍니다. 파라미터 이름뿐만 아니라 파라미터 설명이 있는 부분과도 매칭되어 검색됩니다.

Tools

Tools 메뉴에서 추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fresh
비행체로부터 모든 파라미터를 재요청해서 파라미터 값을 갱신
Reset all to defaults
모든 파라미터들을 원래 기본 값으로 리셋
Load from file / Save to file
기존 파일에서 파라미터를 로드하거나 현재 파라미터 셋팅을 파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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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팅화면

Settings View

Settings View에서는 QGroundControl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셋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셋팅들은 특정 비행체가 아닌
QGroundControl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셋팅들을 변경하기 위해 비행체를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여러 셋팅 옵션들 사이에 전환이 가능합니다.

Settings Options
General
메인 어플리케이션 세팅들
Comm Links
수동으로 커뮤니케이션 링크를 생성하고 연결할 수 있음. QGroundControl은 보통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필요가 없음.
Offline Maps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지도를 캐쉬에 저장
Mavlink
MAVLink로 비행체에 연결하기 위한 셋팅
Console
어플리케이션 문제를 진단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 logs를 저장하는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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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지도

Offline Maps

지도 타일을 캐쉬 메모리에 저장하여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위치에 대해서 여러 오프라
인 지도 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dd new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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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오프라인 지도 세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Add new set"을 클릭합니다. 아래 페이지로 이동 :

여기서부터 줌레벨을 지정하고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캐쉬메모리에 저장할 위치로 지도를 옮기고 줌레벨을 지정하
고 Download를 클릭해서 저장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최소/최대 줌레벨에 대해서 왼쪽에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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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s
This section contains our release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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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즈 노트

릴리즈 노트
안정 버전 3.1
새로운 기능들
Survey 미션 지원
GeoFence Plan View에서 지원
Rally Point Plan View에서 지원 (ArduPilot만 해당)
ArduPilot 온보드 컴파스 칼리브레이션
파라미터 editor 검색에서 검색시 빠른 접근 가능
파라미터 표시에서 단위 변환기 지원
log 파일에서 GeoTag 이미지 (PX4만 해당)
instrument panel에서 시스템 이상상태 표시
Mavlink 2.0 지원 (no signing yet)
주요 버그 수정 내역
비행체에서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 crash 수정
Sik 라디오 사용하는 경우 안드로이드 crash 수정
다중 비행체 수정
블루투스 수정

51

Daily Builds

Daily Builds
QGroundControl의 Daily Builds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빌드들은 안정 빌드보다 많은 테스트를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최신 새로
운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Windows
OS X
Linux
AppImage
Compressed Archive
Android

Android daily builds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용 Daily builds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베타 테스트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
에 멤버였다면 멤버 탈퇴를 하도록 합니다.

Test Flight 사용해서 iOS Beta 설치
QGroundControl의 iOS 버전은 현재 오픈 베타입니다.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여기에 추가하면 베타 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WiFi 연결을 지원하는 iOS 장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일단 설치되면 Test Flight app을 통해서 새로운 버전의 알림
을 받을 수 있습니다. iOS 베타 빌드의 릴리즈 주기는 매주 혹은 격주라기 보다는 그때그때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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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Build Major Changes
This topic contains a high level and non-exhaustive list of new features added to QGroundControl since the last stable
release. These features are available in daily builds.

Settings
File save path
You can now specify a save path which QGC will use as the default location to save files such as Parameters, Telemetry or
Mission to.

Telemetry log auto-save
If you have Save telemetry log after each flight turned on you will no longer be prompted as to where to save the log each
time the vehicle disarms. They will automatically be saved to the save path specified in Settings.

Video save
AutoLoad missions
When this settings is turned on when QGC connects to a vehicle it will automatically upload a mission to the vehicle. The
mission file must be named "AutoLoad#.mission" where the # is replaced with the vehicle id. The location of the mission file
is in the file save path as specified above.

Plan View
Plan Toolbar
Battery information
Mission Settings
When planning a mission the first item in the mission list on the right of the screen is Mission Settings. This allows you to
specify your planned home positions as well as specify vehicl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e planned mission.

Mission defaults
Waypoint al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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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you add the first new waypoint to a mission the altitude for that item was previously hardcoded to 50 meters. You can
now choose a default value for that from Mission Settings. If you update this value while you have a mission loaded it will
prompt you to update all the your waypoints to this new altitude.
If you change the altitude on a waypoint, subsequent items will continue to use that new altitude. This is an existing feature
that has not changed. That new altitude entered from he Plan view does not affect the default altitude stored in settings.
Flight speed
This allows you to set the flight speed for the mission to be different than the default mission speed.
Mission End Action
This allows you to specify what you would like to happen when the mission completes:
No action on mission end
Loiter after mission end
RTL after mission end
Camera Section
Both Mission Settings and individual Waypoint items have a new camera section available. This section allows you to
specify camera actions to take as well as to control the gimbal pitch and yaw. The camera actions available are:
Continue current action
Take photos (time)
Take photos (distance)
Stop taking photos
Start recording video
Stop recording video

Vehicle Info
When planning a mission the firmware being run on the vehicle as well as the vehicle type must be known in order for
QGroundControl to show you the mission items appropriate for you vehicle.
If you are planning a mission while you are connected to your vehicle the Firmware and Vehicle Type will be determined
from the vehicle connection. If you are planning a mission while not connected to a vehicle you will need to specify this
information yourself.
The additional value which can be specified when planning a mission is the vehicle flight speed. By specifying this value
total mission or survey times can be approximated.

Planned Home Position
The planned home position allows you to simulate the vehicle's home position while planning a mission. This way you see
that waypoint trajectory for your vehicle from takeoff to mission completion. Keep in mind that this is the "planned" home
position and you should place it where you plan to start the vehicle from. The actual home position of a vehicle is set by the
vehicle itself when arming.

Waypoint features
There is a camera section available (as described above) on each waypoint.
You can also adjust the flight speed with each waypoint.

Gimb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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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specify gimbal yaw changes on waypoints both the plan and fly views will show you 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gimbal direction.

Pattern tool
There is a new Pattern tool available. The following patterns are supported:
Fixed Wing Landing (new) - Allows you to set up a fixed wing landing pattern with a loiter to a specified altitude
followed by a landing.
Survey (with new features)

Fixed Wing Landing Pattern
Survey
Images are automatically not taken in the turnaround zone outside of the polygonal survey area.
There is a new Hover and Capture option which can be used to capture the highest quality image at each image
location. The vehicle will stop at each image location prior to taking the image such that the vehicle is stable while the
image is taken.
There is a new option to re-fly the survey grid at a 90 degree angle to the previous pass. This allows you to generate
much denser coverage for the images.

Sync Tool - Auto-sync

Fly View
Arm/Disarm
Guided Actions
Takeoff
Land
RTL
Pause
Actions
Start Mission
Resume Mission
Change Altitude
Land Abort
Direct interaction with map
Set Waypoint
Goto Location

Remove mission after vehicle lands
You will be prompted to remove the mission from the vehicle after the mission completes and the vehicle lands and
disarms. This is meant to prevent issues where stale missions are unknowingly left on a vehicle cause unexpected
behavior.

Instrument panel
Camera tr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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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 Time
Flight time is now available for display in the instrument panel. For new users, fligth time will be shown by defeault. For
existing users who have already modified their instrument panel values you will have to add it yourself if you want to use it.

Analyze View
Log download moved to Analyze view from menu
New GeoTag images support for PX4 Pro firmware
New Mavlink Console which provides access the the nsh shell running on the vehicle.

Multi-Vehicle View
There is a new view available when you have multiple vehicles connected to QGC. It will only show up when more than one
vehicle is connected. When that happens you will see an additional set of radio button at the top right of the Plan view.

Click the Multi-Vehicle radio button to replace the instrument panel with the multi-vehicle list:

The example above shows three vehicles. The numbers are the vehicle id. In the large font is the current flight mode. You
can click the flight mode name to change to a different flight mode. To the right are small version of the instruments for each
vehicle. You can command the vehicle to do the following actions from the control panel:
Arm/Disarm
Start/Stop a mission
Return to Launch
Take Control back of the vehicle by returning to manual control from a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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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Vehicle Gotchas - Unique vehicle ids
Each vehicle connected to QGC must have a unique id. Otherwise QGC will think the vehicles are actually the same
vehicle. The symptom of this is the Plan view jerking around as it tries to position itself to one vehicle and then the next. For
PX4 Pro firmwares this is the

MAV_SYS_ID

parameter. For ArduPilot firmwares it is the

SYSID_THISMAV

parameter.

Support for third-party customized QGroundControl
Standard QGC supports multiple firmware types and multiple vehicle types. There is now support in QGC which allows a
third-party to create their own custom version of QGC which is targeted specifically to their custom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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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Play 프라이버시 정책
QGroundControl 은 개인적인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QGroundControl 내에서만 사용됩니다.
아래 목록에서 일부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합니다 :
카메라 센서(Camera sensor): 비행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비디오 오버레이 용도로 사용
위치(Location): 지도상에서 현재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는데 사용
여기서의 프라이버시 정책은 Google Play's 사용자 데이터 Data 정책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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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이 사용자 가이드는 QGroundControl이 지원하는 기능을 소개합니다. 만약 중요한 정보를 빼먹었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다
면 Issue로 보내주세요.
QGroundControl 관련 질문 및 문제 리포팅은 QGroundControl Usage Category here을 이용해 주세요.

Console Logging

콘솔은 QGroundControl 문제를 진단하는 유용한 도구로 Settings View에 있습니다. QGroundControl에서 유효한 logging 옵션을
켜고/끄기가 가능합니다. "Set Logging" 버튼을 클릭해서 logging 옵션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인 logging 옵션
LinkManagerLog, MultiVehicleManagerLog - 연결 문제를 디버깅
LinkManagerVerboseLog - 매우 복잡한 연결 문제 디버깅. 사용 가능한 시리얼 포트 연속 출력.
FirmwareUpgradeLog - 펌웨어 flash 이슈 디버깅
ParameterLoaderLog - 파라미터 로드 문제 디버깅
ParameterLoaderVerboseLog - 시스템에 대해서 입력/출력되는 파라미터 전체를 추적하여 로드 문제를 디버깅
MissionManagerLog - 미션 컨트롤 이슈 디버깅
RadioComponentControllerLog - 라디오 칼리브레이션 이슈 디버깅

command line으로 logging
로깅에 대한 다른 대안은 --logging command line 옵션입니다. QGroundControl이 crash되는 상황에서 로그를 얻고자할 때 유용
합니다.
실행 방법과 trace가 출력하는 부분은 OS에 따라 달라진다 :
Windows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고 qgroundcontrol.exe가 있는 위치로 디렉토리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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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Program Files (x86)\qgroundcontrol" qgroundcontrol --logging:full

QGC가 시작되면 별도의 콘솔 윈도우가 열리고 log가 출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OSX
QGC를 터미널에서 실행합니다. Terminal app은 Applications/Utilities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Terminal이 열리면 다
음을 복사해서 붙여넣기합니다.:
cd /Applications/qgroundcontrol.app/Contents/MacOS/ ./qgroundcontrol --logging:full

Log traces는 Terminal 윈도우에 출력합니다.
Linux
./qgroundcontrol-start.sh --logging:full

현재 실행하고 있는 shell에 Log traces가 출력됩니다.

Developer Chat
다양한 QGroundControl 사용자와 QGroundControl 개발자를 QGroundControl Gitter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QGroundControl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이 채널을 주의깊게 지켜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GitHub Issues
추후 버전에 대한 기능 요청뿐만 아니라 QGroundControl의 버그를 추적하는데 Issues를 사용합니다. 현재 Issues 목록은
https://github.com/mavlink/qgroundcontrol/issues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Gitter 채널을 사용해서 먼저 개발자와 연락하고 Issues를 넣도록 하세요.

버그 리포팅
먼저 Gitter 채널에서 버그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끔은 버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행체 셋업과 관련된 문제
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계속 된다면 위에 링크에 들어가서 Github Issue를 넣어도 됩니다.

기능 요청
기능 요청도 우선 Gitter 채널을 통해 해당 기능이 정말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있는데 여러분이 찾이
못한 기능을 찾도록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능이 정말 없다면 위 링크의 Github Issue에 들어가서 요청을 하면 됩니
다.

QGroundControl 사용자 돕기
QGroundControl와 같이 사용자 가이드도 오픈소스입니다. Pull Requests를 통해 가이드를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을 환영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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