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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서 이력 

Rev. 변경일 수정된 내용 

1.0 13/05/01 처음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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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시 유의 사항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본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고, 사용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법으로 취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정격 전압 및 정격 전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손 또는 고장,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2. 정전기 또는 외부의 전기 충격에 민감하니 사용시 주의를 바랍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접지된 금속 등에 손을 접촉하여 몸에 대전되어 있는 정전기를 방전해 주십시오. 고

장 또는 오동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3. 제공되는 기능 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에는 파손 또는 고장의 우려가 있으며, 유상 

또는 무상 수리가 불가합니다. 

4. 제품 개봉 후 본 설명서의 사용 절차를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5. 제품의 착탈 전, 제품의 배선 등의 작업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제품 손상 또는 고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6. 전원 인가 후 동작 중에는 도전 부분(금속으로 노출된 부분)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

오. 제품 손상 또는 오동작의 원인이 되며,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7. 기구 등에 장착시 제품의 단자, 도전 부분, 부품 소자가 볼트, 너트 등과 간섭이 없도록 작

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동작 중 제품에 오물,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염시 전용 세척액으로 즉시 

닦아주세요. 장기간 방치시 화재, 고장, 오동작의 원인이 됩니다. 

9. 도구나 손 등으로 조작시 과도한 힘을 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0. 제품을 분해 또는 개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재나 파손의 우려가 있으며, 유무상의 지원

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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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yroAccel+Compass Module 개요 

2. GyroAccel+Compass Module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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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yroAccel+Compass Module 회로도 

5. GyroAccel+Compass Module 핀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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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yroAccel+Compass Module 개요 

GyroAccel+Compass Module은 Invensense사의 MPU-9150을 채용한 모듈이다. 

MPU-9150은 두 가지 칩을 결합한 패키지형 시스템(SiP)으로, 3축 자이로, 3축 가속

도계 그리고 9축 모션퓨전 알고리즘을 가능하게 해주는 onboard Digital Motion 

Processor™ (DMP™)로 이루어진 ‘MPU-6050’과 3축 디지털 컴퍼스인 ‘AK8975’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 9축 모션퓨전 알고리즘은 모든 내부센서에 접근하여 센서데이터

를 모아준다. 

 MPU-9150은 4x4x1mm LGA package이며, 통합 6축 모션트래킹 디바이스인 

‘MPU-6050’과 호환가능한 제품으로 공간제약이 있는 보드에 쉽고 간편하게 업그레이

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GyroAccel+Compass Module 특징 

Sensor : Invensense, MPU-9150 

Gyro : ±250, ±500, ±1000, ±2000°/sec 범위의 3축 자이로 센서 

Accelerometer : Programmable full scale ±2g, ±4g, ±8g, ±16g 범위의 3축 가속도센서  

Compass : Full scale range of ±1200µT 3축 디지털 컴퍼스 

Motion Engine : Digital Motion Processing™ (DMP™) 

Interface : 400kHz Fast Mode I2C 

Platform : Android, Linux 및 Windows를 지원하는 API 제공 

Gesture : 좌우이동, 확대/축소, 상하이동, 자유낙하 인터럽트, High-G 인터럽트 및 

제로모션, 두드리기, 흔들기 등의 동작 감지 

Addition : 디지털 출력의 온도 센서 

Application :  영상촬영 스테빌라이저, ARS, Motion Command, Motion 기반 게임기  

 

참고 URL   http://www.invensense.com/kr/mems/gyro/mpu9150.html 

  

http://www.invensense.com/kr/mems/gyro/mpu9150.html


 

  GyroAccel+Compass Module 

 

www.rovitek.com 5 S-GAC9-100 

 

 

3. GyroAccel+Compass Module 치수 (mm) 

 

  

4. GyroAccel+Compass Module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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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핀 아웃 

 

 

Pin Name Pin Description 

CLKOUT System clock output 

CLKIN Optional external reference clock input. Connect to GND if unused. 

ES_DA Auxiliary I
2
C Master serial data 

ES_CL Auxiliary I2C Master serial clock 

FSYNC Frame synchronization digital input. Connect to GND if unused. 

INT Interrupt digital output(totem pole or open-drain) 

VDD Power supply voltage and Digital I/O supply voltage 

GND Power supply ground 

SDA I
2
C serial data 

SCL I
2
C serial clock 

AD0 I
2
C Slave Address LSB 

NC No Connection 

<InvenSense MPU-9150 datashee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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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제한 보증 

정상적으로 사용 중 고장이 발생한 경우 구입 일을 기준으로 1 년간 무상 교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제품에 관리 코드가 없기 때문에 구입 일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또는 그에 준하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한 보증은 구입한 제품에 한하며, 

그에 따르는 제반 비용(공임, 배상, 경비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유상 처리 기준 

1. 취급 부주의, 잘못된 사용에 따른 고장. 

2. 제품의 임의 변경, 개조, 인정되지 않는 수리에 따른 고장. 

3. 구입 일로부터 1 년을 초과했거나 적격 증빙(영수증 등)이 없는 경우. 

(주의) 확인되지 않는 판매처의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천재지변(또는 그에 준하는)의 불가항력적인 고장. 

 

∷ 배송 비용 부담 

1. 구입 후 14 일이내 초기 불량 시 판매처에서 왕복 배송 부담(단, 이 기준은 

엠투씨브이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함. 그 외는 해당 구입처 규정을 따름). 

2. 무상 보증 기간 이내 시 판매처/구매자 각각 선불배송. 

3. 1,2 항을 제외한 경우 배송에 따른 모든 비용은 구매자 부담. 

 

 

※ 문의처 

로비텍(ROVITEK) 

(전화) 070-4651-1580  (팩스) 053-856-2116  (메일)hi@rovitek.com 

제품에 대한 법적 권리, 책임, 소유권은 로비텍(ROVITEK)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