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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전에

오픈하비 A/S 센터

고객 지원
본사의 영업시간인 월요일~금요일 오전 10:00~오후 5:00시 까지 전화

그라프너 MZ-24 PRO를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 수신기를 

사용하시기에 앞서 취급 설명서를 충분히 읽으신 후에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그라프너 MZ-24 PRO 송, 수신기는 멀티콥터, 비행기, 헬리콥터, 글라이더, 

자동차, 보트 등의 무선조종모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라프너 HoTT 

텔레메트리 변속기, 모듈, 센서를 함께 사용하시면 MZ-24 PRO 송신기의 

텔레메트리 기능을 사용하여 모델의 중요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 받아 

음성과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보증기간과 보증내용은 첨부된 보증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제품 외의 모델과 엔진, 모터, 배터리 등에 대해서는 보증에서 제외

됩니다.

,

e-mail 등을 통해 문의 사항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이후에는 e-mail을 통해 질문을 남겨 주시면, 확인 즉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판매 사이트
본 설명서의 내용은 조종기의 버전 변경으로 인해 구입 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www.openhobby. com 또는 www.gra

upner.co.kr 홈페이지의 다운로드 메뉴에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S 규정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품 이상으로 인한 부분에 한하여 무상으로 보증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openhobby.com 또는 www.gra

upner.c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A/S 관련 질문을 올려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품 보증  
첨부된 Warranty Card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오픈하비 A/S 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길 18 춘의 테크노파크 2차 202동 8층

전화 : 070-7863-3675  팩스 : 070-7863-3670

고객지원팀 : E-mail: service@openhobb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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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항

제품특징

1. 송, 수신기의 사용은 사람이 많은 장소나 주거지역, 병원, 학교, 고층빌딩, 고압전선 

근처에서 멀리 떨어진 모형비행장으로 승인된 장소나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만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인명피해나 전파 혼신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2. 비행 전에 항상 각 채널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송신기 레인지 체크는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비행장소에서 

비행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송신기 레인지 체크를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비행 중에 송신기의 전원이 OFF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송신기의 안테나의 각도를 비행 중에 움직이거나 손으로 절대로 잡아서는 안됩니다. 

6. 우천, 강풍, 야간시간에는 절대 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 Fail safe 기능은 반드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Fail safe 기능은 비행기 파손을 피하기 

위한 기능이 아닙니다. 전파 혼신으로 인해서 모델이 조종불가능 상태가 될 경우 모델이 

조종불가능 상태로 멀리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특히 스로틀 채널은 

무조건 엔진이나 모터가 OFF가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8. 송신기의 기능설정을 할 때는 모델에 사용하는 엔진이나 모터가 동작되지 않도록 

시동을 OFF하거나 동력 배터리를 분리하여 모델이 동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9. 송신기를 사용할 때의 전원을 켜는 순서는 송신기의 전원을 먼저 켜고 그 다음 수신기 

전원을 켭니다. 송신기를 끌 때는 역순으로 수신기 전원을 먼저 OFF한 후 송신기의 

전원을 OFF합니다.

10. 송신기의 전원배터리는 항상 충전을 충분히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충전을 하지 

않고 사용하면 비행 중에 송신기 배터리부족으로 인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송신기의 배터리 충전은 제품에 포함된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그라프너 HoTT 양방향 통신방식을 사용하여 송, 수신기가 75개의 주파수를 이동하며 

외부의 주파수의 혼신을 방어하여 먼 거리에서도 우수한 송, 수신 성능과 텔레메트리 

통신이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2. 텔레메트리 기술을 이용하여 수신기의 기본 데이터 송, 수신 전파강도, 수신기 온도, 

수신기 배터리 전압 등의 기본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수신기에 텔레메트리 

모듈과 텔레메트리 센서를 추가하여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의 모델의 중요데이터를 

음성과 송신기의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전송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그라프너 HoTT 송, 수신기와 텔레메트리 변속기를 함께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센서를 

장착하지 않아도 텔레메트리 변속기의 기능으로 전동 모델의 중요 데이터 (모터R.P.M, 

배터리 전류와 전압, ESC온도, ESC MAX전류 등)를 음성과 송신기의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4개의 베어링과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4096 해상도의 짐벌스틱 사용

5. SD 카드를 사용한 실시간 로그데이터 저장기능(비행정보, 텔레메트리 정보, GPS정보 등)

6. 사용자 녹음파일을 스위치에 설정할 수 있는 아나운스먼트 기능

7. 로지컬 스위치설정 기능추가

8. 3단 D/R, EXP기능추가

9. 3채널 서보 시퀀서 기능추가

10. USB포트를 이용해 컴퓨터와 연결하여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11. 양방향 통신방식을 이용한 무선 트레이너기능

12. 여러 회사의 바인딩 방식과 달리 한번의 바인딩 버튼 조작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송신기와 수신기를 바인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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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스팩

송신기 MZ-24 PRO

Frequency band : 2.4~2.4835GHz

Modulation : FHSS

Output power : 100mW

Current drain : approx 125mA

Operating voltage : 3.4V~6V

모드2, 스틱설정 방법

한국에서 판매 중인 mz-24 pro는 모드1 스틱으로 설정되어 판매됩니다.

모드2 방식으로 스틱으로 설정하려면 조종기의 기구물을 아래 설명된 순서에 따라 기구 

물을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조종기 오른쪽 고무손잡이를 분리한 후 조종기 이미지 1번 나사를 풀어 스로틀 

스틱(ST1)의 라쳇 기능을 해제합니다.

2. 스로틀 스틱(ST1)의 라쳇 기능을 해제한 후 조종기 이미지 3번 나사를 풀어주면 텐션 

기능으로 설정됩니다.

3. 텐션기능으로 설정한 후 스틱텐션(ST1)의 강도를 조종기 이미지 5번 나사를 조절하여 

스틱(ST1)의 텐션 강도를 조절합니다. 스틱의 텐션 강도조절이 끝나면 분리했던 고무 

손잡이를 다시 조립합니다.

4. 조종기 왼쪽 고무손잡이를 분리한 후 조종기 이미지 6번 나사를 조여주면 컨트롤 

스틱(ST3)의 텐션기능이 해제됩니다.

5. 컨트롤 스틱(ST3)의 텐션 기능을 해제한 후 조종기 이미지 9,10번 나사를 조여주면 

스로틀 스틱 라쳇기능으로 설정됩니다. 9번 나사는 비행기 라쳇타입 조절 나사이며 10번 

나사는 헬리콥터 라쳇타입 조절 나사입니다. 사용자 용도에 맞추어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종 기의 기구물의 설정이 끝나면 분리했던 고무손잡이를 다시 조립 합니다. 

6. 이제 조종기의 전원을 켜고 SYSTEM아이콘을 터치하여 SYSTEM화면으로 이동한 후 

ST mode아이콘을 터치하여 ST mode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T mode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ST mode설정화면이 나타 나고 ST MODE항목을 터치하여 ST mode를 모드2

로 설정하면 모드2 설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모든 스틱설정이 끝나면 조종기와 모델의 

전원을 켜고 모드설정이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확인한 후 조종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신기 GR-24L / GR-12L

Frequency band : 2.4~2.4835GHz

Modulation : FHSS

Output power : GR-24L approx 25mW

                    GR-12L approx 60mW      

Current drain : approx 70mA

Operating voltage : 3.6V~8.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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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1 헬리콥터 라쳇타입 조절나사

2 ST1 비행기 라쳇타입 조절나사

3 ST1 스틱 텐션해제 나사

4 ST2 스틱 스프링텐션 조절나사

5 ST1 스틱 스프링텐션 조절나사

6 ST3 스틱 텐션해제 나사

7 ST3 스틱 스프링텐션 조절나사

8 ST4 스틱 스프링텐션 조절나사

9 ST3 비행기 라쳇타입 조절나사

10 ST3 헬리콥터 라쳇타입 조절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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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전면)

1 Antenna
2 Proportional dial DV3
3 INC/DEC buttons DT2
4 Switch SW 3
5 Proportional dial DV4
6 Switch SW 4
7 Switch SW 8
8 Switch SW 7
9 Right control stick
10 커서 방향버튼

11 ENTER button
12 Trim

13 On/off switch
14 ESC button
15 커서 방향버튼

16 Left control stick
17 Switch SW 5
18 Switch SW 6
19 Switch SW 1
20 Proportional dial DV1
21 Switch SW 2
22 INC/DEC buttons DT1
23 Proportional dial DV2
24 SL1/SL2 lever, back, left, right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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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후면)

1 데이타 포트

2 이어폰

3 SD 카드

4 USB

5 손잡이

6 SL1

7 SL2

8 DSC

9 충전 잭

5

4321

76

8 9



1. 송신기와 수신기의 BIND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송신기 전원을 ON 하면 

LCD화면에 Warning 창이 나타납니다. BIND를 하려면 Warning메시지 창 

하단의 BIND is not setup 밑에 있는 SET를 터치하면 Tx ctl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Tx ctl(BIND) 화면으로 이동한 후 수신기의 전원을 ON하고 수신기의 

바인딩 버튼을 누르고 3초를 기다려 바인딩 모드로 진입한 후 송신기의 

BIND ON/OFF 항목의 RX 1의 OFF를 터치하면 송신기와 수신기가 

바인딩이 되고 BIND ON/OFF 항목과 RF ON/OFF 항목의 OFF가 ON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바인딩에 실패하면 위의 방법으로 다시 반복하여 바인딩 

하시면 됩니다.

11           

BINDING(바인딩 방법)

BASE MENU

송신기 전원을 ON하고 송신기 메인 화면 우측하단의 B아이콘을 터치하면 

BASE menu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송신기 기능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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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del select(전 모델타입 공용)

1-1. Model select : Model select 기능은 모델리스트에서 사용자가 

사용중인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을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 싶은 다른 

모델을 선택하여 사용모델을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BASE 메뉴 초기 

화면에서 Model sel 아이콘을 터치하면 Model sel 설정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Model sel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사용하고 싶은 모델을 터치하면 커서가 

해당 모델에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새로 선택한 모델을 터치하여 

파란색커서가 표시되면 우측의 SEL을 터치하면 화면에 CHANGE MODEL 

창이 나타나고 YES를 터치하면 약1초 정도 기다리면 선택한 모델로 바뀌게 

되고 메인 화면으로 이동되고 수신기의 바인딩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Warning 창이 나타나고 하단의 No receiver bound to TX 밑에 

있는 SET를 터치하면 Tx ctl(BIND)화면으로 이동합니다.

Tx ctl(BIND)화면으로 이동한 후 수신기의 전원을 ON하고 수신기의 바인딩 

버튼을 3초 이상 눌러 바인딩 모드로 설정한 후 BIND ON/OFF항목의 RX 

1의 OFF를 터치하면 송신기와 수신기가 바인딩이 되고 BIND ON/OFF

항목과 RF ON/OFF항목의 OFF가 ON으로 표시되고 송신기와 수신기가 

바인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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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NEW : NEW기능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나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 

모델의 설정을 새로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NEW기능은 Manual설정 방식과 

Wizard 설정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nual설정 기능은 모델의 

기본적인 기능만 차례로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아래 설명한 예는 비행기 

타입의 예입니다. 모델리스트에서 Manual설정을 할 모델을 터치하고 

우측의 NEW를 터치하면 Select메시지 창이 나타나고 메시지 창의 MAN을 

터치하면 모델의 Manual설정 기능이 시작됩니다. Manual설정 기능의 1번 

항목은 모델네임입니다. 

NAM은 모델의 이름을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좌측의 Current Model Name

에는 송신기에 기본으로 입력되어있는 MODEL NAME 1이 표시되어 있고 

New Model Name에는 사용자가 알파벳 자판을 터치하여 입력한 새로운 

이름이 입력됩니다. 알파벳 자판을 이용하여 사용할 이름을 입력하고 

알파벳 자판 하단에 있는 EN을 터치하면 새로운 이름이 New Model Name

난에 입력되고 좌측상단의 MAN을 터치하면 모델네임이 저장되고 다음 

항목인 모델타입으로 이동합니다. 

알파벳 자판 설명: 알파벳 자판하단의 _ , <<, <, =, CAPS, NUM, SPECIAL

의 기능을 설명입니다. 

 

   

  



_ (SPACE): _(SPACE)를 터치하면 입력한 글자가 한 칸 떨어지게 됩니다.

<< (Clear): <<(Clear)을 터치하면 입력한 모든 글자가 한번에 지워집니다.

< (DELET): <(DELET)를 터치하면 입력한 글자가 한 글자씩 지워집니다.

= (ENTER) : =(ENTER)을 터치하면 입력한 글자가 New Model Name에 

저장됩니다.

CAPS: CAPS를 터치하면 알파벳 자판의 대문자가 소문자로 설정됩니다.

NUM: NUM을 터치하면 자판이 숫자자판으로 설정됩니다. 

SPECIAL: SPECIAL을 터치하면 자판이 특수 문자자판으로 설정됩니다.

모델 타입으로 이동하여 사용할 모델 타입(헬기, 비행기, 글라이더, 자동차, 

멀티콥터, 보트)을 설정하면 모델타입에 따라 윙 타입이나 스와쉬 타입으로 

이동합니다. 예에서는 콥터 타입을 설정했기 때문에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한 예입니다. 설정한 항목의 리스트를 확인한 후 우측하단의 ENT를 

터치하면 Manual설정이 저장되고 베이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J     

   

J 

 

J 

 

J 

 

J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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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zard설정 방식은 모델의 설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과 비행에 필요한 

기능을 차례로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아래 설명한 예는 헬기 타입의 예 

입니다. 모델리스트에서 Wizard설정을 할 모델을 터치하고 우측의 NEW를 

터치하면 Select메시지 창이 나타나고 메시지 창의 WIZ을 터치하면 모델의 

Wizard설정 기능이 시작됩니다. Wizard설정 기능의 1번 항목은 모델 

네임입니다. 

NAM은 모델의 이름을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좌측의 Current Model Name

에는 송신기에 기본으로 입력되어있는 MODEL NAME 1이 표시되어 있고 

New Model Name에는 사용자가 알파벳 자판을 터치하여 입력한 새로운 

이름이 입력됩니다. 알파벳 자판을 이용하여 사용할 이름을 입력하고 

알파벳 자판 하단에 있는 EN을 터치하면 새로운 이름이 New Model Name

난에 입력되고 좌측상단의 WIZ을 터치하면 모델네임이 저장되고 다음 

항목인 모델타입으로 이동합니다. 

알파벳 자판 설명: 알파벳 자판하단의 _ , <<, <, =, CAPS, NUM, SPECIAL

의 기능을 설명입니다. 

_ (SPACE): SP(SPACE)를 터치하면 입력한 글자가 한 칸 떨어지게 

됩니다.

<< (Clear): CL(Clear)을 터치하면 입력한 모든 글자가 한번에 지워집니다.

< (DELET): DE(DELET)를 터치하면 입력한 글자가 한 글자씩 지워집니다.

= (ENTER) : EN(ENTER)을 터치하면 입력한 글자가 New Model Name에 

저장됩니다.

CAPS: CAPS를 터치하면 알파벳 자판의 대문자가 소문자로 설정됩니다.

NUM: NUM을 터치하면 자판이 숫자자판으로 설정됩니다. 

SPECIAL: SPECIAL을 터치하면 자판이 특수 문자자판으로 설정됩니다.

모델네임을 입력한 후 좌측상단의 WIZ을 터치하면 모델네임이 저장되고 

다음 항목인 모델타입으로 이동합니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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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모델 타입을 설정하면 모델타입에 따라 스와쉬 타입이나 윙 

타입으로 이동합니다. 

예 에서는 헬기 타입을 설정했기 때문에 스와쉬 타입으로 이동한 예입니다. 

스와쉬 타입으로 이동하면 사용할 스와쉬 타입을 터치하면 다음 항목인 

파워 타입으로 이동합니다. 파워 타입으로 이동하면 사용할 파워타입을 

터치하면 다음 항목인 REVERS로 이동합니다. REVERS로 이동한 후 각 

채널의 REVERS를 설정한 후 좌측상단의 WIZ를 터치하면 다음 항목인 

EPA로 이동합니다. 

EPA로 이동하면 각 채널의 EPA를 설정한 후 좌측상단의 WIZ를 터치하면 

다음 항목인 D/R, EXP로 이동합니다. D/R, EXP로 이동하면 각 채널의 D/R 

EXP를 설정한 후 좌측상단의 WIZ를 터치하면 다음 항목인 Pit.CRV로 

이동합니다. PIT.CRV로 이동하면 PIT.CRV를 설정하고 좌측상단의 WIZ를 

터치하면 다음 항목인 THR.CRV로 이동합니다. THR.CRV로 이동하면 

THR.CRV를 설정하고 좌측상단의 WIZ을 터치하면 다음 항목인 Gyr/Gover

로 이동합니다. Gyr/Gover로 이동하면 Gyr/Gover를 설정하고 좌측상단의 

WIZ을 터치하면 다음 항목인 THR.HOLD로 이동합니다. THR.HOLD로 

이동하면 THR.HOLD를 설정하고 좌측상단의 WIZ을 터치하면 앞서 설정한 

모든 항목 중에 모델타입, 스와쉬 타입, 파워 타입의 설정한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설정한 항목의 리스트를 확인한 후 우측 하단의 ENT를 

터치하면 Wizard설정이 모델에 저장되고 베이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J 

 

J 

 

J 

 

J 

 

J 

 

16



  

J 

17           



 

1-3. INP.M (Internal Model) : INP.M (Internal Model)기능은 송신기에 SD 

Card를 넣어 SD Card에 저장되어있는 모델메모리를 송신기의 모델 

리스트로 카피하는 기능입니다. INP.M (Internal Model)기능을 사용하려면 

모델파일이 저장된 SD Card가 있어야 합니다. 

모델메모리 파일이 저장된 SD Card를 송신기 후면의 SD Card 슬롯에 

끼우면 송신기 메인 화면의 SD Card표시가 켜지고 SD Card 표시를 

확인한 후 BASE설정 아이콘을 터치하여 BASE설정화면으로 이동한 후 

Model Sel아이콘을 터치하여 Model Sel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Model 

Sel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모델리스트 중에 SD Card에 저장된 

모델메모리를 카피할 모델리스트를 터치하여 파란색 커서를 설정한 후 

우측의 INP.M을 터치하면 

SD Card에 저장된 모델 메모리 리스트가 나타나고 SOURCE TARGET 04 

창이 나타나고 SD 카드에서 불러올 모델메모리를 터치하면 해당 

모델메모리에 파란색 커서가 표시되고 SURCE에 해당 모델메모리 04가 

표시되고 TARGET 04 밑의 YES를 터치하면 Please Wait창이 나타나고 

잠시 후에 Please Wait창이 없어지고 해당 모델메모리가 모델 리스트 4

번에 저장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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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P.M (External Model) : EXP.M (External Model)기능은 조종기의 

모델리스트의 모델메모리를 SD Card에 카피하는 기능입니다. 

EXP.M (EXternal Model)기능을 사용하려면 SD Card를 송신기 후면의 SD 

Card 슬롯에 끼워야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D Card 슬롯에 끼우면 

송신기 메인 화면의 SD Card표시가 켜지고 SD Card 표시를 확인한 후 

BASE설정 아이콘을 터치하여 BASE설정화면으로 이동한 후 Model Sel

아이콘을 터치하여 Model Sel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Model Sel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모델리스트 중에 SD Card에 저장할 모델리스트를 

터치하여 파란색 커서를 설정한 후 우측의 EXT.M을 터치하면 SD CARD 

EXPORT? 창이 나타나고 YES를 터치하면 Please Wait 창이 나타나고 

잠시 기다리면 해당 모델메모리의 데이터가 SD Card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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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RES(RESET) : RESET기능은 모델 리스트 중에 사용하지 않거나 

설정을 지우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예에서는 모델 01을 RESET

하는 예입니다. RESET하고 싶은 모델을 터치하여 해당 모델을 파란색으로 

설정하고 우측하단의 RES를 터치하면 Please Wair!!메시지가 나타나고 

잠시 기다리면 해당모델의 모든 기능의 설정은 RESET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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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CPY (Model Copy) : Copy기능은 모델 리스트중의 한 모델의 설정 

데이터를 다른 모델에 복사하여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Copy하고 싶은 

모델을 터치하여 해당 모델을 파란색으로 설정하고 우측하단의 CPY를 

터치하면 SOURCE 01 TARGET 메시지가 나타나면 모델을 카피할 

리스트의 번호를 터치하면 TARGET 문자 옆에 리스트의 번호가 표시되고 

하단의 YES를 터치하면 Please Wait!!메시지가 나타나고 잠시 후에 해당 

모델리스트로 원본모델의 설정 데이터가 카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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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del type 

사용 중인 모델의 모델타입을 다른 모델 타입으로 설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Model type을 다시 설정하면 해당모델의 모델 네임을 제외한 모든 기능의 

설정 값은 모두 Reset됩니다.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BASE 메뉴화면에서 Model type아이콘을 터치하면 Model type 기능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Model type 기능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사용 

중인 모델의 타입에 설정된 모델타입, 스와쉬 타입, 파워타입을 볼 수 

있습니다. 설정한 모델의 타입을 수정하고 싶은 항목을 터치하면 항목의 

타입을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에서는 헬기타입에서 비행기타입으로 

설정하는 예입니다. M/TYPE을 터치하면 M/TYPE 설정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모델 타입에서 수정할 모델 타입으로 설정하면 모델타입에 따라 

스와쉬타입이나 윙 타입으로 이동합니다. 예에서는 비행기 타입을 설정 

했기 때문에 윙 타입으로 이동한 예입니다. 윙 타입으로 이동하고 사용할 

윙 타입을 터치하면 다음 항목인 테일 타입으로 이동합니다. 

테일 타입으로 이동하고 사용할 테일 타입을 터치하면 다음 항목인 파워 

타입으로 이동합니다. 파워 타입으로 이동하면 사용할 파워타입을 터치 

하면 설정한 모델타입, 윙 타입, 테일 타입, 파워타입 항목의 설정한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각 항목의 설정 리스트를 확인한 후 우측하단의 ENT

를 터치하면 모델설정이 저장되고 베이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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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P.A (전 모델타입 공용)

E.P.A 기능은 각 채널의 동작각도의 리미트와 동작각도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BASE화면에서 E.P.A 아이콘을 터치하면 E.P.A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P.A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Limit와 Travel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터치하면 파랑색으로 항목이 표시되고 우측의 INC, DEC를 

터치하여 값을 설정합니다. 

1~5채널을 설정하고 다른 채널을 설정하려면 우측의 NEXT를 터치하면 

다른 채널의 E.P.A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채널의 E.P.A의 설정이 

끝나고 우측상단의 SERVO를 터치하면 SERVO VIW 화면으로 이동하고 각 

채널의 스틱을 움직이면 설정한 각 채널의 E.P.A설정 값을 그래프의 

움직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RVO VIW화면에서 좌측상단의 BACK

를 터치하면 E.P.A설정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채널의 E.P.A설정이 

끝나고 E.P.A화면의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BASE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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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V/SUB (전 모델타입 공용)

REV/SUB 기능은 각 채널의 서보의 동작방향의 설정과 서보트림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REV기능과 사용 모델의 타면의 중립위치가 맞지 않은 서보를 

모델의 링크나 푸시로드를 분해하지 않고 각 타면에 연결된 서보의 중립을 

조절하는 SUB-TRIM 기능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SUB-TRIM기능을 

설정할 때에는 각 스틱의 서보트림을 중립위치로 이동한 후에 SUB-TRIM

을 설정하여 중립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BASE화면에서 REV/SUB 아이콘을 터치하면 REV/SUB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REV/SUB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각 채널의 NOR을 터치하면 

REV로 설정되고 해당 채널은 서보 동작방향이 반대로 동작하게 됩니다. 

REV설정이 끝나면 좌측의 SUB.TR 항목을 터치하여 서보트림을 

설정합니다. 각 채널의 000%항목을 터치하면 000%항목이 파란색으로 

설정되고 우측의 INC, DEC를 터치하여 서보트림을 설정하면 됩니다. 

서보트림 설정이 끝나고 좌측상단의 SERVO를 터치하면 SERVO VIW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ERVO VIW화면으로 이동하고 각 채널의 스틱을 

움직이면 설정한 각 채널의 동작 방향과 서보트림의 설정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RVO VIW화면에서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REV/SUB 설정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채널의 설정이 끝나고 화면의 

좌측상단의 BACK을 터치하면 BASE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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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R.CUT (전 모델타입 공용)

THR.CUT기능은 스위치를 조작하여 모델의 엔진을 멈출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부 모델타입의 경우 파워타입을 전동으로 설정하면 

THR.CUT기능이 MOTOR로 표시됩니다. THR.CUT 기능은 스로틀 스틱의 

1/3이하 위치부터 동작합니다. BASE화면에서 THR.CUT 아이콘을 

터치하면 THR.CUT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THR.CUT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ACT항목의 INH를 터치하여 OFF로 설정합니다. ACT항목을 

설정한 후 CTL항목을 설정합니다. CTL항목의 ON을 터치하면 Select창이 

나타납니다. Select창이 나타나면 THR.CUT기능의 ON, OFF 스위치로 

사용할 스위치를 움직이면 스위치 설정 화면으로 이동되고 해당 스위치가 

THR. CUT기능의 ON, OFF스위치로 설정됩니다. 스위치 설정화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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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의 ON, OFF항목을 터치하여 THR.CUT 스위치의 ON, OFF방향을 

설정합니다. 스위치 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THR.CUT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THR.CUT설정화면으로 돌아오면 다음 

설정항목 SET항목을 설정합니다. SET항목 100%를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설정되고 우측의 INC, DEC을 터치하여 THR.CUT를 ON했을 때 스로틀 

위치를 설정합니다. SET항목을 설정하면 THR.CUT 스위치가 ON되면 SET

항목에 설정된 위치로 스로틀 채널 서보가 동작하게 됩니다.

THR. CUT설정이 끝나고 THR.CUT화면의 좌측상단의 BACK을 터치하면 

BASE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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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X ctl  (전 모델타입 공용)

TX ctl기능은 조종기와 관련된 설정을 모아놓은 기능입니다. TX ctl에 

구성되어있는 기능은 BIND ON/OFF, TX OUT SET, RF ON/OFF, RF 

TYPE, RANG TEST, DSC OUTPUT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ASE

화면에서 TX ctl아이콘을 터치하면 TX ctl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1. BIND ON/OFF 기능 : 송신기와 수신기간의 바인딩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TX ctl 설정화면으로 이동한 후 사용할 수신기를 전원을 ON

하고 수신기의 SETUP버튼을 3초 이상 눌러 수신기를 바인딩 모드로 

설정하고 BIND ON/OFF RX1의 OFF를 터치하고 기다리면 송신기와 

수신기가 바인딩 되고 RX1의 BIND ON/OFF항목이 바인딩 된 수신기의 

채널이 표시되고 RF ON/OFF 항목의 OFF가 바인딩이 되었기 때문에 ON

로 설정됩니다. RX2도 같은 방법으로 바인딩 하시면 됩니다.

6-2. TX OUT SET : TX OUT SET기능은 송신기의 각 채널에 연결된 

수신기의 아웃 채널을 사용자의 설정으로 기능을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2 ELEVATOR 기능을 사용할 때 기본채널설정은 수신기의 3번과 

8번 아웃 핀을 사용하지만 TX OUT SET기능을 사용하여 수신기의 4번 

핀을 송신기의 3번 채널로 설정하면 수신기의 4번 핀이 3번 핀과 같이 2 

ELEVATOR 기능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수신기가 

바인딩 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X1과 RX2에 수신기를 바인딩 

하고 TX OUT SET의 SET을 터치하면 TX OUT SET설정화면이 나타납니다. 

설정화면은 송신기와 바인딩 된 수신기의 채널 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본 설정은 송신기의 채널순서와 수신기의 아웃 핀 순서가 

같은 번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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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하고 싶은 송신기채널의 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설정되고 

우측의 INC나 DNC을 터치하여 사용하고 싶은 채널로 설정하면 데이터가 

수신기에 전송되고 편집한 송, 수신기 연결설정으로 수신기가 동작하게 

됩니다. 

나머지 채널도 같은 방법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6-3. RF ON/OFF : RF ON/OFF기능은 송신기의 RF를 ON, OFF하는 

기능입니다. 비행을 하지 않고 조종기의 기능만을 설정할 때 필요 없는 R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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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하여 송신기의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OFF상태에서는 

수신기와의 송수신상태가 끊어지게 됩니다. RF ON/OFF 항목의 ON을 

터치하면 RF ON/OFF 항목이 OFF로 설정되고 송신기의 RF는 OFF 

됩니다.

6-4. RF TYPE : RF TYPE기능은 국가별 전파 법에 의한 전파의 타입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는 NORMAL타입을 사용하면 되고 

미국의 경우는 RF TYPE의 설정을 AMERICA로 설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RF TYPE 항목의 NORMAL을 터치하면 AMERICA로 설정이 

바뀝니다. 다시 AMERICA를 터치하면 NORMAL로 설정됩니다.

6-5. RANG TEST : RANG TEST기능은 송신기와 수신기의 송수신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기능이 시작되면 송신기의 전파가 10

분의 1 수준으로 약해지게 되고 수신기로부터 약 50m~70m거리에서 

수신기와 연결된 서보들이 정상동작 되면 비행해도 됩니다. 만약 서보의 

정상동작 거리가 50M~70M를 도달하지 못하면 테스트를 다시 진행하시고

다시 테스트해도 거리가 짧다면 비행하지 마시고 바로 A/S를 보내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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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RANG TEST항목의 OFF를 터치하면 ON

으로 바뀌고 비프 소리가 울리며 레인지 테스트기능이 시작되고 99초 동안 

작동하게 됩니다. 99초 이전에 테스트를 종료할 때에는 ON을 터치하면 

기능이 끝나게 됩니다.

6-6. DSC OUTPUT : DSC OUTPUT기능은 DSC잭을 사용하여 트레이너 

기능을 사용할 때 채널의 수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만일 사용하는 기능이 

5개 채널이면 PPM10을 사용하면 되고 채널이 늘어나면 채널에 적합한 PPM

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종류는 PPM10, PPM16, PPM18, PPM24 

4가지 종류로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PM의 숫자는 높을수록 

데이터의 처리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사용하는 채널에 맞춰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DSC OUTPUT항목의 PPM10을 터치할 때 마다 PPM10, PPM16, 

PPM18, PPM24 순으로 항목이 설정됩니다. 기본 설정은 PPM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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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AUTOLOG : AUTOLOG기능은 송, 수신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로그데이터를 SD카드에 저장하는 기능으로 기본 값은 OFF로 

되어있습니다. 로그데이터를 저장하려면 타이머 1과 연동하여 타이머가 

동작될 때만 로그데이터를 SD카드에 저장하는 방식과 AUTOLOG를 ON

으로 설정하여 송, 수신기가 서로 양방향 통신을 하면 무조건 로그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 1과 연동되어 로그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는 AUTOLOG기능을 ON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Timer (전 모델타입 공용)

Timer기능은 송신기의 타이머와 DATE 시계와 관련된 기능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모델타임과 날짜, 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델당 타이머1

과 타이머2 2가지 타이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BASE화면에서 

Timer아이콘을 터치하면 Timer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Timer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면 TIMER 1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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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TIMER1 : TIMER 1의 첫 번째 줄은 ALARM 타이머의 동작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ALARM 타이머로 모델의 비행 데이터를 SD카드를 

사용하여 비행데이터를 SD카드에 저장하는 로그데이터 기능이 타이머1에 

연동되어 동작됩니다. 비행데이터의 저장을 위해서는 송신기와 수신기가 

바인딩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송신기후면의 SD카드 슬롯에 SD카드를 삽입한 

후에 ALARM 타이머의 분과 초 항목을 설정한 후 ALARM 타이머 스타트 

스위치를 ON하여 ALARM 타이머가 동작할 때부터 송, 수신기간의 

로그데이터가 SD카드에 저장됩니다. 스위치를 OFF하면 송, 수신기간의 

로그데이터의 저장도 끝나게 됩니다. ALARM 타이머의 스타트 스위치를 

설정하고 스위치를 ON하면 타이머1이 동작되며ALARM 타이머와 함께 

동작됩니다.

7-2. MODE : 타이머1을 설정하는 방법은 우선 타이머1의 MODE항목을 

설정합니다. UP 타이머로 사용할지 아니면 DOWN 타이머로 사용할지를 

모드항목을 터치하여 설정합니다. 기본 설정은 UP로 되어 있습니다. 

모드를 UP으로 설정하면 ALARM타이머가 0부터 시작하여 설정한 

시간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모드를 DOWN으로 설정하면 ALARM타이머는 

설정한 시간부터 시작하여 0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7-3. ALARM : 알람 항목은 타이머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항목이며 

타이머의 시간이 20초 남았을 때부터 알람이 울립니다.  20초부터 초 

간격으로 비프 음이 울리고 10초부터는 1초 간격으로 비프 음이 울립니다. 

설정한 타이머의 시간이 다 지나면 0초부터는 타이머 스위치를 OFF 할 

때까지 알람이 계속 울리게 됩니다. 타이머 스위치를 OFF하면 알람도 

멈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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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START SW : START SW항목의 NULL을 터치하면 SELECT창이 

나타나고 START SW로 사용할 스위치를 움직이면 설정된 스위치의 ON, 

OFF 방향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타트 스위치 ON, OFF 방향설정 

화면으로 이동하면 ON으로 사용할 위치를 터치하면 터치한 위치가 OFF

에서 ON으로 설정됩니다. 스타트 스위치 ON 방향설정이 끝나면 좌측 

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타이머 설정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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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STOP SW : START SW항목 설정이 끝나면 STOP SW항목의 NULL

을 터치하면 SELECT창이 나타나고 STOP SW로 사용할 스위치를 움직 

이면 설정된 스위치의 ON, OFF 방향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톱 스위치 ON, OFF 방향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ON으로 사용할 위치를 

터치하면 터치한 위치가 OFF에서 ON으로 설정됩니다. 스톱 스위치 ON 

방향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타이머 설정화면으로 

돌아갑니다.

STOP SW항목 설정이 끝나면 RESET SW항목을 설정합니다. RESET SW

항목의 NULL을 터치하면 SELECT창이 나타나고 RESET SW로 사용할 

스위치를 움직이면 설정된 스위치의 ON, OFF 방향설정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스위치 ON, OFF 방향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스위치의 ON으로 

사용할 위치를 터치하면 터치한 위치가 OFF에서 ON으로 설정됩니다. 

RESET SW 스위치를 ON하면 ALARM 타이머가 설정한 시간으로 리셋 

됩니다. 스위치 ON, OFF 방향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타이머 설정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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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LAP SW : RESET SW항목 설정이 끝나면 LAP SW항목을 설정 

합니다. LAP SW항목의 NULL을 터치하면 SELECT하이라이트가 표시되고 

RESET SW로 사용할 스위치를 움직이면 설정된 스위치 ON, OFF 

방향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위치 ON, OFF 방향설정화면으로 이동 

하면 스위치의 ON으로 사용할 위치를 터치하면 터치한 위치가 OFF에서 

ON으로 설정됩니다. LAP SW 스위치를 ON할 때 마다 LAP 시간이 LAP 

List에 저장됩니다. 스위치 ON, OFF 방향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

를 터치하면 타이머 설정화면으로 돌아갑니다. LAP List를 확인 하려면 

LAP List의 >>아이콘을 터치하면 LAP List화면으로 이동합니다. LAP List는 

100개까지 저장이 됩니다. 화면에는 20개까지 표시되고 다음 LAP List로 

이동하려면 우측의 NEXT를 터치하면 다음 LAP List로 이동합니다. LAP 

List의 확인이 끝나면 우측의 CLR을 터치하면 LAP List가 지워집니다. LAP 

List확인 후에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타이머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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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1 설정화면의 우측의 NEXT를 터치하면 타이머2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타이머2의 설정은 타이머1의 설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타이머2는 타이머1과 다르게 송, 수신기 로그데이터 

저장 기능은 없고 일반 타이머기능으로만 동작합니다.

타이머2 설정이 끝나고 우측의 NEXT를 터치하면 DATE와 시계를 설정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DATE와 시계를 설정하려면 좌측의 SET를 터치하면 

SET가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됩니다. SET를 터치하여 커서를 표시하고 

설정하고 싶은 항목을 터치하면 해당 항목에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우측의 INC DEC를 터치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순서대로 DATE와 시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BATT TIME와 MODEL TIME는 각 항목의 B.RES와 

M.RES를 터치하면 배터리타임과 모델타임이 타임이 00:00:00으로 리셋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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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ail Safe (전 모델타입 공용) 

비행 중에 어떠한 원인으로 송, 수신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위치로 서보를 동작하게 하거나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의 

서보위치로 멈추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Fail safe의 기본설정은 hold로 

되어있습니다. 1~6채널을 사용자가 hold나 F/S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Fail Safe설정은 송신기와 수신기를 ON상태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Hold: hold설정은 송, 수신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송,수신이 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신호의 위치에 

서보가 hold되는 기능입니다. 

F/S: F/S(fail safe)설정은 송, 수신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송,수신이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위치로 서보를 동작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BASE화면에서 Fail Safe아이콘을 터치하면 Fail Safe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Fail Safe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모든 채널은 기본 값인 HOLD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F/S로 설정하고 싶은 채널의 MODE항목인 HOLD를 

터치하면 HOLD에서 F/S로 설정되고 MODE항목 옆의 SET항목이 

표시됩니다. SET항목을 설정하려면 SET항목을 터치하여 파란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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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서를 설정하고 사용자가 설정하고 싶은 위치로 송신기의 스틱을 

이동하여 스틱을 고정한 후 우측하단의 SET를 터치하면 송신기 스틱 

위치가 SET항목에 설정됩니다. 우측의 NEXT를 터치하면 나머지 다음 

채널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모든 채널의 설정이 끝나면 Delay항목을 

설정합니다. Delay항목은 기본값은 0.25s설정되어 있습니다. Delay항목을 

터치할 때마다 0.25, 0.5s, 0.75s, 1.0s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Delay항목의 

설정이 끝나면 Fail Safe의 모든 설정이 끝나고 꼭! 우측의 STO를 터치하여 

Fail Safe의 모든 설정 데이터를 수신기로 전송하면 Fail Safe의 모든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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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rim Step (전 모델타입 공용) 

Trim Step기능은 송신기의 디지털 트림의 Step의 값과 DT1 , DT2의 

채널기능설정과 디지털 볼륨,사이드 슬라이드의 설정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BASE화면에서 Trim Step아이콘을 터치하면 Trim Step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9-1. STEP : Trim Step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T1, T2, T3, T4의 STEP

항목을 터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오른쪽의 INC, DEC를 

터치하여 T1, T2, T3, T4의 STEP항목의 값을 설정합니다. T1, T2, T3, T4

의 STEP의 기본값은 4로 되어있습니다. STEP항목의 값은 사용자가 

트림을 한번 움직였을 때 트림의 범위인 30%에서 움직이는 값이 됩니다. 

기본값인 4는 트림을 한번 움직이면 트림 설정 값인 1%가 이동하게 

됩니다. 설정 한 값이 작을수록 트림은 정밀하게 동작합니다. 

9-2. SET : Trim Step설정의 다음 기능은 수정된 트림 값을 저장하고 

트림의 위치를 중립위치로 되돌릴 수 있는 트림 SET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모델의 비행 할 때 설정한 T1~T4의 트림 값은 POS.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의 모델의 버릇이 많아서 트림을 많이 수정하게 되어 

트림 동작 범위인 +30%~-30%의 범위에 근접하여 도달할 경우 다음 

비행에서 트림을 수정할 수 있는 폭이 줄어 들게 되어 더 이상 트림을 

설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트림 SET 기능을 사용하여 

트림 값을 송신기에 저장하면 수정한 트림 값이 중립 값으로 바뀌고 트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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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로 돌아가게 되어 트림을 수정할 수 있는 폭이 다시 넓어지게 되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트림 SET 기능의 사용방법은 각 트림의 POS. 하단의 

SET항목의 000%를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Trim Step

화면의 우측하단의 SET를 터치하면 POS.에 설정되어 있는 트림 값이 

하단의 000%에 저장되고 POS.값은 00%로 설정됩니다. 각 트림의 설정 

값을 같은 방법으로 설정하시면 트림 값은 저장되고 트림 값은 모두 000%

로 기본 값으로 설정됩니다. 

9-3. D.TRIM1, 2 : 트림 SET 기능의 설정이 끝나면 다음 기능 Digital 

Trim1과 Digital Trim2의 설정을 합니다. D.TRIM 1과 D.TRIM 2의 기본 

설정은 NONE로 되어 있습니다. D.TRIM 1과 D.TRIM 2의 항목의 NONE를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우측의 INC, DEC를 터치하여 

용도에 맞게 채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VIWE를 터치하면 현재 

사용중인 Trim의 위치와 DT1, DT2 디지털 볼륨,사이드 슬라이드의 

동작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트림 뷰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9-4. AUTO TRIM : AUTO TRIM기능은 모델을 비행 할 때 설정된 스위치를 

조작하여 스로틀 채널을 제외한 수정해야 하는 ST2~ST4 스틱의 트립 

값을 한번에 조종기에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AUTO TRIM기능을 설정 

하려면 AUTO TRIM 항목의 INH를 터치하면 OFF로 설정되고 CTL항목의 

ON을 터치하여 AUTO TRIM기능으로 사용할 스위치를 설정합니다. 스위치 

설정방법은 앞에서 설명된 스위치 설정방법과 동일합니다. AUTO TRIM

기능의 사용방법은 비행 할 때 조종기 스틱을 이용하여 비행기가 

수평비행을 유지하도록 스틱을 고정한 후에 AUTO TRIM기능으로 설정된 

스위치를 ON방향으로 동작하면 스틱이 고정된 위치의 트림 값이 한번에 

조종기에 설정됩니다.

9-5. CO, SE : CO, SE기능은 TRIM STEP기능의 기본 설정 값은 CO로 

설정되어있어 페이지 기능 전체에 동일하게 동작하게 하거나 SE로 

설정하여 각 각의 페이지 기능에 다르게 값을 설정할 지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우측 상단의 CO항목을 터치하면 SE로 설정됩니다. CO나 SE

로 사용자의 사용방법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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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ERVO (전 모델타입 공용) 

SERVO기능은 송신기에 기능을 설정하고 서보의 움직임을 그래프와 

수치로 확인하고 서보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서보테스트의 

경우 설정에 따라 서보의 움직임을 0.5초에서 5초까지 사용자가 설정하여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BASE화면에서 SERVO 아이콘을 터치하면 SERVO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ERVO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화면에 12ch의 

그래프와 수치가 나타나고 사용자의 송신기를 동작하면 그래프와 수치로 

각 채널의 서보 움직임을 그래프와 수치로 보여줍니다. 우측의 VIWE를 

터치하면 VIWE기능에서 TEST기능으로 이동합니다. TEST화면에서 우측 

하단의 OFF를 터치하면 OFF가 ON으로 바뀌고 TEST기능이 동작합니다. 

TEST동작 중에 우측상단의 0.5s를 터치하면 파란색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면 TEST기능의 동작 속도를 0.5초에서 5초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TEST기능을 멈추려면 우측 하단의 ON을 터치하면 ON에서 OFF

로 바뀌고 TEST동작이 멈추게 됩니다. VIWE기능으로 돌아가려면 우측 

상단의 TEST를 터치하면 VIWE기능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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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TL Set (전 모델타입 공용) 

CH Set기능은 송신기에 채널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CH1~CH4까지는 

송신기스틱 기능으로 설정되어 있고 CH5~CH12 채널은 모델타입, 윙 

타입, 스와쉬타입에 따라 기본설정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각 모델타입 

수신기 채널연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채널 외의 여유 채널이나 

플랩으로 사용할 채널을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스위치나 볼륨, 

사이드레버에 송신기의 컨트롤기능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나 

볼륨, 사이드 레버를 여유 채널이나 플랩에 송신기의 컨트롤기능을 

설정하면 설정 된 스위치나 볼륨, 사이드레버를 동작하면 여유 채널이나 

플랩에 연결된 서보를 스위치나 볼륨, 사이드레버를 조종하여 타면을 

동작할 수 있습니다. BASE화면에서 CH Set 아이콘을 터치하면 CH Set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CH Set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CH1~CH4

까지는 ST1, ST2, ST3, ST4 가 스틱으로 설정되어 있고 CH1~CH4 외의 

여유 채널은 송신기의 컨트롤기능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NONE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NONE로 표시되어 있는 채널 중에도 모델타입 

별 ST1, ST2, ST3, ST4 스틱에 연동되어 동작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타입의 2 aileron, 4 aileron, 2 elevator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유 채널에 컨트롤 기능을 설정하기 전에 설명서에 있는 

타입 별 채널 설정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채널에 중복으로 송신기의 

컨트롤기능이 설정될 경우 잘못된 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1. CTL Set : 각 여유 채널에 송신기의 컨트롤기능을 부여하려면 각 

채널의 NONE를 터치하면 화면에 SELECT가 표시되고 해당 채널에 

설정하고 싶은 송신기의 스위치나 볼륨, 사이드레버를 움직이면 해당 

스위치나 볼륨, 사이드레버가 채널에 설정되고 스위치나 볼륨, 사이드 

레버를 동작하면 해당 채널에 연결된 서보가 동작하게 됩니다. 화면 우측의 

SERVO를 터치하면 SERVO VIEW화면으로 이동하고 설정한 스위치나 

볼륨, 사이드레버를 움직여 채널의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작확인 

후에 BACK를 터치하면 다시 CTL Set 설정화면으로 돌아갑니다. CTL Set

의 또 다른 기능은 5~12채널의 중립지점을 이동할 수 있는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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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1~12채널의 동작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Travel+기능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1~12채널의 동작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 CH Slow기능이 

있습니다. CH Slow기능을 설정하여 사용자 필요에 의해서 각 채널의 

동작속도를 다르게 설정하거나 서보를 이용한 리트렉트 기어나 도어 등의 

동작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11-2. OFFSET : 각 채널의 OFFSET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설정되고 우측의 INC, DEC를 터치하여 OFFSET값을 설정합니다. OFFSET 

설정이 끝나면 OFFSET항목을 터치하여 파란색으로 설정된 커서를 

해제합니다.

11-3. -Travel+ : 각 채널의 –Travel+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설정되고 우측의 INC, DEC를 터치하여 –Travel+값을 설정합니다.

–Travel+설정이 끝나면 OFFSET항목을 터치하여 파란색으로 설정된 

커서를 해제합니다.

11-4. CH Slow : 각 채널의 CH Slow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설정되고 우측의 INC, DEC를 터치하여 CH Slow값을 설정합니다. CH 

Slow설정이 끝나면 OFFSET항목을 터치하여 파란색으로 설정된 커서를 

해제합니다. CTL Set 설정화면의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BASE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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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Out Swap (전 모델타입 공용) 이미지 수정

Out Swap기능은 송신기채널에 연결된 수신기채널을 사용자가 송, 수신기 

채널의 연결을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TX ctl의 TX OUT SET 기능과 

비슷하지만 Out Swap기능은 TX OUT SET 기능과 다르게 수신기에 설정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아도 동작됩니다. TX OUT SET기능은 수신기의 

채널이 송신기의 채널보다 많아도 수신기 채널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Out Swap기능은 송신기에 연결된 12채널만 편집할 수 있고 나머지 

채널에 대해서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BASE화면에서 Out. Swap 아이콘을 

터치하면 Out. Swap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본 설정은 송신기의 

채널순서와 수신기채널순서가 같은 채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편집하고 

싶은 송신기채널의 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설정되고 우측의 

INC나 DNC을 터치하여 사용하고 싶은 채널로 설정하고 설정한 채널을 

동작하면 바로 동작됩니다. 다른 채널도 같은 방법으로 설정하여 사용 

하시면 됩니다. 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BASE화면 

으로 이동합니다.

13. Telemetry(전 모델타입 공용)

Telemetry기능은 MZ-24 PRO 송, 수신기의 HoTT Telemetry 기능의 

설정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Telemetry기능은 SYSTEM화면에서 Tele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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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을 터치하면 Telemetry화면으로 이동합니다. Telemetry기능은 RX 

SELECT, SETTING & DATA VIEW, SENSOR SELECT, RF STATUS VIEW, 

VOICE TRIGGER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elemetry초기화면으로 

이동하면 첫 번째 기능 RX SELECT항목을 설정합니다. 

13-1. RX SELECT : RX SELECT기능은 T-12송신기에 2개의 수신기를 

바인딩하여 사용할 때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송신할 수신기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RX SELECT항목에 설정된 수신기가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보내는 수신기로 동작합니다. 모든 텔레메트리 센서는 RX SELECT항목에

설정된 수신기와 연결해야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은 RX 

SELECT기본으로 설정된 RX1을 터치하면 RX2로 설정됩니다. 

SETTING & DATA VIEW기능은 수신기와 텔레메트리 센서의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기능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SETTING & DATA VIEW기능을 

사용하려면 송신기와 수신기가 연결 되어야만 SETTING & DATA VIEW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신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SETTING & 

DATA VIEW화면으로 이동해도 SETTING & DATA VIEW화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SETTING & DATA VIEW기능 설정방법은 Telemetry 초기화면 

에서 SETTING & DATA VIEW항목의 >>아이콘을 터치하면 SETTING & 

DATA VIEW화면으로 이동하고 첫 번째 수신기 텔레메트리 화면 RX DATA 

VIEW가 나타납니다.

13-3. RX DATA VIEW : RX DATA VIEW기능은 수신기 또는 HoTT센서의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화면 우측의 ENT를 터치하면 

수신기 텔레메트리의 다음 기능 RX SERVO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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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RX SERVO : RX SERVO기능은 수신기의 각 채널에 연결된 서보의 

REVERSE, CENTER, TRIM, LIMIT-, LIMIT+, PERIOD항목을 송신기가 

아닌 수신기로 각 항목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RX DATA VIEW화면에서 

화면우측 ENT버튼을 터치하면 RX SERVO화면으로 이동합니다. RX 

SERVO화면으로 이동하면 OUTPUT항목에 >커서가 표시되고 우측의 INC

를 터치하면 >커서가 아래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커서가 표시되어 있는 

항목의 값을 설정하려면 우측의 SET를 터치하면 설정항목 글씨가 흰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값을 설정하면 됩니다. 

▶OUTPUT CH기능은 수신기의 아웃채널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설정 

방법은 SET를 터치 하면 OUTPUT CH항목의 01흰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설정하고 싶은 OUTPUT CH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설정이 끝나고 SET를 터치하면 흰색커서가 해제됩니다. OUTPUT CH

기능의 설정이 끝나고 화면우측의 INC를 터치하면 >커서가 REVERSE

기능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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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기능은 서보의 동작방향을 반대로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설정방법은 화면우측의 INC를 터치하여 >커서를 REVERSE항목으로 

이동한 후 SET를 터치하면 REVERSE항목의 OFF가 흰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면 OFF가 ON으로 설정됩니다. REVERSE 

설정이 SET를 터치하여 ON에 표시된 커서를 해제 해야만 해당 채널의 

서보의 방향이 반대로 동작하게 됩니다. REVERSE기능의 설정이 끝나고 

화면우측의 INC를 터치하면 >커서가 CENTER 기능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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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기능은 서보의 CENTER위치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설정 

방법은 INC를 터치하여 >커서를 CENTER항목으로 이동한 후 SET를 터치 

하면 CENTER항목의 기본설정 값1500USEC에 흰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해당 채널의 컨트롤 스틱을 이동하고 싶은 CENTER위치에 고정한 후 SET

를 터치하면 CENTER항목의 설정 값이 고정한 컨트롤 스틱의 CENTER

위치의 값으로 설정 됩니다. CENTER항목의 설정이 끝나면 해당 채널은 

CENTER항목에 설정한 값만큼 CENTER위치가 이동 된 방향은 이동된 

설정 값만큼 서보 동작범위가 적게 동작하게 됩니다. CENTER 기능의 

설정이 끝나고 화면우측의 INC를 터치하면 >커서가 TRIM기능으로 이동 

합니다.

▶TRIM기능은 서보의 TRIM위치를 설정(조종기의 SUB-TRIM과 같은 

기능)하는 기능입니다. 설정방법은 INC를 터치하여 >커서를 TRIM항목으로 

이동한 후 SET를 터치하면 TRIM항목의 기본설정 값-000usec와 CENTER

항목의 1737usec에 흰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TRIM 항목의 값을 설정하고 SET를 터치하면 해당 채널이 TRIM항목에 

설정한 값만큼 트림이 이동합니다. 주의! TRIM항목의 값을 설정하면 

CENTER에 설정한 값은 기본 설정 값인 1500usec로 설정되고 1500usec

에 TRIM값이 더해져서 설정되게 됩니다. TRIM기능의 설정이 끝나고 

화면우측의 INC를 터치하면 >커서가 LIMIT-기능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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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 -,+기능은 서보의 -,+양쪽 방향의 최대동작범위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기본설정 값은 150%로 되어있지만 서보의 동작범위는 송신기의 SERVO 

EPA에 설정된 100%값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IMIT-설정 

값은 150%~100%범위에서는 동작하지 않고 100%아래로 값을 설정했을 

때 동작하게 됩니다. 송신기의 SERVO EPA를 150%로 설정하면 LIMIT값도 

기본설정 값인 150%아래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LIMIT-기능의 설정방법은 INC를 터치하여 >커서를 LIMIT항목으로 이동한 

후 SET를 터치하면 LIMIT-항목의 기본설정 값 150%가 흰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LIMIT-설정 값을 설정하고 SET를 

터치하여 커서를 해제하면 해당 채널의 서보가 LIMIT항목에 설정한 값만큼 

서보의 최대동작범위가 제한됩니다.

LIMIT-기능의 설정이 끝나고  화면 우측의 INC를 터치하면 >커서가 LIMIT+

기능으로 이동하고 LIMIT-와 같은 방법으로 값을 설정하면 됩니다. LIMIT+

기능의 설정이 끝나고 화면우측의 INC를 터치하면 >커서가 PERIOD

기능으로 이동합니다.

 

55           



▶PERIOD기능은 수신기 출력신호의 스피드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설정방법은 INC를 터치하여 >커서를 PERIOD항목으로 이동한 후 SET를 

터치하면 PERIOD항목의 기본설정 값 10msec이 흰색으로 표시되고 INC를 

터치하면 20msec로 PERIOD설정 값이 설정되고 SET를 터치하여 커서를 

해제하면 수신기의 전 채널의 서보 출력신호의 스피드가 20msec로 

동작하게 됩니다. PERIDO기능의 설정이 끝나고 화면우측의 ENT를 터치 

하면 다음페이지인 RX FAIL SAFE기능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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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RX FAIL SAFE

▶OUTPUT CH(수신기채널), INPUT CH(송신기채널)기능은 수신기와 연결 

된 송신기채널을 편집설정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본설정은 수신기 채널

1,2,3,4,5,6번은 송신기채널 1,2,3,4,5,6번과 똑 같은 채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SJ T-6송신기에 SJ R16수신기를 바인딩 하여 

대형 비행기모델에 사용할 때 16개의 수신기 채널을 마음대로 송신기 

채널에 연결하여 편리하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날개에 4 AILE, 

4 FLAP을 사용하는 비행기모델이라면 1번부터 4번까지 AILE(수신기 2번 

채널)으로 설정하고 5번부터 8번까지 FLAP(수신기 6번 채널)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ELEV, RUDD기능은 기존 수신기 3번과 4번 채널에 

연결하여 사용자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X SERVO화면에서 우측화면의 ENT를 터치하면 RX FAIL SAFE화면으로 

이동하고 >커서는 OUTPUT CH항목에 표시되어있습니다. OUTPUT CH을 

다른 CH로 설정하면 INPUT CH의 채널도 OUTPUT CH에 연결된 CH로 

설정됩니다. 

INC를 터치하여 >커서를 INPUT CH로 이동한 후 SET를 터치하면 INPUT 

CH항목의 01에 흰색 커서가 표시되고 OUTPUT CH에 연결할 INTPUT CH

을 INC, DEC를 터치하여 설정합니다. INPUT CH의 설정이 끝나고 SET를 

터치하면 커서가 해제되고 OUTPUT CH에 연결한 INTPUT CH의 스틱을 

동작하면 해당 OUTPUT CH에 연결된 서보가 동작하게 됩니다. 예에서는 

OUTPUT CH 1번을 INPUT CH 2번에 연결한 예입니다. INPUT CH 2번 

AILE스틱을 동작하면 수신기 1번 채널에 연결된 서보가 2번 채널의 서보와 

함께 동작하게 됩니다. PERIDO기능의 설정이 끝나고 화면우측의 INC를 

터치하면 >커서가 MODE기능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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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기능은 FAIL SAFE의 타입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기본설정은 전 

채널 HOLD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MODE기능을 설정하려면 INPUT CH에 

있는 >커서를 INC를 터치하여 MODE항목으로 이동한 후 SET를 터치하면 

MODE설정항목의 HOLD에 흰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할 

때마다 HOLD>OFF>FAI SAFE순으로 설정항목이 변경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FAI SAFE로 설정하고 싶은 OUTPUT채널의 MODE항목을 

FAI SAFE로 설정하고 SET를 터치하여 커서를 해제하면 FAIL SAFE기능이 

동작하게 됩니다. MODE기능의 설정이 끝나고 화면우측의 INC를 터치하면 

>커서가 F.S.POS기능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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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POS. 기능은 FAIL SAFE기능이 동작 할 때 서보의 위치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F.S.POS.기능을 설정하려면 INC를 터치하여 >커서를 F.S.-

POS.로 이동한 후 SET를 터치하면 F.S.POS. 항목의 기본설정인 1500 

USEC에 흰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FAIL SAFE

기능이 동작할 때 서보가 동작할 값을 설정하고 SET를 터치하여 커서를 

해제하면 FAIL SAFE기능이 동작되면 FAIL SAFE기능에 설정한 값으로 

서보가 이동하게 됩니다. FAIL SAFE기능의 설정이 끝나고 화면우측의 INC

를 터치하면 >커서가 DELAY기능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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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기능은 FAIL SAFE상황이 발생되어 FAIL SAFE기능이 동작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DELAY기능을 설정하려면 

INT를 터치하여 >커서를 DELAY로 이동한 후 SET를 터치하면 DELAY

기능의 기본설정 0.75SEC에 빨간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딜레이 시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딜레이 시간 설정이 끝나고 SET

를 터치하여 커서를 해제하면 딜레이 시간이 설정됩니다. DEALY기능의 

설정이 끝나고 화면우측의 INC를 터치하면 >커서가 FAIL SAFE ALL

기능으로 이동합니다.

▶FAIL SAFE ALL기능은 FAIL SAFE동작의 위치설정을 F.S.POS.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한번에 모든 채널의 FAIL SAFE동작의 위치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FAIL SAFE ALL기능을 설정하려면 모든 채널의 MODE

기능을 FAI SAFE로 설정해야 합니다. FAIL SAFE ALL기능을 설정하려면 

INC를 터치하여 >커서를 FAIL SAFE ALL로 이동한 후 SET를 터치하면 

FAIL SAFE ALL항목의 NO에 흰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FAIL SAFE기능 

동작위치로 송신기의 스틱을 고정한 상태에서 SET를 터치하면 FAIL SAFE 

ALL항목의 NO에 표시되어 있던 커서는 해제되고 고정한 송신기의 스틱 

위치가 FAIL SAFE동작 위치로 설정 됩니다. FAIL SAFE ALL기능설정이 

끝나면 F.S.POS기능의 1900usec가 다시 설정한 스틱 고정 값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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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IL SAFE동작을 테스트 하려면 송신기와 

수신기의 전원이 ON되어 동작될 때 송신기의 전원을 OFF하면 수신기와 

연결된 서보가 설정한 FAIL SAFE위치로 동작하게 됩니다.

▶POSITION기능은 INPUT CH의과 연결된 송신기 스틱의 동작범위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RX FAIL SAFE기능설정이 끝나고 우측화면의 ENT

를 터치하면 다음메뉴 RXFREE MIXER로 이동합니다.

▶RX SERVO TEST기능은 서보테스트기능과 수신기 전원의 전압, 

수신기의 최고 온도, 수신기 최저온도의 알람 설정과 수신기의 CH OUT 

TYPE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RX SERVO TEST기능을 설정하려면 SET를 

터치하면 ALL- MAX항목의 2000usec에 빨간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ALL- MAX항목의 값을 설정합니다. ALL- MAX

항목의 설정이 끝나면 SET를 터치하여 커서를 해제하고 INC를 터치하여 >

커서를 ALL- MIN항목으로 이동하고 SET를 터치하면 ALL- MIN항목의 

1200usec에 빨간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ALL- 

MIN항목의 값을 설정합니다. ALL- MAN과 ALL- MIN항목을 설정하면 

SERVO TEST가 동작하게 될 동작범위의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ALL- MIN

항목의 설정이 끝나면 SET를 터치하여 커서를 해제하고 INC를 터치하여 >

커서를 TEST로 이동하고 SET를 터치하면 TEST항목의 STOP에 

빨간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면 START로 설정되고 

SET를 터치하여 커서를 해제하면 수신기의 전 채널이 설정해놓은 범위로 

천천히 왕복 동작되는 SERVO TEST기능이 동작하게 됩니다. SERVO

테스트 기능을 끝내려면 SET를 터치하여 TEST항목의 START에 커서를 

표시하고 INC, DEC를 터치하여 STOP로 설정한 후 SET를 터치하여 커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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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하면 SERVO TEST기능이 멈추게 됩니다. SERVO TEST가 끝나고 

우측화면의 INC를 터치하면 >커서가 ALMRM VOLT기능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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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M VOLT 기능은 수신기전원 배터리의 전압에 대한 알람을 설정 

하는 기능입니다. 사용중인 수신기 배터리가 설정한 전압에 도달하면 

텔레메트리 기능을 이용해서 알람을 울려주는 기능입니다. ALARM VOLT

기능을 설정하려면 INC를 터치하여 >커서를 ALARM VOLT로 이동한 후 

SET를 터치하면 ALARM VOLT항목의 3.8V에 빨간색으로 커서가 표시 

되고 INC, DEC를 터치해 설정하고 싶은 값을 설정하고 SET를 터치해서 

커서를 해제하면 설정한 전압이 설정됩니다. ALARM VOLT기능의 설정이 

끝나고 우측화면의 INC를 터치하면 >커서가 ALMRM TEMP +기능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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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M TEMP+기능은 수신기 최고온도에 대한 알람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사용중인 수신기의 최고온도가 설정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텔레메트리 기능을 이용해서 알람을 울려주는 기능입니다. ALARM 

TEMP+기능을 설정하려면 INC를 터치하여 >커서를 ALARM TEMP+로 

이동한 후 SET를 터치하면 ALARM TEMP항목의 70도에 빨간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설정하고 싶은 값을 설정하고 SET

를 터치하여 커서를 해제하면 설정한 온도가 최고온도로 설정됩니다.

▶ALARM TEMP-기능은 수신기 최저온도에 대한 알람을 설정하는 기능 

입니다. 사용중인 수신기의 최고온도가 설정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텔레메트리 기능을 이용해서 알람을 울려주는 기능입니다. ALARM 

TEMP-기능을 설정하려면 INC를 터치하여 >커서를 ALARM TEMP-로 

이동한 후 SET를 터치하면 ALARM TEMP항목의 -10도에 빨간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설정하고 싶은 값을 설정하고 SET

를 터치해서 커서를 해제하면 설정한 온도가 최저온도로 설정됩니다. 

ALARM TEMP-기능의 설정이 끝나고 우측화면의 INC를 터치하면 >커서가 

CH OUT TYPE기능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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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 OUT TYPE기능은 수신기의 신호 출력타입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ONCE, SAME, SUMO 12, SUMI, SUMD HD12, 의 5가지 타입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ONCE: 아날로그 서보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수신기신호 출력타입입니다. 

ONCE로 설정하면 RX SERVO기능의 PERIOD항목은 20msec로 자동 

설정됩니다.

SAME: 디지털 서보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수신기신호 출력타입입니다.  

CH OUT TYPE을 SAME로 설정하고 RX SERVO기능의 PERIOD항목을 

10msec~20msec로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SAME에서 아날로그서보를 

연결하여 사용할 때는 20msec로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SUMI: 위에 설명된 SUMO로 설정된 수신기에서 보내주는 출력신호를 

받아서 출력하는 수신기 타입입니다.

SUMO: 수신기 전 채널의 PPM출력신호를 8번 채널에서 12채널의 PPM

출력신호를 내보내는 타입입니다. 1개의 수신기는 SUMO로 설정하고 다른 

1개의 수신기는 SUMI로 설정하여 ex code로 연결하면 SUMO로 설정한 

수신기의 출력신호를 받아 SUMI로 설정한 수신기가 동일하게 동작하게 

됩니다. 주의! SUMO의 PPM출력은 GR-24L, GR-18L수신기는 8번 

채널로 GR-12L 수신기는 6번 채널로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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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D: 수신기 12채널의 디지털 출력신호를 8번 채널에서 FAIL SAFE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신호를 출력하는 타입입니다. 

Power Box나 Flybarless system등의 수신기의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는 

제품에 연결하여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SUMD 출력은 HD, OF, FS 3종류 

타입이 있습니다.

HD는 디지털신호만 출력하는 타입이고 OF는 디지털신호가 출력되지만 

FAIL SAFE기능이 OFF된 타입, FS 디지털신호에 FS기능이 있는 

타입입니다. 

주의! SUMD의 PPM출력은 GR-24L, GR-18L수신기는 8번 채널로 

GR-12L 수신기는 6번 채널로 출력됩니다. 

CH OUT TYPE기능을 설정하려면 INC를 터치하여 >커서를 CH OUT TYPE

로 이동한 후 SET를 터치하면 CH OUT TYPE의 SAME에 흰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사용 할 수신기 타입을 설정하고 SET를 

터치하여 커서를 해제하면 설정한 수신기 타입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SUMO 8타입과 SUMD HD8 타입으로 설정하고 출력채널을 다르게 설정할 

때는 SET를 터치하면 SUMO와 SUMD에 있는 커서가 8로 이동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출력채널을 6, 8, 12채널로 설정합니다. 

출력채널을 설정하고 SET를 터치하면 커서는 해제되고 설정한 출력채널 

만큼 수신기의 8번과 6번 채널로 PPM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출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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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SENSOR : SENSOR 기능은 수신기에 연결된 센서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수신기와 연결된 모든 센서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수신기에 센서가 정상적으로 검색되지 않으면 HoTT

텔레메트리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Telemetry화면에서 SENSOR SELECT기능의 >>를 터치하면 SENSOR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ENSOR 화면으로 이동하면RECEIVER, GENERAL 

MODULE, ELECTRIC AIR.MOD, VARIO MODULE, GPS, ESC의 

센서목록이 있습니다. 기본기능 RECEIVER는 ON되어 있고 나머지 

센서들은 OFF되어 있습니다. 수신기와 HoTT센서를 추가하면 꼭! 송, 

수신기의 전원을 끄고 다시 켜시기 바랍니다. 송, 수신기에 연결된 센서는 

송, 수신기의 전원이 켜진 후 30초 동안 자동 검색되기 때문에 송, 수신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센서를 추가로 연결하면 센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송, 수신기에 연결된 센서를 확인한 후 좌측 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Telemetry화면으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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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RF STATUS VIEW : RF STATUS VIEW기능은 텔레메트리기능을 

이용하여 송신기와 수신기의 RF간의 연결상태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RF STATUS VIEW기능을 확인하는 방법은 Telemetry화면에서 RF 

STATUS VIEW의 >>를 터치하면 송신기와 수신기의 RF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좌측 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Telemetry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13-8. VOICE TRIGGER : VOICE TRIGGER기능은 VOICE기능과 관련한 

각 센서 종류별로 보이스 설정항목을 모아놓은 기능입니다. VOICE TRIG-

GER기능은 REPEAT, TRIG, VARIO, TRANSMITTER, RECEIVER, 

기본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센서를 연결하고 센서가 수신기와 

연결되면 VOICE TRIGGER의 항목이 늘어납니다. 추가할 수 있는 센서는 

GENERAL MODULE, ELECTRIC AIR MODULE, VARIO MODULE, GPS, 

AIR ESC가 있습니다.

▶REPEAT: REPEAT기능은 시간과 스위치를 설정하여 스위치를 ON하면 

VOICE기능 중의 한가지 항목만 설정한 시간으로 반복하여 동작합니다.

REPEAT기능설정 방법은 Telemetry화면에서 VOICE TRIGGER기능의 >>

를 터치하면 VOICE TRIGGER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VOICE TRIGGER화면으로 이동하면 REPET기능과 TRIGGER을 먼저 

설정합니다. REPET기능의 01S를 터치하면 파란색 커서가 설정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VOICE기능이 반복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시간항목을 

설정하면 설정된 시간으로 VOICE기능이 반복하여 동작하게 됩니다. 

시간항목을 설정하고 스위치항목의 NULL을 터치하면 스위치설정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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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이 나타나고 REPET기능의 ON, OFF스위치로 사용하고 싶은 스위치를 

동작하면 해당 스위치가 설정되고 스위치 ON, OFF설정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ON, OFF방향을 설정하고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VOICE 

TRIGGER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TRIG: TRIG기능은 송, 수신기와 센서의 VOICE기능을 스위치를 

설정하여 스위치를 ON, OFF 할 때마다 다음순서의 VOICE기능으로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TRIGGER기능을 설정하려면 TRIGGGER 항목의 

NULL을 터치하면 스위치설정 Select 창이 나타나고 TRIGGER기능의 ON, 

OFF스위치로 사용하고 싶은 스위치를 동작하면 해당 스위치가 설정되고 

스위치 ON, OFF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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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 VARIO모듈의 VOICE기능의 ON, OFF스위치를 설정하는 기능 

입니다. VARIO기능을 설정하려면 VARIO기능의 NULL을 터치하면 스위치 

설정 Select 창이 나타나고 VARIO기능의 ON, OFF스위치로 사용하고 싶은 

스위치를 동작하면 해당 스위치가 설정되고 스위치 ON, OFF설정화면으로 

이동하고 스위치의 ON, OFF방향을 설정한 후 좌측상단의 BACK을 

터치하면 VOICE TRIGGER기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위치의 ON, OFF방향을 설정한 후 좌측상단의 BACK을 터치하면 VOICE 

TRIGGER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2 스위치와 같이 스프링이 있는 스위치를 

TRIG스위치로 설정하시면 ON, OFF동작이 한번에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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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TTER: 송신기의 텔레메트리 VOICE기능 TX VOLT, MODEL 

TIME, BATT TIME, TIMER 1, TIMER 2, CURRENT TIME 6가지 VOICE

기능의 사용할 목록을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TRANSMITTER 기능을 

설정하려면 TRANSMITTER기능의 >>를 터치하면 TRANSSMITTER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TRANSMITTER기능으로 이동하면 TX VOLT, 

MODEL TIME, BATT TIME, TIMER 1, TIMER 2, CURRENT TIME 6가지 

TRANSMITTER VOICE기능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은 기능 옆의 흰색 

원을 터치하면 빨간색으로 설정되고 TRANSMITTER VOICE기능의 사용할 

목록에 추가 됩니다. TRANSMITTER기능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

를 터치하면 VOICE TRIGGER기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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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R: 수신기의 텔레메트리VOICE기능 TEMP, STRENGTH, RX 

VOLT, LOW VOLT 4가지 VOICE기능의 사용을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RECIVER기능을 설정하려면 RECIVER기능의 >>를 터치하면 RECIVER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RECIVER기능으로 이동하면 TEMP, STRENGTH, 

RX VOLT, LOW VOLT 4가지 RECIVER VOICE기능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은 기능 옆의 흰색 원을 터치하면 빨간색으로 설정 되고 RECIVER 

VOICE기능에 추가됩니다. 추가로 사용하고 싶은 기능을 터치하면 흰색 

체크가 빨간색으로 체크되고 RECIVER VOICE기능에 추가 됩니다. 

RECIVER기능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VOICE TRIG-

GER기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GENERAL MOD: GENERAL MODUL의 텔레메트리 VOICE기능 CELL1, 

CELL2, CELL3, CELL4, CELL5, CELL6, S1-VOLT, S2-VOLT, 

S1-TEMP, S2-TEMP, RPM, ALT, CURRENT, POWER, CAP 15가지 

GENERAL MOD VOICE기능의 사용을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GENERAL MOD기능을 설정하려면 GENERAL MOD기능의 >>를 터치하면 

GENERAL MOD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GENERAL MOD 기능으로 

이동하면 CELL1, CELL2, CELL3, CELL4, CELL5, CELL6, S1-VOLT, 

S2-VOLT, S1-TEMP, S2-TEMP, RPM, ALT, CURRENT, POWER, CAP 

15가지 GENERAL MOD VOICE기능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은 기능 옆의 흰색 원을 터치하면 빨간색으로 설정되고 GEN-

ERAL MOD VOICE기능에 추가됩니다. GENERAL MOD기능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VOICE TRIGGER기능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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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 MOD: ELECTRIC MODUL의 텔레메트리 VOICE기능 C1L, C2L, 

C3L, C4L, C5L, C6L, C7L, C1H, C2H, C3H, C4H, C5H, C6H, C7H, 

BV1, BV2, BT1, BT2, ALT, CUR, POW, CAP 22가지 ELEC MOD VOICE

기능의 사용을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ELEC MOD기능을 설정하려면 ELEC MOD기능의 >>를 터치하면 ELEC 

MOD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LEC MOD 기능으로 이동하면 C1L, 

C2L, C3L, C4L, C5L, C6L, C7L, C1H, C2H, C3H, C4H, C5H, C6H, C7H, 

BV1, BV2, BT1, BT2, ALT, CUR, POW, CAP 22가지 ELEC MOD VOICE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은 기능 옆의 흰색 원을 터치하면 빨간색으로 

설정되고 ELEC MOD VOICE기능에 추가됩니다. ELEC MOD기능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VOICE TRIGGER기능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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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 MOD: VARIO MODUL의 텔레메트리 VOICE기능의 ALTITUD, 

MAX ALT, MIN ALT 3가지 VARIO MOD VOICE기능의 사용을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VARIO MOD기능을 설정하려면 VARIO MOD기능의 >>를 터치하면 VARIO 

MOD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VARIO MOD 기능으로 이동하면 ALTI-

TUD, MAX ALT, MIN ALT 3가지 VARIO MOD VOICE기능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은 기능 옆의 흰색 원을 터치하면 빨간색으로 설정되고 VARIO 

MOD VOICE기능에 추가됩니다. VARIO MOD기능설정이 끝나고 좌측 

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VOICE TRIGGER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GPS MOD: GPS MODUL의 텔레메트리 VOICE기능의 SPEED, DIS-

TANCE, ALTITUD, DIRECTION 4가지 GPS MOD VOICE기능의 사용을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GPS MOD기능을 설정하려면 GPS MOD기능의 >>를 터치하면 GPS MOD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GPS MOD 기능으로 이동하면 SPEED, DIS-

TANCE, ALTITUD, DIRECTION 4가지 GPS MOD VOICE기능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은 기능 옆의 흰색 원을 터치하면 빨간색으로 설정되고 GPS 

MOD VOICE기능에 추가됩니다. GPS MOD기능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VOICE TRIGGER기능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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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 MOD: ESC MODUL의 텔레메트리 VOICE기능의 RPM, CURRENT, 

POWER-V, CAPACITY 4가지 ESC MOD VOICE기능의 사용을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ESC MOD기능을 설정하려면 ESC MOD기능의 >>를 터치하면 ESC MOD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SC MOD 기능으로 이동하면 RPM, CURRENT, 

POWER-V, CAPACITY 4가지 ESC MOD VOICE기능이 기본으로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지 않은 기능을 터치하면 

빨간색 체크가 흰색으로 해제되고 ESC MOD VOICE기능에서 편집 됩니다. 

ESC MOD기능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VOICE TRIG-

GER기능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3-9. 텔레메트리 센서별 화면 설정방법 : 송신기 기본화면에서 우측 

하단의 텔레메트리 아이콘을 터치하면 텔레메트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텔레메트리 화면으로 이동하면 기본기능인 수신기 텔레메트리 화면이 나타 

납니다. 수신기 텔레메트리 화면좌측 상단의 NEXT를 터치하면 수신기에 

연결된 센서의 순서에 따라 각 센서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모든 센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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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고 NEXT를 터치할 때마다 순서대로 센서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14. ANNOUNCE

ANNOUNCE 기능은 사용자가 선택한 스위치를 ON할 경우 해당 스위치에 

설정된 기능에 맞는 보이스를 사용자가 사용하고 싶은 보이스 파일을 

골라서 설정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직접 만든 아나운스 파일을 스위치에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14-1. CTL : CTL항목은 ANNOUNCE 기능에 사용할 스위치를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ANNOUNCE 기능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CTL항목의 NULL을 

터치하면 스위치설정 Select 창이 나타나고 ANNOUNCE 기능 스위치로 

사용하고 싶은 스위치를 동작하면 해당 스위치가 설정됩니다. 

14-2. PHASE : PHASE항목은 아나운스 기능을 펑션 메뉴의 6개의 

PHASE기능 중에만 1개의 PHASE에만 개별로 동작할지 아니면 모든 

PHASE기능에 같이 동작할 지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기본설정은 CO(-

combine)으로 설정되어 있어 펑션 메뉴의 6개의 PHASE기능 중에 

사용자가 설정한 1개의 PHASE에만 개별로 동작합니다. 1개의 PHASE에만 

동작하게 하려면 PHASE항목을 터치하면 SE(separate)로 설정 됩니다.

14-3. ANNOUNCEMENT : ANNOUNCEMENT항목은 ANNOUNCE 기능에 

설정된 스위치의 각 위치에 보이스파일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ANNOUNCEMENT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설정되면 

INC, DEC를 터치하면 송신기에 저장된 보이스 파일이 차례로 나오면 

사용자가 설정하기 원하는 보이스 파일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이미지와 같이 SW5번의 3단 스위치를 설정한 경우 한 개의 1단, 2단, 3단 

위치에 3개의 보이스 파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 있는 

스위치 화면은 스위치 위치의 설명을 위한 이미지입니다. 실제는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고 좌측의 BACK를 터치하면 BASE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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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ase

PHASE기능은 비행 중에 바람의 방향이나 노말 설정에서 하기 힘든 곡예 

등의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여 다양한 상황에 맞게 PHASE를 설정하여 

스위치나 스틱을 움직이면 빠르게 송신기 설정이 상황에 맞는 PHASE

설정으로 빠르게 바뀌어 사용자가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능의 

값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헬리콥터 타입의 PHASE 기능은 기본설정인 

NORMAL, IDEL 1, IDEL2, IDEL 3, PHASE 6 6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송신기의 메인 화면에서 FUNCTION 아이콘을 터치하면 FUNCTION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FUNCTION화면으로 이동하여 PHASE 아이콘을 

터치하면 PHASE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PHASE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PHASE리스트가 있습니다. 1.NORMAL은 설정할 수 없는 기본설정입니다. 

1-1 NEW : NEW은 새로운 PHASE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새로운 PHASE

를 설정하려면 PHASE항목을 터치하면 해당 PHASE항목이 파란색커서로 

표시되고 화면 우측의 NEW를 터치하면 PHASE의 CTRL, DELAY 항목이 

나타납니다. CTRL항목을 설정하려면 CTRL을 터치하면 SELECT 하이 

라이트가 표시되고 PHASE 스위치로 사용할 스위치나 스틱을 움직이면 

해당 스위치나 스틱이 PHASE 스위치로 설정됩니다. DELAY항목을 설정 

하려면 DELAY항목의 0.0s를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우측의 

INC, DEC를 터치하여 DELAY시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DELAY는 PHASE

스위치를 켜면 PHASE기능이 ON될 때까지 DELAY가 되는 기능입니다.

FUNCTION (헬리콥터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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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NAM : NAM은 설정되어 있는 PHASE의 이름을 수정하는 기능 

입니다. 이름을 수정하고 싶은 PHASE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 커서가 

표시되고 PHASE설정화면의 우측의 NAM을 터치하면 NAM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알파벳 자판을 터치하여 수정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수정할 

이름의 입력이 끝나면 알파벳 자판의 EN을 터치하면 이름이 New PHASE 

Name난에 입력되고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PHASE설정화면으로 

이동하고 수정된 이름이 해당 PHASE에 저장됩니다.

 

 

 

 

 

J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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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PY : CPY기능은 설정되어 있는 PHASE 데이터를 다른 PHASE로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카피하고 싶은 PHASE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 

커서가 표시되고 PHASE설정화면의 우측의 CPY를 터치하면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설정창의 TARGET항목을 터치하면 PHASE 리스트가 

순서대로 표시되고 복사하고 싶은 PHASE를 설정하고 YES를 터치하면 

해당 PHASE에 데이터가 복사되고 PHASE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J 

 

J 

 

J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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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DEL : DEL기능은 설정되어 있는 PHASE중에 사용하지 않는 PHASE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삭제하고 싶은 PHASE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 

커서로 표시되고 PHASE설정화면의 우측의 DEL을 터치하면 해당 PHASE

데이터는 리스트에서 삭제됩니다.

1-5. SET : SET기능은 6 개의 PHASE를 스위치가 ON되었을 때 각 각의 

PHASE마다 음성안내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우측의 SET를 터치하면 

PHASE음성안내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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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한 스틱 스위치 설정하는 방법

Phase, D/R.EXP, PIT.CRV, Prog. MIX등의 기능과 다른 기능에 스위치를 

설정하여 조종기 스틱을 사용하여 ON, OFF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기능을 조종기 스틱에 설정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설정화면처럼 기존 TEST Phase기능이 스위치 SW6에 

설정되어있을 때 TEST Phase를 조종기 스틱에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 니다. 우선 TEST Phase의 CTL항목의 SW6를 터치하면 스위치 

select 창이 나타나면 설정하고 싶은 조종기 스틱을 움직입니다. 

CTL: CTL항목은 설정된 스틱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POS: POS항목은 스틱 스위치가 ON되는 스틱의 위치를 확인하는 항목 

입니다.

MODE: MODE항목은 ON위치를 SINGLE, DUAL로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DIR: DIR은 스틱 스위치의 ON방향을 반대로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예에서는 에일러론 스틱을 설정한 방법입니다. 에일러론 스틱을 움직이면 

스틱 스위치 설정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그래프에 있는 화살표는 에일러론 

스틱 위치로 따라 움직이게 되어 스틱 위치를 설정할 수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스틱의 위치에서 TEST Phase기능을 ON되는 위치를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에일러론 스틱을 움직여 TEST Phase 기능을 ON

하고 싶은 위치로 이동 후에 고정한 후 우측 아래 있는 ENT를 터치하면 

스틱 위치가 막대 그래프에 설정됩니다. 

예에서 설정한 위치는 에일러론 우측 80% 지점부터 100%까지 TEST 

Phase 기능이 ON되이 되도록 설정된 예입니다. 설정의 확인은 메인 

화면과 PHASE기능이 동작되는 기능의 BACK 옆에 표시되는 PHASE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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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 스위치 듀얼로 설정하는 방법

기존 스틱 스위치 설정화면에서 MODE항목의 SINGLE을 터치하면 DUAL

로 설정됩니다. DUAL로 설정되면 0~80% 위치까지 TEST Pahse 기능이 

ON되는 상태가 됩니다. ON되는 위치를 바꾸어 설정하려면 DIR항목의 

REVERSE를 터치하여 반대로 설정하면 80~100% 위치에서 ON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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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R, EXP

FUNCTION 화면에서 D/R, EXP아이콘을 터치하면 D/R, EXP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1. CTL : D/R, EXP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우선 CTL항목을 설정합니다. 

CTL항목은 D/R, EXP기능으로 사용할 스위치를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CTL항목에 3단 스위치를 설정하면 3번의 D/R, EXP값과 6개의 PHASE

기능까지 이용하면 다양한 값으로 컨트롤 타면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CTL항목의 NULL을 터치하면 SELECT화면이 나타나고 사용할 스위치를 

움직이면 해당 스위치가 DR, EXP 기능의 스컨트롤 스위치로 설정됩니다. 

설정한 D/R, EXP 스위치를 이동할 때 마다 D/R, EXP설정 값을 다르게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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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R, EXP : D/R기능은 aile, elev, rudd 기본채널과 모든 채널에 

연결된 서보를 D/R기능을 사용하여 서보의 동작 범위를 넓게 설정하거나 

좁게 설정하고 D/R기능을 스위치나 스틱에 설정하여 D/R기능에 컨트롤 

스위치를 설정하여 여러 비행상황에 맞는 컨트롤 타면의 동작범위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EXP기능은 aile, elev, rudd 채널에 D/R을 설정하고 각 채널의 중립 위치의 

동작을 부드럽게 혹은 민감하게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설정 값을 +로 

설정하면 중립위치가 부드럽게 동작하고 설정 값을 –로 설정하면 중립 

위치가 민감하게 동작합니다. D/R, EXP기능은 커트롤 스위치를 설정하여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PHASE기능과 연동하여 각 각의 PHASE기능의 

상황에 맞게 더 정밀하게 설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D/R, EXP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D/R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우측의 INC, DEC를 터치하여 D/R값을 설정합니다. D/R설정이 끝나면 

EXP항목의 설정을 합니다. EXP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우측의 INC, DEC를 터치하여 EXP값을 설정합니다. 

ROLL채널의 설정이 끝나면 CH항목의 ROLL를 터치할 때 마다 ROLL > 

NICK > TAIL 순으로 채널이 바뀌게 되어 각 채널의 D/R, EXP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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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YM : SYM기능은 D/R과 EXP를 동일하게 설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 

입니다. SYM항목을 터치하면 ON으로 설정되고 D/R이나 EXP항목을 

터치하면 커서가 양쪽 항목모두에 설정되어 양쪽을 같은 값으로 설정할 때 

SYM기능을 사용하여 설정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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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IT.CRV(피치커브) Pitch min 기능추가

PIT.CRV(피치커브)기능은 각 PHASE상황에 맞춰 스로틀 스틱의 위치에 

따라 정확한 피치의 동작을 피치커브 기능을 이용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피치커브는 각 각의 PHASE와 연결되어 동작하기 

때문에 설정하기 전에 우선 PHASE의 설정을 마치고 피치커브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FUNCTION화면에서 PHASE아이콘을 터치하면 

PHASE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PHASE설정화면으로 이동하여 PHASE

설정을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FUNCTION화면으로 이동합니다. (PHASE기능 설정방법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88



3-1. PIT.CRV : FUNCTION화면에서 PIT.CRV 아이콘을 터치하면 피치 

커브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피치커브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하단의 

ST OFF를 터치하면 ST ON으로 설정되고 스로틀 포지션막대가 그래프에 

표시됩니다. 

스로틀 스틱을 움직여 포지션막대를 움직여 L과 H포인트 사이에 원하는 

위치에 고정하고 우측하단의 ENT를 터치하면 새로운 포인트가 표시 

됩니다. L과 H포인트 사이에 5개의 포인트를 원하는 위치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설정이 끝나면 하단의 ST ON을 터치하여 ST OFF로 설정하고 INC, 

DEC를 터치하면 스틱을 이용하지 않고 포인트를 이동하여 설정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이동되면 연두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고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바뀐 상태에서 X-axis를 터치하여 파란색 커서로 

설정한 후 INC, DEC를 터치하면 그래프의 X축 방향으로 포인트가 

이동하고 Y-axis를 터치하여 파란색 커서로 설정한 후 INC, DEC를 

터치하면 그래프의 Y축 방향으로 포인트가 이동합니다. X-axis, Y-axis 

기능으로 원하는 위치로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포인트설정이 끝나면 각 PHASE 기능에 설정한 스위치를 사용하여 HOLD, 

IDEL-UP1, IDEL-UP2, IDEL-UP3 각 PHASE기능 사용방법에 맞게 

피치커브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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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URVE : Curve기능은 피치커브의 설정이 끝나고 커브의 포인트 

간의 직선으로 처리된 피치커브를 Curve항목의 OFF를 터치하면 직선으로 

연결된 피치커브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설정되어 좀더 부드러운 동작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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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합니다. 피치커브 설정이 끝나면 우측상단의 TRIM을 터치하여 피치, 

스로틀 커브 트림기능을 설정합니다.

3-3. TRIM : 피치커브의 모든 설정을 끝나면 우측상단의 TRIM을 터치하면 

피치, 스로틀 커브 트림기능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피치, 스로틀 커브 트림기능은 피치, 스로틀 커브를 DV1, DV2, SL1, SL2

로 지정하여 필요한 구간의 피치커브를 DV1, DV2, DV3, DV4, SL1, SL2

를 이용하여 PHASE NORMAL 상태의 호버링 피치커브와 PHASE IDEL 1, 

IDEL 2의 상황에 맞는 피치커브를 상황에 따라 즉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6개의 피치, 스로틀 커브 트림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은 우측 상단의 TRIM을 터치하면 피치커브 트림기능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피치커브 트림기능화면으로 이동하면 CTL항목의 NONE를 

터치하면 스위치 셀렉트 화면이 나타나고 DV1, DV2, DV3, DV4, SL1, SL2

중에 사용자가 원하는 스위치를 동작하면 동작한 스위치가 피치, 스로틀 

커브 트림기능으로 설정됩니다. CTL설정이 끝나면 MIXER항목의 NONE를 

터치하면 MIXER항목에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피치커브, 스로틀 커브 트림으로 사용할지 설정합니다. MIXER항목을 

설정하고 POINT항목의 L을 터치하면 POINT항목에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피치, 스로틀 커브에 설정한 포인트 중에 

피치, 스로틀 트림기능으로 사용할 포인트 번호를 설정하면 설정된 

포인트가 CTL항목에 설정된 스위치를 동작하면 설정한 포인트의 위치가 

스위치의 동작에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POINT항목의 설정이 끝나면 

PHASE 항목의 1을 터치하면 PHASE 항목에 파란색 커서가 표시되고 

PHASE 번호를 설정하면 피치, 스로틀 커브 트림기능이 설정된 PHASE

에서만 동작하게 됩니다. 모든 피치, 스로틀 커브 트림기능의 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FYNCTION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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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R.CRV(스로틀 커브) 

THR.CRV(스로틀 커브)기능은 각 PHASE 상황에 맞춰 스로틀 스틱의 

위치에 따라 정확한 스로틀 채널의 동작을 스로틀 커브기능을 이용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스로틀 커브는 각각의 PHASE와 

연결되어 동작하기 때문에 설정하기 전에 우선 PHASE 의 설정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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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틀 커브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FUNCTION화면에서 PHASE아이콘을 

터치하면 PHASE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PHASE설정화면으로 이동하여 

PHASE설정을 완료 했는지 확인합니다. 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

를 터치하면 FUNCTION화면으로 이동합니다. (PHASE기능 설정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1. THR.CRV : FUNCTION화면에서 THR.CRV 아이콘을 터치하면 스로틀 

커브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로틀 커브 설정화면으로 이동 하면 하단의 

ST OFF를 터치하여 ST ON으로 설정하면 스로틀 포지션 막대가 그래프에 

표시됩니다. 스로틀 스틱을 움직여 막대를 이동하여 L과 H포인트 사이의 

교차하는 점을 원하는 위치에 고정하고 우측하단의 ENT를 터치하면 새로운 

포인트가 표시됩니다. L과 H포인트 사이에 5개의 포인트를 원하는 위치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설정이 끝나면 하단의 ST ON을 터치하여 ST 

OFF로 설정하고 INC, DEC를 터치하면 스틱을 이용하지 않고 포인트를 

이동하여 포인트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이동되면 연두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고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바뀐 상태에서 X-axis를 터치하고 

INC, DEC를 터치하면 그래프의 X축 방향으로 포인트가 이동하고 Y-axis를 

터치하고 INC, DEC를 터치하면 그래프의 Y축 방향으로 포인트가 

이동합니다. X-axis, Y-axis 기능으로 원하는 위치로 포인트를 이동합니다. 

포인트설정이 끝나면 각 PHASE에 설정한 스위치를 ON하여 각 PHASE에 

상황에 맞게 스로틀 커브를 설정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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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URVE : Curve기능 스로틀 커브의 설정이 끝나고 커브의 포인트 

간의 직선으로 처리된 스로틀브를 Curve항목의 OFF를 터치하면 직선으로 

연결된 스로틀 커브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설정되어 좀더 부드러운 동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4-3. TRIM : 스로틀 커브 설정이 끝나면 우측 단의 TRIM을 터치하여 피치, 

스로틀 커브 트림기능을 설정합니다. 설정방법은 피치커브에서 설명한 

피치, 스로틀 커브 트림기능의 설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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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yr/Gover(자이로/거버너) 

Gyr/GOVER(자이로/거버너)기능은 각 PHASE상황에 맞춰 자이로 게인 

값과 거버너 기능의 설정 값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PHASE와 연결되어 

동작하기 때문에 설정하기 전에 우선PHASE의 설정을 마치고 Gyr/Gover

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Gyr/Gover기능은 Gyro Suppression, Gyro Gain, Governor ACT, Gov-

ernor RATE 4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yro Suppression은 헤딩락 자이로가 아닌 이전의 피에조, 자이로나 압전 

자이로를 사용할 때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Gyro Gain은 자이로의 감도를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기본값은 00%로 

설정되어 있고 보통 헤딩락 자이로는 40% 이상 값을 설정해야 동작하게 

됩니다. 각 PHASE설정에 맞는 값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Governor ACT기능은 거버너 기능을 INH, ON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기본 값은 INH로 설정되어 있고 거버너 기능을 사용하려면 INH를 터치하면 

ON으로 설정되고 거버너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Gover RATE기능은 거버너 기능의 RATE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각 

PHASE설정에 맞는 값으로 Gover RATE설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FUNCTION화면에서 Gyr/Gover 아이콘을 터치하면 Gyr/Gover 설정 화면 

으로 이동합니다.

Gyr/Gover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첫 번째 설정 항목 Gyro Suppression

은 요즘에 사용되는 헤딩락 자이로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 없는 기능입니다. 

헤딩락 자이로 이전의 피에조 자이로를 사용할 경우 값을 설정하여 러더를 

보상하는 기능입니다.

Gyro Gain항목의 000%를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Gyro Gain값을 설정합니다. 

Gyro Gain값의 설정이 끝나고 Governor기능을 사용할 때는 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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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의 INH를 터치하면 ON으로 설정되고 Governor기능이 ON됩니다. 

Governor ACT의 설정이 끝나면 Governor RATE를 설정합니다. Gover-

nor RATE 50%를 터치하면 파란색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값을 설정하면 됩니다. Governor RATE의 경우는 실제 헬리콥터를 호버링 

상태에서 로터의 R.P.M을 체크하며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Gyr/Gover설정이 모두 끝나면 좌측 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FUNCTION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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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R.HOLD(스로틀 홀드)

THR.HOLD(스로틀 홀드)기능은 THR.CUT(스로틀 컷)기능과 같지만 스로틀 

컷은 비행 후 안전을 위해서 엔진을 끌 때 사용하고 전동 타입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헬기의 스로틀 채널을 컷 위치로 설정하여 모터가 돌지 않게 

설정할 때 사용하고 THR.HOLD(스로틀 홀드)기능은 대회에서 헬리콥터의 

오토로테이션 비행을 할 때 엔진을 끄거나 오토로테이션을 연습할 때 

엔진을 아이들 위치로 엔진채널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FUNCTION화면에서 THR.HOLD 아이콘을 터치하면 THR.HOLD 설정화면 

으로 이동합니다.

THR.HOLD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첫 번째 설정항목 ACT의 INH를 

터치하면 해당 ON으로 설정됩니다. 

ACT항목을 ON으로 설정한 후 CTL항목을 설정합니다. CTL항목의 NULL

을 터치하면 스위치 Select 창이 나타나고 사용하고 싶은 스위치를 

움직이면 스위치 ON, OFF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위치 ON, OFF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사용자가 ON으로 설정하고 싶은 

방향의 OFF 항목을 터치하면 ON으로 설정됩니다. 

스위치의 ON, OFF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을 터치하면 

THR.HOLD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위치 설정이 끝나면 SET항목을 설정합니다. SET항목의 기본값은 100%

로 설정되었습니다. SET항목을 설정하려면 SET항목의 100%를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값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값을 설정하면 막대그래프의 빨간색 화살표가 설정한 값의 위치로 

이동되고 THR.HOLD스위치를 ON하면 녹색 화살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설정 값 위치로 THR.HOLD기능이 동작하게 됩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을 터치하면 FUNCTION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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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WASH 

SWASH기능은 헬리콥터의 SWASH와 관련된 PITCH, AILE, ELEV채널의 

동작범위와 동작방향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헬리콥터에 수신기를 연결하고 스와쉬동작 범위와 동작방향을 확인한 후 

동작방향과 간섭이 발생하는 스와쉬채널의 동작방향과 동작범위를 올바른 

방향과 간섭이 없게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6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FUNCTION화면에서 SWASH 

아이콘을 터치하면 SWASH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헬리콥터에 

수신기를 연결하고 동작방향과 동작범위를 확인한 후 간섭이 발생하는 

스와쉬채널의 동작방향과 동작범위를 올바른 방향과 간섭이 없게 

설정합니다. 화면에 있는 PITCH, AILE, ELEV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우측의 INC, DEC를 터치하여 동작방향과 동작범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기본 값인 +60%를 –값으로 설정하면 해당 스와쉬 

채널의 동작방향이 반대로 동작하게 됩니다. 스와쉬기능을 설정하고 

우측의 SERVO를 터치하면 스와쉬 채널에 적용된 설정 값의 서보 움직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FUNCTION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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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 Limit(스와쉬 리미트)

S. Limit 기능은 스와쉬와 관련된 ROLL, NICK 채널을 원을 구성하여 스와쉬 

동작과 일치되지 않는 기구 스틱의 움직임에 대한 ROLL, NICK 채널의 

직각운동을 설정한 원의 사이즈에 맞게 ROLL, NICK 채널을 원 운동으로 

동작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설정한 원의 사이즈에 맞게 ROLL, NICK채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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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을 제어하게 됩니다. 원의 사이즈가 100%이상으로 설정할 때는 ROLL, 

NICK 채널의 EPA를 100%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하단의 Swash rotation기능은 MZ-24PRO 송신기 스와쉬 타입에 없는 

일부 헬리콥터 모델의 스와쉬타입을 스와쉬의 각도를 돌려서 사용 

가능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FUNCTION화면에서 S. Limit아이콘을 터치하면 

S. Limit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 Limit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ACT

항목의 INH를 터치하면 INH가 ON으로 설정되고 좌측의 서보 동작스크린에 

기본 값 100% 사이즈의 원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SET항목의 100%를 

터치하면 파란색 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원의 

사이즈를 사용자가 원하는 사이즈로 설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Swash 

rotation 항목의 00’를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

를 터치하여 스와쉬 각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FUNCTION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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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MIX(스와쉬 믹싱) 

S. MIX기능은 헬리콥터의 비행 중에 나타나는 스와쉬 플레이트에 연결된 

PITCH, ROLL, NICK 채널의 버릇을 믹싱을 걸어 버릇을 교정하는 

기능입니다. S.MIX기능도 각 PHASE 별로 설정하여 각 PHASE 상황에 

맞게 믹싱 값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ROLL>>NICK, NICK>>ROLL, PITC>>ROLL, PITC>>NICK 4가지 믹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OLL>>NICK: ROLL>>NICK 믹싱은 헬리콥터의 에일러론을 조작할 때 

헬리콥터가 엘리베이터 축의 UP이나 DOWN 버릇이 나타날 때 사용하는 

믹싱입니다.

NICK>>ROLL: NICK>>ROLL 믹싱은 헬리콥터의 엘리베이터를 조작할 때 

헬리콥터가 에일러론 축의 좌측이나 우측으로 기우는 버릇이 나타날 때 

사용하는 믹싱입니다.

PITC>>ROLL: PITC>>ROLL믹싱은 헬리콥터의 피치를 조작할 때 

헬리콥터가 에일러론 축의 좌측이나 우측으로 기우는 버릇이 나타날 때 

사용하는 믹싱입니다

PITC>>NICK: PITC>>NICK믹싱은 헬리콥터의 피치를 조작할 때 헬리콥터의 

엘리베이터 축의 UP이나 DOWN 버릇이 나타날 때 사용하는 믹싱입니다.

FUNCTION화면에서 S. MIX아이콘을 터치하면 S. MIX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 MIX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사용할 믹싱의 ACT항목의 INH를 터치하면 

INH가 ON으로 설정되고 믹싱이 동작하게 됩니다. 

ACT항목을 ON으로 설정하고 SET항목의 >>를 터치하면 믹싱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예에서는 ROLL>>NICK믹싱을 사용할 때의 

예입니다.

ROLL>>NICK믹싱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버릇이 나타나는 마스터채널의 

방향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우측의 INC, DEC를 

터치하여 믹싱 값을 설정하면 좌측의 그래프에 믹싱 설정 값이 나타납니다. 

믹싱 값 설정이 끝나고 리니어한 믹싱의 동작을 부드럽거나 거칠게 

설정하고 싶으면 EXP값을 설정합니다. 부드럽게 설정하려면 +값으로 

설정하고 거칠게 설정하려면 –값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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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이 끝나면 우측의 SERVO를 터치하면 서보 뷰 화면으로 이동되고 

스와쉬 믹싱에 설정된 값의 서보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T항목의 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스와쉬믹스 

설정화면으로 이동하고 다음 항목인 CTL항목을 설정합니다. CTL항목의 

ON을 터치하면 스위치 Select 창 이 나타나고 사용하고 싶은 스위치를 

움직이면 스위치 ON, OFF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위치 ON, OFF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사용자가 ON으로 설정하고 싶은 방향의 OFF

항목을 터치하면 ON으로 설정됩니다. 

스위치의 ON, OFF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S. MIX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 MIX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CTL항목에 설정한 스위치가 표기됩니다. 

나머지 3개의 믹싱도 같은 방법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스와쉬 믹싱의 

모든 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터치하면 FUNCTION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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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HR.MIX(스로틀 믹싱) 

THR.MIX기능은 헬리콥터의 비행 중에 나타나는 스와쉬 플레이트에 연결된 

ROLL, NICK, TAIL 채널을 동작할 때 엔진이나 모터의 파워가 부족한 

현상을 스로틀 믹싱을 걸어 파워를 보정해주는 기능입니다. THR.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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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도 각 PHASE 별로 설정하여 각 PHASE 상황에 맞게 믹싱 값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ROLL>>THRO, NICK>>THRO, TAIL>>THRO 3가지 믹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OLL>>THRO: ROLL>>THRO 믹싱은 헬리콥터의 에일러론을 조작할 때 

스와시 플레이트 동작에 의해 발생되는 부하로 인한 헬리콥터의 고도침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에일러 

론을 조작할 때 ROLL>>THRO 믹싱을 사용하여 스로틀 파워를 올려 

헬리콥터의 고도의 침하를 보정할 때 사용하는 믹싱입니다.

NICK>>THRO: NICK>>THRO 믹싱은 헬리콥터의 엘리베이터를 조작할 때 

스와시 플레이트 동작에 의해 발생되는 부하로 인한 헬리콥터의 고도침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엘리 

베이터를 조작할 때 NICK>>THRO 믹싱을 사용하여 스로틀 파워를 올려 

헬리콥터의 고도의 침하를 보정할 때 사용하는 믹싱입니다.

TAIL>>THRO: TAIL>>THRO 믹싱은 헬리콥터의 러더를 조작하여 러더의 

피치가 변할 때 발생되는 부하로 인한 헬리콥터의 고도침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러더를 조작할 때 

TAIL>>THRO 믹싱을 사용하여 스로틀 파워를 올려 헬리콥터의 고도의 

침하를 보정할 때 사용하는 믹싱입니다.

FUNCTION화면에서 THR.MIX아이콘을 터치하면 THR.MIX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THR.MIX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사용할 믹싱의 ACT항목의 

INH를 터치하면 INH가 ON으로 설정되고 믹싱이 동작하게 됩니다. ACT

항목을 ON으로 설정하고 SET항목의 >>를 터치하면 믹싱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예에서는 AILE>>THRO믹싱을 사용할 때의 예입니다.

ROLL>>THRO믹싱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버릇이 나타나는 마스터채널의 

방향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우측의 INC, DEC를 

터치하여 믹싱 값을 설정하면 좌측의 그래프에 믹싱 설정 값이 나타납니다. 

설정이 끝나면 우측의 SERVO를 터치하면 서보뷰 화면으로 이동하고 

ROLL>>THRO믹싱에 설정된 값의 서보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T항목의 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스로틀 믹싱 

설정화면으로 이동하고 다음 항목인 CTL항목을 설정합니다. 

CTL항목의 ON을 터치하면 스위치 Select 화면이 나타나고 사용하고 싶은 

스위치를 움직이면 스위치 ON, OFF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위치 ON, 

OFF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사용자가 ON으로 설정하고 싶은 방향의 OFF

항목을 터치하면 ON으로 설정됩니다. 스위치의 ON, OFF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스로틀 믹싱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로틀 믹싱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CTL항목에 설정한 스위치가 

표기됩니다. 나머지 2개의 스로틀 믹싱도 같은 방법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스로틀 믹싱의 모든 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터치하면 

FUNCTION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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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RO.MIX(전 모델타입 공용)

PRO.MIX기능은 헬리콥터의 비행 중에 나타나는 버릇을 보정하거나 채널과 

채널을 믹싱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믹스의 CTL항목을 PHASE의 ON스위치와 같은 스위치를 

사용하여 설정하여 사용하면 설정해놓은 각 PHASE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 

믹스기능 다르게 설정하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RO.MIX기능은 9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번까지의 PRO.MIX는 

리니어 방식 이고 7~8번 PRO.MIX믹싱은 커브믹싱 방식입니다. FUNC-

TION화면에서 PROG.MIX아이콘을 터치하면 PROG.MIX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MST항목의 NONE를 터치하면 믹싱 채널설정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믹싱 채널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마스터 채널의 NONE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하단에 있는 채널 중에 마스터 채널로 사용할 

채널을 터치하면 해당 채널이 마스터 채널로 설정됩니다. 예에서는 CH1을 

마스터 채널로 사용한 예입니다. 마스터 채널을 설정하고 슬리브 채널의 

NONE를 터치하면 파란색 커서가 표시되고 하단에 있는 채널 중에 슬리브 

채널로 사용할 채널을 터치하면 해당 채널이 슬리브 채널로 설정됩니다. 

예에서는 CH3을 슬리브 채널로 설정한 예입니다. 

마스터 채널과 슬리브 채널의 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PROG.MIX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채널의 설정이 끝나면 SET항목의 >>를 

터치하면 프로그램 믹스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믹스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면 ACT항목의 INH를 터치하면 ON으로 설정되고 PROG.-

MIX 기능이 동작하게 됩니다. ACT항목을 ON으로 설정한 후 CTL항목을 

설정합니다. PROG.MIX 기능을 스위치로 ON, OFF할 때의 설정방법입니다.

CTL항목의 NULL을 터치하면 스위치SELECT 창이 나타나고 사용할 

스위치를 움직이면 스위치 ON, OFF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위치 ON, 

OFF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ON으로 설정하고 싶은 방향의 OFF항목을 

터치하면 ON으로 설정됩니다. 스위치의 ON, OFF설정이 끝나면 좌측 

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PROG.MIX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ON, OFF스위치를 스틱으로 설정할 때는 스위치 SW6으로 설정되어있는 

CTL항목의 SW6을 터치하면 스위치SELECT화면이 나타나고 사용하고 

싶은 스틱을 움직이면 스틱 스위치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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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 스위치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설정한 스틱을 OFF포지션으로 

이동하고 우측하단의 ENT를 터치하면 스틱 스위치의 그래프에 OFF

포지션이 빨강색이나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ON포지션은 검정색으로 

표시됩니다. POS항목에는 설정한 포지션 값이 표시됩니다. 

스틱을 움직여 설정한 포지션으로 이동하면 ON 되어있던 프로그램믹스 

기능이 OFF됩니다. OFF위치를 ON으로 바꿔 설정하려면 DIR항목의 

Normal을 터치하면 DIR항목이 Normal에서 Reverse로 설정되고 스틱 

스위치 그래프의 색상이 반전되고 이전의 OFF위치가 ON위치로 동작하게 

됩니다. 

스틱 스위치를 스틱의 양쪽 끝 지점에서 ON이나 OFF로 설정하려면 MODE

항목의 SINGL을 터치하면 DUAL로 바뀌고 스틱의 양쪽 끝 지점에서 

프로그램믹스기능이 ON, OFF로 동작하게 됩니다. CTL항목의 설정이 

끝나면 프로그램믹스 동작 값을 설정합니다. 동작 설정 값은 A, B로 

표시됩니다. A항목의 000%를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동작 값을 설정하면 좌측의 그래프의 A측에 설정 값이 

선으로 표시됩니다. 

A항목의 설정이 끝나면 B항목의 000%터치하여 파란색 커서를 표시하고 

INC, DEC를 터치하여 동작 값을 설정하면 좌측의 그래프의 B측에 설정 

값이 선으로 표시됩니다. 동작 값의 설정이 끝나면 OFFSET을 설정하려면 

Y, X OFFSET값을 설정합니다.

OFFSET X항목의 000%를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동작 값을 설정하면 좌측의 그래프의 X축에 OFFSET설정 

값이 이동되어 표시됩니다. OFFSET X항목의 설정이 끝나면 OFFSET Y

항목의 000%터치하여 파란색 커서를 표시하고 INC, DEC를 터치하여 동작 

값을 설정하면 좌측의 그래프의 Y축에 OFFSET설정 값이 이동되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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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브 PROG.MIX의 설정방법은 우측의 NEXT를 터치하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 후 6번 커브 PROG.MIX MST항목의 NONE를 터치하면 커브 

PROG.MIX의 채널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커브 PROG.MIX채널설정 

화면으로 이동하면 사용할 마스터 채널의 NONE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하단에 있는 채널 중에 마스터 채널로 사용할 채널을 

터치하면 해당 채널이 마스터 채널로 설정됩니다. 예에서는 CH8을 마스터 

채널로 사용한 예입니다. 마스터 채널을 설정하고 슬리브 채널의 NONE를 

터치하면 파란색 커서가 표시되고 하단에 있는 채널 중에 슬리브 채널로 

   

113           



사용할 채널을 터치하면 해당 채널이 슬리브 채널로 설정됩니다. 예에서는 

CH10을 슬리브 채널로 설정한 예입니다. 

마스터 채널과 슬리브 채널의 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커브 PROG.MIX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채널의 설정이 끝나면 6번 커브 

PROG.MIX SET항목의 >>를 터치하면 커브 PROG.MIX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커브 PROG.MIX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ACT항목의 INH를 

터치하면 ON으로 설정되고 PROG.MIX 기능이 동작하게 됩니다.

ACT항목을 ON으로 설정한 후 CTL항목을 설정합니다. 커브 PROG.MIX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CTL항목을 설정합니다. 커브 PROG.MIX 기능을 

스위치로 ON, OFF할 때의 설정방법입니다. CTL항목의 ON을 터치하면 

스위치SELECT화면이 나타나고 사용할 스위치를 움직이면 스위치 ON, 

OFF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예에서는 SW6 스위치를 설정한 예입니다. 

스위치 ON, OFF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ON으로 설정하고 싶은 방향의 

OFF항목을 터치하면 ON으로 설정됩니다. 스위치의 ON, OFF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커브 PROG.MIX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위치를 스틱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앞쪽 다른 기능의 스틱 

스위치 설정방법과 동일합니다. 

CTL항목의 설정이 끝나면 커브 PROG.MIX동작 값을 설정합니다. 그래프에 

L과 H포인트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의 L과 H포인트 

사이에 원하는 위치에 5개의 포인트를 설정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포인트에서만 커브 PROG.MIX가 동작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설정방법은 하단의 ST OFF를 터치하면 ST ON으로 설정되고 

그래프에 막대가 나타납니다. 예에서는 마스터채널을 CH8로 설정했기 

때문에 CH8에 설정된 볼륨이나, 슬라이드 볼륨을 움직여 막대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한 후 우측하단의 ENT를 터치하면 포인트가 설정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싶은 그래프위치에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포인트를 설정한 후 그래프의 막대를 움직여 포인트로 이동하면 해당 

포인트가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설정되면 하단의 X-axis, y-axis를 

터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우측의 INC, DEC를 터치하여 X축이나 

Y축으로 커브 PROG.MIX동작 값을 설정합니다. 

커브 PROG.MIX동작 값을 설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포인트 설정을 마치고 

하단의 ST ON을 터치하여 ST OFF로 설정한 후 INC, DEC를 터치하면 

포인트가 차례로 이동되어 볼륨이나 슬라이스 볼륨을 움직이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은 위의 방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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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rainer (전 모델타입 공용)

트레이너 기능은 선생 조종기와 학생 조종기를 연결하여 학생을 교육할 때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RF trainer(무선)과 DSC 

code(유선)를 사용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FUNCTION화면에서 

Trainer아이콘을 터치하면 Trainer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Trainer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모든 채널은 기본설정인 TEACH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 채널의 TEACH를 터치하면 PUPIL로 설정됩니다. 

선생 송신기로 사용하려면 학생 송신기에 부여할 채널을 TEACH에서 

PUPIL로 설정합니다. 채널의 설정을 끝내면 CTL항목의 NULL을 터치하면 

스위치SELECT화면이 나타나고 사용하고 싶은 스위치를 움직이면 해당 

스위치가 설정되고 스위치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Trainer의 스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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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스위치를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스위치 설정이 끝나면 RF 타입으로 

Trainer을 사용하려면 선생송신기와 학생이 사용 중인 송신기와 수신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Trainer기능의 BIND항목의 OFF를 터치하고 기다리면 

선생송신기와 학생송신기가 바인딩 되어 학생수신기가 선생송신기와 

연결되어 선생송신기에서 트레이너 스위치를 ON해야만 학생송신기로 

학생수신기를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TYPE항목은 트레이너 기능을 RF, DSC T, DSC S 중에서 어떤 타입을 

사용할 건지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RF타입: 선생송신기와 학생송신기를 무선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타입 

입니다.

DSC T 타입: DSC코드를 사용하여 트레이너 기능을 사용할 때 선생 

송신기로 사용할 송신기는 DSC T 타입으로 설정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DSC S 타입: DSC코드를 사용하여 트레이너 기능을 사용할 때 학생 

송신기로 사용할 송신기는 DSC S 타입으로 설정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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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IT>>TAIL

PIT>>TAIL기능은 헬리콥터의 비행 중에 피치를 조작할 때 나타나는 러더가 

조금씩 돌아가는 버릇을 7개의 포인트를 이용하여 피치의 구역별로 

나타나는 러더의 버릇을 보정하는 기능입니다. 헤딩 락 자이로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FUNCTION화면에서 PIT>>TAIL아이콘을 터치하면 설정화면으로 이동합 

니다. PIT>>TAIL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하단의 ST OFF를 터치하면 ST ON

으로 설정되고 피치 포지션막대가 그래프에 표시됩니다. 

스로틀 스틱을 움직여 피치막대를 움직여 L과 H포인트 사이의 원하는 

위치에 고정하고 우측하단의 ENT를 터치하면 새로운 포인트가 표시됩니다. 

L과 H포인트 사이에 5개의 포인트를 원하는 위치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설정이 끝나면 하단의 ST ON을 터치하여 ST OFF로 설정하고 INC, 

DEC를 터치하면 스로틀 스틱을 이용하지 않고 설정한 포인트를 이동하여 

포인트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이동되면 연두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고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바뀐 상태에서 X-axis를 터치하여 파란색 커서를 설정하고 INC, DEC를 

터치하면 그래프의 X축 방향으로 포인트가 이동하고 Y-axis를 터치하여 

파란색 커서를 표시하고 INC, DEC를 터치하면 그래프의 Y축 방향으로 

포인트가 이동합니다. 

X-axis, Y-axis 기능으로 원하는 위치로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포인트 

설정이 끝나면 각 PHASE에 설정한 스위치를 ON하여 PHASE 상황에 맞게 

PIT>>TAIL 기능을 설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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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Logical SW(전 모델타입 공용)

Logical SW기능은 스위치 2개를 논리적으로 결합하여 다른 기능의 

스위치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Logical SW는 L1~L8 8

개의 스위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AND, OR연산을 사용하여 설정합니다.

AND: AND는 A와 B 2개의 스위치가 함께 ON되어야 ON으로 동작되는 

방법입니다. 

OR: OR는 A와 B 2개 중의 1개의 스위치만 ON이 되면 ON으로 

동작됩니다. FUNCTION화면에서 Logical SW아이콘을 터치하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설정화면으로 이동되면 로지컬 스위치를 설정 

합니다. NULL을 터치하면 스위치 select창이 나타나고 사용할 스위치를 

동작하면 스위치의 ON, OFF설정화면으로 이동되고 ON위치를 설정한 후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Logical SW설정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다른 스위치도 같은 방법으로 설정합니다. AND를 터치하면 연산이 방법이 

AND에서 OR로 설정되어 연산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CTL항목을 설정할 

때 스위치 select창이 나타나고 LOGIC을 선택하면 L1~L8 8개와 L1i~L8i 

8개의 INVERSE 스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L1 - L8: AND와 OR로 설정된 스위치가 논리대로 동작하게 됩니다.

L1i - L8i: AND와 OR로 설정된 스위치의 논리가 반대(NOT)로 동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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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equence

Sequence 기능은 CH9, CH10, CH11 3개의 채널을 이용하여 5스탭으로 

나누어 시간과 포지션을 설정하여 서보를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접이식 랜딩기어와 랜딩기어의 도어 등의 순차적인 서보동작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각 모델의 문이나 기타 다른 연결된 동작을 표현할 

때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FUNCTION화면에서 Sequence 아이콘을 터치하면 설정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TIME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설정되고 INC를 터치하면 STEP항목이 0에서 1로 설정됩니다. SETP

항목이 1로 설정되면 좌측하단의 TIME항목을 터치하여 커서를 설정하고 

INC를 터치하여 스텝 1의 동작시간을 설정합니다. 스텝 1의 동작시간을 

설정한 후에 POS항목을 터치하여 커서를 설정하고 포지션 위치를 

설정합니다.  스텝 1의 설정이 끝나면 스텝항목을 터치하여 파란색 커서를 

설정한 후에 INC를 터치하여 스텝항목을 2도 앞선 스텝 1을 설정한 

방법으로 설정합니다. 스텝항목은 5개 스텝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텝설정이 끝나면 CH9 옆의 INH를 터치하면 ON으로 설정되어 기능이 

활성화 됩니다. ON으로 설정한 다음 CTL항목의 NULL을 터치하면 스위치 

Select 창이 표시되고 Sequence기능의 스위치로 사용할 스위치를 동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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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ON, OFF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위치의 ON방향을 설정한 후 

좌측 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Sequence 설정화면으로 이동되고 설정한 

스위치를 ON하면 CH9가 설정된 값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설명서의 예에서는 9번 채널은 0~1스텝은 5초 동안 0%에서 +50%위치로 

동작하고 1~2스텝은 7초간 +50%위치에 멈추어 있다 2~3 스텝은 5초 

동안 +100%위치로 동작하고 3~4 스텝은 7초간 +100%위치에 멈추어 

있다. 4~5 스텝은 6초간 000%로 동작되게 됩니다.

Sequence 기능으로 접이식 랜딩기어와 랜딩기어 도어를 3개의 채널을 

이용하여 랜딩기어의 연속 동작이 이루어 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quence 기능은 기본 채널설정이 9, 10, 11채널로 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채널이 있을 경우 채널항목을 사용자가 원하는 채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은 CH9를 터치하여 커서를 설정한 후 INC, DEC를 

터치하여 설정하고 싶은 채널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좌측 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FUNCTION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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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ASE (비행기, 글라이더 공용)

PHASE기능은 비행 중에 바람의 방향이나 노말 설정에서 하기 힘든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여 다양한 상황에 맞게 PHASE를 설정하여 스위치나 스틱을 

움직이면 빠르게 송신기 설정이 상황에 맞는 PHASE설정으로 빠르게 

바뀌어 사용자가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비행기 

타입의 PHASE는 기본설정인 PHASE 1,PHASE 2, PHASE 3, PHASE4, 

PHASE5, PHASE 6 6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송신기의 메인 화면에서 

FUNCTION 아이콘을 터치하면 FUNCTION화면으로 이동합니다. FUNC-

TION화면으로 이동하여 PHASE아이콘을 터치하면 PHASE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PHASE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PHASE리스트가 있습니다. 

PHASE 1은 PHASE 네임을 제외한 다른 기능은 설정할 수 없는 기본설정입니다. 

   

  

 

FUNCTION (비행기, 글라이더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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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EW : NEW은 새로운 PHASE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새로운 

PHASE를 설정하려면 PHASE 2항목을 터치하면 해당 PHASE 2항목이 

파란색커서로 표시되고 화면 우측의 NEW를 터치하면 PHASE 2에 CTL, 

SLOW 항목이 나타납니다. 

CTRL항목을 설정하려면 CTRL을 터치하면 SELECT 하이라이트가 

표시되고 PHASE 2스위치로 사용할 스위치나 스틱을 움직이면 해당 

스위치나 스틱이 PHASE 2스위치로 설정됩니다. SLOW항목을 설정하려면 

SLOW항목의 0.0s를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우측의 INC, 

DEC를 터치하여 SLOW시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SLOW는 PHASE 2

스위치를 켜면 PHASE 2기능이 ON될 때까지 설정한 시간 후에 PHASE 2

가 동작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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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NAM : NAM은 설정되어 있는 PHASE의 이름을 수정하는 기능 

입니다. 이름을 수정하고 싶은 PHASE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 커서가 

표시되고 PHASE설정화면의 우측의 NAM을 터치하면 NAM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알파벳 자판을 터치하여 수정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수정할 

이름의 입력이 끝나면 알파벳 자판의 EN을 터치하면 이름이 New PHASE 

Name난에 입력되고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PHASE설정화면으로 

이동하고 수정된 이름이 해당 PHASE에 저장됩니다.

 

 

J 

 

J 

 

J 

 

J 

 

J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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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PY : CPY기능은 설정되어 있는 PHASE 데이터를 다른 PHASE로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카피하고 싶은 PHASE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 

커서가 표시되고 PHASE설정화면의 우측의 CPY를 터치하면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설정 창의 TARGET항목을 터치하면 PHASE 리스트가 

순서대로 표시되고 복사하고 싶은 PHASE를 설정하고 YES를 터치하면 

해당 PHASE에 데이터가 복사되고 PHASE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4 DEL : DEL기능은 설정되어 있는 PHASE중에 사용하지 않는 PHASE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삭제하고 싶은 PHASE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 

커서로 표시되고 PHASE설정화면의 우측의 DEL을 터치하면 해당 PHASE

데이터는 리스트에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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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ET : SET기능은 6 개의 PHASE를 스위치가 ON되었을 때 각 각의 

PHASE마다 음성안내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우측의 SET를 터치하면 

PHASE음성안내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D/R, EXP

FUNCTION 화면에서 D/R, EXP아이콘을 터치하면 D/R, EXP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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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TL : D/R, EXP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우선 CTL항목을 설정합니다. 

CTL항목은 D/R, EXP기능으로 사용할 스위치를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CTL항목에 3단 스위치를 설정하면 3번의 D/R, EXP값과 6개의 PHASE

기능까지 이용하면 다양한 값으로 컨트롤 타면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CTL항목의 NULL을 터치하면 SELECT화면이 나타나고 사용할 스위치를 

움직이면 해당 스위치가 DR, EXP 기능의 스컨트롤 스위치로 설정됩니다. 

설정한 D/R, EXP 스위치를 이동할 때 마다 D/R, EXP설정 값을 다르게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 D/R, EXP : D/R기능은 aile, elev, rudd 기본채널과 모든 채널에 

연결된 서보를 D/R기능을 사용하여 서보의 동작 범위를 넓게 설정하거나 

좁게 설정하고 D/R기능을 스위치나 스틱에 설정하여 D/R기능에 컨트롤 

스위치를 설정하여 여러 비행상황에 맞는 컨트롤 타면의 동작범위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EXP기능은 aile, elev, rudd 채널에 D/R을 설정하고 각 채널의 중립 위치의 

동작을 부드럽게 혹은 민감하게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설정 값을 +로 

설정하면 중립위치가 부드럽게 동작하고 설정 값을 –로 설정하면 중립 

위치가 민감하게 동작합니다. 

D/R, EXP기능은 컨트롤 스위치를 설정하여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PHASE

기능과 연동하여 각 각의 PHASE기능의 상황에 맞게 더 정밀하게 설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D/R, EXP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D/R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우측의 INC, DEC를 터치하여 D/R값을 설정합니다. D/R설정이 

끝나면 EXP항목의 설정을 합니다. EXP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우측의 INC, DEC를 터치하여 EXP값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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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채널의 설정이 끝나면 CH항목의 ROLL를 터치할 때 마다 ROLL > 

NICK > TAIL 순으로 채널이 바뀌게 되어 각 채널의 D/R, EXP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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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YM : SYM기능은 D/R과 EXP를 동일하게 설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 

입니다. SYM항목을 터치하면 ON으로 설정되고 D/R이나 EXP항목을 

터치하면 커서가 양쪽 항목모두에 설정되어 양쪽을 같은 값으로 설정할 때 

SYM기능을 사용하여 설정하시면 편리합니다.

3. THR.CRV(스로틀 커브) 

THR.CRV(스로틀 커브)기능은 각 PHASE 상황에 맞춰 스로틀 스틱의 

위치에 따라 정확한 스로틀 채널의 동작을 스로틀 커브기능을 이용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스로틀 커브는 각각의 PHASE와 

연결되어 동작하기 때문에 설정하기 전에 우선 PHASE 의 설정을 마치고 

스로틀 커브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FUNCTION화면에서 PHASE아이콘을 

터치하면 PHASE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PHASE설정화면으로 이동하여 

PHASE설정을 완료 했는지 확인합니다. 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

를 터치하면 FUNCTION화면으로 이동합니다. (PHASE기능 설정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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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THR.CRV : FUNCTION화면에서 THR.CRV 아이콘을 터치하면 

스로틀 커브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로틀 커브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하단의 ST OFF를 터치하여 ST ON

으로 설정하면 스로틀 포지션막대가 그래프에 표시됩니다. 스로틀 스틱을 

움직여 막대를 이동하여 L과 H포인트 사이의 교차하는 점을 원하는 위치에 

고정하고 우측하단의 ENT를 터치하면 새로운 포인트가 표시됩니다. L과 H

포인트 사이에 5개의 포인트를 원하는 위치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설정이 끝나면 하단의 ST ON을 터치하여 ST OFF로 설정하고 INC, DEC를 

터치하면 스틱을 이용하지 않고 포인트를 이동하여 포인트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이동되면 연두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고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바뀐 상태에서 X-axis를 터치하고 INC, DEC를 터치하면 

그래프의 X축 방향으로 포인트가 이동하고 Y-axis를 터치하고 INC, DEC

를 터치하면 그래프의 Y축 방향으로 포인트가 이동합니다. X-axis, Y-axis 

기능으로 원하는 위치로 포인트를 이동합니다. 포인트설정이 끝나면 각 

PHASE에 설정한 스위치를 ON하여 각 PHASE에 상황에 맞게 스로틀 

커브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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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URVE : Curve기능 스로틀 커브의 설정이 끝나고 커브의 

포인트간의 직선으로 처리된 스로틀브를 Curve항목의 OFF를 터치하면 

ON으로 설정되고 직선으로 연결된 스로틀 커브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설정되어 스로틀 커브기능이 좀더 부드러운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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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del LOW

Idel LOW기능은 스위치를 사용하여 스로틀 채널을 설정한 LOW값으로 

동작하여 비행기가 착륙할 때 엔진의 아이들 회전을 낮추는 기능입니다. 

FUNCTION 화면에서 Idel LOW 아이콘을 터치하면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ACT항목의 INH를 터치하여 ON으로 

설정합니다. ACT항목을 설정한 후 CTL항목의 ON을 터치하면 스위치 

Select창이 나타납니다. 스위치 Select창이 나타나면 Idel LOW 기능의 ON, 

OFF 스위치로 사용할 스위치를 움직이면 스위치 설정화면으로 이동되고 

해당 스위치가 Idel LOW 기능의 ON, OFF스위치로 설정됩니다. 

스위치 설정화면에서 스위치의 ON, OFF항목을 터치하여 Idel LOW 

스위치의 ON, OFF방향을 설정합니다. 스위치 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Idel LOW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설정화면으로 

돌아오면 다음 설정항목 SET항목을 설정합니다. SET항목 000%를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설정되고 우측의 INC, DEC을 터치하여 Idel LOW

기능을 ON했을 때 스로틀 위치를 설정합니다. SET항목을 설정하면 IDEL 

LOW 스위치가 ON되면 SET항목에 설정된 위치로 스로틀 채널 에 연결된 

서보가 동작하게 됩니다. IDEL LOW설정이 끝나고 좌측상단의 BACK을 

터치하면 FUNCTION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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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og.MIX

Prog.MIX 기능은 비행기의 비행 중에 나타나는 버릇을 보정하거나 채널과 

채널을 믹싱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믹스의 CTL항목을 PHASE기능에 설정한 스위치와 같은 

스위치로 설정하여 사용하면 각 PHASE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 믹스기능을 

다르게 설정하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RO.MIX기능은 8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번까지의 Prog.MIX는 리니어 방식이고 7~8번 

Prog.MIX믹싱은 커브믹싱 방식입니다. FUNCTION화면에서 Prog.MIX 

아이콘을 터치하면 Prog.MIX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MST항목의 NONE

를 터치하면 믹싱 채널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믹싱 채널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마스터 채널의 NONE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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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에 있는 채널 중에 마스터 채널로 사용할 채널을 터치하면 해당 채널이 

마스터 채널로 설정됩니다. 예에서는 CH1을 마스터 채널로 사용한 

예입니다. 마스터 채널을 설정하고 슬리브 채널의 NONE를 터치하면 

파란색 커서가 표시되고 하단에 있는 채널 중에 슬리브 채널로 사용할 

채널을 터치하면 해당 채널이 슬리브 채널로 설정됩니다. 예에서는 CH3을 

슬리브 채널로 설정한 예입니다. 마스터 채널과 슬리브 채널의 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PROG.MIX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채널의 설정이 끝나면 SET항목의 >>를 터치하면 프로그램 믹스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믹스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ACT

항목의 INH를 터치하면 ON으로 설정되고 PROG.MIX 기능이 동작하게 

됩니다. ACT항목을 ON으로 설정한 후 CTL항목을 설정합니다. 

Prog.MIX 기능을 스위치로 ON, OFF할 때의 설정방법입니다. CTL항목의 

NULL을 터치하면 스위치SELECT 창이 나타나고 사용할 스위치를 

움직이면 스위치 ON, OFF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위치 ON, OFF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ON으로 설정하고 싶은 방향의 OFF항목을 터치 

하면 ON으로 설정됩니다. 스위치의 ON, OFF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Prog.MIX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ON, OFF스위치를 스틱으로 설정할 때는 스위치 SW6으로 설정되어있는 

CTL항목의 SW6을 터치하면 스위치SELECT화면이 나타나고 사용하고 

싶은 스틱을 움직이면 스틱 스위치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틱 스위치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설정한 스틱을 OFF포지션으로 이동하고 우측 

하단의 ENT를 터치하면 스틱 스위치의 그래프에 OFF포지션이 빨강색이나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ON포지션은 검정색으로 표시됩니다. POS항목에는 

설정한 포지션 값이 표시됩니다. 

스틱을 움직여 설정한 포지션으로 이동하면 ON 되어있던 프로그램믹스 

기능이 OFF됩니다. OFF위치를 ON으로 바꿔 설정하려면 DIR항목의 

Normal을 터치하면 DIR항목이 Normal에서 Reverse로 설정되고 스틱 

스위치 그래프의 색상이 반전되고 이전의 OFF위치가 ON위치로 동작하게 

됩니다. 

스틱 스위치를 스틱의 양쪽 끝 지점에서 ON이나 OFF로 설정하려면 MODE

항목의 SINGL을 터치하면 DUAL로 바뀌고 스틱의 양쪽 끝 지점에서 

프로그램믹스기능이 ON, OFF로 동작하게 됩니다. CTL항목의 설정이 

끝나면 프로그램믹스 동작 값을 설정합니다. 동작 설정 값은 A, B로 

표시됩니다. A항목의 000%를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동작 값을 설정하면 좌측의 그래프의 A측에 설정 값이 

선으로 표시됩니다. A항목의 설정이 끝나면 B항목의 000%터치하여 

파란색 커서를 표시하고 INC, DEC를 터치하여 동작 값을 설정하면 좌측의 

그래프의 B측에 설정 값이 선으로 표시됩니다. 동작 값의 설정이 끝나면 

OFFSET을 설정하려면 Y, X OFFSET값을 설정합니다.

OFFSET X항목의 000%를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동작 값을 설정하면 좌측의 그래프의 X축에 OFFSET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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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이동되어 표시됩니다. OFFSET X항목의 설정이 끝나면 OFFSET Y

항목의 000%터치하여 파란색 커서를 표시하고 INC, DEC를 터치하여 동작 

값을 설정하면 좌측의 그래프의 Y축에 OFFSET설정 값이 이동되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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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브 PROG.MIX의 설정방법은 우측의 NEXT를 터치하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 후 6번 커브 PROG.MIX MST항목의 NONE를 터치하면 커브 

PROG.MIX의 채널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커브 PROG.MIX채널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사용할 마스터 채널의 NONE

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하단에 있는 채널 중에 마스터 

채널로 사용할 채널을 터치하면 해당 채널이 마스터 채널로 설정됩니다. 

예에서는 CH8을 마스터 채널로 사용한 예입니다. 마스터 채널을 설정하고 

슬리브 채널의 NONE를 터치하면 파란색 커서가 표시되고 하단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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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중에 슬리브 채널로 사용할 채널을 터치하면 해당 채널이 슬리브 

채널로 설정됩니다. 예에서는 CH10을 슬리브 채널로 설정한 예입니다. 

마스터 채널과 슬리브 채널의 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커브 PROG.MIX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채널의 설정이 끝나면 6번 커브 

PROG.MIX SET항목의 >>를 터치하면 커브 PROG.MIX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커브 PROG.MIX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ACT항목의 INH를 

터치하면 ON으로 설정되고 PROG.MIX 기능이 동작하게 됩니다.

ACT항목을 ON으로 설정한 후 CTL항목을 설정합니다. 커브 PROG.MIX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CTL항목을 설정합니다. 커브 PROG.MIX 기능을 

스위치로 ON, OFF할 때의 설정방법입니다. CTL항목의 ON을 터치하면 

스위치SELECT화면이 나타나고 사용할 스위치를 움직이면 스위치 ON, 

OFF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예에서는 SW6 스위치를 설정한 예입니다. 

스위치 ON, OFF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ON으로 설정하고 싶은 방향의 

OFF항목을 터치하면 ON으로 설정됩니다. 

스위치의 ON, OFF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커브 

PROG.MIX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위치를 스틱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앞쪽 다른 기능의 스틱 스위치 설정방법과 동일합니다. CTL항목의 설정이 

끝나면 커브 PROG.MIX동작 값을 설정합니다. 그래프에 L과 H포인트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의 L과 H포인트 사이에 원하는 위치에 

5개의 포인트를 설정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포인트에서만 커브 PROG.MIX

가 동작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설정방법은 하단의 ST OFF를 터치하면 ST ON으로 설정되고 

그래프에 막대가 나타납니다. 예에서는 마스터채널을 CH8로 설정했기 

때문에 CH8에 설정된 볼륨이나, 슬라이드 볼륨을 움직여 막대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한 후 우측하단의 ENT를 터치하면 포인트가 설정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싶은 그래프위치에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포인트를 설정한 후 그래프의 막대를 움직여 포인트로 이동하면 해당 

포인트가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설정되면 하단의 X-axis, y-axis를 

터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우측의 INC, DEC를 터치하여 X축이나 

Y축으로 커브 PROG.MIX동작 값을 설정합니다. 

커브 PROG.MIX동작 값을 설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포인트 설정을 마치고 

하단의 ST ON을 터치하여 ST OFF로 설정한 후 INC, DEC를 터치하면 

포인트가 차례로 이동되어 볼륨이나 슬라이스 볼륨을 움직이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은 위의 방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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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nap roll

Snap roll 기능은 비행기의 기동인 스냅 롤에 필요한 3개의 채널(AILE, 

ELEV, RUDD)을 스위치를 지정하여 3개의 채널에 값을 설정하여 스위치 

조작만으로 스냅 롤 기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4가지 방향이 있어 

사용자가 설정하고 싶은 방향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FUNCTION화면에서 Snap roll아이콘을 터치하면 Snap roll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nap roll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사용하고 싶은 방향의 ACT

항목의 INH를 터치하면 ON으로 설정되고 AILE, ELEV, RUDD채널의 설정 

값 항목을 터치하여 파란색 커서를 설정한 후 INC, DEC를 터치하여 AILE, 

ELEV, RUDD채널의 설정 값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설정이 끝나면 C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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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설정합니다. CTL항목의 NULL을 터치하면 스위치SELECT화면이 

나타나고 사용할 스위치를 움직이면 스위치 ON, OFF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위치 ON, OFF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ON으로 설정하고 

싶은 방향의 OFF항목을 터치하면 ON으로 설정됩니다. 스위치의 ON, OFF

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Snap roll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nap roll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FUNCTION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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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ile diff (비행기, 글라이더 공용)

Aile diff기능은 비행기의 롤 기동을 할 때 생기는 롤 축이 벗어나는 버릇을 

에일러론의 동작 범위를 조절하여 롤 축이 벗어나는 상황을 롤 축이 

일직선이 되도록 보정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FUNCTION화면에서 Aile diff아이콘을 터치하면 Aile diff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윙 타입에 따라 설정항목이 다르게 표현 됩니다. 예에서는 

4aile로 설정된 화면입니다. 

Aile diff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각aile항목의 RATE A, RATE B의 항목을 

터치하여 파란색 커서를 표시하고 우측의 INC, DEC를 터치하여 각aile

항목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완벽한 값의 설정을 위해서는 비행을 여러 

번하면서 반복하여 수정하며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의 설정이 

끝나면 우측상단의 SERVO를 터치하면 SERVO VIWE화면으로 이동하여 

에일러론 스틱을 동작하면 SERVO VIWE화면에서 설정한 에일러론의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확인한 후에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Aile diff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FUNCTION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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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ing MIX 

Wing MIX기능은 비행기에 필요한 믹싱 기능을 모아놓은 기능입니다. Wing 

MIX RUDD>>AILE, AILE>>RUDD, RUDD>>ELEV 3가지 믹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UNCTION화면에서 Wing MIX아이콘을 터치하면 Wing MIX 초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Wing MIX 초기화면으로 이동하면 사용하고 싶은 믹싱의 ACT

항목의 INH를 터치하여 ON으로 설정한 후 SET항목의 >>를 터치하면 SET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ET화면으로 이동하면 마스터채널의 움직임에 

동작할 슬리브 채널의 동작범위를 설정합니다. 동작범위 항목을 터치하여 

파란색 커서를 설정한 후 INC, DEC를 터치하여 동작범위 값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른 믹싱의 설정방법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동작범위 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Wing MIX 

초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Wing MIX 초기화면으로 이동한 후 CTL항목의 

ON을 터치하면 SELECT화면이 나타나고 사용할 스위치를 움직이면 

스위치 ON, OFF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위치 ON, OFF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사용자가 ON으로 설정하고 싶은 방향의 OFF항목을 터치하면 

ON으로 설정됩니다. 스위치의 ON, OFF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

를 터치하면 Wing MIX 초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FUNCTION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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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lap MIX 

Flap MIX기능은 비행기의 플랩과 관련된 믹싱 기능을 모아놓은 

기능입니다. FLAP, AILE>>FLAP, ELEV>>FLAP, FLAP>>ELEV 4가지 

믹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1.FLAP: 플랩기능은 비행기의 플랩을 이용하여 비행기모델의 양력을 

높이거나 감소GK하도록 FLAP의 각도를 설정을 하는 기능입니다. 

플랩기능을 사용하려면 우선 BASE설정의 CTL SET로 이동하여 FLAP

기능에 사용할 컨트롤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베이스화면에서 CTL SET를 

터치하여 CTL SET설정화면으로 이동하여 CH6(FLAP 1)에 컨트롤을 

설정합니다. CH6(FLAP 1)의 NONE를 터치하면 스위치 설정화면이 

나타나고 사용자가 CH6(FLAP 1)에 설정하고 싶은 스위치나 스틱, 볼륨을 

움직여 컨트롤을 설정합니다. 예에서는 SW5를 설정한 예입니다. 컨트롤을 

설정하면 SW5 스위치를 동작하면 FLAP들이 동작하게 됩니다. CH6(FLAP 

1)에 컨트롤을 설정하면 모든 FLAP들이 CH6(FLAP 1) 컨트롤에 연동되어 

함께 동작하게 됩니다. 컨트롤을 연결하고 우측상단의 SERVO를 터치하면 

SERVO 화면으로 이동하고 CH6(FLAP 1)에 연결된 스위치나 스틱, 볼륨을 

동작하면 FALP기능에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100%가 동작하게 

됩니다.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본값을 다르게 설정하려면 FUNCTION

설정화면의 FLAP MIX아이콘을 터치하여 FLAP MIX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FLAP기능의 SET항목을 터치하면 FLAP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FLAP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FLAP설정 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FLAP설정 값을 설정하면 됩니다. FLAP

동작 값의 설정이 끝나면 우측상단의 SERVO를 터치하면 SERVO화면으로 

이동하고 FLAP기능에 설정한 설정 값을 FLAP기능을 동작하여 설정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여 

FLAP MIX화면으로 이동하여 다른 FLAP MIX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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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AILE >> FLAP: AILE >> FLAP기능은 비행기모델의 Roll 기동을 할 때 

에일러론을 동작할 때 FLAP를 에일러론과 같은 방향으로 동작하게 하여 

Roll 기동을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FLAP MIX화면에서 AILE >> FLAP기능의 ACT항목의 INH를 터치하면 ON

으로 설정되고 AILE >> FLAP기능이 동작하게 됩니다. ACT항목을 INH로 

설정한 후에 AILE >> FLAP기능의 CTL항목의 ON을 터치하면 스위치설정 

메시지가 나타나고 AILE >> FLAP기능의 ON, OFF스위치로 사용하고 싶은 

스위치나 스틱, 볼륨을 동작하면 해당 스위치나 스틱, 볼륨이 CTL항목에 

설정되고 ON, OFF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예에서는 SW6을 설정한 

예입니다. ON, OFF설정이 끝나면 BACK를 터치하여 FLAP MIX로 

이동하여 AILE >> FLAP기능의 SET항목을 터치하면 AILE >> FLAP기능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AILE >> FLAP기능 설정화면으로 이동하여 

FLAP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AILE >> FLAP항목의 값을 설정하면 됩니다. 

설정이 끝나고 우측상단의 SERVO를 터치하면 SERVO화면으로 이동하고 

AILE >> FLAP기능에 설정한 설정 값을 AILE >> FLAP기능에 설정한 SW6

을 ON하고 에일러론을 동작하면 AILE >> FLAP기능에 설정한 설정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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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ELEV >> FLAP: ELEV >> FLAP기능은 비행기모델의 상승, 하강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동작하면 AILE, FLAP이 엘리베이터와 함께 동작하게 

하여 엘리베이터를 조금만 움직여도 UP, DOWN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FLAP MIX화면에서 ELEV >> FLAP기능의 ACT항목의 INH를 터치하면 ON

으로 설정되고 ELEV >> FLAP기능이 동작하게 됩니다. ACT항목을 INH로 

설정한 후에 ELEV >> FLAP기능의 CTL항목의 ON을 터치하면 스위치설정 

메시지가 나타나고 ELEV >> FLAP기능의 ON, OFF스위치로 사용하고 싶은 

스위치나 스틱, 볼륨을 동작하면 해당 스위치나 스틱, 볼륨이 CTL항목에 

설정되고 ON, OFF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예에서는 SW1을 설정한 

예입니다. ON, OFF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을 터치하여 FLAP 

MIX화면으로 이동하여 ELEV >> FLAP기능의 SET항목을 터치하면 ELEV 

>> FLAP기능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LEV >> FLAP기능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먼저 AILE설정화면이 나타나고 AILE설정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ELEV >> FLAP기능의 

값을 설정하면 됩니다. AILE의 설정이 끝나고 우측의 NEXT를 터치하면 

FLAP설정화면이 나타나고 FLAP설정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ELEV >> FLAP기능의 값을 설정하면 

됩니다. 우측상단의 SERVO를 터치하면 SERVO화면으로 이동하고 ELEV 

>> FLAP기능에 설정한 설정 값을 ELEV >> FLAP기능에 설정한 SW1을 ON

하고 엘리베이터를 UP, DOWN으로 동작하면 ELEV >> FLAP기능에 설정한 

설정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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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FLAP >> ELEV: FLAP >> ELEV 기능은 비행기모델의 FLAP이 

동작하면 비행기모델 기수의 변화를 보상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동작하여 

기수의 변화를 보상하는 기능입니다. 

FLAP MIX화면에서 FLAP >> ELEV기능의 ACT항목의 INH를 터치하면 ON

으로 설정되고 FLAP >> ELEV기능이 동작하게 됩니다. ACT항목을 INH로 

설정한 후에 FLAP >> ELEV기능의 CTL항목의 ON을 터치하면 스위치설정 

메시지가 나타나고 FLAP >> ELEV기능의 ON, OFF스위치로 사용하고 싶은 

스위치나 스틱, 볼륨을 동작하면 해당 스위치나 스틱, 볼륨이 CTL항목에 

설정되고 ON, OFF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예에서는 SW5를 설정한 예입니다. ON, OFF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을 터치하여 FLAP MIX화면으로 이동하여 FLAP >> ELEV기능의 

SET항목을 터치하면 FLAP >> ELEV기능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FLAP >> ELEV기능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ELEV설정화면이 나타나고 

ELEV설정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FLAP >> ELEV기능의 값을 설정하면 됩니다. 

우측상단의 SERVO를 터치하면 SERVO화면으로 이동하고 FLAP >> ELEV

기능에 설정한 설정 값을 FLAP >> ELEV기능에 설정한 SW5를 ON하면 

앞서 FLAP기능에 설정한 FLAP설정 값과 FLAPA >> ELEV기능에 설정한 

ELEV설정 값이 동시에 동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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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P MIX의 모든 기능은 각 PHASE기능에 다르게 값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5           



10. Flap sett(비행기), Camber(글라이더)

Flap sett(비행기), Camber(글라이더)기능은 윙 타입에 따른 에일러론과 

플랩, 엘리베이터를 스위치 동작으로 한번에 설정한 값으로 동작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Flap mix의 FLAP기능의 Tx Ctl을 DV1, DV2, DV3, DV4, SL1, 

SL2에 설정하여 사용하시면 동작 중에 설정 값 범위에서 미세하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Flap sett, Camber를 설정하려면 FUNCTION설정화면의 Flap sett, 

Camber 아이콘을 터치하면 Flep sett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Flap sett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ACT항목의 INH를 터치하면 ON으로 설정되고 

기능이 동작하게 됩니다. ACT항목을 설정한 후 CTL항목의 ON을 터치하면 

스위치설정 메시지가 나타나고 Flap sett기능의 ON, OFF스위치로 

사용하고 싶은 스위치나 스틱, 볼륨을 동작하면 해당 스위치나 스틱, 볼륨이 

CTL항목에 설정되고 ON, OFF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예에서는 SW3을 

설정한 예입니다. ON, OFF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을 터치하여 

Flap sett 설정화면으로 이동하여 AILE동작 값을 설정합니다. 

AILE항목 0%를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동작 값을 설정합니다. AILE의 설정이 끝나면 우측의 NEXT를 

터치하면 FLAP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AILE와 같은 방법으로 동작 값을 

설정하고 NEXT를 터치하면 ELEV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LEV도 같은 

방법으로 동작 값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AILE, FLAP, ELEV 동작 값의 설정이 끝나면 우측상단의 SERVO를 

터치하여 SERVO화면으로 이동하여 Flap sett기능에 설정한 AILE, FLAP, 

ELEV 동작 값을 확인합니다. 

앞서 설명한 Flap mix의 FLAP기능의 Tx Ctl을 DV1, DV2, DV3, DV4, SL1, 

SL2에 설정하면 Flap sett을 동작한 후에 DV, SL을 동작하여 Flap sett의 

동작 값을 비행 중에 미세하게 동작 값을 조절할 수 있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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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irbrake (비행기)

Airbrake기능은 비행기모델의 착륙이나 수직하강을 할 경우 비행기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Airbrake가 필요한 경우 AILE, FLAP, ELEV를 

사용하여 Airbrake를 설정하여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Airbrake를 설정하려면 FUNCTION설정화면의 Airbrake 아이콘을 터치하 

면 Airbrake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Airbrake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ACT항목의 INH를 터치하면 ON으로 설정되고 Airbrake기능이 동작하게 

됩니다. 

ACT항목을 설정한 후 CTL항목의 ON을 터치하면 스위치 select 창이 

나타나고 Airbrake기능의 ON, OFF스위치로 사용하고 싶은 스위치나 스틱, 

볼륨을 동작하면 해당 스위치나 스틱, 볼륨이 CTL항목에 설정되고 ON, 

OFF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예에서는 SW4를 설정한 예입니다. ON, 

OFF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을 터치하여 Airbrake설정화면으로 

이동하여 AILE동작 값을 설정 합니다. 

AILE항목 0%를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동작 값을 설정합니다. 

모든 AILE의 설정이 끝나면 우측의 NEXT를 터치하면 FLAP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AILE와 같은 방법으로 동작 값을 설정하고 NEXT를 터치하면 

ELEV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LEV도 같은 방법으로 동작 값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AILE, FLAP, ELEV 동작 값의 설정이 끝나면 우측의 NEXT를 터치하면 

Airbrake Delay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Airbrake Delay기능은 스위치나 스틱을 동작하여 Airbrake기능이 ON되면 

Airbrake Delay 시간만큼 Airbrake 기능을 느리게 동작하게 하여 비행기의 

갑작스런 변화를 막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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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brake Delay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Airbrake Delay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Airbrake Delay시간을 

설정합니다. Airbrake Delay기능의 설정이 끝나면 우측상단의 SERVO를 

터치하여 SERVO화면으로 이동하여 Airbrake기능에 설정한 AILE, FLAP, 

ELEV, Airbrake Delay기능에 설정한 동작 값을 확인합니다. Airbrake의 

CTL항목을 스위치가 아닌 THRO스틱으로 설정하면 ON설정한 스틱 

범위에서는 Airbrake기능이 동작하고 그 외의 범위에서는 Airbrake기능이 

해제되도록 설정하면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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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Logical SW(전 모델타입 공용)

Logical SW기능은 스위치 2개를 논리적으로 결합하여 다른 기능의 

스위치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Logical SW는 L1~L8 8

개의 스위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AND, OR연산을 사용하여 설정합니다.

AND: AND는 A와 B 2개의 스위치가 함께 ON되어야 ON으로 동작되는 

방법입니다. 

OR: OR는 A와 B 2개 중의 1개의 스위치만 ON이 되면 ON으로 

동작됩니다. FUNCTION화면에서 Logical SW아이콘을 터치하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설정화면으로 이동되면 로지컬 스위치를 설정 

합니다. NULL을 터치하면 스위치 select창이 나타나고 사용할 스위치를 

동작하면 스위치의 ON, OFF설정화면으로 이동되고 ON위치를 설정한 후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Logical SW설정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다른 스위치도 같은 방법으로 설정합니다. AND를 터치하면 연산이 방법이 

AND에서 OR로 설정되어 연산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CTL항목을 설정할 

때 스위치 select창이 나타나고 LOGIC을 선택하면 L1~L8 8개와 

L1i~L8i 8개의 INVERSE 스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L1 - L8: AND와 OR로 설정된 스위치가 논리대로 동작하게 됩니다.

L1i - L8i: AND와 OR로 설정된 스위치의 논리가 반대로 동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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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equence

Sequence 기능은 CH9, CH10, CH11 3개의 채널을 이용하여 5스탭으로 

나누어 시간과 포지션을 설정하여 서보를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접이식 랜딩기어와 랜딩기어의 도어 등의 순차적인 서보동작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각 모델의 문이나 기타 다른 연결된 동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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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할 때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FUNCTION화면에서 Sequence 아이콘을 터치하면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TIME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설정되고 INC를 터치하면 STEP항목이 0에서 1로 설정됩니다. 

SETP항목이 1로 설정되면 좌측하단의 TIME항목을 터치하여 커서를 

설정하고 INC를 터치하여 스텝 1의 동작시간을 설정합니다. 스텝 1의 

동작시간을 설정한 후에 POS항목을 터치하여 커서를 설정하고 포지션 

위치를 설정합니다. 스텝 1의 설정이 끝나면 스텝항목을 터치하여 파란색 

커서를 설정한 후에 INC를 터치하여 스텝항목을 2도 앞선 스텝 1을 설정한 

방법으로 설정합니다. 스텝항목은 5개 스텝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텝설정이 끝나면 CH9 옆의 INH를 터치하면 ON으로 설정되어 기능이 

활성화 됩니다. ON으로 설정한 다음 CTL항목의 NULL을 터치하면 스위치 

Select 창이 표시되고 Sequence기능의 스위치로 사용할 스위치를 

동작하면 스위치 ON, OFF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위치의 ON방향을 

설정한 후 좌측 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Sequence 설정화면으로 

이동되고 설정한 스위치를 ON하면 CH9가 설정된 값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설명서의 예에서는 9번 채널은 0~1스텝은 5초 동안 0%에서 +50%위치로 

동작하고 1~2스텝은 7초간 +50%위치에 멈추어 있다 2~3 스텝은 5초 

동안 +100%위치로 동작하고 3~4 스텝은 7초간 +100%위치에 

멈추어있다4~5 스텝은 6초간 000%로 동작되게 됩니다.

Sequence 기능으로 접이식 랜딩기어와 랜딩기어 도어를 3개의 채널을 

이용하여 랜딩기어의 연속 동작이 이루어 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quence 기능은 기본 채널설정이 9, 10, 11채널로 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채널이 있을 경우 채널항목을 사용자가 원하는 채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은 CH9를 터치하여 커서를 설정한 후 INC, DEC를 

터치하여 설정하고 싶은 채널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좌측 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FUNCTION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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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Butterfly (글라이더)

Butterfly기능은 글라이더가 착륙할 경우 비행기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brake가 필요한 경우 에일러론, 플랩, 에어브레이크,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Butterfly기능을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Butterfly기능의 설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에일러론과 에어브레이크는 업 

방향으로 플랩과 엘리베이터는 다운방향으로 설정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컨트롤의 경우 스로틀 스틱에 설정한 포인트부터 아이들 위치까지 에일러 

론, 플랩, 엘리베이터가 0%~설정 값으로 직선의 비례제어로 동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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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erfly를 설정하려면 FUNCTION설정화면의 Butterfly 아이콘을 터치하면 

Butterfly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Butterfly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ACT

항목의 INH를 터치하면 ON으로 설정되고 Butterfly기능이 동작하게 

됩니다. ACT항목을 설정한 후 화면 하단에 있는 BUTTERFLY OFF항목을 

설정합니다. BUTTERFLY OFF항목은 스로틀 스틱의 어느 위치에서 BUT-

TERFLY기능이 동작할 것인지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스로틀 스틱을 But-

terfly기능의 시작될 위치에 고정한 후 BUTTERFLY OFF항목의 +100

항목을 터치하면 고정된 스로틀 스틱의 위치가 항목에 설정되고 설정된 

스로틀 값 위치에서부터 에일러론, 플랩, 에어브레이크, 엘리베이터 설정 

값이 0%부터 설정 값까지 직선의 비례제어로 동작하게 됩니다.

CTL항목의 ON을 터치하면 스위치 select 창이 나타나고 Butterfly기능의 

ON, OFF스위치로 사용하고 싶은 스위치를 동작하면 해당 스위치가 CTL

항목에 설정되고 ON, OFF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예에서는 SW4를 

설정한 예입니다. 설정된 SW4 스위치는 Butterfly기능의 ON, OFF스위치로 

동작하게 되어 스로틀 스틱으로 동작되는 Butterfly기능을 ON, OFF할 수 

있게 됩니다. ON, OFF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을 터치하여 But-

terfly설정화면으로 이동하여 AILE동작 값을 설정합니다. 

AILE항목 0%를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동작 값을 설정합니다. 모든 AILE의 설정이 끝나면 우측의 NEXT

를 터치하면 FLAP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AILE와 같은 방법으로 FLAP

동작 값을 설정하고 NEXT를 터치하면 ELEV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LEV설정방법은 하단의 ST OFF를 터치하면 ST ON으로 설정되고 

그래프에 막대가 나타납니다. 스로틀 스틱을 움직여 막대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한 후 우측하단의 ENT를 터치하면 포인트가 설정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싶은 그래프위치에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포인트를 설정한 후 그래프의 막대를 움직여 포인트로 이동하면 해당 

포인트가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설정되고 하단의 X-axis, y-axis를 

터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표시되고 우측의 INC, DEC를 터치하여 X축이나 

Y축으로 커브 엘리베이터 동작 값을 설정합니다. 엘리베이터 동작 값을 

설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포인트 설정을 마치고 하단의 ST ON을 터치하여 

ST OFF로 설정한 후 INC, DEC를 터치하면 포인트가 차례로 이동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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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틀 스틱을 움직이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LEV 값 설정은 커브드 믹싱의 설정과 같은 방법으로 설정합니다. 

우측상단의 SERVO를 터치하여 SERVO화면으로 이동하여 Airbrake

기능에 설정한 AILE, FLAP, ELEV, Airbrake Delay기능에 설정한 동작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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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V-Tail

V-Tail 기능은 비행기모델 중에 수평꼬리날개가 V형태의 엘리베이터와 

러더가 같이 동작되는 V-Tail방식을 사용하는 모델의 엘리베이터와 러더의 

동작 범위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FUNCTION화면에서 V-Tail아이콘을 터치하면 설정화면으로 이동되고 

엘리베이터와 러더의 A와 B항목의 값을 설정하여 동작 범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엘리베이터 A항목의 +100%를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설정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값을 설정하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B

항목과 러더 A, B항목도 같은 방법으로 값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좌측 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FUNCTION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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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 mode

스틱 모드기능은 송신기의 1~4 스틱 모드 타입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모드1은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타입입니다. 모드2는 주로 

북미지역, 유럽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타입니다. 그 외 모드3, 4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종기 초기화면에서 우측하단에 있는 SYSTEM 아이콘을 터치하면 

SYSTEM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YSTEM화면으로 이동하면 ST mode

아이콘을 터치하여 ST mode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T mode

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ST mode설정화면이 나타나고 ST MODE항목을 

터치할 때마다 ST mode가 모드1~4로 순환되며 설정되고 ST mode

설정화면은 각 모드에 따라 스틱에 연결된 채널이 모드에 맞춰 표시됩니다. 

스틱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SYSTEM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YSTEM(전 모델타입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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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arning

Warning기능은 송신기의 전원을 ON했을 때 필요한 Warning항목의 

ON/OFF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Warning항목을 ON으로 설정하면 

송신기의 전원을 ON했을 때 Warning항목이 감지되면 송신기에서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Warning기능의 항목은 Throttle Hold, Throttle 

Cut, Thro Position, Phase, Power Off time 5개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 

설정은 Thro Position만 ON으로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항목은 OFF로 

설정되어있습니다. SYSTEM화면에서 Warning 아이콘을 터치하면 Warn-

ing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Warning설정화면으로 이동하면 사용하고 

싶은 Warning항목을 터치하면 OFF가 ON으로 설정됩니다. 설정이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SYSTEM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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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ttle Hold: 헬리콥터 모델타입의 스로틀 홀드 스위치의 경고 기능으로 

OFF로 설정되면 경고기능은 동작 되지 않고 ON으로 설정하면 스로틀 홀드 

스위치가 ON되어 있으면 송신기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REV로 설정하면 

스로틀 홀드 스위치가 OFF되어 있으면 송신기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Throttle Cut: 스로틀 컷 스위치가 ON되어 있으면 송신기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Thro Position: 스로틀 스틱이 아이들 위치가 아닌 위치에 있으면 

송신기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Phase: Phase기능에 설정된 스위치가 ON되어 있으면 송신기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Power Off time: 송신기가 ON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설정된 시간까지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송신기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설정시간은 OFF, 30s, 1m, 5m, 10m, 20m, 30m, 60m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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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tc. Set

Etc. Set 기능은 송신기의 Touch unlock, Battery type, Bat warning, 

Power on Melody, Voice Volume, Vario Volume 기능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SYSTEM화면에서 Etc. Set아이콘을 터치하면 Etc. Set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Touch unlock: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송신기의 기능이나 트림을 

건드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 입니다.

송신기의 ENT, ESC 버튼을 눌러 LCD화면의 Touch lock기능을 설정한 후 

다시 ENT, ESC 버튼을 눌러 LCD화면의 터치기능이 동작하도록 할 때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Touch unlock기능을 사용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송신기의 LCD

화면의 터치기능이 동작되지 않습니다. 설정방법은 모델네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J 

 

J 

 

J 

 

J 

 

J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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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y type: 송신기에 사용할 배터리 종류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MZ-24 PRO 송신기는 기본으로 Li-Po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 

설정 값은 LIPO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 커서가 설정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NIMH타입으로 설정합니다. 배터리 타입을 NIMH로 

설정하면 Bat warning의 전압은 자동으로 기본 값 4.8V로 설정됩니다.

Bat warning: 송신기 배터리의 최저전압 경고의 전압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 커서가 설정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배터리 전압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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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on Melody: 송신기를 ON하면 울리는 시작 멜로디를 ON, OFF하는 

기능입니다. 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 커서가 설정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시작 멜로디의 ON, OFF를 설정합니다. 

Voice Volume: 송신기의 스피커 볼륨의 크기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 커서가 설정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스피커 

볼륨을 설정합니다. NULL항목을 터치하면 볼륨 Select창이 나타나고 

DV1~DV4 중에서 볼륨을 설정하면 볼륨으로 스피커 볼륨을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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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 Volume: 고도음 안내의 볼륨의 크기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 커서가 설정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고도음 볼륨을 

설정합니다. 

4. Display

Display기능은 송신기의 TFT LCD의 Brightness, Backlight off, Touch 

sense, Logo color, Outdoor disp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SYSTEM화면에서 Display아이콘을 터치하면 Display설정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Brightness: Brightness기능은 화면의 밝기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설정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화면의 밝기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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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light off: Backlight off기능은 송신기의 배터리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 

사용 중에 설정한 시간이 되면 TFT LCD 화면의 배경조명을 OFF하는 

기능입니다.  

기본값은 OFF이며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은 10s, 30s, 1m, 3m입니다. 

Backlight off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설정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화면의 배경조명시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Touch sense: Touch sense기능은 송신기 TFT LCD 터치기능의 감도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Touch sense항목을 터치하면 파란색으로 커서가 설정되고 INC, DEC를 

터치하여 화면의 Touch감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기본 값은 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Touch감도는 1~5까지 설정가능하며 설정 값이 클수록 

터치감도는 둔하게 동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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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 color: Logo color기능은 DV2, DV3 볼륨 사이에 있는 GRAUPNER

로고의 색상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설정 가능한 색상은 RED, GREEN, 

BLUE, PINK, YELLOW, SKYBLUE 6가지 색상입니다. 기본 색상은 GREEN

입니다.

Outdoor disp: Outdoor disp기능은 텔레메트리 화면의 구성을 문자  

타입으로 할지 그림타입으로 할지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기본 설정은 

OFF 그림타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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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ick Cali

Stick Cali기능은 송신기를 장기간 사용 중에 스틱의 중립위치에 변화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중립위치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Stick Cali기능의 사용방법은 SYSTEM모드의 Stick Cali아이콘을 터치하면 

Stick Cali 그래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tick Cali 그래프 화면으로 

이동하면 화면에 오른쪽 스틱 그래프 화면이 나타나고 그래프 중앙에 

파란색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른쪽 스틱을 움직여 중앙지점에 고정하면 

좌측하단의 VERTI, HORIZ에 0%로 스틱의 위치가 표시되고 우측의 SET를 

터치하면 오른쪽 스틱의 중립위치가 저장되고 파란색 포인트는 그래프 

좌측상단 모서리로 이동합니다. 포인트가 이동하면 오른쪽 스틱을 파란색 

포인트가 이동한 방향으로 움직여 고정하고 SET를 터치하면 오른쪽 스틱의 

FULL DOWN, FULL LEFT 스틱의 위치가 저장되고 파란색 포인트는 

우측하단 모서리로 이동합니다. 포인트가 이동하면 오른쪽 스틱을 파란색 

포인트가 이동한 방향으로 움직여 고정하고 SET를 터치하면 오른쪽 스틱의 

FULL UP, FULL RIGHT스틱의 위치가 저장되고 그래프 화면이 왼쪽 스틱 

화면으로 바뀌고 그래프 중앙에 빨간색 포인트가 있습니다. 왼쪽 스틱을 

움직여 중앙지점에 고정하고 우측의 SET를 터치하면 왼쪽 스틱의 

중립위치가 저장되고 빨간색 포인트는 그래프 좌측상단 모서리로 

이동합니다. 포인트가 이동하면 왼쪽 스틱을 빨간색 포인트가 이동한 

방향으로 움직여 고정하고 SET를 터치하면 왼쪽 스틱의 FULL DOWN, 

FULL LEFT 스틱의 위치가 저장되고 빨간색 포인트는 우측하단 모서리로 

이동합니다. 포인트가 이동하면 왼쪽 스틱을 빨간색 포인트가 이동한 

방향으로 움직여 고정하고 SET를 터치하면 왼쪽 스틱의 FULL UP,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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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스틱의 위치가 저장되고 화면에 Stick Calibration complete! 

메시지가 나타나면 YES를 터치하면 Stick Calibration이 끝나게 됩니다. 

Stick Cali가 끝나면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SYSTEM모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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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P3

MP3기능은 SD카드에 음악파일을 넣어 들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노래에 

맞춰 비행을 하는 경기 등의 연습을 할 때 편리합니다.

SYSTEM화면에서 MP3아이콘을 터치하면 MP3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상단의 <A, A>를 터치하면 SD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폴더앨범을 다음 

폴더앨범으로 이동합니다. 중간에 있는 <<, >>를 터치하면 앨범에 있는 

노래를 다음 곡으로 이동합니다. 하단의 -, +를 터치하면 볼륨을 크게 작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복아이콘은 터치할 때마다 전체반복, 1곡 반복하기, 

반복 끄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생 아이콘을 터치하면 노래가 재생되고 

멈춤 아이콘을 터치하면 노래가 멈추게 됩니다. 좌측상단의 BACK를 

터치하면 SYSTEM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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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적합성

환경 관련 규정

관리 및 정비

P

제품 폐기

이 마크는 제품, 사용설명서, 또는 포장에 있는 것은 제품 폐기 시 일반 

쓰레기 및 폐기물과 함께 처분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제품 사용자는 

해당 지역의 전자제품 재활용 수거 장소에 전달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 

니다.

표시된 것과 같이 제품 소재는 재활용 가능합니다. 재활용을 통해 소재 

재사용 또는 다른 모양의 고철로 사용하는 것은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배터리는 제품에서 분리되어야 하며 적절한 수거 장소에 따로 처리해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시 주의

본 제품은 정비가 필요 없는 제품입니다. 특별한 관리 없이도 잘 동작 

합니다.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제품을 방진 및 방습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1006.PRO mz-24 PRO HoTT

Graupner/SJ declares that the product is conform to EU norms.

EMV 2004/108/EC:

EN 301 489-1 V1.9.2

EN 301 489-17 V2.1.1

EN 62479:2010

LVD 2006/95/EC:

EN 60950-1 + A11 + A1 + A12 + A2:2013

R&TTE 1999/5/EC: 

EN 300 328 V1.8.1

EN 62311:2008

모델명 : mz-24 PRO       인증번호 : KCC-RRM-sjr-16005200
KCC-CRM-sjr-36204410

모델명 : GR-24L        인증번호 : KCC-CRM-sjr-16003210

모델명 : GR-12L        인증번호 : KCC-CRM-sjr-160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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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증 및 A/S규정

본제품의 보증기간과 보증내용은 첨부된 워런티 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품 이상으로 인한 부분에 한하여 무상으로 

보증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www.openhobby.com을 방문 하시어 

A/S관련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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