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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저희 홈페이지에 용어의 정의가 등록되어 있으며 충분히 이해후 본 설명서를 정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며  본 설명서

대로 정확히 실실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에게 재산상 건강상의 심각 한 피해를 줄수있습니다.피해를 줄수있습니다.    

본 제품은 정교하게 취미용으로 개발된 제품이며 약간의 기계적인 상식과 주위가 필요로합니다. 이제품을 
사용할때는 안전상에 최고의 주의를 기울여줘야하며 이렇지 못할때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수있습
니다.  어린이가 이제품을 사용할때는 꼭 어른의 감독하에 작동하도록 하십시요. 절대로 분리하거나 호라이
죤하비의 승인없이는 모조품이나 타 호환제품을 사용하지마세요. 이설명서는 안전하게 사용하고 유지하는 
사항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거나 셋팅하거나 조립하기 전에 꼭 필수적으로 안내나 경고사
항을 꼭 따르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모조품 혹은 위조품에 관한 경고 
항상 호라이죤에서 판매하는 정통 정품만 사용하시고 저희 용산알씨는 정품만 수입하여 배급합니다.
저희 용산알씨는 호라이죤에서 정하는 바대로 모든 법률적으로 적용을 하며, 호환 제품이나 모조품을 사용해서 생

기는 모든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warraty서비스도 제공을 할수 없음을 밝힙니다.

NOTICE:  이제품은 무인용 취미제품인 차랑이나 항공기에 사용하기위한 제품입니다. 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 생기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호라이죤하비와 저희 용산알씨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권장연령 : 14세 이상 . 이제품은 완구가 아닙니다.

보증 등록방법
spektrumrc.com에 직접 등록하시거나 구매하신 영수증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 용산알씨에서 책임지고 처리해드립니다.

NOTICE: DSMX방식은 동시에  40대이상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DSM2 수신기를 사용하거나, DSMX수신기를  DSM2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송신기에서 DSM2방식으로 사용하실때는 절대 40대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주의 사항. 
•	제품을 정확하게 사용, 유지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 항상 송신기 주변장치(서보,수신기등)는 정확하게 장착하세요.
• 항상 모든 상황이 통제하에서 조종을 하세요.너무 멀리보내

거나 이상증후가 있을시는 즉시 중지하세요.

• 문제가 있을시에는 전문가 혹은 경험이 있는 동호인이

나가까운 알씨 전문점에서 조언을 구하시거나 문의 하세요.
• 비행시에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있기때문에 지정된 비행장

은 한국 모형항공협회에 문의 바랍니다.(02-548-1961)
• 항상 기체를 운영할때는 반드시 송신기를 먼저 켜고

끝나고는 송신기는 맨 나중에 끄세요.
• 바인딩을 먼저하고, 송신기셋팅을 하고, 꼭 다시

바인딩을 하세요. 왜냐하면 스로틀을  리버스를 시키면
페일세이프 셋팅도 리버스가 되니 꼭 스로틀이 리버스인
셋팅은 꼭 다시 바인딩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전비행을 위한 가이드 
• 비행을 하기전에 모든 배터리는 꼭 충전을 하세요. 

• 수신기 밧데리를 쓰는 비행기는 꼭 잔량을 확인해서 그범위내
에서 비행을 권장합니다.

• 비행하기전엔 꼭 주파수 레인지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 비행하기 전엔 꼭 지상에서 모든 작동이 정상적으로 움

직이는지 테스트후 비행하세요.
• 사람들이 많거나 주차장 같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장소에서는 비행을 금합니다.

• 기상이 좋지않을때는 비행을 삼가해주세요.
바람과 습기(비),얼음(눈)등은 파일럿에게 방향감을 잃게해서 
비행체를 제어 할수 없게 할수 있습니다.

• 비행중 기체가 정상작동이 어려울때는 즉시 착륙해서 문

제를 해결하고 다시 비행하세요.

NOTICE

모든 설명이나 warranties는 호라이죤 하비 재량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추후 업데이트 된 자료들은 호

라이죤 하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으며 저희 용산알씨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Meaning of Special Language

다음의 용어들은 단계별로 경고를 주는 안내입니다.밑으로 갈수록 쌘 경고입니다.좀더 주위를 기울여주시길바랍니다.

NOTICE: 가장 약한 경고이며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기체가 파손될수 있으나 다칠우려는 극히 희박합니다.  
CAUTION: 중강도의 경고이며 정상적으로 셋팅하지 않으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수 있으며 심각히 다칠수도 있음. 
WARNING: 이표시가 있을때 좀더 확실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또한 재산상에 피해를 입을수 있으며 심각
히 다칠수도 있고 타인이 재산상 피해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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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X9 송신기
• 2000mAh Li-Ion 송신기용팩 (송신기 안에 장착이 되어 있음)
• 국재전기안정검사를 맏은 충전기 포함
• SD card
• 조종기 목거리
• 스티커
• 우리말 설명서

조종기를 사용하기전에:  
스펙트럼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조종기를 등록하고 최신버전을 다운받아서 업그래이드를 하세요.
조종기를 홈페이지에 등록하라고 종종 조종기에서 알림을 해줍니다.
일단 조종기를 등록하고 나면 다신 알림창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내용물

DX9 주요기능

• 셋팅메뉴에 들어가지않고 텔레메터리와 모니터를 왔다갔다 할수 있음

• 전원을 끄지않고 펑션메뉴와 시스템 메뉴를 바꿀수 있음

• 현재 상태와 경고,텔레메터리의 음성지원

• 선택할수 있는 사운드 매뉴를 통해 특정 사운드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 할수 있음.

• 최대 두게의 스위치를 조합해서 5가지의 비행 모드를 지정할수 있음.

• 거의 무한대의 모델 메모리 (250 모델)

•

• 가변피치 프롭을 장착할 비행기에 피치커브를 적용할수 있음.

• 무선 트래이너 지원

™

®

비행중에 자이로 감도를 사이드 레버나 오른쪽 노브나 혹은 송신기 정면에 있는 옥스트림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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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9은 내부에 2셀 리튬이온을 0.2a로 충전할수 있
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충전포트는 조종기의 오
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극성에 상관없이 충전할수 
있습니다.

주의: 절대로 동봉되어져 있는 충전기 이외에의 급
속충전기를 바로 송신기에 충전하지 마세요.급속충
전기로 충전을 할때에는 꼭 송신기에서 빼서 하세
요.

구입후 처음 충전을 할때는 12-15시간 정도 걸리
며 항상 내열성이 있는 장소에서  충전하세요.

1. 송신기의 전원을 끄세요.
2.	충전기의 짹을 송신기에 연결하세요.

3.	충전기를 콘센트에 연결하세요.
.

4. 충전중에는 송신기 앞쪽에 파란불이 들어 오고
충전이 다 되면 불이 꺼집니다.

5. 충전이 완료 되면 송신기에서 충전기를 분리하시
고 충전기도 콘센트에서 빼세요.

경고:절대로 충전중에 자리를 뜨지 마세요.

LED 표시 
파란색 LED는 충전중이라는 뜻이고, 오렌지 LED
는 송신기의 전원이 켜저 있으며 전파를 쏘고 있다
는 표시입니다.

배터리 저전압 경고
배터리 저전압 경고 셋팅은 시스템 셋팅창에서 
셋팅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시스템셋팅란
을 참고하세요.
• 경고음은 설정한 배터리 최저 볼트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수소배터리는 4.3V, 리튬폴리머,이온
은 6.4V)

주의 :절대 리튬폴리머와 이온배터리는 6.4V이
하로 바꾸지 마시요.이렇게 하면 배터리와 송신
기가 고장 날수 있습니다.

.

밧데리 충전과 주의 사항.
다음 사항을 준수 하지않으면 제품의 심각한 손상(전기적 문제, 과도한 열, 화재, 극심한 손상과 재산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용하기 전에 먼저 안전주의 사항과 설명서를 읽어주세요.
• 절대 어린이에게 충전하게 하지 마세요.
• 절대 충전기와 배터리를 떨어 트리지 마세요.
• 절대 손상된 밧데리는 충전하지 마세요.
• 절대로 셀이 틀린 바데리를 동시에 충전하지 마세요.(섞어서 쓰지 마세요)
• 절대로 찍히거나 합선된 충전기선으로는 충전하지 마세요.
• 절대로 습기와 멀리 하세요.
• 절대로 극한의 고온과 극한의 저온에서는 청준 하지 마세요(10도-27도가 적당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세요.
• 항상 충전후에는 배터리와 분리하시고, 충전후에는 충전기를 식혀주세요.
• 항상 새밧데리는 꼭 정상인지 확인하세요.
• 항상 제품에 문제가 있을시에는 쓰지 마시고  꼭 용산알씨나 협력업체에  연락하세요.
• 항상 열로 인해 변형이 올수 있는 제품은 배터리와 충전기에서 멀리 하십시요.
• 항상 충전기나 배터리가 팽창하거나 변형이 오기 시작하면거나 손을 댈수 없을정도로 뜨거우면 즉

시충전을 중지 하십시요.

송신기 밧데리와 관리

송신기 충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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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1 안테나 1

2 오른쪽트림

3 오른쪽 놉

4 스위치  E

5 스위치  H

6  스위치 G

7  스위치  F

8

스로틀/엘러론 스틱 

(모드 1)
엘레베이터/엘러론스틱 
(모드2)  
스로틀/러더스틱 
(모드  3)
엘레베이터/러더  스틱
(모드  4)

Function

9 엘리베이터   트림(모드2,4) 
스로틀 트림(모드 1, 3)

10
엘러론트림(모드1,2) 
러더 트림 (모드 3,4)

11 롤러 

12 충전 포트

13 스피커 덥덮게

14 전원 스위치

15 LCD화면

16 지우기 버튼

17 되돌아가기 버튼

18 SD	Card	꼽는곳 

19 목걸이 걸이 

Function

20
러더 트림 (모드 1,2) 
엘러론 트림(모드 3,4)

21
엘리베이터트림(Mode1,3) 스
로틀 트림 (모드  2,4)

22

엘레베이터/러더스틱 
(모드 1)
스로틀/러더 스틱 

(모드  2)
엘리베이터/엘러론 스틱 
(모드 3)
스로틀/러더 스틱 
((모드  4)

23 스위치	C

24 스위치 B

25 스위치 A

Function

26 스위치 D

27 바인드/스위치  I

28 왼쪽 트림

29 LED

송신기는 앏은 필름이 씌워
져서 출고가 됩니다. 운송중
에 액정의 긁힘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습기가 있으
면 이 필름이 벗겨 질수 있습
니다.
필요하시면 조심히 벗겨서 
사용하세요.

송신기 각 부위별 기능

CLEAR

BACK

™

®

3

20

19

18

21

22

23

24

1

29
2

4

5
6

8

7

9

10

11

12

13

1415

16

17

25

26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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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1 손잡이/안테나  2

2
스로틀 장력 조절
장치  (모드 2,4)

왼쪽 레버r

4
김벌 스틱 장력 
조절장치

5 모드 변환 나사 

Function

6 왼쪽 뒤 손잡이

7 SD	Card

8 음성 짹

9 배터리 덮게

10 트레이너 포트 

11 충전 포트 

Function

12 오른쪽 뒤 손잡이 

13 김벌 스틱 장력 
조절장치

14

오른쪽 레버

16 스로틀 장력 조절
장치  (모드 1,3)

송신기 각 부위별 기능

CLEAR

BACK

™

®

6

8

9

10

12

1

13

14
15

16

4

11 7

2

3

5

3

15

모드 변환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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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를 돌리면 바탕화면에서 항목을 옮겨 다닐
수 있으며 누르면 선택이 됩니다.

• Back 버튼을 누르면 되돌아 갑니다.
(예를 들어 서보 셋업에서 매인 펑션리스트로
돌아 갈때 )

• 입력값을 초기 값으로 되돌리고 싶으면
clear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전원이 켜저 있는 상태에서 기체를 바꾸고 싶으시면
Clear 버튼과 Back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기체를
선택할수 있는 창으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 롤러를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켜면 시스템 셋업
창으로 들어 가며 이때는 기체의 서보나 링케이
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파가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 셋업창에서는 전파가 송신
되지 않습니다.

• 펑션리스트 매인 창(main screen)에서 롤러를 돌
려 내려 가면 서보 모니터를 보실수 있습니다

• 전원 스위치를 켜면 매인창이 나타나고, 롤러를

누르면 펑션리스트를 나타냅니다.

• 0/1/2 ,up/down 혹은 left/right처럼 특정 위치에 값을
바꾸고자 하면 검은색 작은 창을 원하는 위치로 옮겨서
값을 바꾸시면 됩니다(아래의 그림참조)

TurnPress Press

입력,선택 
혹은 나가
기

원하는 창에서 
옮겨다니거나  
수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누른상태돌리면누르면

Tip: 옆그림에서 0,1밑에 검은 점이 현재의 스위
치 위치입니다. 이때 롤러를 눌러서 0이나 1을 
검게 변하게 하면 그때 입력한값이 긔 위치에서 
작동이 됩니다.

Function

A 기체 이름

DSMX/DSM2 이게 보이지 않으면 바인딩이 안된것임 

C 송신기 밧데리 잔량

D
베터리 잔량표시 (수소베터리는 4.3v이하와 리포,
리튬이온배터리가  6.4v이하로 떨어질때 경고음이 
울리고 화면이 깜빡입니다.)

E 기체 종류 

F 엘리베이터 트림 (모드  2,4) 
스로틀트림 (모드  1 ,3)

G 엘러론 트림 (모드  1 ,2) 
러더 트림  (모드  3 ,4)

H 현재 기체의 사용시간 

Function

I
러더 트림 (모드 1 ,2) 

엘러론 트림  (모드 3 ,4)

J 스로틀 트림 (모드  2, 4)
엘리베이터 트림 (모드 1, 3)

K 비행시간 

2번 오른쪽 트림을 누르면 오른
쪽 트림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28번 왼쪽 트림을 누르면 왼쪽 
트림 상태를 나타냅니다.

작동방법 

바탕화면 

자동으로 스위치 인식시키기
쉽게 스위치를 입력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스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스위치 매뉴로 가서 롤
러를 누르면 네모상자가 빤짝 거립니다. 이때 원하
는 스위치를 움직이면 그창에 움직인 스위치가 표
시가 됩니다. 이때 다시 롤러를 눌러 확인을 시켜주
면 끝~~~참 쉽죠~~~.

E

D
CB

J

K

A

F

GI H

back 버튼을 누르면 볼륨
을 조절할수있습니다.

B

3초간 누르고 
때면 매인 스
크린으로 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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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Card 장착하기.

포함된 SD Card를 이용해서:
•	 I다른 DX9에서 모델을 카피하거나

불러 올릴수있음.

•	다른 DX9에 내보내거나 전송
할수 있음.

•	에어 웨어를 업데이트 할수 있음.

•	음성파일을 업데이트 하거나 입력할수 있음.

SD	Card 장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먼저 송신기의 전원을 끄세요.

2.	

송신기 인증번호를 SD Card로 내보내기.
SD Card로 인증번호를 내보내면 spektrumrc.com에 제품을 
등록할때 복사를 해서 붙여 넣기를 할수 있게 해줍
니다.

인증번호 내보내는 방법:
1. 전원을 껼때 롤러를 누른상태에서 스위치를 켜면 시스

템 매뉴가 나타납니다.

2. 롤러를 돌려서 시스템 창위에 서 롤러를 눌러주세요.

3. 시스템 매뉴로 들어가서 오른쪽 밑에 next를 눌러
주세요

4.	스화면에 인증번호가 나타나면 export를 누르세요.

5.	송신기에 전원을 끄고 SD Card를 빼시면 됩니다.

6.	SD	Card를 컴퓨터에 꼽고  파일을 여세요

7.	My_DX9.xml파일을 Spektrum Community site
(spektrumrc.com)에서 내보내기를 하세요.

SD CARD

전원 시스템 요구사항

정확한 전원이 원할하게 공급 되지 않을때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꼭 점검하여 노콘
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하 하시길바랍니다. 

•	수신기 밧데리 점검(베터리의 셀수,용량,
셀 타입,충전되어 있는 량)

•	전동기의 경우 변속기에서 수신기로 공급하는 최대 
전류량을 꼭 확인하세요.
서보는 많은데 변속기의 용량이 모자라면 추락의 
원인이 됩니다.

•	

비행전 수신기 전류량 테스트 가이드
The Hangar 9 ® Digital Servo & Rx Current Meter 
(HAN172) 나 혹은 the Spektrum Flight Log (SPM9540) 
을 이용하여 오래된 배터리, 용량이 적은 배터리, 
BEC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변속기를 사용하기전에 
테스트 해보세요. 다시 말해서 비행하고자하는 기체
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혹은 최소의 사양을 지키시면 
이런 시스템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사용방법은 빈 체널에 메터기를 꼽고 지상에서 모든 
키를 다쳐서 메터기에서 최소한 4.8V이상으로 표기
가 되어야합니다.

CAUTION: 수소(NI-MH)배터리를 충전할때는 꼭  만
충전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급속 충전시 수
소 배터리는 델타피크를 잘못인식해서 충전이 안되
었는데 충전이 다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라벨이 윗쪽으로 향하게 해서 송신기의 
구멍에 넣어 주세요.

스위치(오래된경우 접점이 불안정해 노콘의 
원인이 됩니다), 배터리선,서보선,레귤레이
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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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딩(수신기와 송신기의 주파수 맞추기)

바인딩은 송신기와 수신기 상호간에 특정 암호를 인식 시키는 것이고, 꼭 바인딩후 셋팅을 하고 나서
는 다시 바인딩을 해줘야합니다.(예, 바인딩후 기체를 셋팅시 스로틀이 리버스일때 바인딩시 최저값
을 인식해서 페일세이프 값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리버스일경우 페일세이프 값을 인식시키기위해 꼭 
재 바인딩을 하셔야합니다)

2. 3. 

5. 6. 

2. 3. 4. 

6. 7. 

1. 

5. 

1. 

4. 

수신기 배터리를 이용해서 바인딩하기.

변속기를 이용해서 바인딩하기. 

2. 3. 

5. 6. 

2. 3. 4. 

6. 7. 

1. 

5. 

1. 

4. 

1. 송신기를 끈 상태에서 스로틀 스틱을 맨밑으로 
내리세요.

2. BIND/DATA포트에 바인딩 플러그를 꼽으세요. .
3.	 	.수신기 배터리를 빈체널에 꼽으면 수신기는 

빠르게 빤짝 거릴겁니다. 이 표시가 바인딩이 
준비되었다는 표시입니다.

4. 바인딩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켜세요.

5. 수신기에서 빠르게 반짝거리던 불빛이 사라지
면 이때 바인딩 버튼을 때고 기다리면 수신기
에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송신기의 매인창에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표시를 해줍니다.

6. 이렇게 성공하고 나면 꼭 바인딩 플러그를 제거 하세요.

1. 송신기를 끈 상태에서 스로틀 스틱을 맨밑으
로 내리세요.

2. BIND/DATA포트에 바인딩 플러그를 꼽으세요.
3.	스로틀 채널에 변속기를 연결하세요.
4.	변속기에 배터리를 연결하고 스위치가 있는 변속

기는 스위치를 켜세요. 그러면 수신기에서 불빛이 
빠르게 반짝거릴겁니다. 이표시는 바인딩이 준비
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5. 바인딩 버튼을 누른체 조종기에 전원을 켜세요
6. 수신기에 불빛이 꺼지면 바인딩 버튼을 때세요.

그러면 불빛이 또 빠르게 빤짝거리다 불빛이 점등
이 됩니다. 이러면 바인딩이 된겁니다. 역시 조종
기에서도 바인딩상태에 대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7. 이렇게 점등이 되지 않고 한참을 꺼저 있으면 위와 똑같
이 한번더 될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바인딩이 끝난후 바
인딩 플러그를 제거하고 전원을 껏다 켜보세요.



11스펙트럼DX9 • 한글 설명서

EN

바인딩할때 송신기의 위치가 페일세이프 위치가 됩
니다. 페일 세이프란것은 수신기가 송신기의 신호를 
받지 못하거나 원할하지 않을때 안전하게 원래 인식
시킨 위치로 가는것을 말합니다. 될수 있으면 스로틀 
스틱은 항상 최저로 해서 바인딩을 하시길 바랍니다.

NOTICE: Failsafe 기능은 수신기마다 셋팅법이 상이할수 
있으니 수신기 메뉴얼을 꼭 읽어 보세요.

항상 비행전에 페일 세이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
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SmartSafeTM Failsafe
SmartSafe failsafe 는 스로틀 체널에서만 작동을 하
는 기술이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수신기에 전원을 켜거나 끄는 동안 모터가 돌지 

않게 막아줍니다. 
•	스로틀 스틱이 최저 위치로 가기전까지 변속기가 

작동을 하지 않게 막아줍니다.
•	신호가 끊겼을때 모터나 엔진이 저속상태로 돌아가

게 해줍니다.

SmartSafe를 셋팅하는 방법은 바인딩 할때  스로틀 최저값

으로 옮겨 놓고 바인딩을 하시면 됩니다.

SmartSafe가 잘 셋팅되었는지 알아보기
1. 먼저 송수신기의 전원을 켜세요.
2. 스로틀 스틱을 중간에 놓고,전원을 꺼 보세요. 그

러면 즉시 페일세이프 위치로 이동을 할겁니다.

CAUTION: 꼭 비행전 지상에서 하시고 만약에  
페일 세이프 포지션이 잘못 셋팅되면 중속이나 최

고속으로 하늘로 날아 갈겁니다. 모터는 펠러를 꼭 빼고 
하세요.

마지막 위치 기억시키기
스로틀 체널을 제외한 모든 체널에 송신기와 신호가 끊기
면 다시 신호가 들어 올때까지 마지막으로 송신기에서 받
은 위치를 기억 시키는 셋팅법입니다. 차후 바인딩매뉴얼
을 참고하세요.

마지막 위치 기억시키고 테스트하기
1. 송수신기에 전원을 켜세요.
2. 테스트 해보고 싶은 위치로 송신기의 스틱을 움직여

그 위치를 유지를 하세요.
3.	그 위치를 유지하면서(예를 들어 러더를 야간만 쳐서)

송신기에 전원을 꺼보세요. 그러면 러더는 그위
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겁니다.

CAUTION: 꼭 비행전 지상에서 하시고 만약에  
페일 세이프 포지션이 잘못 셋팅되면 중속이나 최고

속으로 하늘로 날아 갈겁니다. 모터는 펠러를 꼭 빼고 하세
요.

원하는 위치로 페일세이프 기억시키기
ailplanes 같은 비행기나 기체를  신호가 끊겼을때 원래 
기억시킨 값의 위치로 돌아가게 해주어서 멀리 날아
가지 않게 도와줍니다. 

원하는 위치로 페일 설정하기
1. 바인딩 플러그를 수신기 바인딩 포트에 꼽고 수신

기를 켜세요. 
2. 메인수신기나 위성수신기에서 오렌지 불이 빠르게 

깜빡일때 바인딩 플러그를 빼세요 그래도 빠르게 빤
짝거릴겁니다. 

 

3. 원하는 위치로 스위치나 스틱을 고정시키고 
송신기의 전원을 켜세요.

4. Failsafe가 정상적으로 셋팅이 되었다면 송신기와 
수신기의 LED가 오렌지 색으로 점등이 될겁니다.

CAUTION: 꼭 비행전 지상에서 하시고 만약에  
페일 세이프 포지션이 잘못 셋팅되면 중속이나 최고

속으로 하늘로 날아 갈겁니다. 모터는 펠러를 꼭 빼고 하세
요.

페일 세이프 위치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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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TYPE 셋팅 길라잡이

아래에 보이는 리스트는 각 기체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리스트인데 단 화살표가 표시된 리스트는 스시트템 셋업  셋팅값
에 따라 나타나는것과 나타나지 않는 리스트가 있습니다.예를 헬기의 경우 스와시의 설정 90도,120도,140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설정값에 따라 화살표가 설정나타네는 펑션 메뉴에서 스와시플레이트 셋팅이 틀리가 표시가 된다는 예기입
니다.비행기에 경우는 엘러론 서보가 한개냐 두게냐에따라 틀리게 나옵니다.

System Setup List:
Model Select
Model Type  
Model Name
Aircraft Type
F-Mode Setup
Spoken Flight Mode
Channel Assign
Trim Setup
Model Utilities
Warnings
Telemetry 
Preflight Setup
Frame Rate
Bind
Trainer
System Settings
Transfer SD Card

Function List: 
Servo Setup
D/R and Expo
Differential 
V-Tail Differential 
Throttle Cut
Throttle Curve
Gyro1
Gyro2
Gyro3
Pitch Curve
Flap System 
Mixing
Sequencer
Range Test
Timer
Telemetry 
Custom Voice Setup
System Setup
Monitor

System Setup List:
Model Select
Model Type  
Model Name
Swashplate Type
F-Mode Setup
Spoken Flight Mode
Channel Assign
Trim Setup
Model Utilities
Warnings
Telemetry 
Preflight Setup
Frame Rate
Bind
Trainer
System Settings
Transfer SD Card

Function List: 
Servo Setup
D/R and Expo
Throttle Cut 
Throttle Curve 
Pitch Curve 
Swashplate 
Gyro 
Governor 
Tail Curve 
Mixing
Sequencer
Range Test
Timer
Telemetry
Custom Voice Setup 
System Setup
Monitor

System Setup List:
Model Select
Model Type  
Model Name
Sailplane Type
F-Mode Setup
Spoken Flight Mode
Channel Assign
Trim Setup
Model Utilities
Warnings
Telemetry 
Preflight Setup
Frame Rate
Bind
Trainer
System Settings
Transfer SD Card

Function List: 
Servo Setup
D/R and Expo
Differential 
V-Tail Differential 
Throttle Cut
Motor Curve 
Camber Presets 
Camber System 
Mixing
Sequencer
Range Test
Timer
Telemetry
Custom Voice Setup
System Setup
Monitor

System Setup List:
Model Select
Model Type 
Model Name
Aircraft Type
F-Mode Setup
Spoken Flight Mode
Channel Assign
Trim Setup
Model Utilities
Warnings
Telemetry 
Preflight Setup
Frame Rate
Bind
Trainer
System Settings
Transfer SD Card

Function List: 
Servo Setup
D/R and Expo
Differential 
V-Tail Differential 
Throttle Cut
Throttle Curve
Gyro1
Gyro2
Gyro3
Pitch Curve
Flap System 
Mixing
Sequencer
Range Test
Timer
Telemetry 
Custom Voice Setup
System Setup
Monitor

System Setup List:
Model Select
Model Type  
Model Name
Swashplate Type 
F-Mode Setup
Spoken Flight Mode
Channel Assign
Trim Setup
Model Utilities
Warnings
Telemetry 
Preflight Setup
Frame Rate
Bind
Trainer
System Settings
Transfer SD Card

Function List: 
Servo Setup
D/R and Expo
Throttle Cut 
Throttle Curve 
Pitch Curve 
Swashplate 
Gyro 
Governor 
Tail Curve 
Mixing
Sequencer
Range Test
Timer
Telemetry
Custom Voice Setup 
System Setup
Monitor

System Setup List:
Model Select
Model Type  
Model Name
Sailplane Type
F-Mode Setup
Spoken Flight Mode
Channel Assign
Trim Setup
Model Utilities
Warnings
Telemetry 
Preflight Setup
Frame Rate
Bind
Trainer
System Settings
Transfer SD Card

Function List: 
Servo Setup
D/R and Expo
Differential 
V-Tail Differential 
Throttle Cut
Motor Curve 
Camber Presets 
Camber System 
Mixing
Sequencer
Range Test
Timer
Telemetry
Custom Voice Setup
System Setup
Monitor

System Setup List:
Model Select
Model Type 
Model Name
Aircraft Type
F-Mode Setup
Spoken Flight Mode
Channel Assign
Trim Setup
Model Utilities
Warnings
Telemetry 
Preflight Setup
Frame Rate
Bind
Trainer
System Settings
Transfer SD Card

Function List: 
Servo Setup
D/R and Expo
Differential 
V-Tail Differential 
Throttle Cut
Throttle Curve
Gyro1
Gyro2
Gyro3
Pitch Curve
Flap System 
Mixing
Sequencer
Range Test
Timer
Telemetry 
Custom Voice Setup
System Setup
Monitor

System Setup List:
Model Select
Model Type  
Model Name
Swashplate Type
F-Mode Setup
Spoken Flight Mode
Channel Assign
Trim Setup
Model Utilities
Warnings
Telemetry 
Preflight Setup
Frame Rate
Bind
Trainer
System Settings
Transfer SD Card

Function List: 
Servo Setup
D/R and Expo
Throttle Cut 
Throttle Curve 
Pitch Curve 
Swashplate 
Gyro 
Governor 
Tail Curve 
Mixing
Sequencer
Range Test
Timer
Telemetry
Custom Voice Setup 
System Setup
Monitor

System Setup List:
Model Select
Model Type  
Model Name
Sailplane Type
F-Mode Setup
Spoken Flight Mode
Channel Assign
Trim Setup
Model Utilities
Warnings
Telemetry 
Preflight Setup
Frame Rate
Bind
Trainer
System Settings
Transfer SD Card

Function List: 
Servo Setup
D/R and Expo
Differential 
V-Tail Differential 
Throttle Cut
Motor Curve 
Camber Presets 
Camber System 
Mixing
Sequencer
Range Test
Timer
Telemetry
Custom Voice Setup
System Setup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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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인 SYSTEM SETUP 기능

Model Select
이기능은 내부 메모리에 250개의 기체를 저정하고
불러올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1. 롤러를 돌려서 원하는 기종으로 옮깁니다.
2. 원하는 델로 창이 표시가 되었을때 롤러를 누르면

모델이 선택이 되고 다시 SETUP LIST로 돌아
갑니다.

3. 새모델 추가는 밑쪽에 ADD NWE MODEL을 누르면
	Create	New	Model 창이 나타 나며 이때 만들것인가 아닌가
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CREAT AND
CANCEL. CREAT는 생성하는것이고 CANCEL은 취
소입니다. CREAT를  누르면 새로운 모델이 생성되어
CANCEL을 누르면 다시 원래의 MODEL SELECT창
으로 돌아 갑니다.

매인창에서 바로 모델 선택하기
Clear버튼과 	Back버튼을 동시에 매인 창에서 누
르면 모델선택 창으로 넘어 갑니다. 시스템 메뉴
로 갈필요 없이 매인창에서 가능하게 하는 기능
입니다.

Model Type
Airplane, Helicopter or Sailplane의 타입을 설정하기.

중요: 모델타입을 바꿀때마다 모든 데이타는 초기화 
되며 항상 다시 바인딩을 해줘야합니다.

모델 타입 바꾸기
1. 원하는 창으로 이동해서 누르면 확인창이 나타납니다.

2. 이때 YES를 누르면 모델이 바뀌고 모든 데이타는
초기화 됩니다. NO를 누르면 다시 모델 타입
창으로 돌아 갑니다.

Model Name
이 기능은 영어로 공백까지 포함해서 원하는 20자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입력하는 방법
1. 원하는 글자의 위치까지 롤러를 돌려서 한번 누르면

네모창이 반짝 거립니다.
2. 이때 롤러를 눌러 원하는 기호나 글자가 나올때까지 돌리고

누르면 저장이 되며 다음 위치로 이동할수 있습니다.
3.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서 1,2의 순서대로 문장이 완성될때까지

반복 하시면 됩니다.
4.	다되면  BACK 버튼을 눌러 System	Setup	으로 돌아 갑니다.

글자 지우기

1. 지우가자 하는 글자로 가서 CLEAR버튼을 누릅니다.
2. CLEAR버튼을 두번 누르면 커서의 오른쪽 부터 끝까지의 그

자를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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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ken Flight Mode Setup
각 플라이트 모드에 원하는 이름을 지워줄수 있다. 
플라이트 모드 이름은 
뛰워 쓰기 포함 20자까지 가능합니다.

Flight Mode이름 바꾸기.
1. 원하는 플라이트 모드이름이 나올때까지 돌리고

누르세요.
2. 바꾸고자 하는 글자의 포지션에 가서 롤러를 한번 누르

면 검은색 박스가 빤짝거립니다.
3. 롤러를 돌려 원하는 글자가 나오게 하고롤러를 눌러 저

장하면 됩니다.
4. 모델이름이 완성될때까지 2에서 3번을 반복하세요.
5.	완성되면 back버튼을 눌러  플라이트 모드 창으로 돌아가세요.

Spoken Flight Mode:
The Spoken Flight Mode의 선택은 원하는 플라이트 모드
를 비행중에 바꿀때 말로서 알려주며, 원하는 구절로 
설정을 할수있다.

TSpoken Flight Mode 활성화하기:
1. Spoken Flight Mode창으로 진입하세요.
2. <Silence> (초기설정)으로 커서를 옮기고 롤러를 누르세요..
3. 롤러를 돌려 원하는 선택을 찾아보세요
4. 선택했으면 롤러를 눌러 저장하시면 됩니다.

F-Mode Setup
스위치를 이용해서 플라이트 모드를 설정하기

Sailplane Flight Mode Setup
3개의 스위치를 조합해서 10개의 플라이트 모드를
설정할수 있으며, 매인이 되는 스위치를 지정할수도 
있습니다. 이 매인스위치는 다른 스위치가 어떤 위치
에 있더라도 이 매인 스위치가 우선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Aircraft and Sailplane Flight Mode Table
각각의 스위치를 지정해서 (SAIL에서는 3개의 스위치
를, 비행기는 2개의 스위치를 사용할수 있음) 가능한 
플라이트 모드를 지정할수 있음 (비행기는 5개, Sail은  
10개) . FLIGHT MODE SETUP 페이지에서 원하는
플라이트 모드를 설정후 2개나 3개의 스위치를 이용
해서 모든 가능한 플라이트 모드를 작동시킬수 있음

Mode 쓸수있는 스위치수 플라이트 모드 수

Aircraft 2 5

Heli 3 (스로틀 홀드 포함) 5 (스로틀 홀드 포함)

Number 
of Flight 
Modes

2 3 3* 4 4 5

Switch 1 
(number of 
positions)

2P 3P 2P 2P 3P 3P

Switch 2 
(number of 
positions)

2P 3P 2P 3P

Flight 
Mode 
 1

Launch Launch Launch Launch Launch Launch

2 Cruise Cruise Cruise Cruise Cruise Cruise

3 Land Land Land

4 Thermal Thermal Thermal Thermal

5 Speed Speed

*4/5 flight mode가 셋팅 되어 있어야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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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Assignment
Channel	Assignment기능은 파일럿이 원하는 대로 수
신기 채널을 설정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
어 기어 채널을 스로틀 채널로 쓸수 있게 해줍니
다.
1. 바꾸고자 하는 수신기 채널로 롤러를 돌려 옮기세요.
2. 롤러를 한번 누르고 출력하고자 하는 채널을

설정하세요.
3. 원하는 채널이 설정되었으면 롤러를 한번더 눌러 저장하세요.

중요: 한번 옮긴 채널에서는 믹싱을 인식시킬수 없
음. 먼저 믹싱을 걸어 놓고 채널설정을 하세요.

Channel Input Configuration
이 창은 원하는 수신기 채널을 설정후 그 채널에 원
하는 스틱이나 스위치를 설정할수 있게 해줍니다.

1. RX Port Assignments창에서 NEXT버튼을 눌러
Channel Input Configuration나타나게 하세요.

2. 재 설정하고자하는 송신기 채널로 옮겨서 롤러를
누르면 선택된 창이 반짝거립니다.

3. 롤러를 돌려 원하는 스틱이나 스위치로 바꿉니다.
4. 원하는 창이 나타나면 롤러를 눌러 저장하세요.

Trim Setup
이 기능은 한클릭당 트림의 출력값을 설정하는 창입
니다.

Trim Step
위와 같이 한크릭당 트림을 얼마를 쓸것인지 설정합
니다. 0을 입력하면 트림을 안쓴다는 결과가 됩니다.

To change the trim step value:
1. 롤러를 돌려 바꾸고자 하는 트림위치로 옮기세요.
2. 원하는 곳으로 이동후 롤러를 누르고 원하는 만큼

으로 돌리세요.

3. 원하는 수치를 찾았으면 눌러 저장합니다.

Trim Type
TCommon 과 F Mode 두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Common 은 플라이트 모드에 상관없이 동일한 위치
의 트림이 작동합니다.

F Mode 각 플라이트 모드별로 트림을 별개로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이트 모드 1과 2를 원하
는 만큼 다르게 쓸수 있게 해줍니다.

Trim Assignment
아래의 보기처름 각각 트림 스위치를 따로 설정할수 있습
니다.
Aircraft Model Type
Throttle
•	 기본은 스로틀 스틱 옆에 있는 디지털 트림.

•	왼쪽의 돌리는 아날로그 레버(조종기설명 3번)

•	 오른쪽의 돌리는 아날로그 레버(조종기 설명 12번)

Throttle Trim Type
•	 Common(위에서 설명한것과 같이 트림을 같이 공통으로 쓰는것)
•	 Flight Mode(각 플라이트 모드별로 따로 쓰는 모드)

Helicopter Model Type
Throttle and Pitch Hover Trim —이 모드는 현재 3ㅇ에서는 쓰지 않는 
모드이며  f3c에서 정확한 호버링할때 좀더 정확한 호버링을 위해 중간 포
지션의 트림을 변화시켜서 알피엠과 피치를 조절할수 있게 해주는 트림이
며 이 트림은 기본적인 트림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 단 중간 값의 트림만 
조종해주는 기능.

•	 Right Knob
•	왼쪽의 돌리는 아날로그 레버(조종기설명 3번)
•	 오른쪽의 돌리는 아날로그 레버(조종기 설명 12번)
•	왼쪽트림 28번
•	오른쪽 트림 3번

자이로와 거버너 트림 활성화하기—비행중에 
거버너와 자이로 셋팅을 바꿀수 있음.

•	왼쪽트림 28번
•	오른쪽 트림 3번

Trim Location
Normal	과 Cross	트림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노멀은 그냥 쓰던 대로 쓰는거고 크로스는 예를 들
면 스로틀 트림을 만지만 엘레베이터 트림이 먹는겁
니다. 매인창에서는 스로틀 트림이 움직여 있지만 실
질적으로 엘레베이터의 트림이 먹는거죠. 확인방법
은 모니터 창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IMPORTANT:	위에 설명한대로 왼쪽트림을 주면 오른
쪽 트림이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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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Reset.
이 기능을  사용해서 현재 작동하고 있는 모델의 프로
그램을 초기화 할수 있습니다. 초기화 후에는 다시 
바인딩이 필요로 합니다.

모델 복사하기
Model	Copy 이 메뉴에서는 원하는 모델을 두
개 이상으로 복사를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모델 복사방법
• 기존의 모델에 셋팅을 바꾸기 전에 카피를 해놓
고 그 모델로 시험 해보면 좋습니다.

• 혹은 비슷한 기종끼리 신속히 셋팅하고 싶을때 
쓰는 기능입니다.

IMPORTANT:	복사를 당하는 쪽의 체널의 모든 값은 지
워지면서 거기에 복사를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옮겨
지니 복사할 대상을 선택할때 주의 하세요.

모델 copy(복사)하기

1. 카피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셋팅
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카피를 하세요.만약에
아니라면 cancel을 눌러 다른 모델을 선택하세요.

2.	To 밑에 모델을 눌러서 카피하고자하는 모델로 옮기고
롤러를 누르세요.

3.	Select	Copy	and	the	Confirm	Copy	screen	appears.
4.	카피를 진행할려면 copy를 누르고, 아니면 cancel을 눌

러 system setup으로 돌아갑니다.

5. 카피를 한모델을 model select에서 선택후 수신기와  binding
을 꼭 하세요. 데이타만 카피가 되고 바인딩은 따로 해줘야합니
다.

model copy는 조종기에서 sd카드로는 카피가 되질 않습니
다. 모델을 카피를 하고 다시 그 모델을 sd카드로 exprot 
model에서 내보내면 됩니다.

Create New Model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기능 이 창안에서 가능합니다.

1.	Create	New	Model을 선택하고 누르면 활성화 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2.	 	Cancel을 누르면 다시 원래의 Model select창으로
돌아갑니다..

3.	 	Create를 누르면 새로움 모델이 생성이 되고
모델리스트에서 새로은 모델을 볼수 있습니다.

Delete Model
이기능은 선택된 모델을 영구히 삭제하는 기능입니다.지
우지 않을거면 cancel을 눌러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1. 모델을 지우기 위해서는 검은색 창을 지우기 원하는
모델로 롤러 선택을 하세요.

2. DELETE눌러 모델을 지우시면 됩니다.

Sort Model List
이 기능을 이용해서 모델이 저장되어 있는 순서를 정
리 할수있습니다. 즉 매인이 1번이었는데 현제는 매
인이 7번이면 이 순서를 바꿔서 model name에서 숫
자를 바꿔 순서에 맞게 편집도 할수 있습니다. 옮기
고자 하는 모델에 검은색 창을 옮겨서 눌러서 원하는 
위치까지 놀러를 돌려서 누르세요.

MODEL UTILITIES
Model Utilities기은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지우고, 초기화하고, 순서를 정해서 수정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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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metry Auto-Configuration
IMPORTANT:	이기능은 시스템메뉴의 텔레메터리에서는
사용할수 없습니다.설명은 전파가 송출되어야지만 작동
을 하기때문에 시스템메뉴로 들어가면 전파가 송출되질 
않기 때문입니다.

The	DX9송신기는 Auto-Configuration(자동구성)을 
지원하며, 새로운 텔레메터리 센서를 연결합니다.

Telemetry Auto-Config(자동구성) 사용하기.
1. 모든 텔레메터리 센서가 송수신기에 바인딩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2. 송신기를 먼저 켜고, 수신기를 켜세요.
3. Function List에서 Telemetray를 선택하세요.그리고

Auto-Cofig를 선택하세요.Configuring이 5초간 빤짝거리고
연결된 센서들이 나타납니다.

4. 센서의 경고셋팅을 필요하면 하면 됩니다.

Status Reports:
Status Reports는 각각의 센서를 얼마만에 재설정하는지
를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the	RPM	status	report가 매 10초마다 재설정이 되고 
altimeter sensor는 15초마다 재설정되게 할수있습니다.

Warning Reports: 
alert가 작동하고 있으면,얼마나 자주 그 상황이 일어 나는
지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Telemetry Settings

Display
텔레메터리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Tele:  롤러를 누르면, Telematery이 창이 나타나며  
매인 창은 사라집니다.

Main:  말그래로 매인창에 나타나며, 모든 텔레
메터리 창은 작동할수 없습니다.
Roller (Default):  이 매뉴는 두 창을 롤러를 눌러 왔
다 갔다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Auto:  말그대로 자동입니다. 송신기가 텔레메터리 
신호를 받으면 창이 나타 납니다.

Units
US 와 Metric을 바꿀수 있습니다.(마일과 미터)

Warnings
이기능은 송신기를 켤때 소리나 떨림으로 경고를 주
는 기능인데 이기능은 스로틀이 올라가 있거나 셋팅
을 해놓은 스위치가 작동하는 위치에 있을때 즉 초
기 값이 아닌 다른 값이 인지가 되었을데 알려주는 
경고 기능입니다. 매인창에 정확하게 어떤 스위치가 
작동하고 어떤 스틱이 작동하고 있는지 나타내어주
며 그 나타내는 장치를 원위치로 옮기면 알람은 꺼
지며 초기 부팅이 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스로틀 스틱이 10%이상 위로 
올러 가있으면 알람이 울립니다.

Telemetry
옵션으로 테러메터리 모듈과 그 센서를 설치를 해서 현재 비행체의 상태를 송신기에서 확인을 할수 있는 기
능입니다.SD카드에 데이타를 저장하고, Spektrum STiTM 모바일 앱에서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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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Rate
이기능은 쉽게 디자탈 서보를 써서 빠른 응답성을 
기대할거냐 아날라로그 서보를 써서 약간 느린 응답
성을 쓸거냐를  설정하는 창입니다.
중요 :11ms가 더 빠른 응답성을 보여주며 반듯이 디지탈 
서보를 써야합니다. 아날로그 서보를 쓸시 탈수도 있습니
다. 반대로 22ms는 아무 써보나 쓸수 있음.

Modulation Mode
DSMX (공장 초기화)를 쓰기를 추천해드림.DSMX방식으로 
쓸때에는 DSMX수신기에서는 DSMX방식으로 DSM2
수신기에서는 DSM2방식으로 바인딩할때 자동으로 
전환되어 송신합니다. 이 모드에서 DXM2방식으로 
저장했을때는 DXMX나 DSM2방식을 무시하고 무조
건 DSM2로 송신을 합니다.

NOTICE: DSMX는 동시에 40개 이상도 같이 쓸수 있
지만 ,DSM2의 방식으로 DSM2수신기를 쓸때는 절
대 40개 이상을 동시에 사용하지 마세요.

Bind
쉽게 말해서 송신기와 수신기의 전파를 동일하게 
셋팅해서 작동하게 하는 기능이며 이 때 페일세이
프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더자세한 페일세이프 셋팅은 Programming Failsafe 
Positions에서 보세요.

Preflight Setup 
이기능은 송신기를 켜거나 모델을 바꿀때마다 미리 
저장해놓은 데이타에 순서에 맞게 매인창에 나타내어 
줍니다. 예를 들어 수신기 밧데리 체크라는 사항을 만
들어 놓으면 그 사항이 송신기를 켤때마다 확인을 하
게 되새겨 줍니다.

Telemetry Alarms
경고음을 설정하기 위해서 INH로 되어 있는 창을 다음과 
같은 창으로 바꿔주세요. Tone, Vibe, Tone/Vibe, Voice, Voice/
Vibe.
Status Reports (Spoken Telemetry)상태알림(음성 텔레메터리)
1.	처음 창위의 inh를 원하는 셋팅으로 정하고 원하는 음성
텔레메터리를 각 텔레메터리 창에 셋팅합니다.

2. 그리고 롤러를 돌려서 얼마나 자주 소리가 나게할것인지를 정합니다.

Warning Reports (Spoken Telemetry)경고 알림(음성텔레메터리)
1.	처음 창위의 inh를 원하는 셋팅으로 정하고 원하는 음성

텔레메터리를 각 텔레메터리 창에 셋팅합니다.

2. 그리고 롤러를 돌려서 얼마나 자주 소리가 나게할것인지를 정합니다.

File Settings(파일셋팅)

이셋팅은 데이타를  전송때 쓰는 기능

입니다. 

File Name(파일이름 정하기)
1. 개인파일이름을 정하기 위해 File Name을 정합니다.
2. 모델이름이나 비행 모드에 따라 정하고자하는 이름을 넣을수 있

게 최대 8글자까지 셋팅할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3.	BACK을눌러 저장하고 나오세요.

Start
1. 데이타를 전송할 정확한 스틱위치나 스위치를 지정하기위해서 

Start를 선택합니다.
2. 원하는 스위치나 스틱을 선택후 롤러를 눌러 저장을합니다.

Enabled
Enable에 NO는 데이터 전송을 안하겠다는것이고 YES를 
선택하면 SD card로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단 SD카드가 송신기에 들어 있어야겠죠.

Fuction List에서 Telemetry menu를 실행할때 깜빡
거릴수 있습니다.이것은 불량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단 이때 송신기의 신호가 잠깐 나가지 않
으니 절대 비행중에는 이 메뉴를 실행하지 마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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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d Trainer
4가지의 유선 트레이너모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nhibit
이모드에서는 스승의 셋팅을 그대로 쓰는 모드입니
다.  (예: servo reversing, travel adjust, sub-trim, trims).

Programmable Master 
이모드는 쉽게 설명하면 각채널을 할당해서 그 채널
만 제자가 연습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
어
스승이 엘러론이랑 스로틀 러더를 제어를 하고 엘레
베이터만 제자가 연습할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트레이너 모드에서 INHIBIT가 지원되는 조종기는 
INHIBIT로 설정을 해야합니다.이때 스승과 제자의 
조종기 셋팅은 동일해야합니다.

Pilot Link Master
이모드는 좀더 복합적인 비행체에서 스승이 추가적
인 기능을 작동을 할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예
를 들어 리트렉터나 플라이트 모드,플랩,브레이크등
을 스승이 조종을 할수 있게해줍니다.필요하다면 제
자의 송신기에서도 이 채널을 쓸수 있게 할당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제자의 조종기에 셋
팅을 할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스승과 트림을 틀리게 쓰고 싶다면 제자의 조
종기에서 INHIBIT모드로 설정이 필요할수 있습니
다.

Slave
제자의 조종기로 쓸때 이모드를 셋팅하시면 됩니
다.

DX9 유선 트레이너 작동 방법

1. 기체에 스승의 송신기를 바인딩 하세요.

2.	트레이너 코드	(SPM6805)를 송신기의 뒷쪽 포트에
연결하세요.

3. 스승의 송신기와 제자의 송신기 모두다 꼭 충전이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4. 제자의 조종기의 전원은 꼭 끄세요. 전원은 스승
의 송신기에서 공급 해줍니다.

5.	트레이너 코드를 제자의 송신기에 연결하세요.

6. 제자의 송신기에 매인창이 켜지긴 하지만 전파를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7. 스승의 송신기에서 트레이너 브튼을 누르면 제자
의 송신기가 작동을 합니다.

8. 위와같이 트레이너를 껏다 켰다 하면서 필요하다
면 제자의 송신기와 스승의 송신기의 트림을 동일
하게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주의 지상에서 실행하세요)

9. 트레이너 스위치를 때면 다시 스승이 콘트롤 할
수 있습니다.

Master Override
이기능을 활성화 하면 트레이너 스위치를 치지않고도 매인 
스틱만 치면 다시 스승의 송신기로 조종을 할수 있게 돌아 
옵니다.
다시 이 모드에서 트레이너 모드로 돌아 가기위해서는

1.	트레이너 스위치를 off로 합니다.

2.	다시 트레이너 스위치를 on으로 하면 제자의 송신
기가 작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TRAINER 
DX9은 4개의 유선 트레이너와 2개의 무선 트레이너를 지원해주며 스위치 I에서 껏다 켯다 할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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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Trainer
이기능은 위에 유선 트레이너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단지 
무선으로 하는 기능입니다.바인디은 스승의 조종기에 제자
의 조종기를 바인딩을 합니다DSMX나 DSM2상관이 없음.  
이기능에서는 현재 바인딩 송신기끼리에서 스승이 트래니
너 스위치를 작동했을때 제자의 조종기로 조종이 넘어 갑
니다.바인딩후 스승의 조종기가 다른 제자의 조종기에 바
인딩이 되지 않거나 혹은 제자의 조종기가 다른 수신기에 
바인딩을 하지 않는한 계속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ModelMatch™ technology는 같은 시스템을 가진 조종이기에서 
스승의 조종기가 제자의 조종기에 바인딩이 되는 방식입니
다. 즉 제자의 조종기의 모델이 바뀌더라도 제자의 조종기
의 메뉴를 스승이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Inhibit
이 모드는 무선 트레이너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CAUTION:	트레니너를 쓰지 않을때는 반드시 	
      Inhibit를 꼭 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콘이

나 추락할수 있습니다.

Programmable Master
이모드는 쉽게 설명하면 각채널을 할당해서 그 채널만
제자가 연습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스승이 엘러론이랑 스로틀 러더를 제어를 하고 엘레베
이터만 제자가 연습할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트
레이너 모드에서 INHIBIT가 지원되는 조종기는 
INHIBIT로 설정을 해야합니다.이때 스승과 제자의 조
종기 셋팅은 동일해야합니다.

Pilot Link Master
이모드는 좀더 복합적인 비행체에서 스승이 추가적
인 기능을 작동을 할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예
를 들어 리트렉터나 플라이트 모드,플랩,브레이크
등을 스승이 조종을 할수 있게해줍니다.필요하다면 
제자의 송신기에서도 이 채널을 쓸수 있게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제자의 조종
기에 셋팅을 할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스승과 트림을 틀리게 쓰고 싶다면 제자의 조
종기에서 INHIBIT모드로 설정이 필요할수 있습니
다.

DX9 무선 트레이너 활성화하기
1. 제자의 조종기는 빈 새로운 모델을 만드세요.(액정이 있

는 컴퓨터조종기경우)
2. 조종하고자 하는 기체에 스승의 조종기를 바인딩 하세요.
3. 스승의 조종기와 제자의 조종기 모두다 충전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4. 제자의 조종기는 전원이 꺼져 있어야합니다.
5. 스승의 조종기에 Wireless Programmable Master setup 페이지와

Wireless Pilot Link Master setup페이지 옆에 bind창을
누르면 스승의 조종기는 수신기처럼 바인딩 모드
로 들어 갑니다.

6. 이때 평상시 수신기에 바인딩 하는것 처럼 제자의
조종기를 스승의 조종기에 바인딩을 하면 됩니다.

7. 

8. 스승의 조종기에서 트레이너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제자의 조종기로조종이 됩니다.

9. 다시 트레이너 버튼을 때면 스승의 조종기로 조종이 됩
니다.

Master Override
이기능을 활성화 하면 트레이너 스위치를 치지않고도
매인 스틱만 치면 다시 스승의 송신기로 조종을 할수
있게 돌아 옵니다.
다시 이 모드에서 트레이너 모드로 돌아 가기위해서는
1.	트레이너 스위치를 off로 합니다.
2.	다시 트레이너 스위치를 on으로 하면 제자의 송신기가 작

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바인딩이 성공하면 아래 화면처럼 창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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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Name
이걸 해놓으면 조종기를 켰을때 오른쪽 밑에 사용자 이름 
혹은 원하는 글이 나옵니다.
사용자 이름 넣어보기

1. User Name매뉴로 롤러를 돌려 창에 가면 누르세요.
그러면 User Name 창이 나타납니다.

2. 뛰워쓰기 포함 20글자까지 쓸수 있으며 원하는 글자를
넣고 싶은 위치에 롤러를 돌려서 누릅니다. 그리고 
롤러를 돌려 원하는 글자가 나오면 다시한번더 누르
면 저장이되고 다음 글자로 넘어 갈수 있으며 롤러를 
돌리면 다음창으로 갑니다. 이런식으로 원하는 문장
을 만드시면 됩니다.

3. 그리고 Back버튼을 눌러 저장하고 다시
System Setting창으로 나갑니다.

SYSTEM SETTINGS
The System Settings은 4개의 창이 있습니다. System setting, Extra setting, Serial number, Calibrate.이렇게 있으며 창 밑쪽에
NEXT,PREV를 누르면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며 셋팅을 할수 있습니다.

Contrast(명암조정하기)
명암 조정하기:
1.	Contrast창으로 롤러를 돌려 누르세요.
2. 롤러를 돌려 원하는 밝기로 조정합니다.

숫자가 높으면 어두워지고 낮으면 밝아집니다.
3. 원하는 밝기가 되면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Backlight
이창에서는 backlight가 들어오는 시간과 밝기를 조정할수 
있습니다. 시간즉 시간이 지나면 꺼지고 롤러를 누르면 다
시 불이 들어 와서 어두운곳이나 야간에 상당히 유용합니
다. 

The backlight에서
Off: 송신기가 켜졌을때 잠깐 들어왔다 꺼집니다.

On: 항상 켜져 있습니다.

Set Time: 3, 10, 20, 30, 45, 60초로 설정할수 있으며
이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며 다시 롤러를 돌
리거나누르면 켜집니다.

backlight의 퍼센트는 밝기를 나타내며 10%는 어둡고 
100%는 최대 밝기 입니다.

Mode
여기는 프로그램상의 모드를 바꾸는것이고 모드를 바꿀 필
요가 있을시에는 조종기의 스틱을 물리적으로 먼저 바꿔야
합니다. 이 바꾸는 방법은 뒤쪽에 나와 있으며 잘못 했을시 
파손의 우려가 있으니 구입처나 저희 용산알씨로 문의 바랍
니다.

프로그램상 모드를 바꾸는 방법
1. Mode창으로 가서 롤러를 누릅니다.

2. 원하는 모드가 나오면 롤러를 눌러 저장을 합니다.

3. NEXT를 눌러 스틱의 중립과 최저 최고 값을 인식시키는
calibration창이 나타날때 가지 누릅니다.

4. 스틱과 노브와 레버를 몇봐뀌 돌린 후 다시 중립위치로
둡니다. 이 진행과정은 스크린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
다.

Battery Alarm
여기서는 배터리 타입의 설정과 그 설정된 배터리의 알람
이 울리는 최저 볼트를 설정할수 있습니다. 설정한 볼트로 
떨어지면 알람은 울립니다.

배터리 알람 바꾸기
1. battery type타입으로 롤러를 돌려 옮긴후 롤러를 누러

원하는 배터리 타입으로 바꿉니다.

2. 배터리 타입을 저장하기 위해 롤러를 누르고 볼트를
설정하기 위해서 롤러를 눌러 볼트 창으로 가서 다시
롤러를 누르고 원하느 ㄴ볼트로 롤러를 돌려 설정후 다
시 롤러를 눌러 저장을 합니다.

CAUTION: 절대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할때 
절대 NI-MH모드로 두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리튬폴리머가 과방전되어 망가지거나 송신기가 망가질수 
있습니다.

CAUTION:절대로 LIPO/LI_Ion배터리의 저전압 설정 
을 6.4v이하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시 배터리가

과방전되어 고장이 나며 송신기도 망가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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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ng a Language
System Setting 창에서 Language매뉴까지 롤러를 돌려
Language를 누르고 롤러를 돌려 원하는 언어를 선택
합니다. 그리고 롤러를 눌러 저장을 합니다.위에서 사
용자 이름을 설정한것은 박뀌지 않습니다. 언어를 바
꾸고 나서  spoken alerts도 바꾼 언어로 바꿀수 있습니
다.  “Spoken” 과 “SD Card”	분류에서 더많은 정보를 볼
수있습니다.

Inactive Alarm(무작동 인지알람)
이 기능을 작동하면 정확하게 송신기를 쓰지 않고 
방치한 시간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송신기를 끄지않고 내버려두었을때 송신기의 밧데
리가 완전 방전 되는 것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Inactive Alarm 설정할수 있는 시간: 

To change the Inactive alarm time:
1. 현재의 알림 타임을 바꾸기위해 롤러를 돌려 누릅니다.
2. 롤러를 눌러 원하는 시간대를 설정후 다시 눌러 저장합니다.

•	 Inh (끄기) •	 5 min
•	 10 min (공장초기)

•	 30 min
•	 60 min

Extra Settings
이기능은 다음과 같은 여분의 셋팅이 가능합니다.
•	소리를 끄고 켜기
•	진동 켜고 끄기
•	Trim 창 끄고 켜기

System Sounds(시스템 소리 설정)
이창에서 옆에 보이는 각 소리를 켰다 끌수 있습
니다. Active(켜기), Inhibt(끄기)

매인창(송신기를 켜면 나오는 창)에서 볼륨을 0으로
 하면 모든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매인창에서back키를 
누르고 롤러를 돌리면 소리조절할수있습니다.)

Vibrator
Vibrator로 롤러를 돌려 이동후 눌러서 진동을 켜고 
끌수 있습니다다.켜기(Active), 끄기(Inhibit).

Trim Display
매인창에서 트림의 모양을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빠
꿀수 있습니다.

•	 Boxed	Boxes	(초기값)–	큰 네모 상자안에 작은 상자의
모양의 트림모양입니다

•	 Boxed	Arrows–	외각의 큰 상자 안에 화살표시로
트림을 표시 해줍니다.

•	 INH– 밑줄 위에 화살표로 트림을 표시해줍니다,

Inhibit은 매인 창에서 트림표시를 지워 버립니다.

Trim표시 바꾸기:
1. Trim Display로 롤러를 돌려 이동후 한번만 누릅니다.
2. 롤러를 돌려 원하는 표시 창으로 바꾼후 롤러를

눌러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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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Number(인증 번호)
Serial Number창에서는 송신기 고유의 인증번호를 표
시하고 AirWare software version을 나타냅니다.

스팩트럼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AirWare를 업데이
트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이창에서 확인 할수 있
습니다.

Serial Number를  SD Card로 내보내기
SD Card로 시리얼 번호를 내보내면 이 카드를 이용
해서 스팩트럼 본사에 기기 등록을 할때 편하게 이
용할수 있습니다.

serial number 내보내기.
1.	SD Card를 송신기 슬롯(꼽는곳)에 넣으세요.
2. EXPORT까지 롤러를 돌려 이동하세요.

스크린 중간에	MY_DX9.xml나타 납니다.

3. 한번더 롤러를 누르면 Serial Number창으로 돌아 옵니다.

4.	이제 송신기의 전원을 꺼고 카드를 꺼냅니다.
.

5.	SD	Card를 카드 리더기나 바로 컴퓨터에 꼽으면됩니다.
.

6.	MY_DX9.xml파일을 열면 시리얼 번호가 있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스펙트럼 홈페이지에 등록할때 붙
여 넣으면 됩니다.

AirWare Software Version위치
Serial Number창 밑쪽 PREV 와 NEXT 중간에 위
치하고 있으며,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할려면 스펙
트럼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IMPORTANT: AirWare 파일은 시리얼 번호를 인식하여 
한 조종기에만 깔수 있다. 즉, AireWare파일을 다
운 받아서 그 파일을 여러 송신기에는 옮길수 있지
만, 업그레이드 된 송신기의 파일을 다른 송신기로
는 옮길수 없다.

Calibrate(초기 설정하기)
이기능은 모드를 바꾸거나 중립이 틀어 졌을때 유
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틱의 중간값과 최
대 타각값을 인식시키는 작업이며 모드를 변경후에
는 꼭 실행해야합니다.

스틱값 인식 시키기
1.	스틱을 조심스럽게 왼쪽 오른쪽 끝과 위 아래 끝

까지 스틱을 움직여 정확한 스틱 움직임을 입
력 시키세요. 이렇게 하고 반드시 다시 중간으
로 스틱을 옮겨야합니다.(스로틀)

2. 왼쪽과 오른쪽의 슬라이드 레버도 위와 아래로
끝까지 움직이고 다시 중간으로 옮기세요.

IMPORTANT: 슬라이드 레버는 한번에 한개씩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하세요.

3. 노브도 왼쪽과 오른쪽 끝까지 돌리고 다시 중
간으로 돌리세요.

4. 이렇게 다 되면 밑쪽에 SAVE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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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Model
이기능은 조심해야할게 현재 저장되어 있는 모델위에 
덮어 쓰기 때문에 꼭 현재 송신기에 모델을 반드시 SD 
Card로 옮겨 놓고 이 기능을 수행하세요.

SD Card에서 모델 한개씩 송신기로 불러오기
1.	일단 저장된  파일이 SD카드에 있어야겠죠.
2. SD카드에서  불러오기를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세요
3.	SD Card 메뉴에서 Option을 선택하고 한번더

롤러를 누릅니다,.
4. 불러오고자 하는 모델까지 롤러를 돌려 그곳에서

한번더 누르세요. 그러면 선택된 모델이 나타납니다.
5.	불러오고자 하는 모델을 선택을하면 덮어 쓰기

창이 나타납니다.

IMPORTANT: Import를 선택했을때, 송신기는 
system setup리스트를 떠납니다.

6. 불러오기를 한 파일을 덮어쓸 모델을 선택하세요.
7. 다시한번더 덮어쓰기가 확실한지 확인하세요. 확인후에

는 불러온 모델이 활성화 되고 매인차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Preflight를  설정해놓았다면 이 창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Export(내보내기)중에 checklist가 나타나
면 MAIN창을 눌러 빠져 나갈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reflight Setup” 참고하세요.
Import All Models(모든 모델 불러들이기)
SD	Card에서 모든 모델 불러오기기.
1. Import All Models를 선택하세요.
2.	IMPORT를 눌러 확인을 하세요.

IMPORTANT: 불러오기를 하고 나면 각 채널을 맞는 
기체를 다시 바인딩을 하셔야합니다.DSM2와 
DSMX가 왼쪽 위 매인차엥 나타납니다.

원하는 모델을 원하는 위치 즉 원하는 순서대로 불러 올수 
있으며 모델 전체를 불러 올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
해서 전체 파일 이름을 바굴수도 잇습니다.(01 to 50) 이숫자
가 복사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SD card는 50개의 모델 메
모리를 지원합니다. 파일을 먼저 SD카드에 저장하고 나서 
사용하지 않는 모델은 지울수 있습니다.

Export Model(모델 내보내기)
Export	Model을 이용해서 모델 하나씩 내보내기.

1.	내보내기를 할 파일을 선택하세요.
2.	Select	Option으로 롤러를 돌려 한번 누르세요.
3.	Export	Model으로 다시 내려가서 저장하기 위해 한번

더 누르세요.The Export to SD창이 나타납니다.처음
두글자가 모델 순서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예,01 첫번째라는 뜻입니다.)

4.	(Optional)	파일을 SD카드로 내보내기전에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a. “Save to:” 이창까지 롤러를 돌려서 이동합니
다.그러면 파일이름이 나타납니다.

b. 새로운 파일 이름을 25자 이내에서 바꿀수 있으며
.SPM글자가지 포함해서 바꿀수 있습니다.

c. 이름을 바꾸고 나면 BACK버튼을 눌러서
Export to SD창으로 돌아갑니다.

5.	SD카드로 내보내기 위해서 Export를 누릅니다.
내보내기가 끝나면 SD CARD Menu로 돌아 갑니
다.,

Export All Models(모델 전체 내보내기)

SD Card로 전체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1.	 SD	Card	Menu에서  Export All Models를 누르면

Export	All	Models창이 나타납니다.

IMPORTANT:	Export	All	Models을 하면 

•	 SD	Card에 이미 있는 파일에 덮어 쓰기가 됩니다.
•	같은 이름이 있으면 그곳에 덮어 쓰기가 됩니다.

파일이름을 확신할수 없으면 다른 카드를 쓰세요
2.	Export눌러서 SD	Card에 덮어 쓰기를 하던지 혹은
Cancel를 눌러 SD	Card	Menu로 돌아 가세요.

SD CARD로  데이타 옮기기

Updating Spektrum DX9 Sound Files(음성 업데이트)

NOTICE: 업데이트중에는 절대로 전원을 분리하거나 빼지

마세요. 업데이트중에 전원이 꺼지거나 빼버리면 미국으
로 보내야합니다. 만충후 업데이트하세요. 

음성파일을 업데이트 하거나 안하거나 할수 있지만 
절대로 업데이트 하기전엔 꼭 충전먼저 해주세요.

새로운 음성 파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
1.	ww.SpektrumRC.com에서 원하는 음성 파일을 송신기

용 SD Card에 다운로드 하세요.

2. SD card를  DX9 송신기에 삽입하세요.
3. System Setup창으로 진입하세요.
4.	SD	Card	메뉴를 고르고,		Update	Sound를 선택하세요.
5.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세요 . 그러면 송신기는

파일을 찾고, 어떤 에러가 있는지 체크합니다.
6.	파일 전송이 다 되면 Transfer	SD	Card screen 다시

나타납니다..

IMPORTANT:	업데이트는 1시간정도 이루어지므로 꼭 
밧데리 충전 하시고 업데이트 중에는 전원을 절대로 
끄지 마세요. 미국으로 보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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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o Setup 
Servo셋업은 아래의 기능이 내포되어 있습니
다.

Travel Adjust
서보의 최대움직임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travel값 설정하기.

1. 바꾸고자 하는 채널로 롤러러를 돌려 갑니다.
최대타각을 바꿀때는 스틱의 위치에 따라 움
직임을 바꿀수 있습니다.

a.	스틱을 중간에 놓으면 양쪽의 값을 동시에
바꿀수 있습니다.

b. 한쪽씩 바꾸고 싶다면 바꾸고자하는 방향으로 스
틱을 움직여 그쪽으로 스틱을 잡고 있으면서 수
치를 바꾸시면 됩니다.

2. 롤러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서 수치를 바꾸고
롤러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Sub-Trim
이기능은 서보의 중립을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CAUTION 될수 있으면 이기능은 최소한을 쓰는게 좋으며

너무 많이 쓰면 서보에 손상이 갈수 있습니다.

Reverse
이기능은 원하는 채널이 반대로 움직일때 쓰는 기능입니
다. 예를 들어 엘레베이터가 밑으로 가야하는데 위로 간다
면 이기능을 쓰면 됩니다.

채널을 반대로 하기 위해서는

1. 롤러를 Travel로 가서 누르세요.롤러를 오른쪽으
로 돌려 Reverse가 나오게 하세요.그리고 롤러
를 눌러서 저장을 하세요.

2. 반대로 하고 싶은 채널로 롤러를 돌려서 가고 다
시 롤러를 누르면 까만 창이 위로 올라갑니다..

만약에 스로틀 채널을 반대로 바꿀시에는 확인하는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yes를 누르면 다음창에서 바
인딩을 다시하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CAUTION: 스펙트럼 송수신기의 페일세이프 설정특
성 바인딩시 그위치를 기억을 합니다. 스로틀체널을 
반대로 바꿨을시에는 꼭 재 바인딩을 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스로틀로 페일이 걸리게 됩니다.        

항상 재조정을 했으면 지상에서 꼭 정확하게 움직이
는지 확인을 하세요.

CAUTION: 서보를 셋팅하고 나서는 꼭 페일세이
프 설정을 생각해서 꼭 재 바인딩을 권장합니다.

FUNCTION LIST

•	 Travel Adjust(최대타각 설정)

•	 Sub-Trim(임의의 중립각)

•	 Reverse(서보움직임 반대로하기)

•	 Speed(서보 속도 줄이기)

•	 Abs. (Absolute) Travel
•	 Balance

Update AirWare Software(송신기 업데이트)
IMPORTANT: 오렌지 색에 LED Spektrum 막대기가 업데
이트 중에는 깜빡거립니다. 절대로 업데이트 중에
는 전원을 끄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심각한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전에는 업데이트 폴더 이외의 폴더에 모
든 모델을 내보내고 업데이트를 하세요. 간혹가다 
모델이 지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영어가 되시는 분은 
spektrumrc.com에 방문하시고 아니면 저희 용산알씨
에 문의 주세요.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기.

최근 새로은 파일을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는
1. spektrumrc.com에서 새로운 파일을 다운받아서

SD카드에 저장하세요.

2.	먼저 전원을 끄고 SD카드를 삽입하세요.

3. 그리고 전원을 켜면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수동으로 업데이트 하기
1.	원하는 버전의 프로그램을 SD카드에 저장하세요.
2.	SD 카드 메뉴에서 Update	Firmware를 선택하세요.그

럼 선택된 파일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3. 파일 리스트에서 원하는 버젼의 파일을 선택하세

요. 업데이트가 시작되면 화면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오렌지색의 스펙트럼 바가 빤짝거리면서
스크린에 진행사항이 나옵니다.

NOTICE: 절대로 업데이트 중에는 전원을 끄지 마
세요. 전원을 끄면 심각한 손상이 갈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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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이 메뉴는 각각의 채널의 반응속도를 재어를 할수 
있습니다.(예 리트렉터)

Speed는 아래의 폭에서
설정이 가능핳ㅂ니다.:
•	 Nor (No Delay) — 0.9s까지는 0.1s씩 조절이 가능함
•	 1s – 2s 에서는 0.2s씩 증가함
•	 2s – 8s 에서는 2s씩 조절이 됨

Speed를 셋팅하기 위해서는 :
1. 원하는 채널로 롤러를 돌려 누릅니다.

2. 원하는 만큼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돌리고 한번더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Absolute (Abs.) Travel
Abs기능은 서보의 총타각을 제한 해주는 기능인데 
프로그램 믹싱으로 인해 바인딩시 서보가 너무 많이 
움직여 고장나는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Balance
Balance기능은 모든 채널에서 정확한 셋팅을 하게 도
와 줍니다.이 정밀한 커브는 바인딩시 한채널에 여럭
게의 서보가 동시에 꼽혀 있을때 7개의 포지션을 이
용해서 바란스를 맞추는 기능이라고 생각 하면 됩니
다.
또한 듀얼로 엔진을 쓸때 양쪽엔진의 컨트롤 하는 서
보를 미세하게 조정할수 있는기능이며 헬리콥터에서
는 스와시 수평을 잡는 기능에도 쓸수 있습니다.

D/R & Exponential
Dual	Rate와 	Exponential기능은 엘러론,엘레베이터,러
더 채널에 적용이 되는 기능입니다.

TDual Rate와 Exponential기능 설정하기:
1. 바꾸고자 하는 채널로 럴러를 돌려 갑니다. 그리고 한번 누르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려서 원하는 채널을 설정
후 한번더 누릅니다.

2. dual rate로 롤러를 돌려 누르고 원하는 양만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려서 수치를 입력하고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Exponential은 스틱이 중간일때 부드럽거나 예민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총 타각에는 간섭하지않고 정밀하게 콘트롤
할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로 가면 예민해지고 +로 가면 
중간에서 둔해집니다.

Differential (Air와  Sail타입에서만 적용)
이기능을 쉽게 설명하자면 엘러론, 러더, 엘레베이
터 서보가 2개 이상 들어 있는 타입에서만 적용이 
되는 메뉴인데, 그기능은 양쪽의 타각을 정확하게 
조절을 할때 +는 윗쪽(up)은 간섭을 주지 않고 밑
쪽(down)만 타각을 조정할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
니다. 즉 두 서버

Differential 셋팅하기:
1. Switch로 롤러를 돌려 가서 누르세요l. 오른쪽으로 돌려
On을 선택하세요.	(Differentia항상 on입니다.)	혹은 원
하시는 스위치 로 설정을 하세요.

2. 원하시는 스위치나 on으로 했으면 한번더 눌러서 저장을 하세요.

3. 원하는 체널이 퍼센테이지로 롤러를 돌려 가서
누르고 한칸씩 돌려가며 셋팅을 하세요.

4. 원하는데로 셋팅이 되었다면 한번더 눌러서 저장을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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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ail Differential (Air and Sail만 적용)
V-Tail Differential창에서는 지상에서 이 값을 증가 시키
고 감소 시킬수 있습니다. +값은 “down”값을 "up"값에
는 영향을 주지 않고 감소 기킵니다.-값은 받대로
"down"값에 영향을 주지 않고  "tp"값을 감소시킵니
다.
The V-Tail Differential menu는 aircraft타입에서 V-Tail A
혹은 V-tail B를 선택 했을때만 나타납니다.

V-Tail Differential 셋팅하기:
 1. Switch로 롤러를 돌려 가서 누르세요l. 오른쪽으로 돌려

On을 선택하세요. (Differentia항상 on입니다.) 혹은 원
하시는 스위치 로 설정을 하세요.

2. 원하시는 스위치나 on으로 했으면 한번더 눌러서 저장을 하세
요.

3. 원하는 체널이 퍼센테이지로 롤러를 돌려 가서누르고 한
칸씩 돌려가며 셋팅을 하세요.

Throttle Cut
Throttle	Cut은 모터나 엔진을 끌때 쓰는 메뉴입니다.	
Throttle	Cut	은 flight mode에 상관 없이 작동을 합니다.
스로틀 컷을 작동시키면 미리 설정해놓은 대로 스
로틀 이 이동을 합니다.(보통은 꺼집니다).	
어떤경우에는 -값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AUTION: 항상 셋팅을 바꾸고 나서는 
바꾼 셋팅이 정확하게 움직이는지 지
상에서 꼭 확인하세요.

Throttle Curve
스로틀 커브를 이용해서 엔진이나 모터의 반응을 
최적하 시킬수 있습니다.	최대로 7포인트로 셋팅
이 가능합니다.

스로틀 커브에 포인트 추가하기:
1. 포인트를 추가 하고자 하는 위치로 스틱을 움직

이세요.
2. Add Pt로 롤러를 돌려 옮긴후 누르세요.

스로틀 커브에서 포인트 제거하기 
1. 제거 하고자 하는 포인트 근처까지 스틱을 움직

이세요.

2. Remove Pt까지 커서를 옮긴후 누르면 제가가 됩니다.

만약에 스로틀 커브를 다양하게 즉 플라이트모드 별
로 쓴다면 각각의 플라이트 모드에 별도로 포인트를 
만들어 줘야합니다. 

4. 원하는데로 셋팅이 되었다면 한번더 눌러서 저장을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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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ing
Mixing은 한개의 채널을 이용해 하나 또는 두게 이상의 다른 채널을 
동시에 작동하게 해줍니다. Mixing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Mixing	한채널에서 다른 채널을 움직이게합니다.
• Mixing	자기 채널에도 적용이 됩니다.	
• 채널의 오차를 offset할수 있습니다.
• 매인트림에 두번째 트림을 연결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믹싱은  각채널에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master(매인)와  slave(따라오는)채널을 정합니다.. master값은
자기값과 slave값을 동시에 입력합니다..예를들어,	Elevator
를 움직여서 flap을 움직이고자 할때
혹은 스로틀을 올렸을때 엘레베이터가 업이 되게할때 또는 
러더를 칠때 스로틀의 출력을 올리고자 할때

•	 10	programmable	mixes
•	 Cyclic	to	Throttle	(HELI)
•	 Swashplate (HELI)
•	 Elevator	to	Flap	(ACRO)
•	 Aileron	to	Rudder	(ACRO)

•	 Rudder	to	Aileron/Elevator	(ACRO).	
•	 Aileron>Rudder (SAIL)
•	 Aileron>Flap (SAIL)
•	 Elevator>Flap (SAIL)
•	 Flap>Elevator (SAIL)

Offset
offset은 slave 채널에 중간값을 동시에 수평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Trim
I만약에 master채널의 트림을 slave채널에도 작

용하게 할려면 이 trim을 act로 바꾸세요.

왼쪽에 있는 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할수 있
습니다. 스위치 로 믹싱을 걸었다면 꼭 스위치를 움
직여서 작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수 있

습니다.

Mix를 스위치에 할당하기
mix를 스위치에 할당하기 위해서는:
1.	원하는 mix창에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2.	원하는 스위치를 움직이세요.
3.	원하는 스위치 포지션으로 롤러를 이동하세요

4.	원하는 포지션으로 커서를 이동후 롤러를 누르면 창이
채워집니다. 이렇게 채워지면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mix를 각 스위치의 포지션 별로 작동했다 안했
다 할수 있습니다. 즉 검은색은 작동, 비어있으면 미작
동 스위치의 0,1혹은 2를 각각 설정할수 있습니다.

Tip:원하는 스위치를 움직이면 자동으로 스위치를 인식합니다

CAUTION: 항상 믹싱이나 어떤 셋팅을 바꾸고 난후에는 기
체가 정확하게 움직이는지 확인하세요.

Back Mixing
Back	Mixing또한 연관된 서보들의 믹싱에도 사용됩니
다. 예를 들어2	AIL,	2	FLAP을 비행기 모드에서 선택했
다면,	slave에 다른 엘러론 서보 채널을 넣었다면
maste채널을 움직임으로서 다른 엘러론 서보를 셋
팅할수 있습니다.또한 이믹싱을 이용해 조금더 잼있
는 기능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롤을 했을때 엘레
베이터가 따로 뒤집어지게도 셋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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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r
이셋팅은 시간차에 따른 실행을 해주는것입니다.(이것-그리
고나서-저것(직역) . 두게의 다른 순서들(순서1에서 순서2)을 
두게의 다른 기능을 시간차를 두고 실행 하는 기능입니다. 
(역방향 정방향 가능). 이 기능은 Fuction List에서 스위치를 설
정할수는 창으로 나타납니다.

CAUTION: 이기능을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monitor창에서 정확하게 원하는데로 움직이는지 

확인후 실기에 적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체에 심각
한 손상이나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원하는 스위치를 지정해서 어려가지 순서들을 순서에 맞게
셋팅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어 스위치를 이용해 랭딩기
어 문을 열고, 랜딩기어 내리고,그리고 랜딩기어 문을 닫고.
반대로 랜딩기어 문열고, 랜딩기어 올리고, 문닫고.
이 기능을 주요한 플라이트 모드 듀얼레이트 믹싱 스로틀 커
브 피치커브를 작동하는 스위치로서 실행할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동을 이어 나갈때 간단히 키조작으로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순서대로 숫자를 줄여서 지정할수 있습
니다.-예를 들어 랜딩기어가 내려가면서 플라이트 모드
가 바뀔때 이때 지정된 듀얼레이트와 익스포넨셜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에 첫번째 줄을 선택하면 그래프
에서 5개의 위치에 따라 스위치를 지정해서 셋팅할수 
있으며 두번째줄은 3가지의 위치에 따라 셋팅을 할수 
있습니다. 두번째 창의 Sequence창에서 그 5단계의 숫
자의 값에 따라 반응을 보입니다. 0-4의 숫자로 롤러를 
돌려서 선택해서 원하는 기능이 실행되도록 선택합니
다. S1B(두번째줄)를 기능에 있는 스위치로 선택을 했
을때, 지정된 시간대로 3단스위치로 작동할것입니다. 
이 3단은 지정된 퍼센테이지의 움직임의 시작점으로 
작동합니다. 원하는 위치(0-2)로 롤러를 돌려 선택후 원
하는 움직임의 기능을 선택합니다. 

Sequencer SetUp
1. 첫번째 Sequencer 창에서 두개의 순서중에 먼저 

한개를 지정합니다.
2. 그러면 다른 창이 나타나는데 이때 스위치를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2단 스위치가 좋습니다.
Tip: 만약 3단 스위치를 쓰고 싶다면 0,1에 정방향의 셋팅
을 하고 2번 위치에 그 역방향을 설정할수 있습니다. 

3. 그다음줄에서 원하는 딜레이(사간차)시간을 설정합니
다.Nor을 지정하면 시간차 없이 평범하게 작동합니다. 여
기시 0초에서 30초의 시간차를 셋팅할수 있습니다.

4. 작동하고자 하는 장치의 이름을 원하는대로 지정할수 있습니다.
5. Step (S)와 Proportional를 선택해서 Sequencer를 어떻게 

실행할것인지 설정합니다.
Step:	시작하는 시점의 시간만 바꿔줍니다. 다시 말해 한
동작을 하고 나서 그다음 동작을 하기 전에 시간차를 두는
셋팅입니다.
Proportional: 이것은 각 지정된 장치와 그 장치가 시작하
는 시간차의 시간까지 비례적으로 제어 해주는 셋팅입니
다.

6. 그다음창에서는 이 움직임을 퍼센테이지별로 셋팅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과2가 곂쳐저 있는데 이때 이 위치를 3에 가깝
게 위치시키면 그 움직음은 더 발리 일어난다. 이 결과로
서 3과4의 끝과 그 사이의 시간차가 정해진다.

Testing the Sequence(테스트해보기)

이 Sequencer는 순서대로 지정된 채널에 대해 반응을 결정
한다.

스크린에서 어떻게 채널 상호간에 작용하는지 참고하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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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Test
이메뉴는 출력을 약하게 해줍니다. 이기능은 송신기
가 정확하게 송신을 하는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기능을 이용해서 매 비행마다 송신기의 전파가 재
대로 나가는지 확인 할수 있습니다.

Range Test하기:
1. 매인창이나 텔레메터리 창에서 롤러를 누르

면  아래의 창에 여러게의 매뉴가 나옵니다.

2. 롤러를 돌러 range test창으로 이동합니다.그리
고 롤러를 눌러 range test를 실행합니다.

3. Range Test창이 나타나면, trainer button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크린에 Reduced Power가 나타납니다. 이메뉴
는 송신기의 출력을 줄여서 멀리 가지 않고도 거리
테스트를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4. trainer button을 다시 놓으면 송신기의 전파는 원래
의 전파세기로 송신을 합니다.

IMPORTANT: Telemetry경고음은 이 모드에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송신거리 테스트하기
1. 기체를 잘 고정 해놓고 약 30미터 거리로 이

동합니다.
2. 기체가 놓여져 있는 곳으로 향해서 range test창

을 실행하고 trainer 스위치를 누르면 송신파워가
감소합니다.

3.	Range Test mode에서도 이거리에서 모든 조종이
가능합니다..

4. 만약 이거리에서 테스트가 실패하거나 송수신이
되지 않을때는 저희 용산알씨로 문의 바랍니다.

5. 텔레메터리 모듈을 활성화 하고 range test를
하면 flight log data가 매인창에 나타납니다.

Timer
이기능은 매인창에서 비행시간을 멈추고 줄어들게 
해줍니다. 지정된 시간이 되면 경고음이나 경고 맨트
가 나옵니다. 이 기능은 지정된 스위치를 이용하거나 
자동으로 지정된 포이션 이상 스로틀 스틱을 올리면
시간이 가도록 할수 있습니다.  내부 타이머는 특정 
지정된 기체의 전원이 들어 온 시간을 나타내며 또한 
전체 송신기가 켜저 있던 시간을 나타낼수도 있습니
다.

Telemetry
Telemetry기능은 시스템셋업창과 펑션리스트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송신기와 수신기전원을 다 끄신후에 다시 켜면  , 텔
레메터리 데이타를 리셋하실수 있습니다.CLEAR 버턴
을 누르면 최소/최대값을 리셋하실수 있습니다.
절대로 기체의 전원을 켜놓은 상태에서는 리셋을 하
지 마세요.만약에 그렇게 하면 송수신이 잠시 중단되
어 기체가 정지(hold)상태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System Sounds
System Sounds로 이동해서 롤러를 눌러서 소리를 켜
고(Active), 끌수있습니다(Inhibit).

Volume 조정하기 

Volume조정은 매인 창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volume 조정하기:
1.	BACK을 누릅니다.
2. 롤러를 왼쪽,오른쪽으로 돌리면 소리를 조정할수 있습니다..
3. 원하시는 볼륨이 되면 로러를ㄹ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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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 Voice Setup
이기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스위치나 상태에 원하는 
경고음을 설정할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 새로운 경
고음이나 명령어를 넣기 위해서는Custom	Voice	Setup	
function으로 들어가서 롤러로 Add New Sound Event를 누
릅니다. Switch	Change	Report 	또는 Stepping	Events를 누르
면 아래의 셋팅을 하실수 있습니다..

Switch Change Report
이기능은 지정된 스위치를 작동했을때 현재 텔레메터리 를 
읽어주거나 혹은 지정된 스위치를 작동했을때 원하는 음성
(비행상태등)을 읽어 줍니다.예를 들어 3d mode, samrt 
mode등 특정음성을 지정할수 있습니다.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실행후 롤러를 돌려 원하는 모드에 원하는 음성
을 롤러를 돌려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Stepping Events
Stepping Events는 지정한 순서대로 경고음이나 소리를 
키를 왔다 갔다 할때 순서대로 나오게 하는 기능입
니다. 먼저 스위치를 원하는 스위치를 움직여 인식을 
시킵니다.	Auto-Cycle은 지정된 순서를 계속 돌게하고 
(active) 한번에 끝낼(inhibit)수도 있습니다. 
inhibut를 설정을 하면 지정한 순서가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 가지 않습니다. Active로 놓으면 지정
한 순서가 끝나도 계속적으로 마지막에서 다시 처음 
지정한 곳으로 돌아와서 순환합니다.step은 0개에
서 16개 까지 지정할수 있습니다. 지정한 스위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정한 경고음및 플라이트 모드를 
음성으로 지원할수 있습니다.

System Setup
이 메뉴를 누르면 송신기를 끄지 않고 system setup
으로 들어 갈수 있습니다. 	Caution창이 나타나며 여기
서 yes를 누르면 조종기는 더이상 전파를 쏘지 않으
므로 반드시 기체에서 수신기 전원을 끄시기 바랍니
다.만약 기체의 전원이 연결 되어있다면 반드시 NO 
를 누르고 기체의 전원을 분리후 다시 실행하세요.만
약에  YES 나  NO를 10초 안에 누르지 않으면 다시 매
인 화면으로 돌아 갑니다.

WARNING: Do not press YES unless the model is turned 
off or the model is secured. 

Monitor
이기능은 주로 송신기의 상태를 나타내며 즉 현재 
입력되고 출력 되는 값을 확인 할수 있는 창입니다.
한번씩 확인해서 중립값이 틀어 졌을때 꼭 칼리브
레이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체가입력한대
로 제대로 움직이는지확인할때 아주 유용한 기능입
니다. 예. 믹싱기능을 이용해서 기체를 움직이기전
에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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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craft Type 
이메뉴를 이용해서 기체의 유형에 맞는 날개타입을 
지정해주세요.

spektrumrc.com에서 업데이트를 확인하시고 등록후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 두개 이상의 엘러론 타입을 지정햇을때 differential메뉴가 나타납니다.
** “V-Tail A” 와  “V-Tail B” f기능은 서보의 리버싱(반대로)을 지원합니다. 만약V-Tail A  

을 선택했는데 반대로움직인다면 V-Tail B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Gyro메뉴는  Function List에서 활성화 시킬수 있습니다.
†Pitch메뉴도 Function List에서 활성화 시키고 . Pitch Curve를 
활성화 시키면 gyro gain운 한개만 실행시킬수 있습니
다.

•	 Normal 
•	 Flaperon*
•	 Dual Aileron*
•	 Flaperon*
•	 1 Aileron 1 Flap*
•	 1 Aileron 2 Flaps*
•	 2 Ailerons 1 Flap*
•	 2 Ailerons 2 Flaps*
•	 Elevon A*
•	 Elevon B*
•	 4 Aileron*

먼저 주익과 꼬리날개의 유형을 설정후 나머지 셋팅을 하세요.      
Wing Tail 

•	 Normal
•	 V-Tail A**
•	 V-Tail B**
•	 Dual Elevator
•	 Dual Rudder
•	 Dual Rudder/Elevator

NEXT screen
•	 Gyro 1#

•	 Gyro 2#

•	 Gyro 3#

•	 Pitch	Curve†

A AUX1 servo port (left aileron)
B AILE servo port (right aileron)
C ELEV servo port (left V-tail)
D RUDD servo port (right V-tail)
E AILE servo port (left aileron)
F ELEV servo port (right aileron)

추천 Servo장착위치

A

DC

DC

F

F

E

E

B

A B

Dual Aileron Wing
Type Connection

A

DC

DC

F

F

E

E

B

A B

Elevon Wing Type
Connection

A

DC

DC

F

F

E

E

B

A B

V-Tail Type
Connection

ACRO (비행기)

Acro Model Type 

주의: 꼭 기체의 매뉴얼을 꼭 참고 하세요. 

CAUTION:항상 송신기를 셋팅했을때 꼭 정확하게 원하는데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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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on Servo Control
fodelta wing에서 서보 리버싱 가능한 리스트 입니다.

Tip: 위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용후 지상에서 테스
트를 했을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System 
menu에서  다음과 같이 바꾸세요 Elevon-A 를 Elevon-B.

Aileron Elevator
Normal Reverse

Normal Normal

Reverse Reverse

Reverse Normal Right
Rudder

Left
Rudder

Up
Elevator

Down
Elevator

Left
Aileron

Right
Aileron

Flap System
The Flap System menu는 엘레베이터 믹싱뿐만 아니라 플랩을 셋
팅할수 있게 해줍니다.wing type메뉴에서 플랩메뉴를 활성화
하지 않으면 플랩 셋팅메뉴가 나타 나질 않습니다.

Flap Systemg활성화 하기:
1. System Setup list에 들어가서 Aircraft Type을 선택을 합니다.

2.	Wing type에서 원하는 플랩을 설정후 빠져 나갑니다.

3. Main Screen로 나가서 Function List에  Flap System으로

들어 갑니다..
4. Inhibit을 원하는 스위치로 롤러를 돌려 설장하시면

됩니다.

5.	원하는 양의 플랩의 타각을 조정합니다.

6.  만약 플랩의 속도를  줄려면  Flap speed를 선택 하세요. 지
연 속도는 0.1초에서 30초까지 설정가능

 
 

ACRO Mixing
Rudder to Aileron/Elevator
Rudder	to	Aileron/Elevator	mixing은 나이프 엣지기동을 할때 수
정을 해가면서 믹싱을 걸면서 셋팅을 하게 해줍니다.

•	기체가 나이프 엣지 기동중에 기체가 엘레베이터 축으로
흐르면 이때 Elevator	mixing을 손보시면 됩니다.

•	기체가 나이프 엣지 기동중에 엘레베이터 롤축으로 흐르면
Aileron	mixing을 손보시면 됩니다.

Aileron to Rudder
이믹싱은 특히 고익기에서 러더 축의 버릇을 잡기 위해 
쓰는 믹싱입니다.

Elevator to Flap
이기능은 엘레베이터 스틱을 움직였을때 플랩을 연동하게 
해주는 기입니다,. 
Elevator to Flap믹싱을 이용해서 3D아크로베틱기에
spoileron기능에 추가하면 됩니다. 이 믹싱은 윙타입에서 
Flap과 dual alieron타입을 설정했을때 작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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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자이로 기능
4개의 모드(창)에서 7개의 포인트 별로 셋팅이 가능
하고 스틱이 중간에서 멀어 질때 자이로 감도를 줄여
줄수 있게 해줍니다.

자이로 창 불러 오기

1. 시스템 셋업창에서 Aircraft Type으로 롤러를 이동합니다.
2. Aircraft Type창에서 오른쪽 밑에 있는 NEXT를 누

릅니다. 그러면 옵션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원하는 자이로 타입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Function List에 자이로창이 나타납니다.

자이로 커브 설정하기:
1. Fuction list에서 Gyro 1, Gyro 2 or Gyro 3를 불러냅니다.

2. 여기서 자이로 타입을 헬기인지 비행기인지를 설정합니다.
3. 자이로 게인값을 트림레버나 어떤 스위치로 자이로 창으로

가지않고 설정하고자하면 R. Knob, L Lever, R Lever, L TrimA, 
and R Trim중에서 하나를 설정합니다.. 

4. Inh > Inh창으로 이동합니다. 
a. 첫번째 inh창을 선택해서 자이로 입력 채널을 설장합

니다.
예를 들어 자이로가 엘러론에 달려있거나 작동을 한
다면 Ail를 선택합니다.

b. 두번째 inh를 선택해서 출력되는 채널을 지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Gear 채널

5.	수정하거나 셋팅을 원하는 커브창을 선택합니다.
6. 원하는 만큼의 값을 각 포인트 별로 입력합니다.
7. 자이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스위치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까만색이 활성화 한다는 표시입니다.

Pitch Curve의 기능
비행기(Acro)모드에서 가변피치 프로펠러를 사용하기 위해 
이 기능이 있습니다. 각 컨디션 별로 4가지의 커브를 7개의 
포인트로 설정이 가능하며, 이 4가지의 모드는 원하는 스위
치, Knob나 스틱 포지션에 따라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커브
값은 스로틀 스틱에 연동되어 움직입니다.

Pitch Curve창 불러 오기:
1. System setup창에서 Aircraft Type을 선택합니다.
2. 이 창에서 오른쪽 하단의 NEXT를 누릅니다.그러면

Aircraft option창이 나타나며 Picth curve기능을 활성화하면 
Function List에 나타납니다.

3.	위에서 말했듯이 Pitch Curve창을 활성화 하고 나서
Channel	Assignment 창에서 피치커브 쓸 채널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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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sh Type
스와시 타입 메뉴는 자신의 헬기의 스와시 타입을 설정
합니다.
단 위에서 말했듯이 3축 자이로에서 1축 90도를 원하면 
90도를 설정해야함.
주의: 아무리 스와시가 120도 차입이지만 자이로에서 90
도를 원하는 자이로도 있고
120도를 원하는 자이로가 있음. 
제일 처음에 셋팅을 할때 이 스와시타입을 설정하지 않
고 셋팅하고 다시 스와시 타입을 바꾸면 셋팅이 없어지
거나 변합니다 

Collective Type
이 셋팅은 3축 자이로에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일반 플라이바 90도 스와시타입의 셋팅시 피치가 역델타 방
식일때 즉 스로틀을 올리면 피치가 내려 가면서 +피치가 되
고 올라가면서 -피치가 될때 이 타입을 설정하면 모든 셋팅을 
리버스를 안하고 쉽게 셋팅해주는 기능입니다. 
3축 자이로에 따라  건너뛰어도 될수 있습니다.

Pitch Curve
5 flight mode를 설정할수 있습니다. 예, 호버링, 아
이들업1, 아이들업2, 아이들3업, 홀드. 
Pitch Curve 셋팅하기:
1.	원하는 창을 선택합니다.	(N,	1,	2).
2. 선택후 롤러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커브를 설정할수 있는

숫자로 이동을 하며 이때 원하는 위치에서 롤를 누르고 수
정후 다시 누르면 다름 숫자로 이동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다하고 다른 모드를 설정하고자하면 롤러를 왼쪽으
로 돌려 다시 모드를 선택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설정합니
다.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Back버튼을 누르면 다시 Function
List로 나갈수 있습니다.

.

3. 

HELI (HELICOPTER)

Heli Model Type 

주의: 자신의 헬기에 쓸 자이로와 거버너메뉴얼에 따라 셋팅시 참고 하세요.

경고: 항상 처음에 셋팅을 하거나 수정하고 나서 비행하기전에 셋팅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꼭 지상에서 테스트후 비행하시요.

주의 : 헬기를 셋팅하기 전에 제일 먼저 Type을 헬기로 셋팅 하고 나서 해야하며 Type을 바꾸면 모든 셋팅은 리셋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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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shplate
이메뉴에서는 아래의 셋팅을 할수 잇습니다:
•	 Swashplate	Mix
•	 Exponential
•	 E-Ring
•	 Elevator	Compensation(피치를 주었을때 엘레베이터 보상)

이기능도 플라이바타입에서만 적용이 되는것입니다.
3축자이로를 쓰는 헬기에서 이 기능은 자이로에서 셋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컬렉티브 피치 타입을 설정후 스로틀을 올렸을때 스와
시가 정확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지 확인후 필요하면 서
보 셋업에서 리버스를 해줍니다.

스와시가 똑바로 위로 올라가고내려갈때:
1.	엘러론이나 엘레베이터가 반대로 움직이면 +,-값을 조

정하면 스와시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예 60일때 반대로
움직이면 -60으로 설정하면 그 반대로 움직입니다다.

2.	마찬가지로 스로틀을 올렸을때피치가 반대로 움직이면
똑같이 +,-값을 바꿔 줍니다.

항상 일반적인 로터리 써보(가장 일반적인 서보혼이 달려서
돌아가는 타입)를 쓸때에는 Expo를 활성화 해줘야합니다.
그래야 서보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활성화 하지
않으면 서보의 움직임의 총타각을 줄여서 스와시 커브의 설
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주의: linear	servo(예 Ncpx에 달려있는 서보)에서는 쓰지 말것.

Electronic E-Ring
이기능은 서보의 프로그램되어 있는 타각이상 스와시 믹싱
값이 넘기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Gyro
이메뉴는 플라이트 모드에 따라 혹은 지정된 스위치에 따
라 독립적으로 자이로 감도를 설정하게 해줍니다.
수신기에서 자이로 게인을 컨트롤 할체널을 지정하고 그 
값을 독립적으로 셋팅할 스위치를 지정해줍니다.
또한 스위치의 설정에 따라 1개에서 5개의 값을 설정할수 
있습니다. 단 자이로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 하세요.

Governor
이기능은 헬리콥터의 매인 로터회전수를 제어 해주는 기능
인데 분명 엔진기에는 거버너 센서와 거버너가 달려 있어야
하며, 전동기는 변속기에따라 변속기에서 설정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라이트 모드나 스위치에 따라 설정을
달리 할수 있습니다. 0.5% 단위로 셋팅이 가능함.

Governor셋팅하기:
1. Governor menu창을 불러 냅니다.

2. 원하는 스위치를 설정합니다.

3. 원하는 창(모드)로 커서를 옮겨 롤러를 누르고 원하는 값만큼
셋팅하고 다시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IMPORTANT: 창에 나타난 모든 값은 수정이 됩니
다. 이때  0%	는 대부분의 거버너에서 	1.5	ms	혹은
OFF(꺼짐)을 나타냅니다.	꼭 모든 모드별 셋팅을
마무리하세요.

4. Governor체널을 지정합니다. Governor와 Gyro는 반드시 별개
의 체널을 사용해야합니다 . 대부분 AUX2채널을 씁니
다.

5. Governor를 설정할 스위치를 지정합니다.
6. 셋팅이 끝나고 빠저 나가기우해서는 BACK버튼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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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ing 
Cyclic to Throttle
이기능은 기계적으로 엘러론,엘레베이터, 러더키를 쳤을
때 오는 피치으 변화로 로터 알피엠이 죽는 것을 프로그램
으로 보정해주는 기능입니다. 단 지정된 스로틀 범위를 벗
어나서 서보가 과도하게 움직이는것을 막아줍니다.

IMPORT        :거버너 모드를쓸때에는 절대로 이기능을 쓰지 마시요.	

정확하게 셋팅이 된지 알아 보기 위해서 아이들 없을 켠 
상태에서 엘러론,엘레베이터,러더키를 쳤을때 스로틀 서
보의 움직이며 늘어 나야 합니다. 반대로 움직이면 다시 
반대로 셋팅하세요.

Swashplate
이기능은 비행중 엘러론을 첬을때 엘레베이터 쪽이 움직이
거나 엘레베이터를 쳤을때 엘러론이 움직이면  여기를 셋
팅을하여서 최소한의 간섭이 생기게 해줍니다.

Tail Curve 
이기능은 테일락(헤딩락)자이로를 쓰지 않을때 
피치가 들어 가면서 오는 반토크를 프로그램으로 
보정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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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lplane Type 
Sailplane Type창에서 자기의 기체에 맞는 윙과 테일타입을 
설정하세요. 송신기 상의 도표와 셋업 이름이 송신기에서 
셋팅할수 있는것을 보여줍니다.

spektrumrc.com 에서 등록후 업데이트를
하면 더많은 종류가 나타납니다. 

* Differential menu option에서 다양한 엘러론 타입을 설정할수 있습니다.
** “V-Tail A” 와 “V-Tail B” 는 반대로 움직인다. 만약 V-Tail A 가 반대로 움직이면

V-Tail B로 해보세요.

Camber Preset
Camber	Preset은 2,4개의 엘러론 타입에서만 설정이 가능합
니다.	The	Camber	Preset기능은 ailerons, flaps, wing tips and 
elevator를 각 플라이트 모드에 맞는 정확한 위치를 셋팅하
게 해줍니다.

플라이트 모드를 설정하지 않으면 한개의 프리셋이 
모든 비행에 간섭을 합니다.

Camber	Preset	Speed는 플라이트 모드를 변경할때 마다 
윙의 표면을 시간대별로 조정할수 있게 해주는데 최
대 시간은 30초입니다.

Camber	Preset값을 원하는 플라이트 모드에 맞게 설정
합니다.

Wing
•	 1 Servo
•	 2 Aileron*
•	 2 Aileron 1 Flap*
•	 2 Aileron 2 Flap*
•	 4 Aileron 2 Flap*

Tail
•	 Normal
•	 V-Tail A**
•	 V-Tail B**

Motor
•	 Inhibit
•	 Assign to a Switch (optional)

SAIL (SAILPLANE)

Sailplane Model Type

NOTICE: 여기를 셋팅하기전에 자기 자신의 기체의 매뉴얼을 참고 하시요.

CAUTION: 항상 처음에 셋팅을 하거나 수정하고 나서 비행하기전에 셋팅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꼭 지상에서 테스트후 비행하시요

Camber System
Camber Preset은 2,4개의 엘러론 타입에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The	Camber	System는 비행중에 조절할수 있으
며 또한 브레이킹을 걸대도 쓰입니다. 대부분 Crow나 
Butterfly연기시 많이 사용됩니다. Camber System은 각 비행모
드에 따라 개별적인 스위치를 지정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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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leron to Rudder
이믹싱은 비행기가 턴을할때 엘러론을 치면 러더를 연동하
게 해주는 기능이며 즉 왼쪽 엘러론을 쳤을때 왼쪽 러더를 믹
싱을 걸어서 부드러운 턴을 만들때 쓰면 좋습니다. 어떤 스위
치의 플라이트 모드에서 보조(하위)스위치를 지정해서 그 스
위치의 포지션별로 3가지 모드를 더 설정할수 있습니다. 즉 
총 3가지 플라이트 모드에서 하위 각 3가지씩 9가지의 플라
이트 모드를 설정할수 있습니다.

Aileron to Flap
이기능은 플랩을 엘러론과 같이 연동해서 마치 플랩을 걸었을
때 플랩만 건게 아니라 플랩의 각도가 엘러론의 타면과 연동
이 되어서 플랩각도도 엘러론과 같이 플랩이 걸린 상태에서 
엘러론 타면처럼 움직여 줍니다. 

Elevator to Flap
이 기능을 쓰면 양력이 더 발생해서 타이트한 턴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엘레베이터를 쳤을때 마치 플랩처럼 작동을 합니
다.여기서 켐버라는것은 기울기를 말하는대 윙의 기울기가 
증대하여 양력을 더 발생해주는 이치입니다. 옵셋값은 스냅
플랩(빠르게 플랩얼 첬다빼는플랩)을 쓸수있게 해줍니다.  
스냅플랩을 쓰기 위해서는 옵셋값이 최대치에 다달았을때 
나타나는데 특정적으로 옵셋값이 70% up값이 들어가면 플
랩은 Down플랩의 70%값을 넘어서 나옵니다. 이 기능은 빠
른 턴이나 짧은 턴을 할때 많이 쓰입니다.

Flap to Elevator
이기능은 플랩을 주었을때 머리를 드는 경향을 조절하기 위
해 쓰는것인데 보통 Crow연기나 Butterfly연기를 할때 많이 쓰
입니다. 이믹싱은 일반적으로 Camber System과 쓰입니다. 이 
믹싱에서 커브로 조절이 되는데 처음에는 엘레베이터 다운으
로 20%까지 먹고 그다음 40%까지 조절이 되며 즉 60%까지 조
절이 되지만 그다음부터 60%부터 100%까지는 플랩의 타각의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ailerons/tips/flapssail이 있는 sailplane에서는 꼭 적당한
sailplane Type을 설정해야 RAIL과 ALIL이 송신기에 나타나
게 할수있다. AIL > RAIL mix를 생성함으로서 tip ailerons에
서 타각(Travel)을 늘리거나 줄일수 있습니다..	

SAIL Mixing
이 믹싱기능에서는 특별하게 믹싱이 필요하지 않다면 쓰지 않을수도 있고 각기 다른 플라이트 모드에서 그 값을 다양하게 입
력할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방향과 그 양을 주익(타면)에 따라 보조익(타면)의 각도도 설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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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틀 깔깔이 조절하기
1.그림에서 보이는 덮게를 제거합니다.
2.작은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송신기의 바깥에

있는 나사를조으거나 풀어서 그 마찰세기를 조절
합니다.

3.원하는 만큼 조절이 되었으면 덮게를 다시 덮습니
다.

C스틱 길이 조절하기 

2mm렌치를 이용해서 스틱 가운데 번데기 나사를 풀어냅
니다.
그리고 원하는 길이 만큼 스틱을 돌려서 안으로밀어 넣고
다시 
번데기 나사를 조음니다. 단 스틱이 길이가 길다고 생각 
되면 짧은 옵션 스틱으로 교체를 합니다.

스틱 장력 조절하기
스틱의 장력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송신기의 뒷쪽의 구멍의
나사를 통해 조절한다.
1. 뒷편을 고무 그립을 위에서부터 벗겨 내어 조절할수 있는 

나사 구멍이 보이기 한다. 이때 그립 전부를 다 땔필요는 
없다.

2. 화살표가 위아래로 되어 있는것이 스틱으 움직임에 대한 
장력을 조절하는 나사이다 이때 필립처럼 작은 드라이버
로 조금씩 돌려서 그 장력을 조절합니다.

NOTICE: 드라이버를 조금씩 돌려가며 스틱의 장력을 항상 
체크하면서 돌리며, 이때 너무 많이 조으면 장력이 쌔지고 
이때 스프링이 끊어 질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많이 풀면 스
프링이 걸고리에서 빠져 기판에 다아 쇼트가나서 송신기가 
망가질수 있습니다.

CAUTION: 항상 송신기의 전원을 끄거나 배터리를 빼고 
나서 이 작업을 시행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송신기가 고
장이 날수 있습니다. 

스로틀 마찰세기 조절하기

1. 그림에서 보이는 덮게를 제거합니다.
2. 작은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송신기의 안쪽

(가운데쪽)에 있는 나사를조으거나 풀어서 그
마찰세기를 조절합니다.

3. 원하는 만큼 조절이 되었으면 덮게를 다시 덮습니다.

CAUTION: 항상 송신기의 전원을 끄거나 배터리를 빼고 
나서 이 작업을 시행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송신기가 고
장이 날수 있습니다.  

Function

1 김벌 장력 조절 구멍

2 스로틀 마찰세기 조절 덮게 

3 모드 전환 구멍 

1

1

2

3



43스펙트럼DX9 • 한글 설명서

EN

문제점 가능한 소견 해결책

초기에 바인딩이 안될때

바인딩시 기체와 너무가깝다
바인딩을 너무 빨리 시작 했다.

기체와 1m정도 떨어져서 해본다. 그
리고 수신기가 바인딩 모드로 들어
가고 5초있다가 해본다.

송신기나 기체가 큰 쇠붙이 근처에 있
다

쇠붙이가 없는 곳에서 바인딩일 실시
한다.

바인딩 플러그가 고장났거나 바인
딩 채널에 꼽혀져있지 않다.

다른 바인딩 플러그를 이용하던지
다시한번더 바인딩 포트를 확인한다.

수신기 배터리나 송신기 배터리가 너
무 약하다. 배터리를 교환하거나 다시 충전한다

송신기와 기체가 연
결(수신)이 안될때

송신기와 수신기를 켤때 너무 가까이
있다

송신기를 켠상태에서 기ㅔ와 약간
더 떨어진다. 
그리고 기체의 전원을 다시 켠다.

송신기나 기체가 큰 쇠붙이 근처에 있
다

송신기와 기체를 쇠붙이에서 멀리 떨
어져서 켠다.

바인딩후 바인딩플러그를 빼지 않았다. 바인딩을 다시 하고 바인딩후 플러
그를 빼고 다시 전원을 넣는다.

설정한 모델이 맞지 않는다. 설정한 모델이 맞는지 확인한다 동일한
모델이 있는지 확인한다.

수신기 배터리나 송신기 배터리가 너
무 약하다. 배터리를 교환하거나 다시 충전한다

전파의 종류(DSMX,DSM2)가 잘못 바인
딩되었다. 다시 바인딩한다.

수신기가 망가졌거나 안테나가 망가졌다. 다른 수신기에 바인딩해본다.

거리가 얼마 안가서 페일세
이프가 작동한다.

안테나가 끊어졌는지, 손상이갔는지 
확인한다.

안테나를 교체하거나 용산알씨 써비스
센터로 보낸다.

수신기와 위성수신기의 위치가 너무 가깝다. 수신기와 위성수신기의 거리를 적어도
51mm이상 떨어트려 장착한다.

작동중에 수신기가 꺼
진다.

수신기 배터리가 약하다. Completely	recharge	flight	battery

배터리와 수신기사이의 전선이 끊어 졌
거나 손상되었다.

배터리와 수신기사이의 전선을 살펴
보고 전선이나 커낵터를 교환한다.

수신기가 바인딩 끊어졌다. 송신기의 전원을 켜기 전에 바인딩 버튼을 누르고 켰다. 바인딩 절차에 맞게 다시 바인딩한다.

수신기가 천천히 깜빡거
린다.	(DSM2만 해당)

비행동안 수신기 배터리가 떨어졌다. 배터리 볼트,잔량을 확인한다.
전원을 껏다 켤때 수신기만 껏다 켜고 
수신기를 껏다 안켰다.

수신기를 껏다 켤때 꼭 송신기
도 껏다 켠다.

Flight log register를 봤을때 원
하지 않는 신호가 끊어지고 홀
드되고 약해지며 기체가 이상
하게 반등한다.

수신 신호가 약하다.
Reposition remote receivers for improved RF 
signal path diversity

전자 장비 의 문제 
서보나 모터의 변속기를 분리후 확인해본
다. 다른 장비를 달아서 테스트 해본다.

수신신기 전원이 약하다.

수신기 전원이 떨어지는 정도를 확인
후 배터리 용량을 늘리거나
BEC(Regulator)의 용량을 늘린다. 
즉 기체의 장비가 원하는 용량의 전원
을 확인하고 맞는 장비를 쓴다.

문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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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무상 서비스 대상
Horizon Hobby 와 용산알씨는 제품의 최초 구매자의 그 제품에 대해서 서비스가 지원되며 자재불량과 기술적 불량에 대해 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예 

외부의 손상, 오용,  남용(과도한 사용), 부주의, 상업적 사용 혹은 정확하지 않는 사용, 장착, 운영, 유지, 어떤 부품의 개조, 호라이
죤이나 용산알씨에서 인정하지 서비스 센터나 사람에게 서비스 받은 제품, 호라이죤에서 공식으로 지정되지 않은 딜러나 판매
처를 통해 구입한 제품, 국내에서는 용산알씨인증스티커가 붙어 있지않고 용산알씨와 협력업체에서 배포하지 않은 제품.
이하 모든 호라이죤하비 본사에서 정한 정책에 따름. 

WARRANTY SERVICES(사후관리 서비스)
질문과 지원 그리고 수리
각 협력업체에서는 수리를 진행할수 없으며 진행해도 안됩니다. 모든 고장은 저희 용산알씨나 미국 호라이죤 하
비서비스 센터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택배 배송은 구입하신 협력업체로 보내셔도 되고 저흐 본사 용산알씨로 
보내셔도 됩니다. 보내실때는 선불배송을 원칙으로 하며 받으실때는 저희 용산알씨가 부담합니다.
송신기에 관한 질문은 저희 용산알씨 홈페이지 www.buyrc.co.kr의 고객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02-711-0922 (내선 
15번)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수리는 국내 정식 수입제품은 최단 3일 최장 1주일이내에 모
든 수리와 테스트를 거쳐 협력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됩니다. 

NOTICE: 절대로 미국 본사로 바로 보낼시 송신기으 리튬폴리머 배터리는 빼고 보내시길바랍니다.

Warranty Requirements(무상수리 요구사항)
무상수리는 최초 구매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무상서비스 기간 1년을 검증할수 있게 해야한다. 물론 무상 서비스 조건에 해당해
야 한다. 수리나 교체는 호라이죤 하비 한국 공식딜러인 용산알씨의 제량에 따라 수리또는 부품자체를 교체가 정해질수 있다.

Non-Warranty Service(유상수리)

무상 수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때, 구매한 기간의 1년이 넘었을때, 구매일을 증명하지 못할때,유상으로 처리되지만 수리비용이 
인터넷 판매가의 50%를 초과 하지 않습니다.고장의 원인과 증상을 적어서 동봉하여 저희 용산알씨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
실때는 택배 선불 배송으로 하시면 받으실때는 수리비 결제가 끝나고 나서 입금 확인후 선불 배송으로 갑니다.

1년 무상 서비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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