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매뉴얼



1.  처음사용자는반드시아래의내용을숙지하여안전사고를예방하여주십시오. 

● 사용자가음주를했을경우비행을금지합니다. 

● 외부날씨가좋지않을때, 비가오거나바람이강하게불때, 어두울때등

비행을금지합니다. 

● 고압전선, 송전탑, 비행금지구역, 사유지등장소에서비행을금지합니다. 

● 공항인근, 혹은기타비행구역등에서의비행을금지합니다. 

● 비행전모든구성품들의작동상태를확인후정상상태인지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비행후조종기의전원을끄기전에반드시먼저수신기쪽전원을차단해

주셔야기체의오작동을사전에방지할수있습니다.

2.  배터리안내

● ST12 조종기는Li-ion18650 2000mAh 배터리2개또는 Li-Po 2셀 3400mAh 

배터리를사용합니다. 

● 다른종류의배터리를사용할경우조종기에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사용전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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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스펙

● 송신기

- 모델명 : ST12 

- 채널 : 16채널

- 조종모드 : MODE-1, MODE-2, MODE-3, MODE-4

- 작동전압: 3.5V-13V

- 전류: 260-400mA 

- 호환기체 : 헬리콥터, 비행기, 멀티콥터 ,자동차, 배, 로봇

- 해상도 : 풀채널 4096 

- 주파수 : 2.4GHz （양방향）

- 저장모델 : 30개

- 프로그래밍 : 5그룹믹스컨트롤

- 언어 : 한글, 영어

- 업그레이드 : USB 온라인업그레이드

- 디스플레이 : 3.5인치 480x320 TFT컬러

- 보이스 : 음성안내지원

- 서보: 180/270도서보지원

- 무선신호카피 : 모델데이터

● 수신기

- 모델명 : RF209S

- 주파수: 2.4GHz 

- 작동전압: 3.5V-13V 

- 전류: 95mA 

- 호환기체 : 헬리콥터, 비행기, 멀티콥터 , 자동차, 배, 로봇

- 자동차, 배, 로봇

- 해상도 : 4096 

- W.BUS : 호환가능

- W.BUS2: 리모트센서입력

- 2Way전송: 지원

- 페일세이프:지원

- 업그레이드 : 온라인업그레이드릴레이비행 : 지원

- 서보: 180/270도서보지원

- 포트세팅:지원

- 외부전원보호 : DC  0-96V



2. 구성품

3. 조종기위치별명칭및기능

④사용자
퀵메뉴얼

①
조종기

②
수신기

③
목걸이



4. 조종기메인인터페이스

1. 조종기모델

2. 로고, 메인메뉴진입

3. 타이머

4. 리턴데이터（수신기전압）

5. 리턴데이터（외부배터리）

6. 모델작동시간, 스위치모델, 홀딩, 리셋섯다운

7. 트림모니터, 디스플레이트리밍

8. 홈2키 : 홈인터페이스2 

9. 모델이름 : 모델선택인터페이스

10. 모델타입 : 모텔타입인터페이스

11. 타이머2 

12. 사용자명

13. 트림데이터표시, 트림액션표시

14. 조종기전압

15. 수신기신호

16. 비행모드

17. 트레이너모드（트레이너,시뮬레이터,학생）

18. 락（나가기）

19. 홈1 인터페이스

20. 리턴데이터（수신기전압）

21. 타이머 1 

22. 타이머 2 

23. 리턴데이터（확장배터리전압）



5. 인터페이스와부저경고

①저전압경고

송신기의전원을인가하였을때 송신기배터리의전압이설정값보다낮아지면, 

부저알람과화면상경고인터페이스가출력됩니다. 

사용을하려면 Yes, 전원을끄려면 No 를눌러주십시오. 

사용중전압이낮아졌다면부저알람이울리며, 오른쪽상단구석에전압표기가

점멸됩니다.

②스로틀스틱포지션경고

전원인가시경고인터페이스가출력되며, 확인버튼을누르거나, 스로틀스틱을

아래쪽으로내려주십시오. 

정상적으로부팅이진행됩니다. 

（부트경고설정은시스템세팅 -경고에서가능합니다.）

③전원끌때인터페이스알람

텔레메트리가작동하면수신기는조종기가종료됐을때통신가능여부를

감지하며,  통신이종료된것을확인하면인터페이스에출력됩니다. 

④연결

연결이끝나면부저알람이한번울립니다. 연결시간이초과하면부저알람이

울리며자동적으로연결상태에서나가게됩니다. 

⑤트림알람

트림이중간지점, 끝지점에도달하게되면음성안내가출력됩니다. 



6. 송수신기연결(바인딩)

● 연결방법

①수신기에전원을인가한후 SET키를약 3초간누르고있으면오렌지색불빛이

점멸합니다. 

②조종기의시작버튼을눌러연결하십시오.（연결세팅-연결 - 시작）

③정상적으로연결이성공하면조종기의 RF 불빛이점등되며, 수신기는

WBUS(SBUS)일땐초록불빛이, PPM 모드일땐파란불빛이, PWM 모드일땐보라색

불빛이점등됩니다. 

7. 스틱모드변경

메뉴 –시스템세팅 –스틱모드에서모드를간편하게변경할수있습니다.

ST12는 MODE 1, MODE 2, MODE 3, MODE 4. 총 4가지의모드를지원합니다.



8. 수신기 LED 설명

9. 수신기인터페이스



부록 – ST12를이용한 CERES 16H 운용법

1) 조종기키기능설명



부록 – ST12를이용한 CERES 16H 운용법

2) 비행 (조종) 방법

- 모드별조종방법



부록 – ST12를이용한 CERES 16H 운용법

3) 기체시동과정지



부록 – ST12를이용한 CERES 16H 운용법

4) 비행모드및백홈기능



부록 – ST12를이용한 CERES 16H 운용법



부록 – ST12를이용한 CERES 16H 운용법

5) 약재살포기능

펌프제어기능키입니다. 작동시두개의펌프가작동하며약재통에들어있는약재가

분사됩니다. 

CERES 16H는 16L의농약을담을수있는농약통에총 4개의노즐과 8개의분사구를

이용해농약을살포할수있습니다.  약 2~3m 높이에서비행시약 5m 의살포폭을

기록합니다.

SF 키
살포중지

살포



부록 – ST12를이용한 CERES 16H 운용법

6) AB 모드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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