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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10II

(DSSS&FHSS)

INSTRUCTION MANU

사용 설명서
채널 원격 제어 장비12

번은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이상의 펌웨어 버전으로 전달합니다(12 V1.1.1 )
고정 날개 헬리콥터 글라이더 멀티 로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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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5.3 HELI-SPECIFIC ADVANCE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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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 시스템 소개1 . AT10II

이 설명서의 텍스트에서 이 시점부터 의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기능의 특수한 이름AT10II
이나 약어를 사용할 때마다 그 이름 기능 또는 약어가 라디오의 화면과 똑같이 나타납니다, .

문자 포함 및 명확성을 위해 다른 유형으로 표시됩니다 또는( ) . SWITCH A, KNOB VR(B)
를 움직이는 것과 같이 라디오 자체에 특정 컨트롤을 언급 할 때마다이 단THROTTLE STICK

어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시스템1.1 AT10II
송신기의 기능1.1.1

고정 날개 모드

꼬리 트윈 에일러론 서보V• •
엘리베이터 플랩 믹스 트윈 엘리베이터 서보• •
에어 브레이크 스냅 롤• •
자이로 믹싱•

글라이더 모드 가지 유형의 날개 조작 글라이더:(3 : 1A+1F/2A+1F/2A+2F)

꼬리 트윈 보조 날개V• •
나비Elevon• •

오프셋•
가지 비행 조건 정상 출발 속도 거리 착륙5 ( , , , , )•
택시 및 착륙 시 정확한 엔진 모터 제어가 가능하도록/ DRO-DOWN(ACRO),•

엔진 차단 및 설정THR-CUT(ACRO HELI)( ) MOTOR CUT(GLID) .
모델 타입 메모리15•

향상된 느낌 조절 가능한 길이 및 장력으로 새로운 스틱 디자인, .•
듀얼 속도를 포지션 스위치로 설정하여 트리플 레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 .•
개의 스위치 개의 다이얼 및 개의 슬라이더 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완벽하게 지정8 , 3 2 ;•

가능합니다.
트레이너 시스템에는 채널 버디 박스와 함께 의 믹싱 헬리콥터 및 기타 프로그래4 AT10II ,•

밍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 설정이 있습니다 옵션 트레이너 코드 필요(FUNC) .( ).
송신기는 왼손 모드 의 트레이너 스위치와 방향타 입력으로 스로틀 변경을 최소화AT10II ( 2)•

하는 노치 스로틀을 갖춘 비행기 친화적 스위치 레이아웃을 특징으로 합니다 기본 값은.
모델 유형입니다ACRO .

트랜스미터는 왼손에 유휴 업 및 스로틀 홀드 스위치가 있고 헬리콥터 친화적인 스AT10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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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레이아웃이 특징이며 완벽한 호버링을 위한 매끄러운 래칫 없는 스로틀입니다, .
스와시 플레이트 유형 모델 유형 기본 값HELI(H-1 )

헬리콥터 모드 을 포함한 개의 스와시 플레이트 유형:(CCPM 8 )

세 액셀러레이터 가속 스위치 각 비행 조건에 한 스로틀 및 피치 커브• •
테일 로터 안티 토크 믹싱 자이로 믹싱 각 비행 조건과 무관( )• •
테일 로터 연결 지연 속도 제어기 혼합 제어• •

다중 회전 날개 모드 :

제스처 선택 수동 자세 탐색 마우스 오버 복귀 자세 모드 지원( , , , , , 6 )•
스로틀 커브•
프로그램 가능한 혼합 제어•

트랜스미터 리모트 컨트롤1.1.2
송신기 패널 설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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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Dual Rate Switch)

SWE(Trinal Rate Switch)

VRD(Knob)

Power LED

Elovator Trim Lever

Rudder/Elovator Stick

Hook
Rudder Trim Lover

LCD Pannel
MODE Key

END Key

RF LED

Throttle Trim Lever

Aileron/Throttle Stick

Cursor Lever

VRA(Knob)

SWB(Dual Rate Switch)

SWA(Dual Rate Switch)

Antenna

VRB(CH8 Knob)
VRC(CH7 Knob)

SWC(Trina Rate Switch)

SWD(Dual Rate Switch)

SWH(Trainer Switch)

SWD(Dual Rate Switch)

VRE(Knob)

Power Switch

Dial

Aileron Trim Lever

PUSH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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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 스위치

트랜스미터의 스위치와 노브로 작동되는 공장 기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AT10II .•
부분의 기능은 기본 위치 이외의 위치로 빠르고 쉽게 재할당 될 수 있습니다AT10II .•

설정하는 동안 각 기능에 해 원하는 스위치 할당이 있는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Switch/Knob
A or H Airplane (ACRO) Sailplane/Glider

(GLID) Helicopter (HELI) MULTIROTOR

SWITCH A elevator dual rate
ch10

elevator dual rate
down=butterfly on
ch10

elevator dual
rate
ch10

elevator dual
rate
ch10

SWITCH B rudder dual rate
ch9

rudder dual rate
ch9

rudder dual rate
ch9

rudder dual
rate
ch9

Carrying Handle

Nod used

Battery box for
2S-4S LiPo battery

JST battery connector
(Anti-polarity connect
protection intelligent)

Battery box for 8pcs
AA batteries

Battery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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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1.1.3 : R12DS
는 채널 송신기이며 동기식으로 작동하는 및 확산 스펙트럼AT10II 12 2.4G DSSS FHSS ,

채널 의사 랜덤 주파수 호핑을 지원합니다16 .
는 및 신호 출력을 동시에 지원하는 신호 수신 범위를 제공하며 구릉을AT10II SBUS PWM

두려워하지 않는 듀얼 안테나 수신기 를 판매합니다R12DS .

원격 제어 장비 설치1.2
조향 기어 수신기 및 배터리 설치 지침1.2.1 ,

먼저 배터리 스위치 및 서보가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플러그를 슬롯의 맨 아,
래까지 완전히 삽입하십시오 분리해야 할 때 전선을 당기는 신 플라스틱 커넥터를 잡고 분.
리해야합니다.

배터리 스위치 및 서보 커넥터의 정렬 탭이 올바른 방향인지 확인하고 수신기 또는 커넥터,•
의 해당 노치에 맞추기 하십시오 커넥터를 뽑을 때는 절 와이어를 당기지 마십시오 항상' ' . .
플라스틱 커넥터를 잡아당기세요.

수신기의 안테나 일반적으로 수신기의 안테나는 리모콘보다 길기 때문에 안테나를 깨거나:•
접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어 거리가 짧아집니다 안테나는 금속과 같은 전도성 물질에. .
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합니다 비행 전에 거리 테스트를 하십시오. .

SWITCH C
up = ELE-FLP on
center/down=
IDLE-DOWN
down = AIRBRAKE on

up = ELE-FLP on
center = Distance
cond.
down = Landing cond.

governor attitude

SWITCH D aileron dual rate aileron dual rate aileron dual rate aileron dual
rate

SWITCH E or
G* Landing gear/ch5 . .— — Throttle hold/ch5 . .— —
SWITCH F or
H* Snap roll /trainer Trainer Trainer/throttle

cut trainer
SWITCH G or
E* . .— — up = Speed cond. idle-up 1 and 2 . .— —
SWITCH H or
F* . .— — down = Start cond. idle-up 3 /gyro . .— —

KNOB A
Flap/ch6
(flap trim if
FLAPERON on)

Flap/ch6 HOVERING PITC ch 6

KNOB B ch 8 ch 8 ch 8 ch 8

KNOB C
Spoiler/ch7
(disabled if AIL-DIFF
on)

ch 7
(disabled if AIL-DIF on)

HOVERING
THROTTLE
ch7

ch 7

KNOB D . .— — ch 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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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일러론 서보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수신기에 연결되지 않으면 에일러론 연장 코드를 사용•
하여 길이를 연장하십시오 원하는 길이를 얻기 위해 여러 확장을 함께 연결하지 마십시오. .
거리가 이상이거나 고 전류 인출 서보를 사용하는 경우 무거운 서보 익스텐션을 사용50cm
하십시오.

수신기 진동 및 방수 수신기는 정밀 전자 부품을 포함합니다 진동 충격 및 극심한 온도: . ,•
는 피해주십시오 보호를 위해 수신기를 발포 고무 또는 기타 진동 흡수 재료로 포장하십시.
오 또한 수신기를 비닐봉지에 넣고 발포 고무로 싸기 전에 고무 밴드로 봉지를 고정하여 방.
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기 내부에 실수로 습기 나 연료가 들어가면 간헐적인 작동이.
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서비스 또는 배급 자에게 연락을 취한 후.

에 문의하십시오Radiolink .

항상 제공된 고무 그로밋으로 서보를 장착하십시오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십시오 서. .•
보 케이싱의 어떤 부분도 마운팅 레일 서보 트레이 또는 구조물의 어떤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동이 서보에 전달되어 서보가 손상 될 수 있습니다 서보 암. .
의 각 암에 작은 숫자 및 가 성형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서보에서 서보에 이르는(1, 2, 3 4) .
미세한 제조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각 암이 도에서 벗어난 각도를 나타냅니다90 ' ' .

Pubbergrommet Pubbergrommet

서보를 중앙에 놓으려면 수신기를 수신기에 연결하고 송신기와 수신기를 켜십시오 트랜스.•
미터의 트림을 중심에 두고 서보에 놓을 때 푸시로드에 수직이 될 암을 찾으십시오.

NOT 90° NOT 90°
Slack in the lead wire

Fasten about 5-10cmfrom the servo outletso that the lead wireis neat.

서보를 설치한 후에는 각 서보를 최 주행 시에 작동시키고 푸시로드와 서보 암이 서로 닿•
거나 서로 접촉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컨트롤에 과도한 힘이 작용하지 않아야 합니.
다 서보에서 불쾌한 윙윙 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컨트롤에 너무 많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
문제를 찾아서 정정하십시오 서보 손상이 없더라도 과도한 배터리 소모가 발생합니다. .

리시버 스위치의 장착 판을 컷 아웃 및 나사 구멍의 템플릿으로 사용하고 엔진 배on/off•
기구 반 편의 동체 측면에 스위치를 설치하십시오 취급 중에 우발적으로 켜지거나 꺼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십시오 또는 저장 장치 스위치가 제한 없이 움직이고 스위치가 에서. .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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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스냅 되고 컷 아웃이 스위치의 양방향으로 완전히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십시오OFF .
스위치 하네스를 헬리콥터에 설치할 때는 스위치 커버를 사용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스위치.•

와 스위치 커버 사이에 프레임을 끼우고 나사를 단단히 조이십시오 다른 모델의 경우 설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델의 사용 설명서를 따르십시오. .

비행 중 진동으로 서보 리드선이 파손되지 않도록 약간의 느슨함이나 여분의 힘을 가하면•
와이어가 약간 튀어 나와 적당한 지점에 고정됩니다 또한 매일 유지 관리하는 동안 와이어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십시오.

수신기 및 서보 연결1.2.2
비행기 서보 연결(1)

Receiver outputand channel AIRPLANE

1 ailerons/aileron-1¹/combinedflap-2&aileron-1¹
2 elevator
3 throttle
4 rudder
5 spare/landing gear/aileron-2¹³/combined flap-1 and aileron-2² ³
6 spare/flaps/combined flap-1 andaileron-2²
7 spare/aileron-2¹
8 spare/elevator-24/mixture control
9 spare
10 spare

(Wing Type) AIRPLANE(FLAPERON)

AIL2²FLP1²(CH6)
AIL1²FLP2²(CH1)

(Tail Type)

AIRPLANE(w/FLAP) AIL(CH1)

AIL1¹(CH1)FLP(CH6)
AIL2¹(CH7)

ELE(CH2)
ELE2RUD1(CH4)

ELE1RUD2(CH2)
ELE2AIL4(CH8)

ELE1AIL3(CH2)

(Normal) (V-Tail) (Ailvator)

글라이더 세일 플레인 서보 연결(2) /

RX output & CH
Glider

GLID 1A+1 F（ ） GLID (2A+1F) GLID (2A+2F)
ELEVON FLAPERON AILE-DIFF AILE-DIFF

1
Combined

elev-2&aileron1
elev-1&aileron-2

Combined flap-2
&aileron-1 aileron-1 Aileron-1

2 Combined
elev-1&aileron-2

Elevator/combined
rudder-2&elev-1¹

Elevator/combined
rudder-2&elev-1¹

Elevator/combined
rudder-2&elev-1¹

3 spare/motor spare motor／ spare motor／ spare/motor/splr-2¹

4 Rudder Rudder/combined
rudder-2&elev-2²

Rudder/combined
rudder-2&elev-2²

rudder/combined
rudder-1&elev-2²

5 spare/splr-2¹ spare/splr-2¹ spare/splr-2¹ flap-2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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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D(1A+1F)
(ELEVON)

GLID(1A+1F)
(FLAPERON) GLID(2A+1F) GLID(2A+2F)

AIL2
ELE1
(CH2)

AIL1
ELE2
(CH1)

AIL2
ELP1
(CH6)

AIL1
ELP2
(CH1)

AIL2
(CH7)

AIL2
(CH1)

AIL2
(CH7)FLP

(CH6)
FLP1
(CH6)

FLP2
(CH5)

AIL1
(CH1)

(NORMAL) (V-TAIL)

(Wing Type)

(Tail Type)

ELE
(CH2)

ELE2
RUD1
(CH4)

ELE1
RUD2
(CH2)

헬리콥터 서보 연결(3)

Receiver output
and channel Helicopter

1 aileron/cyclic roll
2 Elevator/cyclic pitch
3 Throttle
4 Rudder
5 Spare/gyro
6 Pitch(collective pitch)
7 Spare/governor
8 spare/mixture control
9 Spare
10 Spare

위의 수신기와 채널은 수신기 의 채널 을 참조하고 수신기를 관련 서보와 연결R12DS 1 ~ 11
하면 해당 스위치로 서보를 제어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수신기 채널 에 연결된 서보는 라디오 에일러론 레버로 제어 됩니다 채널, 1 ;
에 연결된 서보는 엘리베이터 레버로 제어됩니다 채널 에 연결된 서보는 스로틀 스틱으로2 . 3

제어됩니다 채널 에 연결된 서보는 방향타 레버에 의해 제어됩니다 채널 은. 4 . 5~11 AUX-CH

6 Flaps Combined
flap-1&aileron-2 flaps flap-1

7 Spare Spare ailron-2 Aileron-2
8 spare/splr/splr-1¹ spare/splr/splr-1¹ spare/splr/splr-1¹ spare/splr/splr-1¹
9 Spare Spare Spare Spare
10 Spare Spare Spare S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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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와 서브 메뉴를 통해 관련 스위치로 자체 설정 될 수 있습니다 신호 채널의 경우. SBUS ,
행의 핀에 의해 출력됩니다12 3 .

및 신호는 모두 빨간색 로 표시됩니다SBUS PWM LED .
수신기 전체 채널 표시 :

신호 작동 모드PWM :

신호 작동 모드S-BUS :

antenna

Telemety module connect port
Compatible with PRM-01 PRM-02

CH3 (THRO)
CH4 (RUDD)
CH5 (AUX)
CH6 (AUX)
CH7 (AUX)
CH8 (AUX)

SBUS Signal
CH12 (AUX)
CH11 (AUX)
CH10 (AUX)
CH9 (AUX)

binding button
SBUS signal working mode:
Blue/purple LED, 12 chanels totally
Row 11 output SBUS signal, row 1 to row 10 outout PWM signal

antenna

Telemety module connect port
Compatible with PRM-01 and PRM-02

CH1 (AILE)
CH2 (ELEV)
CH3 (THRO)
CH4 (RUDD)
CH5 (AUX)
CH6 (AUX)

CH11 (AUX)
CH10 (AUX)
CH9 (AUX)
CH8 (AUX)
CH7 (AUX)

binding button

PWM signal working mode:
Red LED, output channels PWM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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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기와 코드를 연결하는 방법 :
송신기와 수신기를 미터 이내에 서로 가깝게 놓습니다(1) 1 .
송신기를 켠 다음 의 전원을 켭니다(2) R12DS .

의 을 에 연결합니다(3) R12DS CH3 ESC .
에 검정색 버튼이 있습니다 얇은 스틱을 초 동안 두 번 누르십시오 수신기 표(4) R12DS . 2 .

시등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약 회 점멸 후 코드 성공과 수신기 신호 가 항상 켜집니. 8 , LED
다.

안테나 설치1.2.3
수신 안테나 설치

안테나는 가능한 한 똑바로 유지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효 범위가 감소합니다(1) . .
두 개의 안테나를 도 유지합니다(2) 90 .

형 모델 항공기는 일부 금속 부품 간섭 신호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안테나는 모델의(3) .
양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비행 태도에서도 최상의 신호 조건을 얻을 수 있습. RF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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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는 금속 및 탄소와 같은 전도성 물질로부터 멀리해야합니다 적어도 인치 안테(4) . 0.5 .
나의 동축 부분은 이 가이드 라인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작은 반경으로 구부리지 마십시오.

안테나는 가능한 멀리 모터 및 기타 소음원으로 부터 멀리하십시오(5) , ESC .
이지 링크 를 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수신기가 작업을 시작합니다(6) (ID SET) 1 .
위의 모든 단계가 끝나면 표시등이 켜지고 빨간색으로 유지됩니다(7) LED .
리시버는 모델에 설치할 때 충격 흡수를 위해 스폰지 또는 폼으로 포장 할 수 있습니다(8) .
위의 모든 단계가 끝나면 송신기의 전원을 끈 다음 전원을 켜면 이제 프로그램이 제 로(9)

작동하여 송신기를 올바르게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수신기를 모델에 설치할 때 충격 흡수를 위해 스폰지 또는 폼으로 포장 할 수 있습니다(10) .

위의 모든 단계가 끝나면 송신기를 껐다가 다시 켜면 이제 프로그램이 제 로 작동하여 송신
기를 올바르게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송신기 설치
송신기 안테나는 조정 가능하므로 안테나가 수신기에 약한 신호를 발생 시키므로 비행 시(1)

모델에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안테나를 송신기의 얼굴에 수직으로 유지하여 수신기의 조건을 개선하십시오 물론 이(2) RF .

것은 송신기를 잡는 방법에 달려 있지만 부분의 경우 송신기 안테나가 얼굴에 수직이 되도
록 조정하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송신기 안테나를 송신기를 고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십시오.

비행 시 안테나를 잡지 마십시오 품질이 저하됩니다(3) . RF .

리모컨 기본 설정1.3
시스템 기본 설정1.3.1

표시 언어 각 기능 메뉴에서 기능 이름 등의 표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1. : .
화면에 가 표시됩니다 원하는 언어로 변경하십시오"LANGUAGE" . .

화면에 가 표시됩니다 이것을 올바른 모드로 변경하십시오2. Stick Mode : "STK-MODE" . .
이것은 스로틀과 엘리베이터 라쳇 등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는 서.
비스 센터가 수행해야하는 기계적인 변경입니다.

모드 모드가 활성화되면 표시등이 녹색으로 켜집니다3. RF : RF LED .
디스플레이 명암 조정 디스플레이 명암을 조정하려면 홈 메뉴에서 종료 버튼을4. : (END)

길게 누릅니다 종료 버튼을 누른 채로 다이얼을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밝아지고 시계. (END)
반 방향으로 돌리면 디스플레이가 어두워집니다.

사용자 이름 설정 과 로 문자와 숫자로 사용자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5. : DIAL PUSH .
경보 전압6. :

송신기 자체 설정 가능: preset 8.6V,
수신기 자체 설정 가능: preset 4.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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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설정 가능Ext : preset 10.1V,

모델 유형1.3.2
기본 메뉴에서 를 사용하여 을 선택하고 를 눌러 입력하십시CURSOR MODEL TYPE PUSH

오 모델 타입을 선택한 후 를 로 누른 상태에서 시스템. PUSH 1 , HELICOPTER, AEROBASIC,
및 둘째 변경 하시겠습니까 라GLID(1A+1F), GLID(2A+1F), GLID(2A+2F) MULTIROTOR , " ?"

는 단어가 표시되면 모델 유형이 변경됩니다.

바인딩1.3.3
각 송신기에는 개별적으로 할당 된 고유한 코드가 있습니다 작동을 시작하려면 수신기ID . ,

는 쌍을 이루고 있는 송신기의 코드와 연결되어야합니다 링크가 만들어지면 코드가 수ID . ID
신기에 저장되고 수신기를 다른 송신기와 함께 사용하지 않으면 링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를 구입할 때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신자가 작동하지 않습니다R12DS . .

송신기와 수신기를 미터 이내에 서로 가깝게 놓으십시오1. 1 .
송신기를 켠 다음 의 전원을 켭니다2. R12DS .

의 을 에 연결하십시오3. R12DS CH3 ESC .
에 검은 색 버튼이 있습니다 얇은 스틱을 초 동안 두 번 누르고 놓으면 수신기 표4. R12DS . 2

시등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약 번 깜박이면 수신기 신호 가 항상 켜지면서 코드가 일. 8 LED
치합니다!

1.3.4 S.BUS
적색 는 항상 와 신호가 동시에 작동하여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LED SBUS PWM 10 .

신호 출력 행 행 의 신호 출력(1) PWM : 1 ~10 (CH1~CH10) PWM .
신호 출력 행 은 신호 출력을 지원합니다(2) SBUS : 11 SBUS .

송신기 디스플레이 및 버튼1.3.5
송신기를 처음 켜면 확인 신호음이 두 번 울리고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엔진을 시동하기 전에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모델 유형과 이름이 비행하려는 모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잘못된 모델 메모리에 있다면 서보가 될 수 있습니다! .
반전되고 여행 및 트림이 잘못되어 즉각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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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된 시간을 표시합니다 시간 분TL : ON .( : )
타이머 표시 분 초T1/T2 : T1/T2 .( : )

모델 타이머 표시 각 모델의 누적 시간을 표시합니다 시간 분MT : ON ( : ).

버튼 명령

모드 버튼 :
버튼을 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프로그래밍 메뉴가 열립니다 버튼을 눌러MODE 1 . MODE

과 사이를 전환하십시오 특정 기능에서 조건 사이를 스크롤하려면BASIC ADVANCE . MODE
을 누르십시오BUTTON .

종료 버튼 :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을 누르십시오 기능을 메뉴로 다시 닫고 메뉴를 시END BUTTON . ,
작 화면으로 닫습니다.
누름 단추:

을 눌러 기능을 선택하십시오PUSH BUTTON .
다이얼 :

을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 방향으로 돌리면 함수 옵션 내에서 선택 항목을 스크롤 할DIAL
수 있습니다.
경고 및 오류 표시
송신기의 전원이 켜지면 다음과 같은 확률로 경고 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저 전압 경고1.
리튬 건전지 는 전송기를 위해 적합 할 수 있고 경고 전압은 다른 건전지에 따라 각자2S-4S ,
놓일 수 있습니다.
설정 단계 송신기의 전원을 켜고 기본 메뉴로 들어가려면 를 초 동안 누르고: MODE 1 PAMH
를 눌러 매개 변수를 입력하십시오 상 방 데이터를 변경하려면 다이얼 과 다이얼로. ALARM

를 선택하십시오 권장 최소 전압은 이상입니다PUSH . 7.4V .
송신기 전압이 설정 전압보다 낮으면 송신기의 전원이 꺼질 때까지 경보음이 울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송신기가 알람을 울리면 모델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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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TX TOW ROWER!

알람 믹싱2.
송신기가 믹싱을 경고하면 최소한 하나의 믹스 된 스위치가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
고 그것이 작동하지 않을 때 경고는 멈출 것입니다 송신기의 전원이 켜지면 다른 모델 유형, .
에서 믹싱 스위치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스로틀 컷 유휴 다운 스냅 롤 에어 브레이크ACRO : , , ,
글래스 나비 조건: ,
헬기 스로틀 컷 스로틀 록 속도 향상: , ,
관련 스위치가 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경고가 계속되면 아마 하나의 스위치와 상태 로OFF OFF
혼합 된 일부 프로그램이 반 로 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로 다시 경보 혼합을. DIAL
설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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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 비행기의 기본 기능2 .

메뉴는 모든 유형의 모델 비행기 헬리콥터 글라이더 멀티 피터 에 적합합니다(BASIC) ( , , , ) .
모터 컷은 아이들 다운 및 스로틀 컷을 제외하고 글라이더 기본 메뉴에 도입됩니다( ) .

헬리콥터 기본 메뉴에는 헬리콥터 섹션에서 몇 가지 추가 기능 스매쉬 플레이트 틸팅 스로( ,
틀 및 피치 커브 및 일반 비행 모델에서의 테일 로터 안티 토크 믹싱 이 포함됩니다) .

기본 메뉴의 빠른 가이드2.1 ACRO

커서 키를 사용하여 기능 옵션 내에서 선택 항목을 스크롤 하십시오.

을 눌러 기능을 선택하십시오PUSH BUTTON .

Start up screen

MODE
ADVANCE MENU【 】

<AVROBASIC AVLVATOR Model-001>
PROG. MIX SNAP-ROLL THR-DELAY
FLAPEROM V-TAIL THR-NEEDLE
FLAP-TRIM ELEVON
AILE-DIFF GYRO-SENSE
AIR-BRAKE THR-CURVE
ELEV-FLAP

Press MODE BUTTON to
switch between BASIC and
ADVANCE MENU

BASIC MENU【 】
<ACROBASIC odel-001>
PARAMETER D/R,EXP TIMER
MODEL SEL THR CUT TRAINER
MODEL TYPE IDLE DOWN LOGIC SW
END POINT TRIM SERVO
SUB-TRIM F/S RECEIVE
REVERSE AUX-CH

BASIC MENU ADVANCE MENU

END
Press MODE BUTTON
for more than one
second to enter BASIC
MENU

MODE Press END BUTTON to
return to Start up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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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채널 항공기로 시작하기2.2 A QUICK GUIDE : 4
이 가이드는 라디오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며 수행 방법에 한 아이디어와 지침을 제공합,

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취한 것에 한 큰 그림 개요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라디오로 당신을. .
돕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에 한 이름 별 설명 모델을 설정할 때 미스테리를 생략하는 단계' ' .
별 지시.

각 기능에 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의 해당 기능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Mode Select Switch Up Stick Up

End Selection Switch at Center Stick Right

Dail Left Switch Down Stick Down

Dail Right Turn Knob Right Stick Left

Dail Right or Left Turn Knob Left Press Push Button

Goals of Example Steps Input for Example

Prepare your
airplane

Install all servos, switched, receivers, etc. per your model’s instructions. Turn
on transmitter then receiver; adjust all linkages so surfaces are nearly centered.
Mechanically adjust all linkages as close as possible to proper control throws.
Check servo direction. Make notes now of what you will need to change during
programming.

Name the model
(Note that you do
not need to do
anything to ‘save’
or store this data).

Open the Basic menu, then
open the PARAMETER

Turn on the transmitter.
for 1second to basic menu. to choose model

Go to Model Name to Mode, to Mode name, press PUSH to
setting

Input airplane’s name
Close the Model submenu

To change first character, when proper character
is displayed, push to select.To move to next
character. Repeat as needed.

return to BASIC menu

Need to adjust EN
D-POINT to meet
with the related ser
vo.

In the BASIC menu find
the END POINT to END POINT, press PUSH BUTTON to set

Adjust end point (EX:
THRO servo)Close the
function

to Throttle Throttle stick until carburetor
closes as desired. until throttle arm just open
carburetor at fully throttle stick. Repeat for each
channel a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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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림을 사용하면 스로틀 트림으로 엔진을 끄지 않아도 됩니다 과. IDLE-DOWN
을 설정합시다'throttle cut' .

비행기 기본 기능2.3

Goals of Example Steps Input for Example

Idle down setting: Idle
down is to lower the en
gine speed for landing,
snap rolling acrobatic
display, and launching
etc. It is preset OFF an
d mainly used to start e
ngine and glide, then t
o avoid flameout.

From the BASIC menu choose
IDLE DOWN. to IDLE DOWN, press

Activate and adjust IDLE DOWN

o MIX press， , to ON,
press

to center position, screen now reads
ON.

to RATE, to increase rate until engine
idles reliably but low enough to sit still.

Optional: change switch C
command

to POSI press， , as you
desired press

Close the function BASIC menu, again to startup
screen.

THR CUT shuts the
engine off completely
with the flip of a
switch.(Note: Do Not
assign IDLE DOWN and
THR CUT to both
position of a 2 position
switch

From BASIC menu, choose THR
CUT to THR CUT, press

Activate, assign SWITCH and
adjust. Close the function

to MIX press， , to INH
to SW, press , to SwC
to POSI, press , to DOWN
to RATE, press , to down

position, throttle stick down until
the throttle barrel closed

Set up dual/triple rates
and exponential
(D/P,EXP) (Note that in
the middle of the left
side of the screen is the
name of the channel
and
the switch position you
are adjusting. D/R may
be set per channel by
choosing the desired
switch and mix rate.

From BASIC menu, choose the
D/R,EXP to D/R,EXP, press

Choose the desired control,
and set the first (EX: high) rate
throws and exponential.

SwA to up position A
to CH, press , to choose CH2,

press
to D/R
Stick down press， , to

set ,press
Stick up press， , to

set, press , to EXP
Stick up, press to set press，
Stick up, press to set press，

Set the second(low)rate throws
and exponential.

SwA to down position
to D/R

Repeat steps above to set 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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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선택2.3.1
모델 하위 메뉴 모델 메모리를 관리하는 세 가지 기능 모델 선택 모델 및 모델 이름이: , ,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능이 관련되어 있고 모든 기본 기능이 부분의 모델과 함께 사용되므.
로 모델 서브 메뉴에 함께 표시됩니다.

MODEL SEL.【 】
SELCT: 01 (Model-001

)
COPY: 01 → 01 (Model-001

)
NAME: Model-001

모델 선택
시스템에 개의 모델이 저장되어 있으며 모델 이름과 평면 유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15
므로 매번 다른 비행기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델 이름 모델 유형 및 송신기 전압. , .
비행 전에 비행기 유형으로 을 수행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는 서보 및 방향타MODEL TYPE .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사
현재 데이터를 다른 모델 유형으로 저장하면 섀도우 영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본이 시.
작되면 이름 유형 및 모듈 유형을 포함하여 개체 데이터가 완전히 덮여 복구 할 수 없습니,
다.
주의 현재 모델 유형을 다른 것으로 저장하면 원래 모델 이름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데이터:
가 복사됩니다 따라서 모델 유형을 변경하려면 전체 데이터를 모델 이름으로 재설정해야합니.
다 가장 먼저 복사하는 것은 혼동을 피하기 위해 모델 유형을 변경하거나 원래 이름을 삭제.
하고 새 모델의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델명
현재 모델명을 설정합니다 모든 모델의 이름을 서로 구분하고 모델 유형을 빠르게 선택하고. ,
잘못된 모델 유형을 사용하여 가능한 충돌을 줄입니다.
모델 이름을 지정하는 형식 :

이름은 자 이상일 수 있습니다9 .•
문자는 문자 숫자 공백 또는 특수 문자 일 수 있습니다, , .•
공연 설정 이름 는 예 모델 디스플레이MODEL-XXXX ( 1 MODEL-0001)•

Goals Steps Inputs
Name

model3
“Cap-232_”

(where
underline

Open Model for 1second.(If ADVANCE, again)
to MODEL SEL. Press PUSH

Confirm correct model
(Ex:3)

If select doesn’t show ‘3’,perform Model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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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메뉴 선택 모든 매개 변수는 한 번 설정해야 합니다 선택한 모델 유형을 선택한 후: .
에 관련 모델을 설정해야 합니다.

모델 유형은 무엇입니까?•
스로틀 채널 이 선택된 모델 유형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채널 이 전체 범위 조절 가능3 ? 3•

글라이더 전용 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모델로 그에 따라 스로틀 역방향으로 설정( ) . ,
할 수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먼저 초기화하고 선택한 모델 유형에 해 새 데이터를 설정하십시오.
모델 재설정 : 모델 재설정은 공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세트 모델 유형을 삭제하려.
면 하나씩 삭제해야 합니다.

모델 유형 선택

기본 ACRO :•
기본형 멀티 에어 포일ACRO ( , Twin Aileron Servos, Twin Elevator Servos, ELEV-FLAP

믹스 및 V-tail)
글라이더 :•

다른 꼬리 유형 글라이더 유형의 세부 사항( )
헬리콥터:•
가지 헬리콥터 스와시 플레이트 타입 헬리콥터 모델 타입의 세부 사항8 ( )

주의 모델 평면에 한 모델 유형을 결정하십시오 부분의 고정 날개 비행기에는 항공기: .
기본 장치가 더 좋으며 글라이더에는 없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글라이더, . (2A+1F)
가 더 좋습니다.

에어로 기본을 위한 특수 기능 :•
스냅 롤•

플랩 믹스 트윈 엘리베이터 서보 지원ELEV- ( )•
오일 파워 비행기 유휴 다운 스로틀 셧트 스로틀 바늘 믹스 등: , , .•

represents a
blank space

Go to Name to change the
first character(Ex: M to C) M to C, press PUSH.
Change the next character to choose character, press PUSH to confirm
Repeat the prior steps until
finish naming model. to a Repeat.
Close

Goals Steps Inputs

Reset model
memory 1

Confirm you’re currently using
the proper model memory(Ex:1)

On home screen, check model name and No.on top left, if not correct use Model Select.
Open PARAMETER submenu For 1second to Model SEL, Push.
Reset the memory Push to Model 1, PUSH
Confirm the change Are you sure? Press PUSH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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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없습니다aero basic .•
개의 개별 비행 조건 정상 출발 속도 거리 착륙5 ( , , , , )

글라이더 또는 헬리콥터 용 모델 유형을 선택한 경우 관련 장에서 설정하십시오 모델 유형이.
변경되면 이름을 포함하여 모든 매개 변수를 재설정해야합니다.

모델 유형2.3.2
데이터 재설정

모든 설정 데이터는 초기 설정으로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라디오에 설정된 모.
든 모델 유형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설치 단계 :

의 기본 메뉴를 입력하고 다이얼을 사용하여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고 를MODEL TYPE PUSH
초 동안 누르십시오 화면에 가 표시되면 를 누르면 라디오가 신호음1 . "Are you sure" PUSH

을 내고 공장 데이터로 설정됩니다.

주의 설정이 끝나기 전에 라디오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설정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 .

모델 선택

두 번째 에일러론 만 해당 듀얼 에일러론 서보의:(AILE-2)(ACROGLID1A+1FGLID2A+1F ) :
채널 에서 채널 와 또는 채널 과 또는 채널 를 채널 와 채6(FLAPERON) 5 6, 3 6 7(AIL-DIF ) 5
널 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채널 수신기를 사용하면서이 두 가지 훌륭한 기능을 활용7 . 5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를 변경하면 또는 가 활성화 된 경우에만 사용할 서보 시: AILE-2 FLAPERON AIL-DIF
스템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을 포함하여 트윈 에일러론 서보에 한 자세한 내용은. AILE-2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고 설정을 완료해야합니다.
글라이더 만 해당 채널 이 두 번째 에일러론으로 설정되면 수신기 가 무효화됩( 1A+1F ) 3 F/S

니다.

조정 가능한 이동 한계(ATL)
채널 은 저속 스로틀에서만 유효하고 높은 스로틀에서는3 TRIM LEVER(THROTTLE TRIM)
트림을 사용 불능으로 설정하십시오 이는 아이들링 트림 변경으로 인한 푸시로드 재밍을 방.
지합니다 이 기능의 기본 값은 입니다. ON .

Goals Steps Inputs

Select proper Model
Type for your mode
l(Ex: ACRO)

Open BASIC menu, then
PARAMETER submenu

Turn on the transmitter. MODE for 1s.(If
ADVANCE, Mode again.

Go to MODEL TYPE. to Mode TYPE, press PUSH.
Select proper type Ex:
ACRO Confirm the
change. Close.

to ACRBASIC,PUSH for 1s. “Are you sure”
display. PUSH to confirm. End to BASIC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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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틀에 채널 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른 모든 채널에서와 동일한 작동을 조정할 수 있습3 ,
니다 이렇게 하려면 을 로 설정하십시오 바닥이 아닌 스틱 상단에서 이 효과적. ATL OFF . ATL
일 필요가 있는 경우 설정을 반 로 하십시오 이것은 현재 편집중인 모델뿐만 아THR-REV .
니라 라디오의 모든 모델에 영향을 줍니다.

홈 화면 표시
아래 그림과 같이 홈 화면에 비행기 유형과 스로틀 피치가 표시됩니다.

홈 화면에 헬리콥터 그림을 표시합니다 태만ILLUST : .( )
홈 화면의 현재 스로틀 및 피치 위치를 표시합니다THR/PIT : .

로 평면 타입 이미지를 변경하는 단계 모델 타입 헬리콥터에서 기본 메뉴를 입THR/PIT :
력하고 을 선택하고 를 입력한 다음 를 누른 후MODEL TYPE HOME DISP PUSH DIAL to

를 누른 다음 를 누릅니다THR/PIT PUSH .

서보 이동 조정 끝점 끝점 라고도 함2.3.3 ( , EPA )
여행 조정 중 가장 유연한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서.

보에 한 하나의 설정보다는 각 개별 서보의 이동의 각 끝을 독립적으로 조정합니다 다시.
헬리콥터의 경우 엔드 포인트를 조정하기 전에 을 확인하십시오CCPM SWASH AFR .

Goals Steps Inputs

Change ATL from ON
to OFF for battling
robots, tanks,
airbrakes and other
channel 3 uses.

Open Basic menu,
then to Mode Type.

Mode for 1s (If ADVANCE, Mode again).
To Mode TYPE, press PUSH.

Go to ATL and
change. (Ex: to OFF) to ATL, to OFF.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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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POINT【 】
→ 1: AILE 100/100

CH1: AILE 2: ELEV 100/100
← → 3: THRO 100/100

100% 100% 4: RUDD 100/100
CH9:: 75/ 75 5: GEAR 75/75

CH10:: 75/ 75 6: FLAP 75/75
CH11:: 75/ 75 7: AUX1 75/75
CH12:: 75/ 75 9: AUX2 75/75

조정 가능성 :
각 방향을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보 동작이 전혀 없음 에서 범위입니다 설정에서 서보의 는 채널0% ( ) 140% . 100% Throw•
의 경우 약 채널 의 경우 약 입니다1-4 40°, 5-8 55° .

백분율 설정을 줄이면 해당 방향으로 총 서보가 감소합니다.•
예 :

스로틀 하이 엔드를 조절하여 기화기에서 제본을 방지하고 로우 엔드를 통해 기화기를 올바•
르게 닫습니다.

는 서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END POINT 0•
예 스포일러로 작동하지 않을 플랩( : ).
후퇴 서보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를 변경해도 서보가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END POINT .•

는 개별 서보 만 조정합니다 등과 같은 믹스 또는 프END POINT . FLAPERON, AILEVATOR
리셋 프로그래밍을 통해 이 서보와 함께 작동되는 다른 서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것은 각 개별 서보가 바인딩 및 기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미세하게 회전 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 같은 기능의 총 이동 거리를 조정하려면 해당 기능. FLAPERON
의 조절을 조정하십시오 헬리콥터의 경우 에서 집단 피치와 같은 기능의. CCPM SWASH AFR
총 이동량을 조정합니다 링키지 또는 를 조정 하시겠습니까 를 사. END POINT ? END POINT
용하기 전에 가능한 가까워지도록 연결을 조정하는 것이 거의 항상 가장 좋습니다. END

설정이 높을수록 위치 정확도가 향상되고 거의 모든 위치에서 더 많은 서보 파워를POINT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서보 사용 시 제외 값이 높을 수록 더 많은 서보의( ). END POINT
총 이동 거리를 활용하므로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는데 더 긴 이동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를 사용하면 서보 트래블의 스텝의 절반 만 제공됩니다 즉 모든 트, 50% END POINT . ,
림 클릭이 두 배의 효과를 내고 서보가 시간의 절반에 도착한다는 의미입니다 종착점 그리고. (
연동을 움직인다 토크 정확도 그러나 도착하기위한 이동 시간)= , , .

링키지 조정 신 주행 시간이지만 토크 정확도END POINT( )= , .•
엔진 유휴 관리 및 간단하고 일관된 엔진 작동 수단을 제공하기: IDLE-DOWN THR-CUT :
위해 디지털 스로틀 트림과 함께 작동하는 기능 착륙이나 이륙에 적합한 장소에서 트림을 하.
는 것만으로 더 이상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엔진을 추가로 조정하려면 스로틀 니들과 스로틀!
지연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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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림2.3.4
하위 메뉴 디지털 트림 효과를 재설정하고 조정합니다TRIM : .

TRIM【 】
RESET: Execute

STEP-AILE: 4 ( 0)
ELE: 4 ( 0)

THRO: 4 ( 0)
RUDD: 4 ( 0)

에는 기존의 기계식 트림 슬라이더와는 다른 디지털 트림이 있습니다 각각의AT10II . TRIM
는 실제로 양방향 스위치입니다 트림 레버를 누를 때마다 트림이 선택된 양으로 변경LEVER .

됩니다 를 잡고 있으면 트림 속도가 빨라집니다 현재 트림 위치가 시작 화면에. TRIM LEVER .
그래픽으로 표시됩니다 하위 메뉴에는 트림 옵션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두 가지 기능. TRIM
이 있습니다.

트림 리셋 전자적으로 트림을 기본 값으로 맞춥니다 설정과(1) (RESET) : . SUB-TRIM
속도는 이 명령으로 재설정되지 않습니다trim STEP .

트림 스텝 트림 레버가 활성화되었을 때 트림이 움직이는 비율을 변경합니다(2) (STEP) : .
의 특성에 따라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MULTIROTOR 1~40 .
는 약 개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더 큰 트림 단계는 형 제어 스로우MULTIROTOR 2~10 .

가있는 모델 또는 첫 번째 비행을 위해 모델을 올바르게 수정하기 위한 충분한 트림을 보장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작은 깔끔한 단계는 나중에 비행에서 매우 미세 조정을 허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모델 만 해당 유휴 상태에서는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금지되면HELI : OFFSET . OFFSET
를 조정하면 모든 비행 조건의 트림이 조정됩니다 이 활성화 된 경우TRIM LEVERS . OFFSET

하나의 조건 내에서 트림을 이동하면 해당 조건에만 영향을 줍니다.

Goals Steps Inputs

Decrease the flap servo
throw in the upward
direction to 5% to allow
trimming of level flight
only and down travel to
85% to prevent binding.

Open END POINT function for 1s.(If ADVANCE, again)
to END POINT,PUSH

Choose proper channel and move
stick or Knob in direction you
want to adjust and set servo throw
(Ex: flap up 5%)

to FLAP PUSH,， to 5% press，

Close

Goals Steps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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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SUB TRIM
각 서보의 중립 위치를 약간 변경하거나 수정합니다 범위는 에서 까SUB-TRIM : . -120 +120

지이며 설정이며 기본 값은 이 아닙니다0 SUB-TRIM .
을 변경하기 전에 디지털 트림을 센터링하고 값을 가능한 작게 유지하SUB-TRIM SUB-TRIM

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큰 값일 때 서보의 주행 거리가 한쪽으로 제. SUB-TRIM
한됩니다.
권장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하는 표면 위치를 측정하고 기록하십시오.•
트림 트림 재설정 메뉴 과 서브 트림 이 메뉴 을 모두 제로화 하십시오( ) ( ) .•
컨트롤 서페이스의 중립이 가능한 정확하도록 서보 암과 링크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소량의.•

을 사용하여 미세한 보정을 하십시오SUB-TRIM .

SUB-TRIM【 】
→ 1: AILE 0

CH1: AILE 2: ELEV 0
0 3: THRO 0

4: RUDD 0
CH9: 0 5: GEAR 0
CH10: 0 6: FLAP 0
CH10: 0 7: AUX1 0
CH12: 0 8: AUX2 0

Reset trims to neutral after having
adjusted all linkage. Note: this is
one of the several functions for
which the radio requires
confirmation to make a change

Open BASIC menu,
then open TRIM
submenu.

For 1s. (If ADVANCE, again)
TRIM.

Confirm the reset. to reset, for 1s. Beep sounds

Double the sensitivity of the
AILERONTRIM LEVERS for a
first flight of an aerobatic model
to ensure sufficient range to trim
the model for level flight.

Adjust the size of
thestep (Ex 8： ） to AILE, PUSH to 8,PUSH
Repeat for other
channel. to ELEV,PUSH to new setting.

Repeat as needed.
Close

Goals Steps Inputs

Adjust the flap
servo’s SUB TRIM
until its center
exactly matches the
aileron servo’s center
as they work together
as FLAPERON.

Open BASIC menu, then open
SUBTRIM

for 1s .(If ADVANCE again)
to SUB-TRIM

Choose the channel to adjust
until surfaces match(Ex: flap) to FLAP PUSH,， as needed to

each channel.
Repeat for other channels as needed.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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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 역전 역방향2.3.6 ( ) :
개별 서보가 동작에 응답하는 방향을 변경합니다CONTROL STICK .
번과 번 채널은 스위치 전용이기 때문에 서보 역방향은 컨트롤 화면에 있으며9 10 AUX-CH

스위치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서보를 되돌리기 전에 섹션을 반드시 읽으십시. SWASH AFR
오.

헬리콥터를 제외하고 다른 프로그래밍에 앞서 서보 역전을 항상 완료하십시오CCPM .
또는 과 같이 여러 개의 서보를 제어하는 사전 제작 된 기FLAPERON V-TAIL ACRO/GLID

능을 사용하는 경우 서보를 뒤집을 필요가 있는지 또는 기능 설정을 바꿔야 하는지 알리는 것
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특수 기능에 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REVERSE【 】
→ 1: AILE NOR

CHI: AILE 2: ELEV 0NOR
REV: NOR 3: THRO 0NOR

4: RUDD 0NOR
CH9: NOR 5: GEAR 0NOR
CH10: NOR 6: FLAP 0NOR
CH10: NOR 7: AUX1 0NOR
CH12: NOR 8: AUX2 0NOR

적절한 모델 메모리 후크 업 및 라디오 기능을 확인하기위한 추가주의 사항으로 항상 모든,
비행 전에 서보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서보 역전

이중 삼중 속도 및 지수2.3.7 / (D/R, EXP)
듀얼 트리플 레이트 스위치를 뒤집어서 서보 트래블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 (ACRO GLID)

스틱 위치로 맞출 수 있습니다 듀얼 레이트는 단일 예 채널 서보가 아닌 에일러론과 같. ( : 1)
은 나열된 컨트롤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에일러론 듀얼 레이트를 조정하면. ,

또는 를 사용할 때 에일러론 서보와 또는 또는FLAPERON AIL-DIF AILEVATOR ELEVON
헬리콥터를 사용할 때 에일러론 및 엘리베이터 서보의 이동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CCPM .

Goals Steps Inputs

Revere the direction
of the elevator servo.

Open REVERSE function for 1s .(If ADVANCE again)
to REVERSE, PUSH.

Choose proper channel and
set direction(Ex: ELEVREV)]

to ELEV, to REV ’Are you sure?，
displays for 1s.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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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모든 스위치 포지션 스위치를 선택하면 해당 듀얼 속도가 즉시 배가 됩니다, A-H. 3 3 .•
글라이더 프로그래밍은 당신에게 조건의 선택을 제공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각 조건에.•
해 별도의 요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GLID)
스틱 위치 예 방향타에서는 스냅 스핀 스톨과 같은 극한 조작을 제외하고는(ACRO GLID).( : / /•

스틱 동작의 중심 만 사용합니다 러더 스틱이 를 넘지 않는 한 즉 스톨 회전 러더3/4 . 90% ( , )
높은 비율의 로 이동합니다 이는 의 낮은 비율보다 훨씬 많은 여행입니다90% . 89% .)

Low Rate = 50% High Rate = 100%
89% Low Rate =, 45 "
90% High Rate =, 9 "

조정 가능성 :
범위 으로 설정하면 컨트롤이 완전히 비활성화 됩니다 초기 값: 0-140%(0 .) =100%•
각 방향으로 조정 가능(ACRO/GLID)•

예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예 부분의 모델은 엘리베이터 트림 없이 똑바로 세우지 만( : / , / )( :
평평한 비행을 유지하기 위해 거꾸로 돌릴 때 약간의 하강 장치가 필요합니다 모델을 뒤집.)
어 놓기 위해 필요한 양만큼 하강 거리를 늘리면 모델은 이제 똑바로 세우거나 레벨을 바꿀,
수 있는 동등한 여행을 가집니다.

항목에서 스틱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항목으로 스위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SW1" "SW2" .
동시에 작동 될 때 스위치 작동이 스틱 작동보다 우선합니다.(A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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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
플라이를 보다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스틱 위치에 한 서보의 응답 곡선을 변경하십시오 러.
더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및 스로틀에 해 서보 무브먼트를 중립 주위로 덜 민감하게 만들, ,
수 있습니다 헬리 타입 신 스로틀 커브 사용 타입 스로틀 와 스로틀 커브는 동( ).(ACRO EXP
시에 작동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모델에서 최상의 트릭을 수행하려면 많은 양의 여행이 필요).
합니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인 문제가 없으면 중성 주위에 민감하여 비행하기가 불편하고 작은 수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각 비율에 해 다른 지수를 설정하여 아래 예에서와 같이 각.
비율에서 작은 수정 효과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수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아직 변경하지 않았으면 를 방향D/R, EXP SWITCH D DOWN(AILERON STICK )•
으로 이동하십시오.

스위치 를 위로 움직입니다 아일린스틱을 스틱에 잡고 스위치 를 아래로 내립니다D . 1/4 D .•
얼마나 적은 여행인지 주의 하십시오.•

스틱으로 이동하여 반복하십시오 동일하지 않은 경우 여행이 훨씬 더 가까워지는지 확3/4 .•
인 하십시오.
조정 가능성 :

중립 주위에 더욱 민감합니다 포지티브 지수.( )•
중립에 덜 민감합니다 음수 지수.( )•
각 방향에 해 조정 가능.(ACRO/GLID)•

스로틀의 경우 로우 엔드에서 지수가 적용되어 니트로 및 가솔린 엔진이 선형 스로틀 응답을,
가지므로 각 스틱이 엔진 을 사용 가능한 범위의 증가시킵니다 부분의 엔진1/4 RPM 25% .(
에서 이 범위는 입니다5-60% )
헬리콥터에 한 특별 참고 사항 헬리콥터 모델 유형은 스위치 위치 당 서보의 주행 거리의:
각 측면에 한 속도가 아니라 각 스위치 위치에 해 단일 속도를 나타냅니다 또한 각 스위.
치 위치에 해 를 설정하려면 커서를 설정으로 되돌리고 여기에서 스위치 위D/R, EXP No.
치를 변경해야 합니다 스위치를 뒤집는 것만으로도 화면 설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특.
정 스위치의 유휴 상태 및 다른 기능에 듀얼 속도를 할당 할 수 있으며 수정하기 위해 해당
조건에 모델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조건에 한 특별 참고 사항 헬리콥터 및 글라이더 프로그래밍을 통해 를 선택할 수: COND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조건을 변경할 때 자동으로 선택된 개의 컨트롤 각각에 별도. 3
의 비율을 적용 할 수 있으므로 총 가지 비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선택을5 . COND
로 변경하기만하면 됩니다 그리고. :

를 눌러 속도를 설정하면서 가지 조건을 전환합니다(HELI) CURSOR LEVER 5 .
는 해당 조건을 활성화하여 요율을 편집합니다(GLID) .

Goals Steps Inputs

Set up dual rates
and exponential in
HELI model.

Open D/R,EXP for 1s .(If ADVANCE again)
to D/R REP,PUSH.

Choose channel to CH, Push. to desired channel.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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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se first channel position to NO,PUSH. to UP,PUSH.
Set rate and EXP(Ex: High
rate=95%,0%exponential) to Rate, PUSH. to 95%,confirm 0% EXP.
Go to 2nd switch position and
set rate and exponential. to NO,PUSH. to DOWN,PUSH.
Optional: if using a 3 position
switch, set 3rd rate. to NO,PUSH. to COND repeat above.
Optional: assign dual rates to
have one for each condition.

to SW,PUSH. to COND.
Repeat steps above to adjust for each condition.

Goals Steps Inputs

Set up aileron triple rates on
SWITCH C with travel
settings of 75%(normal)
25%(slow roll)and 140%
(extreme aerobatics)and
exponential setting of
0%, +15%, and -40%
respectively.
NOTE: This normal rate has
no exponential so it has a
Very linear, normal feel.
This is slow roll rate has
positive exponential
(the opposite of what most
people normally uses),
which makes the servos
more responsive around
center. This makes the servos
feel the same around center
in the normal and low rates,
but still gives a very slow
roll rate at full stick.
3D rate (extreme aerobatics)
has a very high distance of
travel nearly twice that of the
normally rate.
Therefore, using a very high
rate negative exponential
setting softens how the servos
responses around center stick.

Open D/R,EXP for 1s to BASIC to D/R,EXP,PUSH.
Choose channel to change
(Ex:aileron is already selected) to CH,PUSH, to AILE,PUSH
Optional: Change switch position. to SW,PUSH to SWC,PUSH
Confirm switch is in desired
position and set rate.(Ex: up=high
rate,75%)

to D/R C to UP position.
AILERON STICK to75%.PUSH
AILERON STICK to75%.PUSH

Move Switch to 2nd rate position
and set this particular rate (Ex:
center=low rate,25%)

SWC to center position, to D/R
AILERON STICK to25% PUSH，
AILERON STICK to 25% PUSH，

Optional: If using a 3 position SW,
move SW to 3rd position and set
this rate.(Ex: DOWN=3D rate,
140%)

SWC to DOWN position.
AILERON STICK to140% PUSH，
AILERON STICK to140% PUSH，

Optional: except using a switch,
you can set high rates to be
triggered when the stick moves
past a certain point. To test this,
set aileron high rate to 25%.Now
set switch assignment to AIL
(90%). Move AILERON STICK to
the right and notice the huge jump
in travel after the stick moves 90%
of its distance.

to SWA to AILE(90%),PUSH
to D/R
AILERON STICK to 25%
AILERON STICK to 25%
AILERON STICK and watch screen

graph. See the change? You may also
change the trigger point by holding the
stick at the desired point then pressing and
holding the PUSH.

Set each rate’s EXP.
(Ex 0% +15% -40%： ， ， ）

to EXP .PUSH
C to UP position confirm EXP reads 0.
C to DOWN position.
AILERON STICK to+15% .PUSH
AILERON STICK to+15%.PUSH
C to center position

Repeat to set low rate EXP to -40%.
Repeat above steps for elevator and rudder.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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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틀 컷2.3.8
아시아 태평양
스로틀 컷 스로틀 스틱이 유휴 상태 일 때 스위치를 뒤집어 엔(THR-CUT)(ACRO/HELI) :

진을 정지시키는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움직임은 유휴 상태에서 가장 크며 우발적인 데드.
스틱을 피하기 위해 높은 스로틀에서 사라집니다 에는 추가 설정이 있습니다. HELI .

스위치의 위치와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수로 스위치에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값은 입니다 이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데드 스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NULL . .

THR CUT【 】

MIX: INH
RATE: 0%
THR:5%(100%)
SW: SwH
POST: DOWN

Goals Steps Inputs

Decrease the throttle
setting (at idle) to stop the
engine with the flip of a
switch.(NOTE that you
MUST assign a switch.
The default is NULL. We
recommend SWICH C in
the down position, with
IDLE-DOWN
programmed to SWITCH
C in the center and down
position.)

Open BASIC menu, then Open
THR CUT

for 1s .(If ADVANCE again).
to THR CUT. PUSH.。

Activate the function .Choose
desired switch, and the position
which activates the function.

to MIX,PUSH, to ON PUSH，
to SW,PUSH, SWC PUSH，
to POSI,PUSH to

With Throttle Stick at idle, adjust
DOWN,PUSH
the rate.

SWC to DOWN position.

Until the engine consistently shuts
off but throttle linkage is not
binding.

Throttle Stick.
to Rate. until shuts off.

Close

또한 가 할당 될 수 있습니다* LOGIC SW(Lsw1~3) .
일반적으로 로 설정하면 충분합니다 완전히 닫힐 때까지 기화기 배럴을 보는** 10-20% .

것은 략적인 설정을 얻는데 적당합니다 그런 다음 엔진을 작동 상태로 테스트하여 확인하.
십시오.

글라이더
에어 브레이크 스틱이 어디에 있더라도 스위치를 뒤집어 엔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쉬운 방

법을 제공합니다 서보의 움직임은 입니다 이제 스위치 위치와 방향을 선택해야합니다. -30% . .
공장 출하 시 설정은 비행 중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스위치의 사고 설정을 피하기 위해



- 34 -

입니다NULL .
조정 가능성 :

범위 서보의 움직임은 에어 브레이크 스틱은 최소로 최 까지: -30% ~ +30%. 0%, , 30%•
움직입니다.

및 스위치 선택 가능SWA-H logic Ls1-3•
모든 위치는 보통 을 포함한 스위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의NULL( MIX OFF) logic .•

다른 위치 와 로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UP&CEN, CEN&DN) NORM, REV MIX .

Goals Steps Inputs

Flip switch to
decrease the rate
until engine
stops. (NOTE: you
MUST assign a
switch to control
which default is
NULL)

Open BASIC menu ,then open
THR CUT

for 1s .(If ADVANCE again).
to THR CUT. PUSH.

Activate the function Choose
desired
switch, and the position.

to MIX,PUSH, to ON PUSH，
to SW,PUSH, to desired SW. PUSH
to POSI,PUSH to desired position,

PUSH
Adjust Rate until the engine
shuts off. to Rate. until shuts off.
Close

헬리콥터
이 기능은 비행이 끝난 후 엔진을 정지시키는데 사용됩니다 트림 스틱을 전원 끄기로 전환.

하지 않고 엔진 전원 켜기 끄기를 설정할 수 있으며 비행 전 항상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헬기의 스로틀 셧 은 위 유휴 위 를 포함합니다 스로틀 컷을 재설(throttle on) THR ON/OFF( ) .
정하기 전에 스로틀 스틱이 급격한 속도 상승을 피하기 위해 설정 점 아래로 유지되어야합니
다.

알림 트리거 포인트 설정 단계 메뉴 에서 다이얼로 를 선택하고: : THR CUT THRO PUSH
를 누른 다음 스로틀 스틱을 트리거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를 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PUSH 1
저장됩니다 스로틀 스틱이 트리거 지점 아래로 움직일 때만이 기능이 작동합니다. .

유휴 다운 전용2.3.9 (ACRO )
이륙하기 전에 활주로에 앉기 실속과 스핀 착륙을 위해 설정된 유휴 상태를 유지합니다, , .

정상적인 유휴 설정은 시동이 쉽고 죽은 스틱 위험이 적은 안전한 비행을 위해 조금 더 높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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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 DOWN【 】

MIX: INH
RATE: 0%
SW: SwC
POST: Ct&DN

중요 사항 기능은 엔진을 시동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우발적인: IDLE-DOWN
작동으로 엔진이 시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는 송신기가 켜져 있을 때. AT10II IDLE-DOWN
이 켜져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능을 끄려면 레버를 눌러 경고를 무시하십시오. CURSOR .

이것은 스위치 위치에 할당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모델러는 우연히 스위치의 한쪽에/ .
을 할당하고 다른 쪽에는 을 할당합니다 엔진을 시동시키는 정상적인IDLE-DOWN THR-CUT . "

설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은 센터로 내려간다 이것은" . IDLE-DOWN SWITCH C . SWITCH
의 에서도 잘 작동합니다 는 정상적인 비행 출발 느린 기동 착륙을C THR-CUT . SWITCH C / , /

위한 센터 그리고 엔진을 자르는 것입니다 유휴 상태에 놓인 또는, . TRAINER SWITCH H F
에 또는 을 지정한 후 트레이너 기능을 사용하면 학생의 스로틀 컨트IDLE-DOWN THR-CUT
롤 또는 데드 스틱이 손실 될 위험이 있습니다.

Goals Steps Inputs

Decrease the throttle
setting to idle with
the flip of a switch
for spins and
landings.

Open BASIC menu,open
IDLE DOWN

for 1s .(If ADVANCE again).
to IDLE DOWN,PUSH.

Activate the function to MIX,PUSH to OFF
Adjust the rate until engine
idles as desired with Throttle
stick.

Throttle Stick down, to RATE,PUSH,
to desired rate, PUSH

Optional:change switch
assignment. to SW, to desired position, PUSH.

Close

일반적으로 의 값입니다 엔진 동력을 동체에 고정하십시오 스로틀 스틱을 유휴* 10-20% . .
로 설정하십시오 원하는 유휴 상태가 될 때까지 스위치를 켜고 끄십시오 엔진. IDLE-DOWN .
이 청소하고 안정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스로틀링 하십시오" " .

또한 가 할당 될 수 있습니다* LOGIC SW(Lsw1~3) .

2.3.10 Fail Safe(F/S) 클린 신호 및 낮은 수신기 배터리 손실 하위 메뉴 신호가( ) (F/S) :
손실되거나 배터리가 적을 때 응답을 설정합니다Rx .



- 36 -

F/S【 】
→ 1: AILE NOR

CH1: AILE 2: ELEV 0NOR
NOR: F/S 3: THRO 15%

4: RUDD 0NOR
CH9: NOR 5: GEAR 0NOR
CH10: NOR 6: FLAP 0NOR
CH10: NOR 7: AUX1 0NOR
CH12: NOR 8: AUX2 0NOR

조정 가능성 :
각 채널은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설정은 서보를 마지막으로 명령 된 위치에 유지합니다NOR( ) .•
기능은 각 서보를 미리 정해진 위치로 이동시킵니다F/S(Failsafe) .•

참고 스로틀의 설정은 배터리 에도 적용 됩니다: F/S F/S .•
는 특정 경기에서 멀리 날아가고 다른 곳에서 잠재적인 피해를 입기 전에 멀티 로봇F/S•

을 지면으로 회전시키는데 사용됩니다 반 로 모든 서보에서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오랫동안 비행기를 계속 비행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경쟁 모델러는 종종 기능을 유지하여 짧은 간섭이 모델의 조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NOR•
도록 합니다.

간섭 이 있을 때 엔진이 공전하도록 스로틀 채널을 설정하십시오 이로 인해 무선(ACRO) .•
간섭으로부터 멀리 날아가고 복구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 할 수 있으며 충돌이 발생
하면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NOR .•
안전을 위해 기능에서 가솔린 엔진의 전자 킬 스위치를 위치로 설정하는 것이F/S OFF•

좋습니다.
설정을 지정하면 분에 한 번씩 데이터가 자동으로 전송됩니다F/S 2 Failsafe .(PCM) F/S

모드를 선택할 때 송신기 전원 스위치를 끄고 설정이 올바른지 서보가 선택한 설정으로 이동
합니다 적어도 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2 .

설정을 변경하고 송신기 전원을 끄기 전에 수신기 전원을 켜면 변경 사항이 전송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Goals Steps Inputs
Change the receiver
Failsafe command for
channel 8(gasoline
engine kill switch) to
a preset position.
NOTE: This is one of
several functions for
which the radio
requires confirmation
to make a change.

Open BASIC menu, then
Open F/S.

for 1s .(If ADVANCE again).
tto F/S, PUSH

Choose channel tochange( Ex: CH. 8) to CH8 ,PUSH.
Set and confirm fail safe
command.

that controls CH8 to desired OFF position.
to adjust ,PUSH

Repeat as desired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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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채널 기능 채널 제어 포함2.3.11 ( 9-12 )
채널 의 트랜스미터 컨트롤과 리시버 출력 사이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또(AUX-CH) : 5-12 .

한 는 서보 방향을 변경하는데 사용됩니다CH9-12 POSI CH9-12 .
기능은 화면에서만 볼 수 있으며 변조 모드는 또는 여야 합니CH9-12 AUX-CH PCM 2.4G

다.
조정 가능성 :

채널 은 임의의 슬라이더 및5-8 SWITCH(AH), LOGIC SWITCH(Lsw1-Lsw3), [VR(D)•
또는 노브 예 움직이는 플랩 스위치 또는 슬라이더에 연결 기본 컨트롤VR(E)] [VR(AC)]( : ),

스틱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프로그래밍 가능한 믹스를 사용하십시오( ).
채널 은 임의의 에 할당 될 수 있으며9-10 SWITCH(A-H), LOGIC SWITCH(Lsw1-Lsw3)•

서보 방향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채널이 동일한 스위치 슬라이더 또는 노브에 지정 될 수 있습니다, .•

로 설정된 채널은 믹스에 의해서만 제어됩니다 예 개의 러더 서보에 개의 채"NULL" .( : 2 2•
널을 사용하십시오 믹스 페이지 참조. 68 )

및 기능이 활성화 된 경우 관련 채널의GYRO SENSE, GOVERNOR THR-NEEDLE•
설정이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AUX-CH .

AUX-CH【 】

CH5: SwG CH1: STK1
CH6: VrA CH2: STK2
CH7: VrC CH3: STK3
CH8: VrB 0 CH4: STK4
CH9: SwB 0 CH5: SwD
CH10: SwA 0 CH6: VrE

서브 메뉴 스톱워치 기능2.3.12 TIMER ( ) :

Goals Steps Inputs
Assign flaps to the
right slider[VR(E)]
and set channel 7 to
NULL in preparation
to use it as a smoke
system control(the
smoke system being
activated later by a
throttle to CH7 MIX).

Open BASIC menu, then to
AUX-CH

for 1s .(If ADVANCE again).
to AUX-CH,PUSH

Choose channel to change
(Ex:CH6)

to CH6 PUSH,， to desired
switch, PUSH

Repeat above steps as desired.
(Ex:CH7=NULL) to CH7,PUSH, to NUL
Close



- 38 -

경쟁 시간에 남은 시간 연료 탱크에서의 비행시간 배터리로 인한 시간 등을 추적하는데, ,
사용되는 개의 전자시계를 제어합니다3 .

조정 가능성 :
카운트 다운 타이머 선택한 시간부터 시작하여 남은 시간을 표시합니다 시간을 초과하: .•

면 보다 작게 계산됩니다0 .
카운트 업 타이머 에서 시작하여 최 분 초의 경과 시간을 표시합니다: 0 99 59 .•
카운트 다운 타이머 정지 유형 선택한 시간부터 시작하여 남은 시간을 표시하고 에서( ) : 0•

정지합니다.
모델 타이머 각 모델에 최 시간 분의 시간을 누적합니다 모델 타이머 기능: 99 59 ON .•

이 꺼지면 누적 시간도 으로 재설정 됩니다"0:00" .
각 모델에 독립적으로 모델 변경 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타이머 모드에서 타이머는 매분마다 한 번 삑 소리를 냅니다 지난 초 동안 초마다 경. 20 2•

고음이 울립니다 지난 초 동안 매초 삑 소리가납니다 선택한 시간에 도달하면 긴 톤이 방. 10 .
출됩니다.(UP/DOWN TIMER)

리셋하려면 레버로 시작 화면에서 원하는 타이머를 선택한 다음 을 초CURSOR ( ) DIAL 1•
동안 누르고 있습니다.

스로틀 스틱 에 의한 스위치 의 어느 방향으로의 작동 스로틀 스틱을 사용(STK-THR) AH (•
하면 잔여 연료를 추적하고 있거나 전기의 경우 얼마나 많은 배터리가 남아 있는지 편리합니
다 또는 전원 로 설정합니다.), LOGIC SWITCH Lsw1-Lsw3 SWITCH(PWR SW) .

또한 리셋 스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SWITCH A-H LOGIC SWITCH•
Lsw1-Ls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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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s Steps Inputs

Set timer 2 to count
down 4 1/2 minutes,
being controlled by
Throttle Stick
position.
This utilized to keep
track of actual
Throttle on time to
better cooperate with
fuel/battery usage.

Open BASIC menu, then to
TIMER

for 1s .(If ADVANCE again).
to TIMER ,PUSH

Go to TIMER <2> to TIMER <2>, PUSH
Adjust time to 4min.30sec.,
count down

tto 4,PUSH.
to 00 TIMER<2>, PUSH to 30,PUSH

Assign switch at ST-THK
and set trigger point.

to SWA TIMER<2>, to ST-THK, PUSH
Throttle Stick down to 50%,PUSH for 1s to

NULL.
Throttle Stick down to desired position(Ex:1/4

stick) PUSH button for 1s to set.
Close

트레이너2.3.13 :
개의 송신기를 연결하는 옵션 트레이너 코드로 초보자 조종사를 교육하십시오 강사는 여2 .

러 수준의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TRAINR【 】
MIX:INH → 1: AILE NORM

2: ELEV NORM
3: THRO NORM
4: RUDD: NORM
5: GEAR: NORM
6: FLAP NORM
7: AUX1 NORM
8: AUX2 NORM

조정 가능성 :
트레이너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이 모드로 설정된 채널을 학생이 제어 할 수 있NORM :•

습니다 설정된 채널은 학생의 송신기에 설정된 프로그래밍에 따라 제어됩니다. .
트레이너 스위치가 켜지면 강사의 송신기에서 설정된 믹싱에 따라 제어되는 이FUNC :•

모드로 설정된 채널을 학생이 제어 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너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이 모드로 설정된 채널은 강사의 송신기에서 설정MIX :•

된 모든 믹싱에 따라 제어되는 학생과 강사가 모두 제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혼합.
비율은 조정 가능 합니다 기본.( 30%)

참고 그러나 학생의 송신기에 없는 채널을 설정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채널은 강사의 송[ ] .
신기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트레이너 스위치가 켜져 있어도 학생이이 모드로 설정된 채널을 제어 할 수 없습OFF :•
니다 설정된 채널은 트레이너 스위치가 켜져 있더라도 강사에 의해서만 제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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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장착 스위치 만이 제어합니다 할당 할 수 없습니다SWITCH : H . .•
호환성 은 코드와 호환되는 모든 송신기가 있는 마스터 또는 학생이 될: AT10 Radiolink•

수 있습니다 선택 사양 트레이너 코드 별도 판매되는 시리즈 용 를 각 트랜스미터의 트. ( AT10 )
레이너 연결부에 연결하고 아래 지침을 따르기 만하면 됩니다.

예 :
암 스로틀 콜렉티브가 으로 설정된 경우 채널 송신기로 채널 헬리콥터 연습이/ FUNG 4 5•

가능합니다.
두 번째 송신기에서 모델을 설정하고 모드를 사용하여 모든 기능의 작동을 빠르고NORM•

안전하게 확인한 다음 학생 라디오가 모델을 완전히 비행할 수 있게 하십시오.
모드를 사용하면 학생들의 무전기에 낮은 스로 다른 지수 심지어 다른 보조 채NORM , ,•

널 설정 이러한 기능이 있는 경우 을 설정 합니다( ) .
학습 곡선을 쉽게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와 에일러론을 또는 모드로 설정하NORM FUNC•

고 다른 채널은 로 설정하고 강사가 제어 할 수 있습니다OFF .

노트:
절 로 학생용 송신기 전원을 켜십시오.•

는 학생 송신기 모듈레이션 모드를 으로 설정합니다LWAYS PPM .•
학생 및 강사의 송신기가 동일한 트림 설정 및 제어 동작을 수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컨.•

트롤 스틱을 움직일 때 앞뒤로 전환하여 확인하십시오.
강사의 안테나를 완전히 확장 하십시오 학생의 안테나를 접습니다 제외. .(2.4GHz )•

기능이 활성화되면 스냅 롤 기능이 비활성화 됩니다 동일한 스위치에 할당 된TRAINER .•
및 과 같은 다른 기능은 비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기능을IDLE-DOWN THR-CUT . TRAINER

사용하기 전에 항상 기능 할당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다른 모델을 선택하면 안전을 위해 현재 모델에서 기능이 비활성화 됩니다TRAINER .•

로직 스위치 선택2.3.14 (LOGIC SW) :
의 다양한 기능은 스위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AT10II .

Goals Steps Inputs
Turn on the TAINER
system and set up so
student has :fully
functional control of
aileron and elevator to
support FLAPERON
&AILERON; normally
control of rudder to
allow lowered travel;
and no throttle
channel control(with
the instructor for
safety)

Open BASIC menu, then Open
TRAINER

for 1s .(If ADVANCE again).
to TRAINER ,PUSH

Activate TRAINER PUSH, to PUSH

Choose desired channels and
proper training types

past AILE and ELE(default FUN)
to THRO,PUSH, to OFF, PUSH
to RUDD, PUSH, to NORM,PUSH

Close
Test student radio function prior to attempting to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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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스위치는 와 같은 기능에 할당 될THR-CUT, IDLE DOWN, AUX-CH, TIMER, PROG
수 있습니다 및 논리 스위치는 두개의 스위치. MIX, AIRBRAKE, ELEV-FLAP AILE-FLAP.
조합으로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의 두 가지 유형의 논리를 선택할 수. AND OR
있습니다.

SW OUT
SW ( 1 ) SW ( 2 ) AND OR

OFF ON OFF OFF
OFF ON OFF ON
ON OFF OFF ON
ON OFF ON ON

LSW 1 (OFF) 2 (OFF) 3 (OFF)

SW SWA SWA SWA

POST NULL NULL NULL

MODE x/and x/and x/and

SW SWA SWA SWA

조정 가능성 :
개의 로직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및3 .(LSW1, LSW2 LSW3)•

또는 모든SW(1) : SWICH A-H THRSTKS, SW(2) : SWICH A-H•
스위치 위치(POSI)•
로직 모드 또는: AND OR(MODE)•

디스플레이 및 순환 하위 메뉴2.3.15 SERVO :
라디오의 출력을 채널 에 표시합니다1-12 .

서보 서브 메뉴는 두 가지 기능을 포함 합니다 :
실시간 막 그래프 디스플레이로 송신기가 어떤 명령을 서보에 보내고 있는지 정확히 보•

여줍니다 이것은 각 스틱 레버 노브 스위치 입력 및 지연 회로의 결과가 즉시 나타날 수.( , , ,



- 42 -

있기 때문에 복잡한 믹싱 기능이 있는 모델을 설정할 때 특히 유용 할 수 있습니다.)
서보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서보 문제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서보 사이클 기능 채널.(•

1-12)

Goals Steps Inputs

View the result of
reassigning channel
6 from VR(A) knob
to three-position
SWITCH C Cycle
the channel 6
servo.

Complete desired programming
function.(Ex: in AUX-CH,move
ch.6 to

See AUX-CH for details.

Open SERVO function for 1s .(If ADVANCE again) .
to SERVO , PUSH

Move each control to see the
operation.(Ex: SWITCH C in all
positions)

C to center position. Note change in
position of ch.6 servo.

Prepare all servos to be cycled
and cycle Plug in servos. Power on.
Close

2.3.16 TELEMETARY
신호 강도 및 수신기 전압은 무선 송신기에 통합 됩니다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RECEIVE

하위 메뉴에도 표시됩니다.
수신기 전압은 로 표시되며 외부 전압은 로 표시됩니다RX , EXTY .

원격 측정 정보를 찾으십시오 에서 를 선택하고 를 눌러 입: BASIC MENU RECEIVE PUSH
력하면 아래와 같이 원격 측정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는 수신기 전압 는 외부 전. RX , EXT
압입니다 또한 온도 및 엔진 속도 및 는 모두 원격 측정. (EXT, TEMPERATURE, RPM GPS
센서가 필요함).

는 신호 강도이고 은 신호가 없으며 은 최 값입니다RSSI , NULL 0 .
텔레 메 트리 센서 연결 센서가 수신 포트 와: EXT, TEMPERATURE, RPM, GPS DATA

하나씩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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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 :

원격 측정 모듈 에 연결PRM-01

텔레 메 트리 모듈 에 연결하십시오 중간에 있는 제품은 의 비행 컨트롤러PRM-03 .( Radiolink
입니다Mini P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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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 사전 기능 메뉴 기능3 .

비행기 날개 유형3.1 (ACRO/GLID) :
모델에는 가지 기본 날개 유형이 있습니다MULTIROTOR 3 .

단순한 모델은 하나의 에일러론 서보 또는 하나의 수신기 채널에 하네스의 여러 서보 를. ( Y- )•
사용하며 꼬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설정이며 특별한 날개 프로그래밍이 필요하지 않습니.
다.

트윈 에일러론 서보 모델은 개의 에일러론 서보를 사용하며 꼬리가 있습니다. 2 . TWIN•
를 참조하십시오AILERON SERVOS .

꼬리가 없는 모델 날 수 있는 날개 모델은 두개의 윙 서보가 함께 작동하여 롤과 피치 제( ).•
어를 만듭니다 엘레 본을 참조하십시오. .
트윈 에일러론 서보 꼬리가 있는 현재의 많은 모델은 두개의 에일러론 서보를( )(ACRO/GLID) :
사용합니다 두개의 에일러론 서보가 두개의 별도 수신기 채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델이. .(
별도의 엘리베이터가 없는 비행 날개 인 경우 을 참조하십시오ELEVON )
이점:

완벽하게 일치하는 여행을 위해 각 서보의 중심점과 끝점을 조정하는 기능.•
이중화 예 서보 장애 또는 공중 충돌의 경우( : ).•
하나의 서보가 개의 표면을 구동 할 수 있도록 토크로드가 필요 없으므로 조립이 용이하고2•

표면 당 더 많은 토크가 발생합니다.
하나의 서보가 개의 표면을 구동 할 수 있도록 토크로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조립이 쉽고2•

표면 당 더 많은 토크가 발생합니다.
에일러론 차동 장치를 사용하면보다 안정된 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의에 해서는(eliler) .(•

용어집을 참조하십시오.)
서보 중 하나의 작동을 취소하려면 음의 백분율을 설정하십시오.•

옵션 :
채널 수신기 또는 를 계속하기 전에 를 설정하십시오5 . FLAPERON AIL-DIFF AILE-2 .•

FLAPERON :•
두 번째 서보의 경우 을 보냅니다CH6 .•
에일러론의 플랩 동작과 에일러론 동작을 허용합니다.•
수평 비행을 위해 의 중성점을 조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FLAPERON FLAP-TRIM .•

를 활성화하는 신 자체 프로그래밍에서 에일러론 차동을 허용합니다AIL-DIFF .•
두 번째 서보에 사용 사용 참조CH7 (AIL-2 CH5 )•

에는 과 플랩 동작과 같은 플랩 작동을 위해 을 자유롭게AIRBRAKE FLAPERON CH5&CH6•
남겨 둡니다.

스트레이트 롤의 경우보다 에일러론 주행을 더 많이 허용합니다 모델을 설정하는데.•
또는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선택해야합니다 에일러론이 플랩으로FLAPERON AIL-DIFF .

작동해야하는 경우에는 을 사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모델에 개의 에일러론 서보FLAPRON . 2
및 플랩이 있는 경우 는 다음과 같습니다AIL-DI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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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가장 쉬운 선택.
참고 한 번에 개의 날개 형 기능 및 중 하나만 사용할: 3 (FLAPERON, AIL-DIFF ELEVON)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활성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날개 유형을 활성화하려. .
면 첫 번째 유형을 비활성화 해야 합니다.

채널 수신기3.2 TWIN AILERON SERVOS(5 , AILE-2,
ACRO/GLID)

는 채널 수신기로 및 를 허용합니다 는 및AILE-2 5 FLAPERON AIL-DIFF . AILE-2 CH5
또는 및 이 아닌 및 을 또는CH6(FLAPERON) CH6 CH7 CH5 CH7(AILDIFF) FLAPERON

의 두 번째 서보로 사용한다는 것을 라디오에 알립니다AILE-DIFF . FLAPERON/AILE-DIFF
기능을 활성화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또는 를 선택해도 개 이상의 채널이 있는 수신기를 사용할 때 또는CH6&5 CH7&5 5 CH6
을 다른 기능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와 은 모두CH7 . 5 6(FLAPERON/AILE-DIFF) FLAPERON

또는 프로그래밍 전용입니다 이것은 종점이나 서브 트림을 따로 설정해야하는AILE-DIFF . [ 4
개의 에일러론 서보와 함께 유용합니다 및 은 이미 에일러론으로 작동하도록. CH1, CH5 CH6
완전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는 다른 쪽의 보조 에일러론 서보 을 에일러론으로 적절히 기능 시키십시오CH7 CH8( ) .

Goals Steps Inputs

Adjust the 2nd aileron
output from CH6or7 to
channel CH6&5 Allow twin
aileron servos operating
with a 5-channel receiver.

Open PARAMETER submenu. For 1s. (If ADVANCE again) .
to PARAMETER ,PUSH

Select AILE-2 and change to
CH6&5. To AILE-2. to CH6&5
Close

모델에는 가지 기본 꼬리 유형이 있습니다MULTIROTOR 4 .
단순한 모델은 하나의 엘리베이터 서보와 하나의 러더 서보 또는 하네스의 여러 서보 를. ( Y- )•

사용합니다 이것이 기본 값 입니다. .
이중 엘리베이터 서보 모델은 의 엘리베이터 서보를 사용합니다. 2 .•
꼬리가 없는 모델 모델은 개의 윙 서보를 함께 사용하여 롤 및 피치 제어를 만듭니다 엘. 2 .•

레 본 을 보십시오(ACRO/GLID 1A+1F) .
모델은 비스듬히 두개의 서페이스를 사용하여 요와 피치 컨트롤을 만듭니다V-TAIL. .•

참조V-TAIL(ACRO/GLID) .
참고 한 번에 개의 꼬리 유형 기능 및 중 하나만 사용할: 3 (AILEVATOR, V-TAIL ELEVON)
수 있습니다 라디오는 예열을 제공하고 첫 번째 유형이 비활성화 될 때까지 다른 유형의 활.
성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OTHER WING MIXING IS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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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델타 날개 날기 날개 및 에 있는 두개의 서보ELEVON(ACRO/GLID 1A+1F) : , ELEVON
를 사용하여 에일러론과 엘리베이터 기능을 결합한 기타 테일리스 에 사용됩니MULTIROTOR
다.
각 서보의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응답은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진을 위해/ .
개의 모터를 함께 구동하는 탱크와 선회를 위해 하나의 전진 후진을 하는 지상 모델 용도로2 /

도 널리 사용됩니다.

메뉴3.3 ACRO ADVANCE FUNCTION
믹스는 라디오 내의 특수 프로그램으로 하나 이상의 채널이 스틱 슬라이더 또는 노브와 같은,
하나의 소스의 입력과 함께 작동하도록 명령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믹스가 있습니다.
유형:

부분의 믹스는 선형입니다 선형 믹스는 슬레이브 서보에게 슬레이브 채Linear : . 100%•
널의 범위를 사용하여마스터 서보가하는 일을 정확히 수행하도록 알려줍니다 예를 들100% .
어 에일러론 스틱이 움직일 때 플랩 서보는 정확하게 같은 양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말, ,
합니다 선형 믹스는 예를 들어 마스터 컨트롤이 움직일 때 슬레이브 서보가 범위. 50% 100%
의 로 이동하도록 알려줍니다50% .

오프셋 혼합은 특수 유형의 선형 혼합 입니다 믹스가 켜지면 일반적으로 스위치: OFFSET . (•
의 플립 슬레이브 서보는 그 범위의 퍼센트로 움직입니다 이것의 예는 이며 플), . AIRBRAKE ,
랩 및 엘리베이터를 스위치의 플립에서 설정된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FLAPERON .

곡선 곡선 혼합은 주로 헬리콥터에서 사용되지만 항공기 및 글라이더에서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예는 스로틀 서보가 움직이면서 기내 바늘의 서보가 움직이면서 혼합물을 변경하는.
스로틀 니들 혼합 입니다- .

딜레이 딜레이 믹스는 서보를 원하는 범위로 더 천천히 움직이게 하는 아주 특별(Delay) :•
한 몇 가지 기능의 일부입니다.

터빈 엔진 시뮬레이트 와 의 엘리베이터 지연은 이 두 가지THROTTLE DELAY( ) AIRBRAKE
예입니다 의 는 다른 조건에 한 트림 설정으로의 서보 이동을 늦추는 또 다른. HELI DELAY
예입니다.
본질적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은 실제로 모든 배정 프로그래밍이 설정되고 사용할/
준비가 된 믹스입니다 또한 및 프로그램은 비행 선형 문제를 해결하고. AT10II ACRO GLID
추가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수 믹스를 설정할 수 있는 선형 및 곡선 완전 프로그래4 4
밍 가능 믹스 는 선형 및 곡선 제공 를 제공합니다(HELI 4 2 ) .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몇 가지 예제를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믹스 유형과 믹스의 중요성을 명.
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예제 :

지수는 미리 프로그래밍 된 커브 믹스로 센터 스틱에서 서보의 응답을 더 또는 덜기, (+) (-)•
민감하게 만듭니다 듀얼 속도 전체 범위를 조정하는 선형 혼합과 함께 작동( , ). D/R, EXP,

및 은 사전 프로그래밍 된 두 가지 믹스입니다 이것들은IDLE-DOWN THR-CUT OFFSET .•
스로틀 서보가 특정 지점 아래에 있을 때 기화기 닫기를 돕기 위해 추가 설정 백분율을 유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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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믹싱은 플랩을 엘리베이터 컨트롤에 비례적으로 이동시키는 사전 프로그ELEV-TO-FLAP•

래밍 된 선형 혼합으로 모델 루프를 엘리베이터 단독 방식보다 훨씬 가까이 있게 도와줍니,
다.

스로틀 니들 혼합은 적절한 비행 중 바늘 설정을 위해 곡선 믹스 과 같음 입- (PROG.MIX 5~8 )•
니다.

스로틀 딜레이 믹싱은 서보의 응답을 느리게 하는 사전 프로그래밍 된 딜레이 믹스입CH3•
니다.
다음은 미리 프로그래밍 된 믹스 간단히 하기 위해 채널이 미리 정의 된 믹스 를 자세히 살펴( )
보고 완전히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믹스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3.3.1 MIX

[PROG MIX]

-normal- -curve-
1:INH 5:INH
2:INH 6:INH
3:INH 7INH
4:INH 8:INH

[PROG MIX1]

: 0%RATE : 0%
MIX: INH

OFFSET: 0% TRIM:OFF
(-0%) LINK:OFF

MASTER:CH1 SW:SwB
SLAVE:CH4 POST:NULL

에는 개의 개별 선형 프로그램 가능 믹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믹서 의 믹싱AT10II 4 .( # 5-8
레이트는 포인트 커브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헬리 믹서 의 믹싱이 있습니다5 . # 5-6 . CURVE

를 참조하십시오MIXES .
이러한 믹스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
조정 가능한 모든 매개 변수는 아래에 나열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두려워하게하지 마십시오.
처음 몇 번 믹스를 시도하면서 기본 믹스를 켜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조정한 다음
서보 스크린을 사용하여 자신이 맞는지 확인하고 확인하십시오 모든 기능과 마찬가지로 샘플.
설정이 단계별로 진행되어 사용자를 지원합니다.
선형 프로그램 가능 믹스를 사용하는 샘플 이유 :

의 잘못된 경향을 수정 방향타 입력에 따라 회전하는 것과 같이MULTIROTOR ( ).•
단일 축 예 두 개의 러더 서보 에 해 개 이상의 서보를 작동합니다( : ) 2 .•
특정 동작 예 플랩이 낮아지면 엘리베이터를 내리는 동작 을 자동으로 수정합니다( : ) .•
첫 번째 채널에서 움직임에 따라 두 번째 채널을 작동하려면 스로틀 적용이 증가함에 따라(•

연기 오일의 양이 증가하지만 연기 스위치가 활성화 된 경우에만).
특정 상황 예 트윈 엔진에서 플라잉 아웃 시뮬레이션 또는 스로틀 보조 러더 회전 트윈으( : ,•

로 시뮬레이션 과 같이 기본 컨트롤 응답을 중지합니다) .
조정 가능성 :

개의 프로그램 가능 믹스는 간단하게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믹스를 기Defaults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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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으로 합니다 이러한 믹스 중 하나를 사용하려면 마스터 및 슬레이브 서보가 이미 선택되도.
록 믹스 번호를 선택하기 만하면 됩니다.

코디네이트 턴의 에일러론 러더PROG.MIX1 -•
엄격한 루프를 위한 엘리베이터 투 플랩 는 피치로 기본 설정됩PROG.MIX2 - - (HELI ELEV•

니다.)
플랩으로 피칭을 보정하는 플랩 투 엘리베이터 는 기본적으로 피치PROG.MIX3 - - (HELI -ELEV•

믹스)
스로틀 러더 지상 조향 보정PROG.MIX4 -•

혼합 가능한 채널 가지 믹스 모두 의 조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 비례: 4 CH1-8 .(CH9-10•
하지 않으며 혼합 될 수 없습니다 오프셋 및 다이얼은 마스터 채널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마스터 제어 채널 슬레이브 채널이 따라 오는 채널입니다: , .•
다른 채널 부분의 믹스는 컨트롤 채널을 따릅니다 예 러더 에일러론 스위치 없: .( : - , 25%,•

음 롤 커플 링 수정, )

MASTER SLAVE LINK TRIM SWITCH POITION RATE OFFSET
RUND AILE ON OFF ANY NULL 25% 0

오프셋 마스터 혼합을 만들려면 마스터를 로 설정하십시오 예: OFFSET OFST .( : SWITCH•
가 아래쪽 위치에 있을 때 을 총 던지기의 플랩으로 움직입니다C FLAPERON 20% .)

MASTER SLAVE LINK TRIM SWITCH POITION RATE OFFSET
OFST FLAP ON OFF C DOWN 20% 0

다이얼 마스터 다이얼을 움직여 서보의 한 위치에 직접 영향을 주려면 마스터를 원하는:•
다이얼로 설정하십시오 예 왼쪽 슬라이더에 두 번째 스로틀 트림을 작성하십시오.( : .)

MASTER SLAVE LINK TRIM SWITCH POITION RATE OFFSET
VR(D) THRO OFF N/A ANY NULL 5% 0

슬레이브 제어 된 채널 채널은 마스터 채널의 움직임에 따라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 . .•
째 채널은 믹스 이름 예 보조자 방향타 입니다( : - ) .

링크 이 프로그램 가능한 믹스를 다른 믹스와 링크하십시오: .•
예 플랩이 낮아졌지만 모델에 이 있을 때 을 보정하기 위해: V-tail ballooning PMIX

를 혼합합니다 가 없다면 이 믹스는 플랩이 명령 될 때 엘리베FLAP-ELEVATOR . LINK , CH2
이터 만 움직이게 되므로 요와 롤이 위험한 조합이 됩니다 으로 와 모두, . LINK ON CH2 CH4
에 믹싱이 적용됩니다.

MASTER SLAVE LINK TRIM SWITCH POITION RATE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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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림 마스터의 트림은 슬레이브에 영향을 줍니다 에 트림이 없으므로 마스터가: . 5-9 CH•
가 아닌 경우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 두개의 러더 서보 로 러더 트림은 두개1-4 . : . TRIM OFF

의 서보를 묶을 것입니다 이이를 해결합니다. TRIM ON .
켜짐 꺼짐 선택/ :•
스위치 개의 스위치 중 하나의 위치를 사용하여 믹스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8 .•

옵션을 사용하면 위치 스위치의 개 위치 중 개에서 믹스를 할Up&Cntr, Cntr&Dn 3- 3 2 ON
수 있습니다.

는 이 믹스를 끌 수 없습니다 이 믹스는 항상 활성화되어 있습니다NULL : SWITCH . .•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LOGIC SW(Lsw1~3) .•

스로틀 스틱 동작으로 켜고 끕니다 트리거 포인트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STK-THR : . /•
다 예 기어 도어 가 공회전 할 때 기어 도어를 열어 혼합 합니다 스로틀이 절반. : OFST-to-( ) .
이하인 경우에만 활성화 됩니다.

MASTER SLAVE LINK TRIM SWITCH POITION RATE OFFSET
OFST AUX2 OFF ON STK-THR Stick at 1/2.for 1 sec. 100% 0

마스터 채널로부터 최 입력 시 이동할 슬레이브 범위의 백분율 예Rate : . :•
믹스 범위 러더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에일러론은RUDDERAILERON , 50%. Ail =1''. 1/2 "

만큼 움직입니다.

MASTER SLAVE LINK TRIM SWITCH POITION RATE OFFSET
RUDD AILE OFF OFF ANY NULL 50% 0

오프셋 슬레이브의 중심이 마스터를 기준으로 오프셋 됩니다 예 스모크 스위치가 켜지: . :•
면 스로틀 서보 위치 당 스모크 밸브가 더 넓게 열립니다 연기 서보의 중성점은 스로틀 촉침.
중심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MASTER SLAVE LINK TRIM SWITCH POITION RATE OFFSET
THRO AUX2 OFF OFF E DOWN 100% 0

FLAP ELEV ON OFF ANY NULL 5 0

Goals Steps Inputs
Set up a FLAP-ELEV
mix:
ON when SWITCH C
is in the down

Open an unused programmable
mix.(Ex: use PROG.MIX3 since it
is already set up for
FLAP-ELEVATOR)

to BASIC menu, again to ADVANCE
to PROG.MIX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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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샘플 :
믹스 방향타가 적용될 때 피칭을 위 또는 아래로 보정 합니다RUD-ELEV(ACRO GLID) : .•

에일러론 입력으로 방향타를 자동으로 적용하여 좌표를 돌립니다AIL-RUD mix(ACRO) : .•
모든 모델 유형.

믹스 모델 기울기의 상실을 보상합니다ELEV-PIT(HELI) : .•

곡선 프로그램 믹스3.3.2 (PROG.MIX5-8)(HELI : PROG.MIX5-6) :
의 프로그램은 개의 별도 곡선 프로그램 가능한 믹스를 포함 합니다 헬AT10 ACRO/GLID 4 .

리가 두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곡선 혼합을 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 .
로 선형 혼합은 전체 범위에서 요구 사항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의 미리 프로그래밍 된 곡선.
믹스는 스로틀 니들 기능입니다 이 커브는 지점에서 조정 가능하므로 범위에서 지- . 5 RPM 5
점에서 모터 튜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가능한 곡선 믹스는 으로 기본 설정됩니다 나이프 에지에서 모RUDDER-AILERON .
델이 롤링 되는 것을 방지하는 선형 혼합은 수평 비행에서 방향타가 적용될 때 너무 많은 에
일러론 입니다 곡선 혼합을 만들고 점 모두를 선형 혼합과 일치하도록 설정하십시오 선형. 5 .
믹스를 억제한 다음 방향 채널의 이동을 따라 올바른 응답을 얻기 위해 커브를 조정 하십시
오.

position.
No elevator
movement when flaps
move
up(spoilers),5%elevato
r movement when
flaps move down.
Link should be ON if
mode has twin
elevator servos.
Otherwise, Link
remains
OFF.

Activate the function to MIX, PUSH, to ON, PUSH
Choose master and slave
channels. Already CH6 .Already CH2
Optional: set Master as OFST
or VR(A-E) to Master, PUSH, todesiredchoice

Set LINK and TRIM as needed. to LINK, PUSH, to DWON
Assign SWITCH and position.
(Ex: change from E to C, Down)

to SW, PUSH, to SwC
to POSI, PUSH to DOWN

Optional: set switch to
STK-THR to activate mix with
THROTTLE STICK.

to SW, PUSH to STK-THR
to POSI, Throttle Stick to desired

point. Push 1sec.to set.
Optional: set switch position to
NULL. Make mix active at all
time. Not complete with
STK-THR.

to POSI, PUSH, to NULL

Set rate. (Ex: Lo=0%,Hi=5%) to RATE ,PUSH VR(A), leave at
0%, VR(A)past center. to 5%

Set OFF SET, if needed.Ex : 0） to OFST to 0%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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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N MIX]
-normal- -curve-
1:INH 5:INH
2:INH 6:INH
3:INH 7:INH
4:INH 8:INH

[PRON MIX]
MIX:INH PONT-5> 0%

4>
3>
2>
1>

0%
0%
0%
0%

MAS:CH1
SLV:CH2
SW:Swf
POST:NULL

조정 :
기본 값 개의 프로그램 가능한 커브는 가장 빈번한 선택 항목을 기본 값으ACRO/GLID : 4•

로 믹스하지만 모든 채널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롤 결합 보상을 위한 방향타 에일러론 는 기본적으로 에일러론과 를PROG.MIX5 - (GLID ELEV•

혼합합니다.)
롤 결합 보상을 위한 방향타 에일러론 는 기본적으로 에일러론과 를PROG.MIX6 - (GLID ELEV•

혼합합니다.)
피치 커플 링 보상을 위한 방향타 엘리베이터 는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PROG.MIX7 - (GLID•
공기 브레이크에 혼합됩니다.)

피치 커플 링 보상을 위한 방향타 엘리베이터 는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PROG.MIX8 - (GLID•
에어 브레이크에 혼합됩니다.)

헬리 기본 값 :•
조정 회전을 위한 에일러론 엘레베이터PROG.MIX5 -•
조정 회전을 위한 에일러론 엘레베이터PROG.MIX6 -•

마스터 제어 채널은 채널 일 수 있습니다 오프셋 또는 전화를 걸 수 없습니다: . .•
자르기 곡선 혼합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오프셋 곡선 혼합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Goals Steps Inputs
Set up a RUDD-ELEV curve
mix on a model that pitches
down severely at full rudder
and not at all with minimal
rudder input, and pitches
worse on right rudder than
left:
Point 1: 25%
Point 2: 8%
Point 3: 0%
Point 4: 10%
Point 5: 28%
ON when SWITCHC is down.
LINK should be ON if model
has twin el eva t o r ser vo s.

Open an unused
programmable mix.(Ex: use
PROG.MIX7 since it is already
set up for FLAP-ELEVATOR)

to BASIC menu, again to
ADVANCE

to PROG.MIX PUSH 7 PUSH，
Activate the function to MIX PUSH,， to ON, PUSH
Choose master and slave Already RUDD. Already ELEV
Set LINK as needed( Ex: off)
Assign SWITCH and position.
(Ex: change from F to
C Down)，

to SW.PUSH. to C,PUSH
to POSI, PUSH. to DOWN

Optional: set switch to
STK-THR to activate mix with
THROTTLE STICK.

to POSI, Throttle Stick to
desired point. Push 1sec.to set.



- 53 -

3.3.3 FLAPERON(ACRO/GLID 1A+1F) :

FLAPERON【 】
MIX: INH

( L ) ( R )
FATE-AIL1: +100% +100%

AIL2: +100% +100%
FLP2: +100%
FLP:1 +100%

ACRO

FLPERON【 】
MIX: INH NORMA←

( L ) ( R ) START
FATE-AIL1: +100% +100% SPEED

AIL2: +100% +100% DISTA
FLP2: +100% LANDI
FLP:1 +100%

B.FLY-ADJ: 25%
GLID

믹싱 기능은 두개의 에일러론 각각에 하나의 서보를 사용하고 에일러론과 플랩FLAPERON
기능 모두에 사용합니다 플랩 효과를 위해 에일러론은 동시에 올리거나 내립니다 물론 에일. . ,
러론 기능 반 방향으로 움직이는 도 수행됩니다( ) .
참고 환율의 극성을 변경할 때 환율 변경 확인을 위해 표시됩니다 을 초 동안 누: " ?" . DIAL 1
르고 알람 표시를 취소한 후 설정하십시오 전용.(GLID )

이 활성화되면 또는 플랩 즉 엘리베이터 믹싱 을 프로그래밍 할 때마다 라FLAPERON CH6 " "( , )
디오가 두 서보 모두 플랩으로 작동하도록 명령합니다 에서는 플랩으로 사용할. FLAPERON
수 있는 여행 량을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직선 및 수평 비행 또는 플랩 각도의 미.
세한 증가 감소를 위해 중립 위치를 함께 조정하기 위해 트리밍 기능 참조 도 사/ (FLAP-TRIM )
용할 수 있습니다 와 은 여전히 각 서보를 개별적으로 조정합니다. END POINT SUB-TRIM .  
조정 가능성 :

각 에일러론 서보 업 트래블은 다운 트래블과 별도로 설정하여 에일러론 미분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예 참조.( ).

플랩으로 작동 될 때 각 에일러론 서보의 주행은 개별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는 채널 수신기를 사용하고 을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AILE-2 5 FLAPERON . :•

기능은 채널 서보를 에일러론 서보와 함께 에일러론과 함께 작동하도록 명령하고AILE-2 5
기본 플랩 컨트롤 에서 조정 된 이동 을 따르도록 명령합니다 채널 수신기 및(FLAP-TRIM ) . 6+
채널 6.

각 조건에 한 개별 설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FLAPERON .(GLID)•
참고 을 활성화하면 에일러론이 에일러론으로 작동하고 라디오에서 플랩으로 얼: FLAPERON
마나 멀리 움직이길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플랩으로 이동하는 다른 프로그래밍.

Ot he rw i s e, LINK remains
OFF.
(Note that point 3 is 0%.
Otherwise, the elevator would
be retrimmed when the mix is
active and no rudder input is
given.)

Optional: set switch position
to NULL. Make mix active at
all time. Not complete with
STK-THR.

to POSI, PUSH, to NULL

Set desired percent at five
stick points.

to POINT -1 to 25%,
Repeat for points 2-5.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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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성화 하면 됩니다.
은 플랩이 채널 컨트롤에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플랩 트리밍 기능입FLAP-TRIM 6

니다 플랩의 중심을 다듬기 위해서만 사용되지만 풀 플랩 조절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은 이 활성화 된 후 플랩 다이얼에서 플랩 운동으로 엘리베이ELEVATOR-FLAP FLAP-TRIM
터 믹싱을 추가합니다.

Goals Steps Inputs
Activate twin
aileron servos,
FLAPERON.
Input 10% less
down travel than
up travel(aileron
differential) within
the FLAPERON
programming.(Dec
rease right aileron
down travel to
90%,decrease left
aileron down
travel to 90%)
Adjust total flap
travel available to
50% of aileron
travel available.

Open the FLAPERON. to BASIC menu, again to ADVANCE
to FLAPERON .PUSH.

Activate the function. to MIX. PUSH. to ACT

Optional: adjust the up/down
travel for 2 servos.(Ex:90%
down)

to AILE1 AILERON STICK. to
90%

to AILE2, AILERON STICK, to
90%

Optional: Use as total flap
control.
Resign CH6 is primary control
in AUX-CH to desired flap
control.(Ex: right slider)

to FLAP2 PUSH, to +50%
to FLAP1.PUSH, to -50%

Close

이 켜져 있다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면 또는* OTHER WING MIXING AIL-DIFF ELEVON
을 비활성화 해야 합니다.

플랩 트림3.3.4 -
을 사용하여 조정FLAP-TRIM FLAPERON(ACRO/GLID)

FLAP-TRIM【 】

MIX: INH

RATE: 0%

ACRO

FLAP-TRIM【 】

MIX: INH

RATE: ↑:0% (VrA)↓:0%
GLID

은 의 플랩 동작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 컨트롤 기본FLAP-TRIM FLAPERON FLAPERON [
값은 을 지정합니다VR(A)] .
참고 이 로 활성화 되어도 효과는 없습니다 구성에서 플랩: FLAP-TRIM AIL-DIFF . AIL-DIFF
으로 에일러론을 제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은 입니다 부분의 모델러는AIRBRA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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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프로그램 가능한 믹스를 사용하여 스위치 이동을 통해 플랩을 지정된 위치로AIRBRAKE
이동시킵니다.

은 비행 중 기본 플랩 컨트롤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FLAP-TRIM .
중립 및 위치로 위치 스위치에 을 할당 할 수 있으며"SPOILERON", "FLAPERON" 3 CH6

이동을 변경하여 으로 이동한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Flap Trim FLAPERON/SPOILERON
니다.

Goals Steps Inputs

Add FLAP-TRIM to
allow the model’s
ailerons to be trimmed
together as flaps at
any time during the
flight, with a maximum
travel of 5% of the
total flap travel set in
FLAPERON.

Open FLAP-TRIM function to BASIC again to ADVANCE
to FLAP-TRIM.PUSH.

The function is automatically activate with FLAPERON; however the
default travel is 0.
Adjust the travel available to
the FLAPERON when turning
the CH6 dial.

to 5%

Close

손님 게스트3.3.5 (ACRO/ GLID 2A+1F/ GLID 2A+2F)

AILE-DIFF【 】
MIX: INH

( L ) ( R )
FATE-AIL1: +100% +100%

AIL2: +100% +100%
FLAP: CH6

ACRO

FLPERON【 】
NORMA←

( L ) ( R ) START
FATE-AIL1: +100% +100% SPEED

AIL2: +100% +100% DISTA
B.FLY-ADJ: 25% LANDI

GLID (2A+1F)/GLID (2A+2F)

에일러론 차동 장치는 또는 서보 날개에 주로 사용되며 또는 및 에 서보3 4 , CH6 CH5 CH6
플랩이 개 작동하고 및 에 연결된 개의 에일러론 서보의 적절한 에일러론 작동을1 CH1 CH7 2
제어하는 가 있습니다 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를AILE-DIFF . AIRBRAKE AILE-DIFF
사용할 때 에일러론은 플랩처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를 사용하는 동안.(AILE-DIFF

을 활성화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만 구성에서 플랩FLAP-TRIM . AIBRICE AILE-DIFF
으로 에일러론을 제어합니다.)
참고 캠버 플랩에서 속도의 극성을 변경할 때 속도 변경 확인을 위해 표시됩니다: " ?" .

을 초 동안 누르고 알람 표시를 취소한 후 설정하십시오 전용DIAL 1 .(GLID )
기능은 플랩 동작을 위해 서보를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FLAP 1~2 .•

각 조건에 한 개별 설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용AILE-DIFF .(GL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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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s Steps Inputs
Activate twin aileron
servos using
AILE-DIFF.
Note that the function
defaults to no
difference in down
travel vs. up travel. If
you want differential
travel, simply adjust
each side. (Ex:90%)

Open the FLAPERON. to BASIC menu, again to ADVANCE
to AILE-DIFF..PUSH.

Activate the function. to MIX, PUSH. to ACT
Optional: adjust the
up/down travel for 2
servos..(Ex:90% down)

to AILE1 AILERON STICK. to 90%
to AILE2, AILERON STICK to 90%，

Close
이 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면 또는 을* OTHER WING MIXING ON ELEVON FLAPERON

비활성화 해야 합니다.

에어 브레이크3.3.6 (ACRO/GLID)

[AIR-BRAK]
AIL1:--- MIX:INH
AIL2:--- SW:SwC
FLAP:+50% :DOWN
ELEV:-105 MODE:offset
-delay-
ELEV:0%

ACRO

[BUTTERFIY]
AIL1: 0% MIX:INH
AIL2: 0% SW:SwA
FLAP: 0% :DOWN
SPOT: -- CRI: 1

PRESET: 15%(99%)
GLID

및 처럼 은 라디오에서 수행되는 미리 프로그래밍 된 일FLAPERON AILEVATOR AIRBRAKE
련의 믹스로 구성됩니다 또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의. AIRBRAKE("crow" BUTTERFLY- 62

참조 는 플랩 설치된 경우 트윈 에일러론 설치된 경우 및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움직이GLID ) ( ), ( )
며 급경사를 만들거나 증가를 제한하는데 주로 사용 됩니다 다이빙에서의 기 속도. .
이 기능은 과 믹싱을 함께 사용하는 쉬운 방법으로 플랩이 없FLAPERON FLAP-ELEVATOR
는 모델에서도 종종 사용됩니다.
조정 :

작동 스로틀 스틱을 움직여 비례하거나 지정된 스위치를 뒤집어 위치를 설정하십시오: .•
스위치 믹스 스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LOGIC SW(Lsw1~3) .•
선형 스로틀 스틱에 반비례 스로틀 스틱이 낮아지고 지정된 스위치가 켜짐에 따라( ) :•

동작의 양이 비례 적으로 증가합니다 엔진 속도를 늦추면서 가 점차적AIRBRAKE . AIRBRAKE
으로 제공됩니다 가 시작되는 선택 가능한 스틱 위치를 포함하며 스로틀 스 토크. AIRBRAKE
가 낮추어지는 것과 동일한 설정으로 점차 증가합니다 에어 브레이크가 스로틀 스틱에 직접.
비례 하도록 하려면 기능을 취소해야 합니다 모든 모델의 스로틀 스틱 방향이 변THR-REV .
경됩니다.

오프셋 스위치 작동 시 응답을 즉각적으로 제공하고 기내 조정 수단(Offset) : AIRBRAKE•
없이 각 활성 채널에서 미리 설정된 이동 거리로 이동합니다.

에어 브레이크 작동 중에는 엘리베이터 시작이 엘리베이터 시작 트림 디스플레이에 표시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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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지연 반응 가 지연 지연 항목을 설정하고 엘리베이터 응: AIRBRAKE BUTTERFLY ( -ELEV)•

답을 늦추고 플랩 에일러론 엘리베이터가 원하는 끝 점에 도달하도록 허용하여 모델 태도의/ /
갑작스러운 변경을 억제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로 설정하면 서보가 약 초 동안 지정된. . 100% 1
거리를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기능.(GLID : B.FLY-ELEV )

비행 중 조절 가능 비행 중 에일러론 또는 작동 시 과 엘(ACRO) : (AILE-DIFF FLAPERON )•
리베이터 트림 레버를 사용하여 모델의 실제 에일러론과 엘리베이터 트림을 조정하지 않고 에
어 브레이크에서 에일러론 및 엘리베이터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행 중.
벌룬을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에어 브레이크 스위치가 꺼지면 트림이 다시 정상적인 엘리.
베이터 트림을 조정합니다.

채널 제어 엘리베이터 트윈 에일러론 및 플랩은 에서 독립적으로 설정 될 수: , AIRBRAKE•
있으며 으로 설정하면 효과가 없습니다0 .

이 활성화 되어 있으면 과 에 연결된 서보에 해 에일러론의 이동을FLAPERON CH1 CH6•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플랩 선택은 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FLAPERON .

가 활성 상태이면 과 이 독립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AIL-DIFF CH1 CH7 .•
일반적으로 에일러론은 에서 똑같이 들어 올려지고 엘리베이터 동작은 에일러론AIRBRAKE ,•

이 상승 할 때 트림을 유지하도록 설정됩니다 토크 반응 및 모델의 다른 고유한 특성을 보정.
하기 위해 각 에일러론에 해 서로 다른 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서 에일러스가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AIRBRAKE BUTTERFLY .
막 한 양의 항력 현물 착륙에 바람직 함 을 생성하는 것과 함께 이것은 또한 에일러론이 있( ) ,
는 더 높은 공격 각과 씻어 내림 을 생성하고 팁 스톨을 장려합니다" (wash-in)" .
이것을 갑작스런 정지 가 아닌 곡률 성능을 위해 사용한다면 위의 다이어그램에서 보인 것처" "
럼 에일러론을 올리고 플랩을 떨어뜨리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Goals Steps Inputs

Activate AIR-BREAK
on a FLAPERON.
Mode. Adjust the
FLAPERON travel to
75%, with negative
elevator(push) of
25%.

Confirm FLAPERON is
active. See FLAPERON instructions.

Open AIR-BREAK. to BASIC. again to ADVANCE to
AIR-BREAK. PUSH.

Activate the function SW C in up position
to MIX. PUSH to OFF

Adjust the travels as
needed. (Ex: Ailerons
each 75%, Elevator-25%)

to AIL1.PUSH. to +75%, PUSH
to ELEV.PUSH. to -25%, PUSH
to AIL2.PUSH. to+75%, PUSH

Optional: delay the speed
of the elevator servo. to delay-ELEV. PUSH. to 25%, PUSH
Optional: change the
mixing from full amount
upon switch to
proportional to the
Throttle Stick’s proximity
to idle.

to MODE.PUSH. to Linear(0%), PUSH.
Throttle Stick to desired 0 point.

for 1sec.till beeps
(Display changes if new setting is different

from prior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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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3.3.7 ELEV-FLAP (ACRO/GLID) :

[FLEV-FLAP]

MIX : INH
RATE ↑: +50%

: +50%↓

SW : SwC
POSI : UP

ACRO

[FLEV-FLAP]
MIX: INH NORMA←

FLP1/2 : +30%↑ ( 0%) START
: +30%↓ SPEED

AIL1/2 : +30%↑ ( 0%) DISTA
: +30%↓ LANDI

RANGE : 0%(0%)
SW : SwC

POSI : UP
GLID

믹싱은 우리가 다룰 첫 번째 사전 프로그래밍 된 믹스입니다 이 믹스는 엘리베ELEV-FLAP .
이터가 움직일 때마다 플랩을 떨어뜨리거나 상승시킵니다 기동 시 더 엄격한 철탑 선회 또는.
구석구석을 만들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 됩니다 부분의 경우 승강기가 명령되면 플.
랩이 내려갑니다 낮아짐( ).
조정 가능성 :

비율 최 플랩 에서 최 다운 플랩 까지 기본 값은 입니다 플랩 범: -100%( ) +100%( ) , +50% (•
위의 절반은 엘레베이터 터를 풀 업 엘리베이터로 끌어 올 때 달성됩니다. )

스위치 완전히 할당 가능 합니다 또한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LOGIC SW(Lsw1~3) .•
로 설정하면 믹스가 작동하지 않습니다NULL .(ACRO)

범위 엘리베이터 스틱의 중립 부근에서 혼합이 작동하지 않는 범위를 설정할 수 있(GLID) :•
습니다 스틱을 원하는 지점 상단 또는 하단 에 놓은 후 다이얼을 누르고 초간 길게 눌러 범. ( ) 1
위를 설정하십시오.

조건 각 조건에 한 개별 설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GLID) : ELEV-FLAP .•

이중 엘리베이터 서보 방향타 포함3.3.8 ( )(AILEVATOR)(ACRO) :

Goals Steps Inputs

Activate ELEV-FLAP
mixing. Adjust flap
travel to 0% flaps
with negative
elevator (push) and
45%flaps with
positive elevator.

Open ELEV-FLAP to BASIC. again to ADVANCE
to ELEV-FLAP. PUSH.

Activate the function to MIX,PUSH. to ON.PUSH

Adjust the travels as
needed. (Ex:0%, to45%)

to RATE.
Elevator Stick to0%,
Elevator Stick to +45%,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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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LVATOR]

MIX:INH

RATE-AIL3 : -50%
AIL4 : -50%
ELE2 : -100%
ELE1 : +100%

많은 모델은 개의 엘리베이터 서보를 사용하며 별도의 수신기 채널에 연결 됩니다 엘레 본2 .(
을 사용하는 별도의 에일러론 컨트롤이 없는 비행 날개 자형 테일 모델은(ELEVON) . V

V-TAIL,
이점:

완벽하게 일치하는 여행을 위해 각 서보의 중심점과 끝점을 조정하는 기능.•
단일 서보가 개의 표면을 구동 할 수 있도록 토크로드가 필요하지 않은 조립용이2 .•
극단적인 스턴트 비행 또는 보다 사실적인 제트 비행을 위한 에일러론 역할을 하는 엘리베•

이터 옵션( ).
이중 화 예 서보 장애 또는 공중 충돌의 경우( : ).•

조정 :
및 만 프로그램 가능한 믹싱을 사용하면 를 두 번째 엘리베이터 서보로 사용CH2 CH8 .( CH5•

할 수 있습니다.
스로틀 니들은 을 사용하며 동시에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CH8 ).

각 서보의 주행 방향은 에서 역전되거나 설정된 비율이 반 로 표시 될 수 있습REVERSE•
니다.

엘리베이터가 독립적으로 조정 가능 합니다 방향과 퍼센트 모두( ).•
에일러론 반응 기본 값 과 같은 선택적 동작 이 응답은 비행 중에 활성화 비활성화 할(50% ) . /•

수 없습니다 과 를 으로 설정하면이 기능이 비활성화 됩니다. AIL1 2 0 .

참고 스위치로 켜기 끄기를 원하면 여기에서 과 를 으로 설정하고 개의 믹스를 사: / AIL1 2 0 2
용하십시오 링크 트림 스위치 지정 지정된 스위치가 켜지면 엘리베이터 서. AIL-AUX2( / off, ),
보에서 에일러론 작동을 얻습니다.

믹싱 기능은 두개의 엘리베이터 각각에 하나의 서보를 사용하고 에일러론 기능AILEVATOR
을 에일러론 기능과 결합 합니다 에일러론 이동이 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에일러론( 0 ).
이펙트의 경우 에일러론은 에일러론과 함께 서로 반 쪽으로 들어 올려 지고 낮춰 집니다.

이 활성화되면 당신은 에일러론 수치를 제로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당신이 당신AILEVATOR ,
의 에일러론을 이동 아래 참조 또는 프로그래밍은 에일러론로 작동하기 위해 에일러론 즉( ) (

에일러론 혼합 라디오가 자동으로 모두 엘리베이터 서보 명령을 이동합니다 이RUDDER- ), .
동작을 비활성화하려면 기능에서 에일러론 여행 설정을 으로 설정하기만 하AILEVATOR 2 0
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로만 작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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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s Steps Inputs
Activate twin
elevator servos.
Deactivate the
elevator-acting
s-ailerons–

portion of this
function.
Note: depending
upon your
model’s
geometry, may
need to reverse
one servo or
set a negative
percentage
here.

Open the AILEVATOR to BASIC. again to ADVANCE
to AILVATOR,

Activate the function. to MIX,PUSH. to ACT.

Optional: adjust up/down travel when
operating as ailerons. (Ex:0)

to AIL3,PUSH. to 0%, press
to AIL4,PUSH. to 0%, press

Optional: adjust total elevator travel
of each servo. (Ex: right servo
elevator travel to 98%,left to 96%)

to ELE2.PUSH to 98%, press
to ELE1.PUSH. to 96%, press

Close

스냅 롤3.3.9 (ACRO)

[SNAP-ROLL]
(1:R/U)

-rate- MIX:INH
AIL1:+100% SAFE-MODE:FREE

ELEV:+100% DIR-SW1:NUL
RUDD:+100% 2:NU2

이 기능을 사용하면 매번 같은 입력을 제공하면서 스위치를 뒤집어서 스냅 롤을 실행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스냅을 수행하기 전에 개의 채널에서 이중 속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3 .
중 속도 스냅 중에 유지되는 입력 등에 관계없이 은 항상 서보를 동일한 위치로, SNAP-ROLL
가져옵니다.
참고 모든 는 컨트롤 스로우 모멘트 등으로 인해 다르게 스냅 됩니다: MULTIROTOR C.G , .
일부 모델은 에일러론 없이 스냅 합니다 다른 사람은 엘리베이터만 쳐다보지 부분의 모델. .
은 개의 표면이 모두 결합되어 가장 정확하게 스냅 됩니다 또한 스냅 스위치를 사용할 때의3 .
속도 및 가속도는 모델이 스냅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과회전 없이 스냅과 스핀 같은 더.
정밀한 기동을 위해 항공기에 자이로를 사용하는 방법에 한 정보.
조정 :

여행 자동으로 적용되는 엘리베이터 에일러론 및 방향타의 양을 조정합니다: , .•
범위 모든 개 채널에서 기본 값은 모든 개 채널의 범위의 입니다: 3 -120 ~ +120. 3 100% .•
길 찾기 개의 채널 각각에 한 이동 및 방향과 관련하여 최 개의 개별 스냅이 완전: 3 4•

히 조정 가능합니다.
참고 단순성을 위해 라디오는 또는 양의 엘리베이터를 또는 스냅으로 사용하: "UP" "U" "UP"
는 스냅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포지티브 스냅 또는 내부 스냅이라고 합니다. . "D"
또는 스냅은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또는 외부 스냅이라고 합니다"DOWN" .

오른쪽 양극 오른쪽 음극 왼쪽 양극 왼쪽 음의 스냅 롤R/U= R/D= L/U= 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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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 방향 전환을 위한 개의 스위치 지정은 완전히 조정 가능하고 선택 사양2 (DIR-SW1/2)•
입니다 스냅을 하나만 사용하려면 스위치를 로 두십시오 할당 된 경우 위 아래. NULL .( SW1= / ,

좌 우SW2= / )
안전 스위치 랜딩 기어 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랜딩 기어가 떨어지(SAFE-MOD) : SWITCH•

는 동안 우발적인 스냅 롤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안전 스위치는 착륙 장치로 켜고 끌 수 있.
습니다.
스위치.

랜딩 기어 가 이 기능이 으로 변경 될 때와 동일한 위치에 있을 때 안전ON : SWITCH ON•
메커니즘이 활성화됩니다 이 위치에서 기어 스위치로 스냅 롤 스위치가 켜지더라도 스냅 롤.
은 명령되지 않습니다 랜딩 기어 가 반 위치로 이동하면 스냅 롤이 명령 될 수 있. SWITCH
습니다.

기능과 반 위치에서 안전장치를 작동시킵니다OFF : ON .•
안전장치가 완전히 꺼져 있습니다 기어와 관계없이 스냅이 명령 될 수 있음FREE : .•

스위치 위치.
참고 안전 스위치의 위치는 항상 채널 를 따릅니다 채널 가 스위치 에 재 할당되면 예: 5 . 5 C
를 들어 스위치 가 안전합니다 채널 가 이거나 두 번째 에일러론 서보로 사용되는 경C . 5 null
우 안전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사 안전 강사 기능이 활성화되면 이 자동으로 비활성화 됩니다: SNAP-ROLL .•

3.3.10 V-Tail(ACRO/GLID)

Goals Steps Inputs

Activate SNAP-ROLL. Adjust
elevator travel to 55%, rudder
travel to 120% in the right/up
snap. Activate SAFE-MODE so
snaps can not be performed
when gear is down.
Adjust rudder travel in the
left/down snap to 105%.
(Note using negative percents：
can change any of the 4snap
directions. For example.
change snap 1to ‘down’ by
changing the elevator percent
to -100%)

Open SNAP-ROLL. to BASIC. again to ADVANCE
to SNAP-ROLL,

Activate the function to MIX.PUSH to OFF or ON.
Adjust the travel as
needed. (Ex: elevator to
55% rudder to 120%)，

to ELEV.PUSH. to 55%
to RUDD.PUSH. to 120%,

Optional: Activate
SAFE-MOD.(Ex: ON
when Sw E or Sw G is
down,
meaning snap function
is deactivate when that
switch is in the down
position)

E or G to UP position
to SAFE-MODE.PUSH. to ON.
snap switch

NOTE: MIX is OFF.
E or G to DOWN position.

NOTE: MIX is ON.
Optional: Assign
switches up/down and
left/right.(Ex: Change to
the left/down snap and
adjust rudder to 105%)

to DIR-SW1.PUSH to SwA
to DIR-SW2.PUSH to SwB,
A down, B down

Repeat steps above to set percentages.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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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싱은 와 함께 사용되어 엘리베이터와 러더 기능이 모두 두V-TAIL v-tail MULTIROTOR
꼬리면에 결합됩니다 엘리베이터 및 러더 이동은 각 표면에서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
다.

V-TAIL【 】
MIX: INH

RATE-ELE1: +50%
ELE2: -50%
RUD2: +50%
RUD1: +50%

참고 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또는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없으: V-TAIL ELEVON AILEVATOR
며 이러한 기능 중 하나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며 을 활성화하, ELEVON
기 전에 마지막 기능을 비활성화 해야 합니다.
참고 서보 동작을 확인하는 동안 엘리베이터와 러더 스틱을 정기적으로 움직여야합니다 큰: .
이동 값을 지정하면 스틱이 동시에 움직일 때 컨트롤이 달라지거나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
다 바인딩이 발생할 때까지.
조정 가능성 :

와 를 사용해야 합니다CH2 CH4 .
독립적으로 조정 가능한 이동은 서보 이동의 차이를 허용합니다.•
러더 차동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러더 미분을 생성하려면 과 를 으로 설정한 후.( RUD1 2 0•

과 두 가지 프로그래밍 믹스를 사용하여 위 아래로 다른 백분율을 설정RUD-ELE RUD-RUD
하십시오 링크 오프 실수로 방향타를 끌 수 없도록 할당 지정을 전환 하십시오. , .)

3.3.11 ELEVON
ELEVON【 】

MIX: INH
(L) (R)

RATE-AIL1: +100% +100%
AIL2: +100% +100%
ELE2: -100%
ELE1: +100%

조정 :
과 를 사용해야 합니다CH1 CH2 .

독립적으로 조정 가능한 에일러론 주행으로 에일러론 미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이동은 상하 여행의 차이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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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건에 한 개별 설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 해당ELEVON (GLID ).•
참고 환율의 극성을 변경할 때 이 표시됩니다 을 초 동안 누르고: "change rate dir?" . DIAL 1
알람 표시를 취소한 후 설정 하십시오 만 해당(GLID ).
참고 설정 중에는 엘리베이터와 에일러론 스틱이 완전히 휘지 않도록 하십시오 큰 주행 거: .
리가 지정되어있는 경우 아일린과 엘리베이터 스틱이 동시에 움직일 때 컨트롤이 구속되거나,
주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이로 센스3.3.12
자이로에는 모드와 모드의 두 가지 작동 모드가 있습니다GY STD .

예를 들어 교차 바람 등으로 의 자세가 바뀌면 변경 사항이 반영되도록 자이MULTIROTOR•
로를 제어 합니다.

모드 이 모드는 비례 및 통합 제어 작동을 수행합니다 일반 모드와 모드 작동의GY : . GY•
차이점은 일반 모드만 카운터의 태도가 변경되면 모드가 원래 제어 된 변수로 되돌아가고GY
카운터 변경이 변경됩니다 태도. .
예를 들어 나이프 에지 비행 중에는 일반적으로 에일러론과 엘리베이터 회의 방향타가 필요,
하지만 모드에서는 회의 방향타가 자이로에 의해 자동으로 수행 됩니다GY .

[GYRO-SENSE]
MIX-1:INH 2:INH
UP > 0% > 0%
CNTR > 0% > 0%
DOWN > 0% > 0%

CH:CH5 CH8
SW:SwG SwG

Goals Steps Inputs

Activate
ELEVON.
Adjust aileron
down travel to
90% of up
travel, creating
aileron
differential.

Open ELEVON to BASIC. again to ADVANCE
to ELEVON,

Activate the function. to MIX,PUSH to ACT.

Optional: adjust up/down travel
separately for the servos as
ailerons.(Ex: down to 90%)

to AIL1.PUSH. Aileron Stick. to
90%

to AIL2.PUSH. Aileron Stick. to
90%

Optional: adjust the elevator
travel of each servo.(Ex: right
servos elev. Travel to 98%, left
to 105%.)

to ELE2.PUSH. to 98%.
to ELE1.PUSH. to 105%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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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가능성 :
자이로의 감도 조절을 수신기의 채널 또는 에 꽂습니다 선택 가능5, 7 8 .( )•
풀 스위치 지정 가능(SWITCH A-H)•
각 속도 설정은 또는 게인 모드 게인 모0~NOR100% AVC100% NOR : GY AVC : STD•

드 게인
백분율이 클수록 더 많은 게인 또는 자이로 반응을 나타냅니다.•

두 표면의 감도를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MIX-1,2 : .•
자이로 게인 조정 :

서보가 사냥을 할 때 자이로 게인이 너무 높습니다 헌팅이 멈출 때까지 게인을 낮추십시, .•
오.

자이로는 사냥이 발생하기 직전에 게인을 측정하여 최상의 성능을 보입니다 멀티 로터를.•
반복적으로 비행하여 조정을 수행 하십시오.
주의 사항 :

이륙과 착륙 시 항상 일반 모드로 전환 하십시오 모드에서 착륙하거나 착륙하는 것은.GY•
위험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정상 모드에서 러더 제어 자이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 베인 효과.•
가 손실되기 때문에 회전 할 때 모드에서는 키 조작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방향타 작업의GY .
전문가가 아니라면 일반 모드에서 자이로를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안전을 위해 끄기 모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0%) .•

Goals Steps Inputs

Set up a
GYA gyro
setting
(Ex:MIX-1)

Open GYRO-SENSE to BASIC. again to ADVANCE
to GYRO-SENSE,

Activate the function. to MIX-1.PUSH to ON.
Optional: change switches assignment.
Ex: select E. to SW.PUSH. to SwE
Adjust gyro rates as needed.(Ex: UP
to NOR70%,CNTR to 0%[off], DOWN to
AVC70% as starting points.

to gyro rate. Push. E up. to NOR 70%.
E to CNTR, to 0%, E DOWN, to

AVC70%
Close

지연3.3.13 THR- (ACRO) :

THR-DELAY【 】

MIX: INH

RAT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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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은 터보 엔진의 느린 반응을 시뮬레이트 하기 위해 스로틀 서보의 응답을THR-DELAY
늦추는데 사용됩니다 지연 설정은 약 초 지연에 해당하는 반면 지연은 약 초. 40% 1 100% 8
응답 이 기능은 또한 원하는 서보 예 기어 도어 를 에 끼우고 스로틀을 과 같은( : ) CH3(THR) 8
보조 채널에 스로틀로 연결하여 스로틀이 아닌 다른 채널에서 느린 서보 그런 다음 몇 가지" "
독창적인 믹스를 사용합니다.

곡선3.3.14 THR (ACRO)
이 기능은 스틱 동작을 조절하기 위해 최적의 엔진 속도를 위해 스로틀 작동 곡선을 조정 합
니다.
참고 스로틀 기능이 활성화되면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P THR-CURVE .

THR-CURVE【 】
MIX: INH SW:SwE(UP)

P-out-/-stk-
7> 100 100
6> 75 75
5▶ 62 62
4> 50 50
3> 37 37
2> 25 25
1 0 0

조정 가능성 :
각 스위치 위치에 한 별도의 곡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브 포인트 이동 및 삭제 커브 포인트 는 다이얼을 돌리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STK-)•

이동할 수 있고 인접 포인트 앞에서 최 까지 다이얼 포인트를 교 로 눌러 삭제 반환( 2% ), /
할 수 있습니다.

Goals Steps Inputs
Activate
THR-DELAY for a
ducted-fan
replica of a
turbine-powered
MULTIROTOR.
Slow the servo
response by one
second.

Open THR-DELAY to BASIC. again to ADVANCE
to THR-DELAY,

Activate the function. to MIX-1.PUSH to ACT.
Adjust the RATE to match the
desired servo speed.(Ex:40%) to RATE.PUSH to 40%
Close

Goals Steps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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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로틀 니들 혼합3.3.15 - (ACRO/HELI) :

THR-NEEDLE【 】
MIX: INH ACCE : 0%

P-5 ▶ 100
4 > 75%
3 > 50%
2 > 25%
1 > 0%

ACRO

THR-NEEDLE【 】
MIX: INH COND:NORML(LORM)

P-5 ▶ 100
4 > 75%
3 > 50%
2 > 25%
1 > 0%

HELI

스로틀 니들 은 모든 스로틀 설정에서 완벽한 엔진 선회를 위해 스로틀 스- (Throttle-Needle)
토크 입력에 반응하여 기내 믹서 서보 를 자동으로 움직이는 미리 프로그래밍 된 믹스입(CH8)
니다 이 기능은 다양한 위치에서 비행하고 정기적인 엔진 튜닝 조정이 필요하며 모든 시간.
및 모든 기동에서 완벽한 엔진 응답을 요구하는 컨테스트 조종사에게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거꾸로 설치된 엔진의 유휴 상태에서의 범람이나 높은 탱크 위치에서의 설치를 최소화하기 위
해 널리 사용됩니다 자동으로 이를 수행하는 연료 분사 엔진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조정 :

점 커브는 다양한 스로틀 설정에서 엔진 혼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5 .•
기내 혼합 서보는 수신기 에 연결해야합니다CH8 .•
기내 혼합 서보는 트윈 튜닝을 위한 두 번째 서보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스로틀 커팅 기능은 비행 중 바늘 서보를 움직입니다.•

Base point: Adjust base point of
throttle curve until engine idles
reliably.
-Out-:output,servo position.
-STK-: curve point, stick position.

Open THR-CURVE to BASIC. again to ADVANCE
to THE-CURVE,

Activate the function. to MIX.PUSH to ON.

Adjust the 1 point to SW.PUSH. to desired servo
position

Optional: assign the
switch. to SW.PUSH, to desired switch
Optional: Move the
curve point.(Ex: point 3)

to P3 (-stk-),PUSH to desired
curve point to move to left or right.

Optional: delete the
curve point. And return
the curve point.(Ex:
point 3)

to P3 (-stk-). for 1sec.to
delete the curve point.

to P3 (-stk-), for 1sec.to
return

Adjust the next point. Repeat as needed.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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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는 높은 스로틀 혼합물을 조정합니다 비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참조CH8 ( , AUX-CH ).•
둘 다 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CH8 AILEVATOR .•
가속 기능 만 해당 은 갑작스럽고 많은 양의 스로틀 입력을 갑작스럽게 풍부(ACCE) (ACRO )•

하게 보정한 다음 스로틀 설정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여 엔진이 보정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기.
능을 사용하려면 엔진과 비행 스타일에 맞게 조정해야합니다 빠른 스로틀 입력에 주저가 생.
길 때까지 엔진의 응답을 조정하십시오.

일반 곡선 유휴 곡선 과 를 결합하고 유휴 상태 인 경우 별도의 곡선을 사용할 수 있습, 1 2•
니다 만 해당 바로 아래에서 라디오가 편집중인 곡선을 표시합니다 예(HELI ). 3. MIX . :>

스위치에 의해 현재 활성화되어있는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헬리콥터의 엔NORML; (ID1/2).
진을 매번 끄지 않고도 편집 할 수 있게 하려면 해당 조건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조건의
믹스를 편집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괄호 안의 이름을 검사하여 적절한 곡선을 편집하고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Goals Steps Inputs

Activate
THROTTLEN
EEDLE
mixing.
Adjusting
the points
as follows:
to resolve a
slight lean
midrange
problem:
1 40%：
2 45%：
3 65%：
4 55%：
5 40%：

Open THROTTLE-NEEDLE to BASIC. again to ADVANCE
to THR-NEEDLE,

Activate the function to MIX.PUSH to ON.
HELI only. Select the condition to
edit. to COND.PUSH. as needed.

Adjust the travels as needed to
match your engine by slowly
moving the stick to each 5 points,
then adjusting the percentage at
that point until the engine is
properly tuned.

to PIONT.
Throttle Stick to P 1, to40%,
Throttle Stick to P 2, to 45%,
Throttle Stick to P 3, to 65%,
Throttle Stick to P 4, to55%,
Throttle Stick to P 5, to 40%,

ACRO only . Optional: increase
mixture when throttle is applied
rapidly-ACCE.(see above for
details)

to ACCE. Push Throttle Stick to idle
Throttle Stick to full open quickly.

Heli only: set curves for another
conditions.

to condition name to next condition name
to edit.
Repeat above steps as needed.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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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 글라이더 모델 기능4 .

거의 모든 기본 메뉴 기능은 항공기 설정 세일 플레인(ACRO ), (GLID 1A+1F/2A+1F/2A+2F
설정 및 헬리콥터 설정 와 동일합니다 장으로 돌아가기 글라이더 기본 메뉴에는) (HELI ) . ACRO

이 포함되며 또는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MOTOR CUT IDLE-DOWN THR-CUT .
참고 프로그래밍에서 채널 을 스로틀로 표시하는 모든 경우에 프로그래밍에서: ACRO 3 GLB
는 채널 을 글라이더의 채널 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채널 을 에어 브레이3 3 3 ARB(
크 로 지정합니다 여기에는 를 읽는 이 포함됩니다) . STK-ARB STK-THR .

의 기본 메뉴 설정4.1 GLID
이 가이드 라인은 라디오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라디오 사용에 한 시작점을 제시하고 이, ,
강력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한 아이디어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
니다.

Goals Steps Inputs

Prepare your airplane.

Install all servos, switches, receiver per your model’s instructions. Turn on
transmitter then receiver; adjust all linkages so surfaces are nearly
centered.
Mechanically adjust all linkages to get as close as possible to proper
control throws and minimize binding prior to radio set up.
Check servo direction and throws.
Make notes now of what you will need to change during programming.

Select the proper MODELTYPE for your model. (Ex:GLID 1A+1F)[NOTE: This is one ofseveral functions thatrequire confirmation tomake a change.Only critical changes suchas a MODEL RESETrequire additional keystrokes to accept thechange.]

In the BASIC menu,
open PARAMETER
submenu.

Turn on the transmitter. for 1 sec. to
BASIC.(If ADVANCE again.) to choose
PARAMETER.

Choose proper MODEL
TYPE. Ex: GLID
(1A+1F).
Confirm the change.
Close submenu.

to MODEL TYPE , to GLID(1A+1F),
press for 1 sec. Are you sure?
Displays. to confirm. Return to BASIC
menu.

Name the model Note that
you do not need to do
anything to ‘save’ or store
this data.

In BASIC menu open
the MODE SEL
submenu.

to MODEL SEL. , to NAME. 1（
character of model’s name is highlighted).

Input airplane name.
Close the submenu.

to change the 1 character. to confirm.
to next character and repeat. to return.

REVERSE servos as needed
for proper control
operation.

In the BASIC menu,
open REVERSE. to REVERSE.
Choose desired servo
and reverse its
direction of travel.
(Ex: reverse rudder
servo.)

to 4:RUDD, REV is highlighted. Press
for 1 sec. ‘Are you sure?’ Displays. to
confirm.

To BASIC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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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립 타입 설정4.2
유형 : GLID(1A+1F), GLID(2A+1F), GLID(2A+2F)

GLID(1A+1F)(FLAPERON) GLID(2A+1F) GLID(2A+2F)

AIL2FLP1
(CH6)

AIL1FLP2
(CH1)

AIL2(CH7) AIL1(CH1)FLP
(CH6)

AIL2(CH7) FLP1
(CH6)

FLP2(CH5) AIL1(CH1)

Adjust travels as needed
to match model’s
recommended throws

In BASIC menu choose
END POINT. to END POINT.

Adjust the servos’ end
points. (Ex: flap
servo).
Close the function.

to FLAP
VR(A). , to desired travel.
VR(A). , to desired travel.

Repeat as needed.
Choose D/R,EXP to D/R,EXP

Set up dual/triple rates
and exponential (D/R,
EXP).
(Note that in the middle of
the left side of the screen
is the name of the
channel and the SWITCH
position you are adjusting.
Two or even three rates
maybe set per channel by
simply choosing the
desired SWITCH and
programming percentages
with the SWITCH in each
of its 2/3 position.)

Choose the desired
control, and set the
first (Ex: high) rate
throws and
exponential.

to CH , to CH2(ELEV).
A to UP position. Screen reads ELEV [UP]
to D/R
Elevator Stick. , to set .
Elevator Stick. to set.

Normally the same for both direction（ ）
to EXP
Elevator Stick to set
Elevator Stick to set

Set the second (Ex:
low) rate throws and
exponential.

to D/R , A to down position. Repeat
above to set low rate.

Optional: change dual
rate SWITCH
assignment. Ex:
elevator to SWITCH G
with 3 positions.

to SW , to G, G to center.
Repeat steps above to set 3rd rate.

Move flap control from the
(VR (A)) dial to the left
slider. [VR(D)](AUX-CH) .

In the BASIC menu,
open AUX-CH. to AUX-CH
Choose CH5. Change
primary control to
VR(D).
Change other channels
as needed.

to CH5 , to VR(D).
Repeat steps above to set other channels.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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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이더 나 세일 플레인을 설정하는 다른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이 가장 잘 멀티콥터에
맞는 어떤 모델 유형을 결정해야합니다.

층 층 유형 통해 접속 또는 개 의 한 개 또는 두 개GLID(1A+ ) : GLID(1A+ ) MODEL (a, Y 2 )•
보조익 서보 또는 없음 단일 플랩 서보 이러한 유형 상으로 추가 기능이 없어도( ) sailplanes
기본적인 글라이더를 설정하는 단순한 버전입니다 추가 비행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층 다음 층 유형 통해 접속 또는 개 의 듀얼 보조익 서GLID(2A+ ) GLID(2A+ ) MODEL (a, Y 2 )•
보 단일 플랩 서보와 상으로 추가의 비행 조건이 비행 조건 가능 이sailplanes , sailplane
특정 기동을 보다 쉽게 수행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오프셋 트림과 에일러론 차동 장치를 포함  
합니다.

층 다음 층 모델 유형도 풀 스팬 에일러론을 생성 에일러론의 역할GLID(2A+2 ) GLID(2A+2 ) ,•
및 추가 비행 조건이 비행 조건이 다르고 트림 오프셋 포함 할 수 있습니다 펄럭 수 있는 이
중 플랩 서보을 지원 합니다 이 특정 기동을 보다 쉽게 수행하도록 하는 에일러론. sailplane   
차동 장치.

글씨 미리보기 메뉴4.3
혼합 :

선형 프로그램 믹스 선형 응답 혼합 프로그램 완전 할당(PROG.MIX1-4) : .•
곡선 프로그래밍 믹스 곡선 응답 혼합 프로그래머블 완전히 할당(PROG.MIX5-8) .•

사전 프로그램 된 믹스는 엘리베이터뿐 아니라 내부 플랩에서 엘리베이터 이ELEV-FLAP•
동을 만듭니다.

종종 불리는 까마귀 나비 에어 브레이크의 글라이더 버전은 나비 스위치에BUTTERFLY : ,•
서 단독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이며 그 활성화는 채널 스로틀 스틱이기 때문( , 3( )
에 그것은 항상 점진적으로 더 를 제공 전환 낮추거나 올린 경우BUTTERFLY , THR-REV)

를 참조하십시오AIRBRAKE .
의 이 미리 프로그램 된 혼합이 단지에서 플랩을 떨어뜨리고 보CAMBER-MIX AILE-FLAP :•

다 드래그를 생산하는 전체 날개 이상 캠버 변경 개 날개 서보와 글라이더에 풀 스팬 플랩, 4 /
에일러론 동작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그들 자신. .
참고 혼합 이 있는 경우 트레일링 에지는 피치 응답을 증가 엘리베이터로 처: ELEV-FLAP , ,
진다.

플래퍼론 층만 개 보조익 서보가 보조익 및 플랩과 동일한 방향과 반 방향(GLID 1A+ ) : 2•
으로 동작한다.

캠버 플랩 금액은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량 미만 이 바람직하다 캠버: ( 10%)•
너무 많은 캠버가 과잉 생산 때문에 이 기능은 또한 날개로 사용 를 들어 플랩의, sailplanes
캠버 이동이나 트리밍을 제공합니다 드래그 약 글라이더 캠버를 위해 아래로 여행 또. . 1/16 "
는 보다 같은 같은 일부 에어 포일은 반사 캠버로 비행한다 이상을 사용 가이드. RG15 NO / .
라인 모델의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
참고 을 사용하는 동안 활성 캠버 을 하더라도 어떤 효과에게: AILE-DIFF FLAP , AILE-DIFF
구성 플랩 에어 브레이크 나비처럼 에일러론을 제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없습니다/ .

날기 날개ELEV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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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서보가 있는 모델의 경우 롤과 피치 제어를 만들기 위해 함께 작동합니다V-TAIL : 2 .•
모델 유형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AILEVATOR : GLID .•

메뉴에서 찾기4.3.1 AILE DIFF(ACRO FUNCTION 3.3.5)

4.3.2 FLAPERON 글라이드 에서 찾기( 1A+1F, ACRO FUNCTION MENU 3.3.3 )

에서 찾기4.3.3 V-TAIL(ACRO FUNCTION MENU 3.3.10 )

오프셋4.3.4 (GLID 2A+2F) :
추가 비행 조건은 특별히 범선에 적용됩니다.

OFFSET【 】

-rate- -dly- NORMA←
ELEV: --% 0% START
RUDD: --% 0% SPEED

DISTA
FLAP:--% 0% LANDI

이러한 추가 비행 조건에는 세일 플레인이 특정 기동을 보다 쉽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서로 다  
른 오프셋 트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일러론 차동 기능은 선택한 조건별로 별도의 속도를.
제공하도록 설정 될 수 있습니다.

을 설정하기 전에 조건을 활성화하고 에 스위치를 지정해야OFFSET CONDITION/FUNCTION
합니다.
서보 위치가 갑자기 변할 때 불필요한 동체 운동이 발생하고 지연 기능을 사용하여 채널 간
작동 시간의 변동을 억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능을 사용할 때 엘리베이터 및 방향타에 한 동일한 지연 량이 권장됩니다: V-tail .

는 일반 비행 조건과 함께 가지 추가 설정을 제공 합니다 속도AT10II 5 .(NORMAL, START, ,
거리 및 이이 트림 스위치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설정 능력을 가지고 트림LANDING)
설정의 예를 들어 할당을 전화 오프셋은 다음을 참조 하십시오.
조정 :

각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러더 및 플랩 서보의 각 조건을 개별적으로 조정하십시오, , .•
스위치 또는 는 시작 트림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G(AT10) E(AT10) NORMAL , SPEED . C•

는 거리와 트림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스위치 위치 할당을 조절하는 스위치입LANDING . /
니다.
조건 기능( / )

항목 디지털 트림 작동 모드TRI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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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트림 작동 모드NORM : .
믹싱이 켜져 있는 동안 오프셋 비율 트림 작동 모드MIX : .

옵션으로 할당 할 수 있는 손잡이 를 사용하여 각 비행 조건의 에일러론 및(CAMBER MIX)•
플랩 동작 비행을 트리밍 할 수 있습니다.

작동 중에는 시작 화면의 각 트림 디스플레이에 에일러론과 엘리베이터 이동이 표OFFSET•
시됩니다.

시작 지연 만 해당4.3.5 (GLID 1A+1F ) :
시작 지연 조건을 활성화 할 때 항목에 의해 설정된 지연 시START DELAY( ) START -DLY-

간 최 초 을 수행한 후 조건의 트림에서 일반 조건의 트림으로 오프셋 트림( 10 ) START
을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손 발사 글라이더 용(OFFSET) . .)

참고 기능을 사용할 때 엘리베이터 및 방향타에 한 동일한 지연량이 권장됩니다: V-tail .
조정 :

지연 시간 범위는 에서 까지이며 지연 시간은 에서 초입니다(-DLY-) 0 100% 100% 10 .•

START-DLY【 】
MIX: INH

-dly-
ELEV: 5%
RUDD: 5%

AILE/FLAP: 5%

Goals Steps Inputs
Set up a START to gain
maximum possible lift on launch.
Each Aileron: 50%. Each Flap:
100%.
Elevator: -5% to compensate.
SWITCH (AT10II=G,
AT10II=E.)
Note: switch is ssignable.
(CONDITION)
KNOB(null)
Note: knob is assignable.
(CAMBER MIX)

Open OFFSET function to BASIC. again to ADVANCE
to OFFSET,

Switch to the START condition. G or E from NORMA to START

Set the rates. (Ex: AIL 50%,
FLP 100%, ELEV -5 %.)

to AIL , to 50%,
Repeat for FLP and ELEV.

Close

Goals Steps Inputs

Ex: delay time=5second.
Open ADVANCE menu,
then open START DELAY.

to BASIC. again to ADVANCE
to START-DLY,

Activate the function to MIX , to OFF or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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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CHAMBER-FLP
은 기본 플랩 컨트롤 기본 값은 을 지정하여 플랩 동작의 트림을 허용CAMBER FLAP [ VR(A)]

합니다 각 플랩 캠버 플랩 의 상하 이동은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플랩. ( : FLP1/2) .
서보가 오프셋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활성화되면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FLAP-TRIM CAMBER FLAP .

[FLEV-FLAP]

FLP1 ↑: +10% (ON)
: +10%↓ (VrA:+63%)

FLP2 : +10%↑
: +10%↓

CENTER : 0%

조정
비율 기본 값은 입니다: -100% ~ +100%, +30% .•
중심 위치 플랩의 작동 기준점은 에서 까지 오프셋 될 수 있으며(CENTER) : -100% +100%•

기본 값은 입니다0% .
참고 속도의 극성을 변경할 때 이 표시 됩니다 을 초 동안 누르고: "change rate dir?" . DAL 1
알람 표시를 취소한 후 설정하십시오.

Set the delay time.
(Ex:50% each surface)

to ELEV , to 50%
to RUDD , to 50%

Repeat as needed.
Close

Goals Steps Inputs

Ex: Set the
maximum
travel of 35% of
the
total flap travel.

Open the CAMBER FLAP
function.

to BASIC. again to ADVANCE
to CAMBER-FLP,

Adjust the up/down trim
amount separately.(Ex: adjust
to 35%)

to FLP .
VR (A), to 35%，
VR (A), to 35%， .

Repeat.
Or: adjust the center position
of flap servo to CENTER , to desired point.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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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버 믹싱4.3.7 :
이 기능은 날개 캠버 에일러론과 플랩 를 음과 양방향으로 작동 시키는 캠버 작동의 혼합 비( )
율을 조정하며 에일러론 플랩 및 엘리베이터 비율도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캠버 작, ,
동으로 인한 자세 변화를 보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캠버 제어의 작동 기준점을 상쇄 할 수 있습니다.(PRE)

[FLEV-FLAP]
AILE ↑: +30% ( 0%) NORMA←

: +30%↓ 　START
FLP2 ↑: +30% ( 0%) 　SPEED

: +30%↓ 　DISTA
ELEV ↑: +30% ( 0%) 　LANDI

: +30%↓
VR:NUL
pre:---

참고 처음에는 캠버 컨트롤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
조정 :

비율 기본 값은 입니다: -100% ~ +100%, +30% .•
기준점 캠버 제어의 작동 기준점은 에서 까지 오프셋 될 수 있으며 기(PRE) : -100% +100%•

본 값은 입니다0% .

나비 까마귀 섞기4.3.8 ( )

Goals Steps Inputs

Ex: set the mixing
amount for aileron
to
40%, camber
control
to VR (E), reference
point to desired
point.

Open the CAMBER MIX
function.

to BASIC. again to ADVANCE
to CAMBER-MIX

Choose desired slider. to VR , to VrA

Adjust the mixing amount for
AILE. (Ex: adjust to 40%)

to FLP
to VrA , to 40%,
to VrA , to 40%,

Set the reference point. to PRE , or VrA to desired
point for 1 sec.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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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ERFLY]
AIL1: 0% MIX:INH
AIL2: 0% SW:SwA
FLAP: 0% :DOWN
SPOI: -- CRI: 1

PRESET: 15%(99%)

동시에 플랩 트윈 보조익과 엘리베이터 이동 통상 급격한 강하를 하거나 다이빙BUTTERFLY
에 공기 속도의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된다 별도 개의 설정이 가능하. BUTTERFLY
다.(CRI1/CRI2)
조정 :

작동 스로틀 스틱을 움직여 비례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
스위치 믹스 가 할당 될 수 있다 에 스위치 또 에: SWITCH H. H : A LOGIC SW(3 Lsw1)•
를 선택한다A .

항상 켜져 있습니다NULL : .
스로틀 스틱에 반비례 한다 어사 인 스위치 는 아래 위치에 있을 때 스로틀 스틱이 저( A ( ) )•

하로 에어 브레이크 동작의 양에 비례 증가를 제공 합니다 당신은 에어 브레이크를 하고 싶.
은 경우 에어 브레이크가 시작되는 위치를 선택 스틱 위치를 포함 스로틀 스틱에 정비례하면,

기능을 반 로 해야 합니다THR-REV .
참고 이것은 모든 모델의 스로틀 스틱 방향을 변경합니다: .
지시 사항 :

엘리베이터 설정 에서 조정 가능:(B.FLY-ELE )•
은 기능과 연계되어 작동하며 엘리베이터 속도는 점 곡선으로 조B. FLY-ELE BUTTERFLY 3

절 가능합니다.
포인트 포인트 고정1 : PRESET .( )
포인트 포인트 위치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2 : MID . .
포인트 포인트 위치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3 : END : .

지연 반응 당신은 나비 엘리베이터 응답을 천천히 항목 지연을 설정하는 모든: , ,(DELAY)•
플랩 에일러론 엘리베이터는 원하는 끝점 함께 를 도달 할 수 있도록 하여 활성화 모델의/ / A
태도에 급격한 변화를 억제 할 수 로 설정하면 서보가 약 초 동안 지정된 거리를 이동100% 1
하는 속도가 느려 집니 다.

채널 제어 트윈 에일러론 플랩과 스포일러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으로 세트를: , . 0•
포함 나비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가 활성 상태이면 및 이 독립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AIL-DIFF CH1 CH7 .
일반적으로 두 에일러론은 동등하게 에서 제기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운동은BUTTERFLY ,•

에일러론이 상승 할 때 트림을 유지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양의 토크 반응과 모델의.
다른 고유한 특성을 보정하기 위해 각 에일러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때 포기 에일러론 나비에 무엇을 할 것 인 이해해야 합니다 스팟 착륙 것이 바람직.( )
드래그 엄청난 양의 생성과 함께 이것은 또한 세척 기능을 에일러론은 공격의 높은 각도를, " ",
생성하고 팁을 장려 당신이 곡예 비행성능을 사용하지 갑자기 중지 를 고려 에일러론을 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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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의 그림과 같이 신에 플랩을 삭제하는 경우 스톨. .

4.3.9 AILE/RUDD MIX
AIL.RUD-MIX【 】

MIX:INH NORMA←
(L) (R) START

RATE: 0% 0% SPEED
MODE:AILE RUDD→ DISTA
SW:SwA LANDI
POSE:NULL

러더와 에일러론을 혼합하거나 러더를 사용하여 에일러론을 믹스하는데 사용되는 사전 프로그
램 된 믹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일러론 자동으로 코디네이트 된 턴 을 만듭니다(Alley RUDD) : " " .
러더 에일러론 믹스 특히 나이프 에지에서 방향 입력으로 발생하는 바람직하- (RUDD AILE) :
지 않은 롤 롤 커플 링 을 방지하는데 사용됩니다( ) .
조정 :

범위는 에서 까지 입니다 음수로 설정하면 에일러론 러더 에서 러더 에일러RATE -100 +100 . ( ) (•
론 동작이 반 가 됩니다) .

는 완전히 할당 가능하며 도 지정 될 수 있습니다SWITCH A-H LOGIC SW(Lsw1~3) .•
은 완전히 할당 가능하며 믹스를 항상 켜짐 과 및 을 포POSITION , NULL( ) Up&Cntr Cntr&Dn

함하여 동일한 의 개의 분리 된 위치에서 믹스를 활성화합니다SWITCH 2 .
각 비행 조건에 한 별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Condition : AILE RUDD .•

Goals Steps Inputs
Activate BUTTERFLY.
Adjust the aileron and
flap travel to 75%

Open the BUTTERFLY
function

to BASIC. again to ADVANCE
to BUTTERFLY,

Elevator setting is
adjustable in the
B.FLY-ELE.
MIX switch is
selectable

Activate the function SWA to UP position
to MIX , to OFF

Adjust the travels as
needed.
(Ex: Aileron each 75%, Flap
75%)

to AIL1 , to 75%,
to FLP , to75%,
to AIL2 , to 75%,

Close

Goals Steps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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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싱 메뉴 참조4.3.10 ELEV-FLAP (GLID 3.3.7 )

전용4.3.11 AILE-FLAP(GLID 2A+2F ) :
롤링 속도를 높이고 유도 끌기를 줄입니다 보통 비행의 경우 약 의 값이 자주 사용됩니. 50%
다 기울기 경주 또는 모델의 경우 속도가 빠르면 에 가까운 큰 값을 사용할 수 있. F3B 100%
습니다.
조정 :

범위는 에서 입니다 음수로 설정하면 플랩에서 반향 에일러론이 생깁니다RATE -100 +100 . .•
는 완전히 할당 가능하며 도 지정 될 수 있습니다SWITCH A-H LOGIC SW(Lsw1~3) .•

은 완전히 할당 가능하며 믹스를 항상 켜짐 과 및 을 포POSITION , NULL( ) Up&Cntr Cntr&Dn
함하여 동일한 의 개의 분리 된 위치에서 믹스를 활성화 합니다SWITCH 2 .

조건 각 비행 조건에 한 별도의 설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ILE-FLAP .•

스포일러 혼합4.3.12 (GLID) :

Ex:RUDD-AILE,
25%,no switch,
corrects roll
coupling.

Open AIL/RUD-MIX
submenu.

to BASIC. again to ADVANCE
to AIL/RUD-MIX,

Select the mixing mode. to MODE , to RUDD-AILE
Activate the function to MIX, to ON

Set the rate (Ex:100%
each way)

to RATE
RUDDER STICK , to +25%
RUDDER STICK , to +25%

Close

Goals Steps Inputs

Turn on
AILE-FLAP
mixing. Set rate to
100% for
maximum
possible flap travel
with ailerons
.Assign
to SWITCH C
center.

Open AILE-FLAP
submenu.

to BASIC. again to ADVANCE
to AILE-FLAP,

Activate the function to MIX , to ON

Set the rate (Ex:100%
each
way)

to FLP1
AILERON STICK , to 100%
AILERON STICK , to 100%

Repeat above to set FLP2
Assign the SWITCH and
position.

to SW , to SwC
to POSI , to UP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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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와 연결되어 작동합니다SPOILER MIX BUTTERFLY MIX .

[SPOILER-MIX]
-SPO1- -SPO2-

POSI :-50% ← -50% ←
:-50% +50%

CH :CH8 NULL
-rate- -dly-

ELEV : 0% 0% (INH)
MIX : INH
SW : SwB POSI:DOWN

조정 :
위치 기본 값은 꺼짐 켜짐: -100% ~ +100%, -50%( ), +50%( )•
채널 또는 또는 또는 또는: Spoiler 1 : ch8 3(ch8 3 *), Spoiler 2 : NULL 3(NULL•

모드ch3 *) * GLID(2A+2F) .
엘리베이터 설정 속도 지연: : -100% ~ +100%, : 0% ~ 100%•

는 완전히 할당 가능하며 도 지정 될 수 있습니다SWITCH A-H LOGIC SW(Lsw1~3) .•

참조4.3.13 FLAP-TRIM(GLID 3.3.4 )

조건4.3.14

Goals Steps Inputs

2-servo spoiler mode.
Open the SPOILER MIX
function and move to 2nd
page.

to BASIC. again to ADVANCE
to SPOILER - MIX,

Adjust the spoiler
servo position to 60%

Activate the function. to MIX , to ON
Assign the SPO2-CH.(Ex:
CH3) to PO2- CH– , to CH3
Adjust the spoiler servo
position. (Ex:
SPO1/SPO2=+55% to
+60%)

to PO1-POSI to -50%,– , to 60%,
to PO2-POSI to +50%,– , to 60%,

Optional: Set the elevator
rate.(Ex:10%) to ate- ELEV– , to 10%,
Optional: set the delay.
(Ex:25%) to ly- ELEV– , to 25%,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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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의 기능은 항목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로틀 스틱 스위치 또는 노브3 ARBK-FUNC ( , )
이외의 채널을 선택하면 채널 의 기능이 의 기능과 분리되어 채널 이 다른STK 3 Butterfly 3

기능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 :
채널 의 기능3 :

스로틀 스틱STK :
스위치Sw-A~H : A~H

Vr-A~Vr-E : KNOB A~E

[CONDITION]
-sw- -pos-

START:INH SwE DOWN
SPEED:INH SwE UP

DISTANCE:INH SwC CENT
LANDING:INH SwSwE DOWN

ARBKFUNC:ST-T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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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 헬리콥터 모델 기능5 .

설정이 거의 모든 기본 메뉴 기능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설정 세일 플레인. (ACRO ),
셋업 에 해 동일하고 헬기 동일하다 장을 다시 참조 기능은(GLID ) (HELI). ACRO .

헬리콥터로 기본 설정5.1
이 가이드라인은 당신이 기본 헬리콥터를 설정하여 새 라디오를 사용하여 당신에게 점프(H-1)
시작을 주고 라디오에 익숙해하는데 도움이 그리고 당신도 수행하는 방법에 한 몇 가지, ,
아이디어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생각한 것보다 강력한 시스템으로 더 많은.
것을 간단히 말해서 전형적인 헬리콥터의 컨트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일러론 주기적 측면 롤 을 변경합니다 헬리콥터를 굴립니다 스와시 플레이트를 왼쪽 또: ( ) . .•
는 오른쪽 로 기울입니다CH1 .

엘리베이터 순환 피치는 공격 헬기의 각도 코 위 또는 코 아래 전체 사판의 전후 를: ( ) CH2•
기울여 변경 합니다.

러더 테일 로터의 각도를 변경하고 헬리콥터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기울입니(Rudder) :•
다.

집단 피치 주 날개의 피치를 변경하여 메인 로터 집합체 패들 각 을 조(Collective Pitch) : [ ]•
정합니다.
증가 된 집단 피치 스로틀 사용 는 헬리콥터를 상승 시킵니다 스로틀 스틱의 스로틀과 함께( ) .
이동합니다. CH6.

스로틀 기화기를 열고 닫거나 스로틀 스틱의 일괄 피치와 함께 움직입니다: . CH3.•
이 증가 된 엔진 토크에 의한 헬리콥터의 회전을 보상하는데 도움이 피치와 함께REVO :•

키를 추가 믹스 자이로와 혼합 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이로(A heading0hold/AVCS REVO ,
이미 이 작업을 수행 합니다.)

Goals Steps Inputs

Prepare your
helicopter.

Install all servos, switches, receiver per your model's instructions. Set all trims,
dials and sliders to neutral.
Confirm all control linkages are 90 degrees (or per instructions ) from the servo
horn to the ball link for proper geometry and that no slop is present.
Mechanically adjust all linkages to get as close as possible to proper control throws
and minimize binding prior to radio set up.

Select proper mode
type for your model.
Ex: HELI H-1

In the BASIC menu, find
PARAMETER.

for 1s to BASIC.(If ADVANCE again) .
to PARAMETER , PUSH

Go to MODEL TYPE . to MODEL TYPE, then to TYPE.
Select proper mode type. Ex:
HELI H-1. Confirm the

to HELICOPTER. for 1 sec. ‘Are you sure?’
displays , to SWASH , to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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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s Steps Inputs

Reverse servos as needed for
proper control operation. Ex:
Left Rudder Stick results in
leading edges of tail rotor
blades moving left. Reverse to
operate properly.

In BASIC menu, open
Reverse.

for 1s to BASIC.(If
ADVANCE again).

Choose desired servo and
reverse its direction of travel.
Ex: reverse rudder servo.

to CH4:RUDD, to REV is
highlighted. ‘Are you sure ?’ displays

for 1 sec.

Adjust travels as needed to
match model’s recommended
throws.(usually listed as high
rates.

In BASIC menu, choose END
POINT. to END POINT to choose end

point.

Adjust the servo’s end points.
(Ex: elevator servo).
Return to BASIC menu.

to ELEV. Elevator Stick ,
until up travel is as desired. Elevator

Stick , until down travel is as
desired.
Repeat as needed.

Activate THR-CUT.

Open THROTTLE-CUT
function. to THR CUT

Activate the function. Choose
desired switch and position to
activate.

to MIX, , to OFF
to SW , to SwC,
to POSI , to DOWN,

With THROTTLE STICK at
idle, adjust the rate until the
engine consistently shuts off,
but throttle linkage is not
binding.Close

SwC to down position， Throttle
Stick , to RATE until shuts off.，

Set up throttle curve for
normal. (Usually changes will
not need to be made prior to
first flight.）

Open the THR-CURV/NOR
function. Adjust if needed.
Close the function.

to THR-CURVE , COND:NORM，
to point 1> , to 5%, .
Move to next. Repeat.

Open the PIT-CURV/NOR
function.
Adjust each point to desired
Curve. Ex: first Point:8%（ ）
Close the function.

to PIT-CURVE , COND:NORM,
to point 1> , to 8%, ,
to next point. Repeat.

Set up REVO. Mixing for
normal. (For heading-hold
gyros, inhibit REVO.)

Open the REVO./NOR
function.
Adjust to your desired starting
point.

to REVO.MIX , COND:NORM，
to point 1> , to 10%, ,
to next point. Repeat.

change.
Close.

for
1sec,’Are you sure ?’ displays. to confirm.

Then , NAME the
model.

In the BASIC menu, find
PARAMETER. to MODEL SEL.

Go to MODEL SEL.-NAME to Name(1 character is highlighted)
Input name. to change the first character.
Close the submenu when
done.

When proper character is display. to next. 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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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틀 스틱을 주기적으로 움직여 서보 설정을 올바르게 하십시오1. .
피치 및 스로틀 커브가 설정 될 때 다이얼 및 가 중앙에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2. A C

다.

헬프 상세 기본 메뉴 기능5.2
모델 유형 매개 변수 하위 메뉴의 이 기능은 먼저 가장 잘 멀티 콥터에 맞는 어떤 모델 유:
형을 결정해야하며 모델을 설정하는 다른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사용하는 모델 프로그램의,
종류를 선택하는데 사용 됩니다.
헬리콥터 쐐기 벌채 유형 :

라디오 는 하나의 서보 가장 헬리콥터 유형을 사용 및 환상 및 집합 피AT10II " "(H-1 ) CCPM(
치 믹싱 단일 서보 의 종류를 포함 기본 사판 설정을 지원 사판한 서보 용 사용 각). A " " 7 8

(Ex: 10%.)
Close the function.

Confirm gyro direction.
With radio on, move helicopter’s tail to the right by hand.
The gyro should give right rudder input (leading edge of the tail rotor
blades move left).
If the gyro gives the opposite input, reverse direction on the gyro unit
itself.

Goals Steps Inputs

Learn how to operate
HOVERING PITCH and
HOVERING THROTTLE

Notice at half throttle,
the VR(B) dial adjusts
the throttle separately
from the pitch. VR(A)
adjusts the pitch
separately from the
throttle.

for 1s to BASIC.(If ADVANCE again).
to SERVO .
Throttle stick to center
VR(B), VR(A).

Be sure to follow your model’s instructions for preflight checks, blade tracking, ect. Never assume a set
of blades are properly balanced and will track without checking.

Check receiver battery voltage! Always check voltage with a voltmeter prior to each and every engine
start.(Never assume being plugged in all night means your radio gear is ready to fly).Insufficient charge,
binding servo linkages ,and other problems can result in a dangerous crash with the possibility of injury
to yourself, others and property.
Confirm the swashplate is level at 0 travel. Adjust arms if needed.
Apply full collective and check that the swashplate remained level and there is no binding. Repeat for full
cyclic pitch and roll. If not, adjust as needed to correct in END POINT:
Important note: prior to setting up throttle hold, idle-ups, offsets, etc, be sure to get your normal
condition operating properly.
Checking setup prior to going airborne: Check voltage! Then, with the assistance of an instructor, and
having completed all range checks, etc, gradually apply throttle until the helicopter becomes “light on the
skids.”
Adjust trims as needed to correct for any roll, pitch, or yaw tendencies. If the tail “wags,” the gyro gain
is too high. Decrease gyro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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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보조익 엘리베이터 환상 피치 및 집단 피치 헬기 아래 표시 개 기본 유: , ( ), CCPM 7 CCPM
형이 있다 운동의 축 달성하기 위해 협력 서보 모터의 조합을 이용. 3 .

은 일제히 올바르게 작동 또한 헬리콥터의 스와시 플레이트를 이동 훨씬 적은 기계적CCPM
복잡성이 가장 명백한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여러 서보 있습니다 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 :
토크가 증가 예 가 개 서보 함께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을 만들 뿐만 아니라 정밀도 및( HR3 , 3 )
센터링.
모델의 스와시 플레이트 에 의해 꺼져있는 경우 당신은 여전히 스와시 플레이트 타입의(180)   
것을 사용합니다 일부 헬리콥터가 개도 떨어져 제외하고 형 또는 참고 만 할. 180 , HR3 HN3
때까지 필요에 따라 또한 기능을 조정 을 사용 하십시오 또한 완전히 할당 가SWASH AFR .
능한 프로그램 가능한 믹스를 사용하여 다양한 각도의 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CCPM .

스와시 플레이트 유형5.2.1

(Normal linkage type)
H-1: each servo linked to

the swachplate
independently

FRONT H-1
Swashplate Types HR3

120°PIT(AIL)

120°120°

AIL(PIT)

ELE

HR3
PIT(AIL) AIL(PIT)

ELE

HE3

PIT(AIL) AIL(PIT)

ELE

HN3
120°

AIL 120°
120°

ELE

PIT

H-2

AILPIT

H-4

PIT(AIL)

ELE1

ELE2

AIL(PIT)

H4X

ELE2

PIT

AIL

ELE1

Goals Steps Inputs

Change the model
type and swashplate
of model#3 from
MULTIROTOR to
120 degree CCPM
with 2 servos
working in unison
for collective pitch
and aileron (Ex:
HELI HR3)

Confirm you are using
the proper model
memory(Ex:3)

On home screen, check model name and # on top
left. If it is not the correct model (Ex:3) see MODEL
SEL.

Open PARAMETER, go
to MODEL SEL.

for 1s to BASIC.(If ADVANCE again).
to MODEL SEL.

Select proper MODEL
TYPE (HELICOPTER)
Confirm

to TYPE , to HELICOPTER. for 1sec.
‘Are you sure?’ Displays.

Change to desired
SWASH TYPE (Ex:
HR3) Confirm.

to SWASH , to HR3, for 1 sec. ‘Are
you sure?’ displays.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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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는 반복되는 삐 소리를 내며 모델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화면에 진행 상황을 표시합" "
니다 완료 전에 전원 스위치를 끄면 모델 유형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

제외5.2.2 SWASH AFR(SWH1 ) :

SWASH AFR【 】

RATE-AILE:+50%
ELEV:+50%
PITC:+50%

를 제외하고 헬리콥터의 기능 메뉴는 와 동일합니다SWASH PLATE GLID/ACRO .
사판 기능 속도 설정 제외 보조익 엘리베이터의 속도 주행 을 반전 증가(SWASH AFR)(H-2 ) , ( ) /
를 줄일 집합 피치 기능 때만 조정하거나 그 기능에 관련된 모든 서보 모터의 동작을 반 로,
이러한 유형의 여러 서보을 이용하기 때문에 함께 단순히 은 각 기능에 한 한 개의 서H-1
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 로 어느 하나의 제어의 여행을 수정하지 않을 서보의. REVERSE
또는 를 조정 컨트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필요가 없습니다END POINT , . , .

의 에 해서H-1 AFR .
에일러론은 항상 개 이하의 서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둘 다 제 로 작동합니다 변경 필요 없2 , .(
음 역방향 전체 기능 반전 또는 한 서보가 역방향 서보 단독 으로 작동합니다 에일러론 서), ( ) ( ) .
보 들 이 제 로 작동하므로 엘리베이터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왼쪽 국지적 전체 기능이 필요( ) ,
개 선택은 되돌릴 수 있어야한다 또는 에일러론와 공유되지 서보 들 경우 역전 될 필요가2 , ( ).

기억 에일러론과 엘리베이터가 제 로 작동하지 않는 잘못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전체 기, (
능을 역 전체 방향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에서 는 구경의 사판에서 떨어) . , HR3
져 도는 따라서 매우이다 여러 가지 기능이 내지 로 그러나 집합 피치 동작180 , +50% -50% , ,
거꾸로 입니다 하지만 세 서보의 역전 또한 집합 피치 레이트를 변경 보조익 엘리베이터 동.
작을 반 로 할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은 반전된다 집단적 에일러론 동작에 영향.
을 미치지 않으면서 피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Checking For Proper Motion On An HR3 Swashplate
HR3 Swash Typ Proper Motion Wrong Motion How to Fix

AILERON
STICK.

Swashplate tilts left. Reverse AIL setting in SWASH
to -50%.

Swashplate tilts right. Back of Swashplate
moves up.

Ch6 servo moves incorrectly;
REVERSE.

Back of Swashplate
moves down.

Ch1 servo moves incorrectly;
REVERSE.

ELEVATOR
STICK.

Front of swash plate
moves

Swashplate moves
the opposite.

Reverse ELE setting in SWASH. (ex:
+50 to -50)

back of swashplate
moves up.

Entire swashplate
moves up.

Ch2 servo moves incorrectly;
RE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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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5.3 HELI-SPECIFIC ADVANCE MENU
및5.3.1 THR-CURVE PIT-CURVE :

이 점 곡선은 최고의 엔진에 일관된 부하 엔진 에 블레이드 집단 피치에 맞게 이용된7 RPM
다 곡선은 또한 정상 기 업 기 업 기 업 에 한 별도 조정 가능 별도의 집. , 1, 2, (3) ,
단 피치 커브를 스로틀 홀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샘플 곡선은 명확한 설명을 위해 적절한.
설정 유형 예 정상 비행 조건 으로 표시됩니다( : ) .
권장 기본 값 :

정상 를 제공하는 점 의 결과 집합 피치 곡선 도 스로틀 곡선(10-8) 0.4, +5 1, 4, 7 , * 75 0•
설정 피치, 25, 36, 50, 62.5 , 100%.

유휴 클 유휴 일으키기도 및도 는 피치 곡선 가능성 통상 유사한 것 하나 인 호 홀1,2 1 2•
드 다른 되고 정상 모드로 일반적 자이로 설정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위의 곡선/AVCS .

유휴해서 에 을 제공하는 점 결과 집합 피치 곡선은3 :(+10 +8)(0.8 0.10) 0 1, 4, 7 100,•
스로틀 곡선 도입니다 은 거꾸로 된 기동을 위한 풀 스로틀을75, 62.5, 50, . 62.5, 75, 100

제공합니다.
스로틀 홀드 피치 커브 아이들 업 피치 커브에서 시작 반전 자동차 용 정상 피치 커브로( 3 , )•

시작하지만 가능한 경우 착륙에 충분한 피치를 보장하기 위해 마지막 점 약 를 높일 수, , 1~2°
있습니다.
이 기본 포인트는 당신이 비행을 기 하고 있는 가정합니다 방금 학습하는 경우 강사의 지. ,
침을 따르십시오 헬리콥터가 당신의 본능은 스로틀 집단 당겨 경우에도 매우 느리게 교육에. /

한 기준점 같은 일부 강사 내려오도록 바쁘게 바닥에 붙다+1
조정 :

기본 조건 곡선은 편의를 위해 기본 메뉴에서 편집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커브는 메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ADVANCE .•
적절한 조건으로 자동 선택.•
비행 중 집단 피치가 감소 된 경우 역전 포함 에도 유휴 업 곡선이 일정 을 유지하도록( ) RPM•

프로그래밍 됩니다.

RUDDER
STICK.

The leading edges of
tail blades rotate left. Blades rotated right. REVERSE the rudder servo.

THROTTLE
STICK.

Entire Swashplate
lifts. Swashplate lowers. Reverse PIT setting in SWASH.

Goals Steps Inputs
Adjust the travel of the collective
pitch from +50% to -23%,
reversing the travel of all 3
servos
and decreasing their travel in
collective pitch only, on an HR3
SWASH TYPE.

Open SWASH AFR
function.

for 1s to BASIC.(If ADVANCE
again). to SWASH AFR

Adjust PITC travel to -23% to PITC , to -23%，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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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할 조건 커브를 변경하려면 까지 커서를 올려 놓고 이름이 지정된 커브를 변경<COND>
하십시오.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재 활성화 상태의 이름 라디오에서 스위치 정상 상태가 활성 있지만, ( )•
유휴 상태 인 것을 곡선 편집 중 예 조건 참고 아래의 곡선 표시를 참조의 이름 뒤에 괄호( :
안에 표시됩니다 조건의 커브가 현재 편집 중입니다. -up 1 .

이동 및 커브 점을 삭제 커브 점 는 하나 다이얼을 가압하여 리턴 왼쪽 또는 오른: (-stk-) /•
쪽 인접 점 앞의 까지 회전에 의해 이동 및 삭제할 수 있다 교 로( 2% ) DIAL .

및 스로틀 홀드 피치 커브는 조건이 활성화 되기 전에 편집 될 수 있습니다 스로Idle-ups .•
틀 커브를 활성화하면 이러한 조건이 활성화 됩니다.

THR-CURVE【 】
MIX: INH COND:NORM(NORM)

P out / stk― ― ― ―
7＞ 100 100
6＞ 75 75
5▶ 62 62
4＞ 50 50
3＞ 37 37
2＞ 25 25
1＞ 0 0

PIT-CURVE【 】
MIX: INH COND:NORM(NORM)

P out / stk― ― ― ―
7＞ 100 100
6＞ +50 50
5▶ +25 25
4＞ 0 50
3＞ -25 37
2＞ -50 25
1＞ -100 0

5.3.2 REVO MIX :
이 점 곡선 믹스는 블레이드의 속도와 집단 피치가 변경 될 때 토크의 변화를 막기 위해 반5

러더 입력을 추가합니다.
조정 :

개의 별도 커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버링의 경우 정상 결합 된 유휴 과 유휴3 : , 1 2, 3•
인 경우.

기본 조건 곡선은 편의를 위해 기본 메뉴에서 편집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커브는 메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ADVANCE .•
정확한 혼합물은 자동으로 해당 조건 스로틀 설정이 프로그래밍 작동 될 때마다 자동으로•

활성화 상태로 기내 선택 즉 스로틀 또는( , HOLD THR-CURVE).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재 활성화 된 상태 라디오에서 켜짐 의 이름은 커브가 편집되는 조건의( )
이름 뒤에 괄호 안에 표시됩니다.
레보 혼합 비율은 집합 피치가 반 시계 회전 반 변경의 표시를 변경함으로써 조작 방향 설,
정의 커지면 방향타는 시계 방향으로 혼합하고 시계 선회 로터 점 곡선이다 곡선의 숫자;. , 5 .
는 더하기 에서 빼기 또는 그 반 로 됩니다(+) (-) .
권장 기본 값 :
시계 방향 회전 낮은 스로틀에서 높은 쪽으로: -20, -10, 0, +10, +20%.
반 시계 방향 회전 저속 스로틀에서: +20, +10, 0, -10, -20%.
모델에 가장 적합한 실제 값으로 조정하십시오.
레보 유휴 클 한 곡선들은 형상의 반전 비상 제외 피치 증가 스로틀 적절한 키 입력을.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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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러더 토크가 증가 할 때마다 반응에 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반전 비행 스로틀 스.( .
틱 절반 갖는다 이하 증가 된 스로틀과 음의 피치 따라서 토크를 높이고 헬리콥터를 회전시. ,
키지 않는 한)

THR-CURVE【 】
MIX: INH COND:NORM(NORM)

P-out-/-stk-
7＞ 100 100
6＞ 75 75
5▶ 62 62
4＞ 50 50
3＞ 37 37
2＞ 25 25
1＞ 0 0

THR-CURVE【 】
MIX: INH COND:NORM(NORM)

P-out-/-stk-
7＞ 100 100
6＞ +50 75
5▶ +25 62
4＞ 0 50
3＞ -25 37
2＞ -50 25
1＞ -100 0

THR-CURVE【 】
MIX: INH COND:NORM(NORM)

P 5 +20%￣ ▶
4 > +10%
3 > 0%
2 > -10%
1 > -20%

참고 정상 상태의 스로틀 및 피치 커브는 항상 켜져 있으며 억제 할 수 없으며 다른 네 가:
지 조건은 스로틀 커브 또는 스로틀 홀드로 활성화됩니다.

보통 곡선의 포인트 를 조정 모션을 선형 응답하THR-CURV/NOR : (4) THROTTLE STICK•
지 않은 중간 지점에서 엔진 가면의 원하는 위치를 조정 정상THROTTLE STICK RPM,

스로틀 곡선을 입력 한다 다른 개의 포인트는 원하는 유휴 및 최 엔진 속도를(NORM), . 6
생성하고 중간 단계로 부드럽게 전환되도록 조정됩니다.

비행 집합 피치 곡선에 가까운 정상 집합 피치 곡선이 일정한 엔진 속PIT-CURV/NOR :•
도에서 가장 수직 성능을 제공 스로틀 곡선과 일치하도록 조정되어 정상 집합 피치(NORM)
곡선 마우스를 입력 도의 블레이드 피치 최 스로틀 스틱 동작에 비례하여 가장+5 ~ +10
좋은 일괄 피치 각도를 위해 포인트 커브를 통해 응답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7 .

마스터 로터의 총 피치 각 변화로 발생하는 토크를 억제하기 위해 집단 피REVO./NORM :•
치 명령을 방향타 혼합 에 혼합하여 스로틀이 적용될 때 모델이 요잉하지(PITCH-RUDDER )
않도록 합니다.
모든 에서 혼합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전 메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휴 업3 REVO .

정상 유휴 업 가 있습니다 가능한 혼합 참고1/2(IDL1/2), (NORM), 3(IDL3), 3 REVO . :
자이로와 결합 에 한 자세한 내용은 시계 방향 및 시계 반 방heading-hold/AVCS revo

향 회전 로터의 기본 점을 포함합니다.
Goals Steps Inputs

Se t up Norma l Fli gh tCondi ti o nThrottle/Collective PitchCurves and Revo.
Base point: Adjust base point
of throttle curve until engine
idles reliably on ground.
Adjust base point of collective
pitch curve to achieve -4
degrees of blade pitch.
Apply throttle until the
model sits ‘light’ on its
skids. Adjust base point of

Open the
THR-CURVE, Adjust
the first point.(5%)

for 1s to BASIC.(If ADVANCE
again).

to THR-CURVE , to point 1 ,
to 5% .

Open the PIT-CURVE,
Adjust the first
point.(8%)

to PIT-CURVE . to point 1 .
to 8%，

Open the REVO.MIX
Adjust the first to REVO.MIX , to M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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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GYRO SENSE
에 관해서는 를 참조하십시오GYRO SENSE 3.3.12 .

GYRO-SENSE【 】
MIX: INH

MODE: STD
SW:SwF
RATE-UP 50%

DOWN ▶ 50%

REVO. until model does not
rotate its nose at all. point.(4%) to ON. to point 1 , to 4% .
Hover point: Adjust
collective pitch curve to +5
degrees. Ease heli into a
hover.Land/shutengine
off. Adjust throttle curves
and rudder trim. Repeat until
model hovers smoothly at
half throttle. Rapidly apply
throttle from 1/4 to 1/2
stick. Adjust REVO.
points 2 and 3
until the model does not rotate
its nose up on throttle
application.

Adjust
THR-CURV/NOR Repeat above as needed

Adjust
PIT-CURV/NOR Repeat above as needed

Adjust REVO.MIX Repeat above as needed

High point: Adjust
collective pitchcurve to +8
to +10 degrees. From hover,
throttle up rapidly. If
engine bogs,increase the
throttle curve. If engine
over-revs, increase the
collective pitch curve at points
6 or 7. Apply full throttle
while hovering, then descend
back to hover. Adjust REVO.
until the nose does not change
heading.

Adjust
THR-CURV/NOR Repeat above as needed

Adjust
PIT-CURV/NOR Repeat above as needed

Adjust REVO.MIX Repeat above as needed

Goals Steps Inputs

Set up headinghold
/AVCS gyro
with
heading-hold/AVC
S setting in
idle-ups 1 and 2
and normal mode
setting in idle- up3

Open and activate the GYRO
SENSE function.

for 1s to BASIC.(If ADVANCE
again). to GYRO-SENSE

Activate the function. to MIX , to ACT.
Optional: Change gyro types to
Heading- hold (GY). to MODE , to GY

Optional: Changes switch
assignment. Ex: select Cond. to SW , to 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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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틀 홀드5.3.4
이 기능은 엔진을 공회전 상태로 유지하고 스위치 가 움직일 때 스로틀 스틱에서 스로AT10II
틀을 풀어줍니다 자동 회전을 실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를 설정하기. . THR-HOLD
전에 스로틀 링키지를 연결하여 기화기가 높은 스로틀에서 완전히 연 다음 디지털 트림을 사
용하여 엔진 유휴 상태를 조정 하십시오 를 유휴 상태로 유지하려면. THR-HOLD

스로틀 스틱을 유휴 위치로 이동한 다음 홀드 스위치를 켜거나 끄고 오프셋 값THROTTLE( )
을 계속 변경 하십시오 서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엔진 유휴 속도를 줄이거나 끄려면 더 음. .
수를 입력하십시오.
조정 :
공회전 위치 원하는 엔진 을 얻기 위해 스로틀 공회전 위치를 중심으로: RPM -50% ~ +50%
의 범위.

스위치 할당 또는 에 할당 됨 항목: SWITCH E(AT10) G(AT10) CONDITION(THR-HOLD )•
에서 조정 가능 위치 유형 스위치만 해당(2 )

스로틀 커브 스로틀이 단일 프리셋 위치로 이동하기 때문에 에 해 커브를: THR-HOLD•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집단 피치 커브 일반적으로 의 블레이드 피치 범위를 생성하도록 조: -4% ~ +10% ~ +12%•
정 된 독립 커브가 자동으로 로 활성화됩니다THRHOLD .

가 엔진에서 토크를 조정하고 가 없으므로 믹스가Revo Mix : Revo Mix Revo THR-HOLD•
에 사용 가능합니다.

우선 순위 스로틀 홀드 기능은 유휴 상태보다 우선 순위가 높습니다 엔진을 시동하기 전: .•
에 스로틀 홀드 및 유휴 업 스위치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안전상의 이유로(
스로틀 홀드에서 엔진을 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이로 프로그래밍에는 를 포함하여 각 조건에 해 별도의 자이로 설정Gyro : THR-HOLD
옵션이 포함되어있어 로 갈 때 사용자가 잘못된 자이로 설정에 놓일 수 있는 잠재THR-HOLD
적인 문제를 방지하여 잘못된 방향타 오프셋을 초래 합니다 및 모델 피어링. .

Adjust gyro rates as needed.
(Ex: NORM, IDL3 to NOR 50%.
IDL1 and 2 to AVC 50% as starting
points.)

to NORM, , to NOR 50%
to IDL1 , to AVC 50%

Repeat.
Close

Goals Steps Inputs

Set up throttle hold.

Determine desired throttle
position by idling engine, turn
on THR-HOLD, and adjust
percentage as required to reach
the desired running point.

Open THR-HOLD
function.

for 1s to BASIC.(If ADVANCE
again). to THR-HOLD

Activate the function. to MIX , to OFF
Set desired engine
position. to POSI , to desired percent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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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조정 및5.3.5 (HOV-THR HOV-PIT) :
호버링 스로틀과 호버링 피치는 스로틀 및 집단 피치 커브의 미세 조정을 개별적으로 조정하
여 중심점 주변에서만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정상 상태에서만 영향을 줍니다 이상적인 설정.
을 위해 곡선을 기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HOV-THR【 】

MIX: INH
RATE: 0%(+11%)

VR: +VrB
MODE:NORM

HOV-PIT【 】

MIX: INH
RATE: 0%(-63%)

VR: +VrA
MODE:NORM

조정 :
온도 습도 고도 또는 비행 조건의 다른 변화로 인한 로터 속도 변화가 쉽게 조절됩니다, , .•
원하지 않으면 두 가지 조정이 모두 금지 될 수 있습니다.•
두 조정은 일시적으로 노브를 끄지만 마지막으로 기억 된 설정을 유지하면서 로 설정NULL•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절 값을 기억 시킨 다음 조정 량을 사용하기 위해 노브를 중심점으로 되돌리고 여러 모델•

에 해 트리밍 노브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노브 오프셋으로 암기를 반복하면.(
트림 값이 누적됩니다.)

다이얼을 돌리면 트림이 가 될 때까지 다이얼을 돌리고 암기한 후 손잡이를 가운데 위치0%•
로 돌리면 조정이 초기 값으로 신속하게 재설정 됩니다.
이 기능을 포함하여 모든 기능은 모델이 절반 정도 튀어 나온 것으로 가정합니다.•
일반 또는 정상 유휴 업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NORM) / - 1(NORM/IDL1) .•

Goals Steps Inputs

Fine-tune hovering with the hovering
adjustments. Remember these affect
only the hovering (normal) condition.
Adjust throttle and collective pitch
curves until model hovers nicely. In
flight,adjust collective pitch and
throttle
curves near hover point independently
with HOV-THR and HOV-PIT knobs.
Store new settings after flight.

Open the HOV-THR function
to BASIC. again to

ADVANCE, to HOV-THR.

Optional: change which
knob adjust search hovering
curve. NULL locks in curve
in last stored position.

to VR , to desired
knob and direction

Close
Open the HOV-PIT function. to HOV-PIT. Repeat.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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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로우 피치5.3.6 HIGH/LOW PITCH( / - ) :
이 기능은 각 비행 조건 정상 유휴 유휴 유휴 스로틀 홀드 에 해 곡선 상측 및 하( , -1, -2, -3, )
측을 개별적으로 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HI/LO-PIT【 】
COND: NORM (NORM)

HI-PIT: 100% (100%)
ADJ: MANUAL VR:+VrD

LO-PIT
: 100% (100%)

ADJ: MANUAL VR:-VrC

조정 :
높고 낮은 사이드 레이트의 트림 노브를 정의 할 수 있습니다 하이 사이드 피치 트림 컨트(•

롤은 초기 설정 시 오른쪽 사이드 레버로 정의됩니다).
조건은 조건 선택 기능에서 활성화됩니다.•
양쪽 조정은 로 설정되어 일시적으로 손잡이를 끌 수 있습니다MANUAL .•
조정을 암기한 다음 조정 량을 사용하기 위해 노브를 중심점으로 되돌려 놓고 여러 모델에•

트리밍 노브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셋5.3.7
선택 사양 인 별도의 트림과 일반 조건을 위한 것 이 기능은 헬리콥터의 트림을 자동으로 변.
경하는데 사용 됩니다 예 호버에서 고속으로 전환한 경우 시계 방향 회전 로터 헬리콥터는( : ).
오른쪽으로 고속으로 표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헬기를 왼쪽으로 오프셋하기 위해 에일러론
오프셋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Goals Steps Inputs

Set up a high pitch curve
in the idle-up 1condition.

Open the HI/LO-PIT to BASIC menu, again to ADVANCE menu.
to HI/LO-PIT.

Open the HI/LO-PIT to COND , to IDL1
Open the HI/LO-PIT to HI-PIT , to80%
Optional Change which knob：
adjusts high pitch curve.

to VR , to desired knob and
direction.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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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엘리베이터 오프셋은 모델 지오메트리에 따라 다르므로 고속으로 집단 피치 변경에 주
의하여 결정해야합니다 방향타 오프셋은 두 리바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프셋 기능을 사용하. .
는 동안 레버 믹싱 및 트림 작업.

OFFSET【 】
MIX: INH
NO: IDL1(NORM)

RATE-AILE: 0%
ELEV: 0%
RUDD: 0%

SW: Cond

조정 :
완벽한 스위치 할당 기능과 각 유휴 업에 한 개별 트림을 생성 전환하는 옵/ CONDITION•

션.
이 활성화 스위치가 켜짐 되어 있는 경우 를 움직이면 저장된 오프셋OFFSET ( ) TRIM LEVERS•

이 조정되고 일반 상태의 트림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 비활성 상태 스위치가 꺼짐 이면 및 모든 트림 조정이 효과가 없습니다OFFSET ( ) OFFSET•

모델은 현재 활성 상태 인 비행 상태의 트림 설정을 따릅니다( ).
이 금지되면 모든 비행 조건에서 이루어진 트림 조정이 모든 비행 조건에 영향을OFFSET•

미칩니다.
큰 오프셋으로 인한 빠른 점프는 기능을 사용하여 느려질 수 있습니다DELAY .•

작동 중에는 시작 화면의 각 트림 디스플레이에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및 방향타OFFSET ,•
가 표시됩니다.
참고 머리글 고정 자이로 스코프를 사용하는 경우 오프셋 및 요령 혼합은 에서: /AVCS AVCS
제공하는 자르기 및 회전에 한 자동 수정과 충돌하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Goals Steps Inputs

Set up separate
trims for each of the
three idle-up
conditions.
Adjust the idle-up
2 rudder trim to
correct for torque at
high speeds.

Open the OFFSET function.
to BASIC menu, again to ADVANCE

menu
to OFFSET.

Activate the function. to MIX , to ON.
Change switch setting to Cond. to SW , to Cond.
Select IDL2. to NO. , to IDL2,
Adjust trim settings as needed.
(Ex:rudder to +8%.) to RUDD , to +8%.

Close menus and confirm
slowed transitions. E (AT10II) from NORMAL to IDL2.Check

the changes of rudder t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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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5.3.8 :
기능은 또는 기능이 켜지거나 꺼질 때Delay OFFSET, REVO, MIXING THROTTLE HOLD

마다 트림 위치 간에 부드러운 전환을 제공합니다.

DELAY【 】
RATE-AILE: 0%(OFF)

ELEV: 0%(OFF)
RUDD: 0%(OFF)
THRO: 0%(OFF)
PITC: 0%(OFF)

조정 :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방향타 스로틀 및 피치에 해 별도의 지연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 , ,•

니다.
지연 설정을 사용하면 서보가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는데 약 초가 걸리고 꽤 오랜50% 0.5•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약 의 지연으로 충분 합니다10-15% .•

주지사5.3.9 :
조정기 혼합 기능은 트랜스미터에서 조정기 속도 설정 을 조정하는데 사용됩(rS1, rS2, rS3)

니다.
총재 란 무엇입니까 거버너는 헬리콥터 헤드의 을 읽는 센서 세트와 블레이드 기상? RPM ,

조건 등의 피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한 헤드 속도를 유지하도록 스로틀 설정을 자동으로 조
정하는 컨트롤 유닛으로 구성됩니다 경쟁 헬리콥터에서 제공되는 일관성으로 인해 매우 인기.
가 있습니다.

Goals Steps Inputs

Set up a delay on all
channels to ease the
transition from one flight
condition to another so
there are no ‘hard
jumps’.

Open the DELAY function. to BASIC menu, again to ADVANCE
to DELAY

Adjust AILE response as
needed. (Ex: aileron to +8%.) to RATE-AILE , to 8%.
Repeat for other channels. to ELEV. Repeat steps above.

Clos e menu s an d confirm
slowedtransitions. E(AT10II) from NORMAL to

IDL2.Check that the servos move gradually to
new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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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설치 시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거버너는 원하는 헤드 스피드를 유지하기 위해?
엔진의 을 자동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스로틀 커브를 설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 할 필RPM
요가 없습니다.

GOVERNOR【 】
MIX: INH -cut-
SW: SwC CH:+CH7

UP 0%
CNTR ▶ 50%

DOWN 100%

조정 :
에 거버너를 켜고 끄고 설정을 변경하여 켜기 끄기를 속도 전환과 분리 할CH8 CUT-CH /•

수 있습니다.  
별도의 를 사용하면 스위치 할당이 완전히 조정 가능합니다 조정자를 해당 조건에ON/OFF .•

서 기능 시키려면 조정자를 조건 스위치에 지정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하나의 스위치를 사용하여 속도 스위칭과 거버너 를 함께 수행하거나 독립 스위치ON/OFF /•

채널을 사용하여 스위칭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ON/OFF .
속도 설정 제어가 을 사용하고 별도의 스위치가 사용되지 않으면 을 다른CH7 ON/OFF C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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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채널 및 프로그램 가능한 믹스를 사용하여 헤드 속도의 기내 조정 선회 중에 쉽게 조(•

정할 수 있음 이 생성 될 수 있습니다) .
은 스로틀이 작동 할 때 스로틀을 제어하므로 스로틀은 송신기의 스로틀에 해 사전 설GV-1

정된 설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의 켜기 끄기 채널에 한 설정을 항Failsafe . GV-1 / Failsafe
상 로 설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총재가 차단되고 스로틀은 스로틀 명령을 따OFF . Failsafe
른다.

스로틀 믹싱 스로틀 믹스5.3.10 ( ) :

[THO-MIX]
MIX:INH

AIL TH→ ELE TH→ RUD TH→
NORM:0%→ 0% 0%
IDL1: 0% 0% 0%
IDL2: 0% 0% 0%
IDL3: 0% 0% 0%

이 기능은 각 비행 조건에 해 설정할 수 있으며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및 방향타 컨트롤로, ,
로터를 기울일 때 모델이 고도를 변경하는 경향을 수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조정 :

혼합은 각 비행 상태에서 에서 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0 100% .•

Goals Steps Inputs

Set up a governor to use
both channels into the
receiver
and switch between the
governor settings
automatically when changing
conditions. Consider setting
the
battery Fail Safe settings and
other helpful functions on
the
governor itself.

Open and activate the
GOVERNOR
Function.

to BASIC menu, again to
ADVANCE

to GOVERNOR
Activate the function. to MIX , to ACT.
Optional : change cut-of f
channe lto channel 8 and
assign switch and direction
for on/off (channel 8).

to -cut- CH: , to+CH8,
to -cut-SW , to desired SW

Optional: Changes switch
assignment to select governor
settings.
Ex : selec t switc h that
select s th econditions.

to SW , to Cond,

Adjust governor speed
settings perswitch position
or condition as needed.
(Ex: defaults are fine.)
Allows head speed
adjustment from transmitter.

to each Cond position or as
needed.

to next Cond repeat .，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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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 SWASH-RING
이 기능은 에일러론과 엘리베이터 작동 중 스와시 로브 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Swash ROB)
스와시 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비행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과. 3D . AILERON ELEV
의 움직임은 원 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정 :

초기 : 100%•
조정 범위 : 0-200%•

[SWASH-RING]
MIX:INH

RATE:100% (AILE 0%)
(ELEV 0%)

Elevator operation

Aileron operation

스로틀 니들 메뉴 참조5.3.12 (ACRO 3.3.15 )

Goals Steps Inputs

Correct the tendency
of the model to
change altitude.

Open THRO- MIX function. to BASIC menu, again to ADVANCE
to THRO-MIX

Activate the function. to MIX , to ON
Adjust the rate.
Ex: IDL1 (AIL to TH) 10% to IDL1 (AIL TH)→ , to 10%,
Repeat as needed.
Close

Goals Steps Inputs
To prevent damaging the
swash linkage by simultaneous
operation of the ailerons and
elevators, set the limit point
where swash throw stops.

Adjust the rate at the＊
maximum swash tilt by
simultaneous operation of the
ailerons and elevators.

Open SWASH-RING
function.

to BASIC menu, again to
ADVANCE

to SWASH-RING
Activate the function. to MIX , to ACT

Adjust the rate Ex: 90% to RATE , to 90%,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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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5.3.13 PROG MIX(ACRO MENU 3.3.1 )

조건5.3.14
유휴 업에 한 커브는 역방향 비행 중에 음의 피치와 적절한 방향 입력을 제공하고Revo

역전 시 스로틀을 증가시키기 위해 종종 자형입니다 거친 토크가 있을 때마다 반응에 응V .(
하기위한 방향타가 필요합니다 거꾸로 비행하는 경우 반 이하의 스로틀 스틱이 스로틀과 음.
의 피치를 증가 시키므로 토크가 증가하고 헬리콥터가 회전하지 않는 한 헬리콥터가 회전하지
않는 한 적절히 증가합니다 추가 비행 조건은 헬리콥터 전용입니다 이러한 추가 비행 조건.) .
에는 다른 스로틀 커브 집단 피치 커브 가 포함됩니다 믹싱 및 트림 제외 을, , revo . (IDLE-3 )
사용하여 헬리콥터가 특정 기동을 보다 쉽게 수행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이로 및 듀얼. ,  
레이트 기능은 각 유휴 상태에 해 하나를 포함하여 선택된 조건마다 별도의 속도를 제공하
도록 설정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유휴 업은 특정 유형의 비행 즉 빨리 감기 뒤로 이동 또는 기동 루프 롤 스톨( , , ) ( , ,
턴 또는 심지어 같은 기동에서 헬리콥터의 비행 특성을 최 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자이로 모드를 일반 자이로 모드로 전환합니다 는 회의 유휴heading-hold/AVCS . AT10II 3
가동을 제공하여 모델러가 정상적인 비행 조건과 함께 가지 추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3
다 에는 관리자 설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IDL3 .

[CONDITION]
-sw- -pos-

IDLE-UP1:INH SwE CENT
2:INH SwE DOWN
3:INH SwE DOWN

THR-HOLD:INH SwE DOWN

조정 :
정상적인 아이들 업 및 유휴 업 곡선에 해(NORM), 1(IDLE-UP1) 2(IDLE-UP2) SWITCH•

또는 유휴 항목 위치 형 스위치 만G(AT10II) E(AT10II) 2, -UP3 ).(IDLE-UP1/2 3 , IDL3 2
위치 형 스위치 만)

에서 해당 조건에 한 스로틀 커브로 활성화됩니다THR-CURVE .•
집단 피치가 음수 반전 인 경우에도 일정한 을 유지하도록 곡선이 조정됩니다( ) RPM . REVO•

믹싱은 아이들 업 과 에 한 곡선 하나와 유휴 업 에 한 두 번째 곡선을 가지고 있습1 2 3
니다.

자이로 설정은 각 유휴 상태에 해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 설정은 를 따르도록 설정할 수 있지만 자이로와 같은 가지 조Normal/Idle1/Idle2 5•

건 각각에 해 조정할 수 있는 설정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을 활성화하면 가 각각의 유휴 상태에서 트림을 개별적으로 조정합OFFSET TRIM LEVERS•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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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 다중 기능6 .

메뉴는 와 사이에서 가장 다릅니다 이 메뉴를 통해 멀티 로터를MULTIROTOR AT10II AT10 .
쉽게 비행 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기능 메뉴는 및 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ACRO, GLID HELI .
내용은 이전 장에서 찾으십시오.
이제 기본 설정을 시작하고 쿼드 헬리콥터를 예로 들어 봅시다.

Goals Steps Inputs

Prepare your
MULTIROTOR.

Install all servos switched, receivers, etc. per your model’s instructions. Turn on
the transmitter then receiver; adjust all linkages so surfaces are nearly centered.
Mechanically adjust all linkages as close as possible to proper control throws.
Check servo direction. Make notes now of what you will need to change during
programming.

Select proper MODEL
TYPE.
(Ex: MULTIROTOR)

Open the BASIC menu
find the MODEL TYPE.

Turn on the transmitter, for 1 sec. to BASIC
menu(If ADVANCE, again)

to MODEL TYPE
Go to TYPE to TYPE
Choose proper model type
(Ex: MULTIROTOR).
Confirm the change.

to MULTIROTOR, for 1 sec. ‘Are you
sure?’ Displays, to confirm.

Name the model.
Note that you do not need to
do anything to ‘save’ or
store
this data.

In BASIC menu, Open
MODEL SEL. to MODEL SEL. , to NAME (the 1

character of model name is highlighted)
Input MULTIROTOR’s
name.
Close

to change the 1 character. . move to
next character, repeat as needed. to BASIC.

For proper control operation,
reverse servos as needed.

In the BASIC menu, open
REVERSE. to REVERSE , to choose REV.
Choose desired servo and
reverse its direction of
travel.(Ex: reverse rudder
servo)

to CH4 RUDD： , so REV highlighted, ‘Are
you sure?’ Displays.
Repeat as needed. to BASIC.

Adjust travels as needed to
match model’s recommend
throws(usually listed as high
rates)

From BASIC menu
choose END POINT. to END POINT,
Adjust the servo’s end
points.(Ex: throttle servo)
Close

to CH1:AILE , VR(A), to desired
percentage. VR(A) to repeat above steps.

Back to choose D/R EXP. to D/R,EXP
Set up dual/triple rates and
exponential (D/P, EXP)
(Note that in the middle of
the left side of the screen is
the name of the channel and
the switch position you are
adjusting. Two or even
THREE rates may be set per
channel by simply choosing
the desired switch and
programming percentages
with the switch in each of its
2 or 3 positions.

Choose the desired
control, and set the first
(Ex: high) rate throws and
exponential.

to CH , to CH:2 (ELEV)
SwA screen reads ELEV (UP)
to D/R
Elevator Stick to set rate.
Elevator Stick to set rate. Normally（

set the same as down.
to EXP
Elevator Stick to set rate.
Elevator Stick to se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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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기본 메뉴6.1
기본 기능 메뉴는 및 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장에서 찾으십시ACRO, GLID HELI .
오 다음은 특별 옵션입니다. .

모델 유형6.1.1
및 와 달리 의 에는 스위치로 제어되는ACRO, GLID HELI MULTIROTOR MODEL TYPE VR

추가 기능 이 있습니다 을 로 설정하여 오작동으로 모델이 손상되지 않도록TRIM . TRIM OFF
하십시오.

MODEL TYPE【 】

RESET:Execute
TYPE:AIRCRAFT

AILE-TR:ON
ATL:ON

ELEV-TR:ON

set the first (Ex: low) rate
throws and exponential. to D/R SwA to down repeat to set low，

rate.
Optional: change dual rate
switch assignment.

to SW , SwG, SwG to center
position. Repeat steps above to set 3rd rate.

Adjust AUX-CH and Knob.

On BASIC menu, then
open AUX-CH function. to AUX-CH,
Choose CH5 to set
ATTITUDE to CH5, to ATTITUDE
Assign the switch to
control attitude. Ex: SW3
is SWC SW2 is SWB，

to SW3, , to SWC，
to SW2, , to SWB，

Set the rate in each
attitude. Ex: ATTI is 50%. to ATTI , to 50%
Change CH6, use VR (D)
to control change other
channels as needed.

to CH6 , to VR(D).
Repeat as needed.

Close

Goals Steps Inputs

Select proper MODEL
TYPE. (Ex:
MULTIROTOR）

Open BASIC menu, find
MODEL TYPE.

Turn on the transmitter, for 1 sec. to BASIC
menu(If ADVANCE, again)

to MODEL TYPE
Go to MODEL TYPE to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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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설정6.1.2 AUX
의 채널은 및 와 마찬가지로 채널 에서 까지이며MULTIROTOR AUX ACRO, GLID HELI 6 10

보조 채널을 설정합니다 는 의 경우 특별하며 를 입력하고 의. CH5 ATTITUDE CH5 ATTITUDE
경우 를 누릅니다 가지 태도를 얻으려면 섹션 및 섹션 스위치를 선택하십시오PUSH . 6 3- 2- .
다이얼로 태도에 따라 개의 다른 요금을 설정합니다6 .

멀티 뷰어를 위한 어드밴스 메뉴6.2
태도6.2.1

에는 및 와 같은 가지 태도 모드가MULTIROTOR NORMAL, ATTI, GPS, HOVER, F/S AUX 6
있습니다 모든 모드는 고유한 신호를 얻기 위해 다른 속도를 갖습니다 모드 프리. . NORMAL
셋 및 는 출력 신호0%, ATTI 50%, GPS 100%, HOVER 25%, F/S 75% AUX 50%. 0%

를 의미하고 는 를 의미합니다 관련 요금을 조정하여 완전히 가지 모드를 얻1ms 100% 2ms . 6
을 수 있습니다.

[ATTITUDE]
SW3: SwC SW2:NUL

-rate- -posi- -swt-
NORMAL: 0% (UP-UP) (OFF)

ATTI: 50% (CT-UP) (OFF)
GPS: 100% (DN-UP) (OFF)

HOVER: 25% (UP-DN) (OFF)
F/S: 75% (CT-DN) (OFF)

AUX: 50% (DN-DN) (OFF)

Choose proper model type
(Ex: MULTIROTOR).
Confirm the change.

to MULTIROTOR, for 1 sec. ‘Are you sure?’
Displays, to confirm.

Turn on the trim. to AILE-TR , to ON.
Repeat above to turn on other trims

Close

Goals Steps Inputs
Set the
ATTITUDE
of
MULTIROTO

In ADVANCE menu find the
ATTITUDE function.

Turn on the transmitter, for 1 sec. to
BASIC menu(If ADVANCE, again)
Press MODEL to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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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틀 커브 참조6.2.2 (ACRO 3.3.14 )

참조6.2.3 PROG. MIX(ACRO 3.3.1 )

기술적인 문의는 주 로보블럭시스템으로 문의 부탁합니다( ) .
http://www.roboblock.co.kr
http://www.rbdrone.co.kr
http://www.roboino.com

R.

Assign the switch to control attitude.
Ex: SW3 is SWC SW2 is SWB，

to SW3, , to SWC,
to SW2, , to SWB,

Set the rate in each attitude.
Ex: ATTI is 60%. to rate-ATTI, . to 60%,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