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라이커 신형FC 조립 설명서



본 제품 조립 전 반드시 조립도 설명서를 읽어주시기 바라며,

조립 순서에 맞지 않게 조립하는 도중 파손되는 상황에 대해

제조사 및 판매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메뉴얼에 대한 저작권은 (주)헬셀 에 있으며,

무단 배포 및 수정을 금지합니다.



1) 센터프레임(카본) 조립

▶ 센터프레임(카본)을 박스내 동봉되어
있는 볼트와 너트로 견고히 결합
해줍니다.

▶ 신형FC의 경우 카본 센터프레임 V2
으로 조립합니다.

(기존 STRIKER 센터플레이트 CDSTR005 조립불가)

▶ 센터 플레이트 아랫면에서 모터나사
를 체결 합니다.

(모터 4개 모두 동일하게 체결합니다.)



2) 모터 결합

뒤

앞

1

정방향

역방향

24

3

정방향

역방향

▶ 모터 번호별 회전방향과 배치도
입니다.

▶ 결합된 모터의 선을 상단 프레임
홀에 넣어서 선을 정리하여 줍니다.

▶ 센터프레임의 중앙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전방 방향입니다.



▶ 센터프레임 하단면에 동봉된
고무 서포터를 장착합니다.

서포터

3) 보드 결합

▶ 장착한 고무 서포터 위에 보드를
동봉된 플라스틱 M3너트로 견고히
결합하여 줍니다.



4) 모터 신호선 연결

▶ 장착한 보드에 각 모터별로 신호선과
전원선을 연결합니다.

▶ 3핀 신호선 중 검은선(갈색선)이 왼쪽
핀으로 연결합니다.

▶ 전원선도 마찬가지로 검은색 –선은
왼쪽, 빨간색 +선은 우측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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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신기 연결

▶ 보드 전면부 3핀 포트에 수신기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 수신기 3선 색상이 위 사진과 같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검 빨 흰 +

- +

-



6) LED 장착, 연결

▶ 프레임 후면부에 LED를 양면테이프로
부착하고 선을 감아 정리합니다.

▶ LED 케이블선을 보드와 연결합니다.



7) 프로펠러 장착

뒤

앞

1

정방향

역방향

24

3

정방향

역방향

▶ 왼쪽사진을 참고하여 회전방향에 맞게
프로펠러를 장착합니다.

▶ 프로펠러와 모터 어댑터가 견고하게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비행성능에 지장
이 있거나, 프로펠러가 비행 중에 이탈
할 수 있으므로 견고하게 체결합니다.



9) 프로그램 다운로드 & 세팅
1 2

3

1. 배터리 설정
- 3셀 배터리 사용시 3S,

4셀 배터리 사용시 4S

2. 펑션채널(토글키) 설정

3. PID 값 설정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위 그림과 같이 세팅 후 WRITE 버튼을 눌러줍니다.



9) 조종기 세팅

조종기 환경설정 메뉴 Aux. channels 항목에서 위 그림과 같이
5번채널부터 8번채널까지 토글키를 할당하여 줍니다.



10) 조종기 스위치 설명

SWA SWB SWC SWD

SWA : 비행모드 조정키

SWB : 비행속도 조절

SWC : 띠 LED 색상 변경

SWD : 띠 LED 깜빡임 ON/OFF



조립도

(프레임)



1) 바텀가드 – 펜타가드 조립





2) 펜타가드 – 센터 플레이트 조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