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설명서 간략버전 



페이지 네비게이센 

1. 스크린 중앙을 한번 터치하면 앱툴바에 접속됩니다.



2. 안경 아이콘을 터치하면 보기 모드에 접속됩니다.
3. Single Page 선택하여  보기좋게 설정가능합니다.
4. 보기 모드가 설정되면 화면 중앙을 터치하여 전체 화면 모드로 전

환할수있습니다.



5. 화면 오른쪽을 터치하여 다음 페
이지로 이동하고  이전 페이지로
가려면 화면 왼쪽을 터치하여 이
동하고  페이지를 변경하려면 왼
쪽 또는 오른쪽으로 손으로 터치
하여 밀면 변경됩니다.



 AIRWARE 앱  으로 돌아가기 

1. Android 탐색 도구에 액세스하려면 화면 오른쪽에서 연결합니다

Overview icon

2. Overview 아이콘 터치합니다.

3. 실행중인 앱 목록에서 Spektrum AirWare 앱을 터치합니다.



박스내용 

• Spektrum iX12 조종기

• 6000mAh Li-Ion 조종기배터리(장착됨)

• SPMAR9030T 수신기 (SPM12000 버전에만 포함)
• USB 파워서플라이 및 케이블

•빠른 시작 가이드

• iX12 조종기 목걸이

•스티커 세트

•부속품



조종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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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1 LED
2 오른쪽 트림 
3 오른쪽 노브 
4 스위치  E
5 스위치  G
6 스위치  F
7 스로틀 스트랩 조정 (모드  1, 3)
8 모드 변경, 짐벌 센터링 나사

9

스로틀/에어론(모드 1) 
에레베이터/에어론 (모드 2) 

스로틀/러더 (모드 3)
 에레베이터/러더 (모드 4)

10 왼쪽/오른쪽 짐벌 스틱 텐션 조정

11 위 / 아래 짐벌 스틱 텐션 조정

기능 

12 에레베이터 트림  (모드 2, 4) 
스로틀 트림 (모드 1, 3)

13 에어론 트림  (모드 1, 2) 
러더 트림  (모드 3, 4)

14 넥 스트랩 마운트

15 스피커 그릴

16 터치 스크린 LCD

17 러더 트림 (모드  1, 2) 
에어론 트림 (모드  3, 4)

18 스로틀 스트랩 조정 (모드 2, 4)

19 에레베이터 트림 (모드  1, 3) 
스로틀 트림 (모드  2, 4)

20 모드 변경, 짐벌 센터링 나사



기능 

21

에레베이터/러더(모드1) 
스로틀/러더 (모드 2) 
에레베이터/에러론 (모드3) 
스로틀/에러론 (모드 4)

22 왼쪽 / 오른쪽 짐벌 스틱 텐션 조정

23 위 / 아래 짐벌 스틱 텐션 조정

24 스위치  C
25 스위치  B
26 스위치  D
27 버튼  I
28 짐벌 트래벌 제한 카버 

29  왼쪽 트림 

기능 
30 파워버튼 
31 안테나  1
32 스위치  A
33 왼쪽 레버

34 직렬 인터페이스 포트

35 오디오 잭

36 배터리 카버 

37 오른쪽 레버

38 스위치  H
39 핸들/안테나 2

40 메모리 카드 포트

41 USB / 충전 포트



 LED 상태 
iX12 전면에있는 5-bar LED는 다른 송신기 기능을 나타냅니다

• iX12의 전원을 켜면  LED가 주황색으로 점등됩니다.

•
iX12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RF가 화면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절전 모드
에있을때 LED가 꺼집니다.

•RF 및 화면이 모두 절전 모드에 있으면 LED가 주황색으로 천천히 깜박입니다.

•배터리가 충전중이면 LED가 파란색으로 깜박입니다. 절전 모드에서 충전하
는 경우 LED가 주황색과 파란색으로 모두 깜박입니다.



안드로이드 운영 시스템
iX12 송신기는 Android
운영 체제 및 대형 컬러 기능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다음을 사용하여 iX12 탐색
사용 된 것과 동일한 행동과 제스처
다른 Android 기기를 작동합니다.
이동하려면 손가락으로 탭하고 슬라이드하고

디스플레이에있는 아이콘과 메뉴를 드래그하십시오.



ANDROID Spektrum
AirWare 응용 프로그램
안드로이드 홈 화면을 숨길 것입니다
탐색 아이콘. 액세스하려면
언제든지 Android 탐색 아이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슬라이드합니다.
화면에 표시됩니다. 서클 아이콘을 누르면 
Android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이클 아이콘 



1. All Apps: iX12에로드 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합니다.
2. Overview: 활성 응용 프로그램간에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거나 "X"를 눌러 활성 목록에서 앱을 제거합니다.

3. Home: 홈 화면으로 돌아 가기.
4. Back: 이전 화면으로 돌아 가기.

안드로이드 홈 화면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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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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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스크린
화면상단에서 아래로 슬라이드합니다.
한번 전체화면 모드를 종료하려면
홈화면 네비게이션 가져오고 
아이콘을 앞에 두번째 아래로 스와이프하
여 돌리면 신속하게 알림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접속됩니다.

•세팅
•유저정보
•밝기
•와이파이

•블루투스
•랜드스케이프
•장소
•캐스트 스크린



SPEKTRUM AIRWARE 네비게이션 
iX12 Spektrum AirWare 응용 프로그램은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에서 왼쪽 또는 오른
쪽으로 슬라이드하여 신속하게 액세스 할수있는 최대 4 개의 기본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
다. 대시 보드 및 모니터 화면은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Telemetry 대시 보드 및 
Telemetry Min / Max는 원격 측정 정보가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ashboard(대시보드): 메인스크린에서 트림 및 타이머 ,모델 이름 및 이미지까
지 표시합니다.



대시보드 및 다른 메인화면에는 iX12 트랜스미터의 다양한 기능에 액세스하기위한 

공통 정보 및 탐색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델명 : 사용가능한 모
델 메뉴를 터치합니다.

볼륨

메인스크린 활성 :
변경할 화면을 터치하
거나 슬라이드합니다.

    Spektrum Airware 탐색 버튼

사용 가능한 배터리 용
량 및 전압



•Monitor(모니터): 모든 현재 제어 입력을 실시간으로 그래픽으로 표시합

니다..



• Telemetry Dashboard(텔레메트리 대시보드): 각 센서에 대한 원격 측정 정보를 
표시합니다. 사용자는 Telemetry 설정 메뉴에서 이 페이지에 표시할 항목을 선택합니
다.



• Telemetry Min/Max(텔레메트리 최소/최대) : 각 원격 측정 센서에서 수집한

최소값과 최대 값을 기록합니다..

추가 원격 측정페이지는 원격 측정 설정 메뉴에서 활성화된 경우 사용할수 있습
니다.



볼륨 조절 
메인 화면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있는 iX12 볼륨 메뉴

에 접속하여Volume 아이콘 위아래로 하면 볼륨을 높이거나 줄일수있습니다 .
하단 아이콘 사용하면 무음모드로 설정됩니다.



ACRO 초기설정 
• 10% 에서 스로틀 위치 경고.

• 5분 타이머는 스로틀 스틱 동작에서 25 % 이상 카운트 다운하도록 설정됩니다.

Switch Assignments
A- Gear
B- N/A
C- N/A
D- Aux 1
E- Aux 2
F- N/A
G- N/A
H- N/A

R Knob- Aux 3
Left Slider- Aux 4
Right Slider- Aux 5
Left Trimmer- N/A
Right Trimmer- N/A

Channel Assignments
1. Throttle
2. Aileron
3. Elevator
4. Rudder
5. Gear
6. Aux 1

7. Aux 2
8. Aux 3
9. Aux 4
10. Aux 5
11. Aux 6
12. Aux 7



HELI 초기설정 
• 10% 에서 스로틀 위치 경고.

• 5분 타이머는 스로틀 스틱 동작에서 25 % 이상 카운트 다운하도록 설정됩니다.

•비행 모드는 Heli의 스턴트 모드라고합니다. 비행 모드 0은 정상, 비행 모드 1은 스
턴트 1, 비행 모드 2는 스턴트 2입니다.

Switch Assignments
A- N/A
B- Flight Mode
C- N/A
D- Gear
E- Aux 2
F- N/A
G- N/A
H- N/A

R Knob- Aux 3
Left Slider- Aux 4
Right Slider- Aux 5
Left Trimmer- N/A
Right Trimmer- N/A

Channel Assignments
1. Throttle
2. Aileron
3. Elevator
4. Rudder
5. Gear
6. Pitch

7. Aux 2
8. Aux 3
9. Aux 4
10. Aux 5
11. Aux 6
12. Aux 7



SAIL 초기설정 
•모델 설정의 Sailplane Type 메뉴에서 모터옵션이 활성화된 경우 스

로틀 위치 경고가 10 %로 표시됩니다.

• 5분 타이머는  스위치 I로 활성화되도록 설정됩니다.

•비행모드가 지정되면 비행 모드는 Launch, Cruise 및 Land라고하며 기본
비행 모드 할당은 없습니다.

Switch Assignments
A- Gear
B- N/A
C- N/A
D- Aux1
E- Aux 2
F- N/A
G- N/A
H- N/A

R Knob- Aux 3
Left Slider- Aux 4
Right Slider- Aux 5
Left Trimmer- N/A
Right Trimmer- N/A

Channel Assignments
1. Inhibit
2. Aileron
3. Elevator
4. Rudder
5. Gear
6. Aux 1

7. Aux 2
8. Aux 3
9. Aux 4
10. Aux 5
11. Aux 6
12. Aux 7



MULTI 초기설정 
• 10% 에서 스로틀 위치 경고.

• 5분 타이머는 스로틀 스틱 동작에서 25 % 이상 카운트 다운하도록 설정됩니다.

Switch Assignments
A- Gear
B- N/A
C- N/A
D- Aux 1
E- Aux 2
F- N/A
G- N/A
H- N/A

R Knob- Aux 3
Left Slider- Aux 4
Right Slider- Aux 5
Left Trimmer- N/A
Right Trimmer- N/A

Channel Assignments
1. Throttle
2. Aileron
3. Elevator
4. Rudder
5. Gear
6. Aux 1

7. Aux 2
8. Aux 3
9. Aux 4
10. Aux 5
11. Aux 6
12. Aux 7



MODEL 사용 
모델 사용 메뉴는 Spektrum AirWare 응용 프로그램의 홈 화면 왼쪽 상단에있
는 모델 이름을 터치하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RF가 켜져 있으면 RF를 끄는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모델사용메뉴로 계속 진행하려면 진행을 길게 누릅니
다.
화면 상단의 리본을 터치하여 사용 가능한 모델을 유형별로 보거나 모든 모델
을 함께 봅니다.

Ribbon
Expand주의:  

비행 중 RF를 끄지 
마십시오. 항공기를 통제 
할 수 없게됩니다.



모델 사용 화면을 사용하여 아래 몇가지 모드로 이동합니다:

•Add a New Model
• Import Models
• Export Models
•Sort Model List

Expanded 
menu options



MODEL DETAILS
Model Utilities 메뉴 목록에서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을 터치하여 Model Details 메뉴에 액세스하십
시오. 선택한 모델은 열려는 전체 메뉴의 활성 모델이어야합니다. 활성 모델이 아닌 경우 SELECT / 
ACTIVATE MODEL을 터치하여 활성화하십시오.
Model details 메뉴를 사용하여: 

•모델 이름 변경

•모델 이미지 변경

•모니터 채널 수 변경

•디스플레이 Dim 설정

•스크린 밝기 조정



MODEL NAME(모델명)
옵션을 사용하여 모델 이름을 변경하려면 선택한 모델이 활성 모델이어야합니다.
선택한 모델 이름을 변경:

1. 모델 이름 박스화면을 터치하면  텍스
트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최대 20 자까지 입력할수 있습니다.

3. DONE  터치하여  Model Details 메뉴로 돌아
옵니다.



MODEL IMAGE(모델 이미지) 
모델 이미지는 활성 상태가 아닌 모델을 포함하여 모델 유틸리티 목록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모델 이미지 터치

2. 안드로이드 이미지 갤러리에서 파일
폴더에서이미지를 선택하거나 PICK 
AN IMAGE를 선택하십시오 .
이미지 파일사이즈 : 266 x 164 pixels,
이미지는  JPG 형식 
  



MONITOR CHANNEL COUNT
메인 모니터 화면에 표시할 채널수선택



DIM THE DISPLAY
화면을 유휴 상태로두면 자동 화면 DIM시간을 정의하십시오. DIM 기능은 iX12의 전원이 
켜져 있지만 스틱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경고하는 비활성 알람과 다릅니다



SCREEN BRIGHTNESS(스크린 밝기)

Model Utilities  메뉴의 오른쪽을 터치하고 위로 드래그하여 목록의 맨 아래로 스크롤
합니다. 막대를 따라 원을 터치하고 밀어서 화면 밝기를 변경하십시오. 이 옵션은 각 모델
에 대해 독립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PANDED MODEL DETAILS

모델 세부 정보 화면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있는 확장 아이콘 (3개 점)을 터치하면 추가 옵션의 스크롤 가능한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옵션은 선택한 모델에 영향을주고 선택한 모델이 활성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드롭 다운 메뉴의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Reset Model Timer
•Duplicate Model
•Reset Model
•Delete Model
• Export Model
•Save As Template
•Model Note



EXPORT MODEL
다른 송신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한 모델 파일 설정을 내보내려면:
1. Export Model  터치하여 선택한 모델 파일을 내 보냅니다.

2. 적절한 파일 확장자(file extension)를 선택하십시오

• 다른 안드로이드 기반 Spektrum AirWare 송신기와 호환되는 파일을 내보내려
면 .ispm 형식을 선택하십시오. 이 형식에는 모델 이미지를 제외하고 복사되는 파일
의 모든 설정이 포함됩니다.

• 표준 Spektrum 송신기와 호환되는 파일을 내보내려면 .spm 형식을 선택하십시오. 이
형식에는 오디오, 원격 측정 또는 타이머 설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EXPORT 터치하면  연결 옵션 목록이 나타납니다.

4. 파일을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여 다른 송신기로 전송하십시오. 모델 설정 파일에는
모델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경우 안드로이드의 이미지 갤러리
에서 직접 이미지를 전송하십시오

팁: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두 개의 iX12 송신기 간 모델 이미지 파일 전송.



MODEL NOTE(모델 노트)
이 옵션을 사용하여 모델을 지원하는 메모를 추가합니다. 여기에는 설정 세부 정보, 
비행 기록, 연료 혼합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델 메모 추가:
1. 확장 된 모델 세부 정보 목록을 터치하고

위로 드래그하여 아래쪽으로 스크롤합니
다.

2. Model Note 터치.

3. 텍스트 입력 필드에 액세스하려면 텍
스트 필드를 누릅니다

4. 노트입력완성되면 DONE 터치합니다.

5.
모델 메모는 아이콘 터치하여 종료합니다.



BINDING(바인딩)
바인딩은 iX12를 항공기 수신기에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iX12는 정품 DSM2® 및 DSMX® 
Spektrum 수신기 제품과 호환됩니다. EU 버전의 iX12는 DSM2 수신기 제품을 지원하지 않
습니다.
모델 설정 메뉴에서 바인딩 메뉴에 액세스하거나 대시 보드 화면에서 BIND 버튼을 터치
하여 직접 액세스하십시오

알림(Alerts) 버튼을 터치하여 바인딩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알림을 구성합니다.



SPEKTRUM FAILSAFE TYPES(펠세이프 타입)
Spektrum 수신기는 두 가지 유형의 오류 방지 모드 인 Smartsafe ™ (마지막 명령 대기 및 사전 
설정 포함)를 사용합니다. 이들은 바인딩 프로세스 중에 수신자에 설정됩니다.

•SmartSafe™ failsafe mode 송신기 이전에 항공기의 전원이 켜지는 경우 수신기가 스
로틀 채널에 전원을 공급하지 못하도록하여 송신기 신호가 없을 때 전기 구동 모델이 우발
적으로 켜질 가능성을 줄입니다. 연결 후, 홀드가 발생하면 스로틀 채널은 바인딩 중에 설정
된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 failsafe 모드는 송신기 / 수신기 링크가 재설정 될 때까지 마지막으
로 알려진 명령에서 다른 제어 입력을 유지합니다. 스로틀 컨트롤이 조종기 설정의 다른 채
널에 매핑 된 경우 사전 설정 안전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Preset failsafe mode 모든 제어 명령을 바인딩 사전 설정합니다.
각 오류 방지 모드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수신기 설명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BINDING AND PROGRAMMING FAILSAFE
Failsafe는 송신기와 수신기가  바인딩 프로세스를 통과 할때 구성됩니다. 항공기를 묶을 
때, 조종기연결이  끊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 장치가 예상대로 작동하도록하려면 항
상 다음 단계를 따르시길바랍니다.

:
1. 스로틀을 낮은 위치 또는 포지션 off 상태로 움직입니다.

2. 다른 모든 제어 장치를 원하는 펠세이프 위치로 설정하십시오.

3. 수신기 설명서내용 따라  수신기를 바인드 모드로 켜십시오.

4. iX12 송신기 바인딩 메뉴에서 바인딩 버튼을 BIND 될때까지  길게 누
릅니다.

5. 송신기가 바인딩이 성공했다는을 표시하면 수신기 설명내용 따라 수신기의 전
원을 끕니다.

송신기와 수신기가 바운드 된후,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서 무선 신호 링크가 끊어지면 
수신기는 즉시 항공기 제어 표면을 안전 장치 위치로 이동 시키거나 구속 중에 설정된 안
전 장치 유형에 따라 위치를 유지합니다.



송신기와 수신기가 바운드 된후,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서 무선 신호 연결이 끊어
지면 수신기는 즉시 항공기 제어 표면을 안전 장치 위치로 이동시키거나 구속중에

설정된 안전 장치 유형에 따라 위치를 유지합니다..
failsafe 설정의 기능을 테스트하려면:
1.

송신기와 수신기의 전원을 켜고 컨트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전원 버튼을 두번 클릭하고 RF를 끄고 OK를 길게 눌러 송신기의 RF 신호를 끕니다. 스
로틀 및 컨트롤 표면  예상되는 안전 장치 위치로 즉시 이동하거나 바인딩 중에 설정된
안전 장치 유형에 따라 위치를 유지해야합니다. 스로틀은 항상 낮은 스로틀로 돌아 가
기 위해 설정되어야합니다.

3.전원 버튼을 두 번 누르고 RF를 선택하고 확인을 길게 터치하여 RF 신호를 복원하시길
바랍니다.



AUTO SWITCH SELECT
자동 스위치 선택
스위치, 슬라이더, 트림 및 iX12의 회전식 노브는 모두 지정 가능합니다. 듀얼 속도 스위치
를 지정하거나 스로틀 컷을 활성화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위해 스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
니다 (아래 그림 참조).
함수에 스위치를 지정하려면 :

1. '스위치'선택을 터치합니다.

Switch 선택 



2. 팝업 메뉴에서 원하는 스위치를 선택하십시오. 팝업 메뉴에서 스위치를 선택하는 
것보다 빠른 방법은 팝업 메뉴가 활성화되어있는 동안 실제 원하는 스위치를 토글
하는 것입니다. 스위치가 자동으로 선택된 기능에 지정됩니다.



ACTIVE BUTTONS
iX12 메뉴에는 활성 버튼이 포함됩니다.  표시된 값 또는 조건이 활성 또는 비활성 일 때의 스
위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것들을 선택하여 해당 주황색으로 변경하면 해당 스위치 위치에
서 조건이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 곡선을 포함하는 메뉴에서,
각 곡선은 스위치 위치. 곡선을 선택하십시오.
원하는 활성 버튼을 (으)로 터치하여 사용할 스위치 위치 지정
선택된 커브. 모든 커브는 스위치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할당 위치는 있지만 하나의 곡선 만이
될 수 있습니다.각 스위치 위치에 할당됩니다.



MODEL ADJUST
모델 조정 메뉴에는 모델 구성에 대한 설정을 완료하는 데 사용되는 기능과 조정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모델 조정 메뉴의 옵션은 초기 모델 구성 중에 선택한 모델 유형과 모
형 설정 메뉴에서 선택한 항공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모델 유형 메뉴에는 다음과 같은 모델 유형이 있습니다.

•Servo Setup
•Mixing
•Dual Rates and Expo
• Forward Programming
• Throttle Cut*

• Lap Timer
• Throttle Curve*
•Sequencer*
•AS3X*
• Video TX

* 멀티 로터 모델 유형 메뉴에 나타나지 않거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Differential
• Flap System
Helicopter Type
•Pitch Curve
•Gyros
•Governor
• Tail Curve

특정 모델 유형에 특정한 모델 조정 메뉴 옵션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극한되지는 않
습니다.

Airplane Type Sailplane Type
•Camber Presets
•Camber System
•Pre-Configured Mixes
Multirotor Type
•Motor Cut
•Motor Curve



SERVO SETUP 
모델 조정 메뉴에서 서보 설정. 다음과 같은 
설정 하위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verse
• Travel
•Sub Trim

•Speed
•Absolute Travel
•Balance

화면 상단의 리본에서 원하는 기능을 눌러 해
당 설정 하위 메뉴를 불러옵니다.
하위 메뉴 중 하나를 터치하여 드래그하면 채
널 목록을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모델 조정 메뉴는 서보 설정 하위 메뉴에서 언제든
지 뒤로 화살표를 눌러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서보 설정을 조정 한 후에는 항상 송신기와
수신기를 다시 바인딩하여 안전 장치 위치를
설정하십시오.



REVERSE
Reverse (반전) 메뉴를 사용하여 모든 채널의 진행 방향을 반대로하십시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내려야하는 경우 엘리베이터 채널 이동 방향을 반
대로하십시오.
채널 이동 방향을 반대로하려면:

1. Servo Setup 메뉴 리본에서 Reverse를 선택하십시오.

2. 반대하려는 채널 옆의 버튼을 터치합니다.
스로틀 채널이 반대로되면 확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채널을 되돌리려면 YES를 선택하십시오. 낮
은 스로틀에서 트랜스미터를 리시버에 다시 연결하여 스로틀 안전 장치를 다시 설정하라는 두 
번째 화면이 나타납니다

 주의:  스로틀 채널을 반대로 한 후에는 항상 송신기와 수신기를 리바 인 딩하십
시오. 그렇게하지 않으면 안전 장치가 작동하면 스로틀이 풀 스로틀로 이동합니
다.

모델이 올바르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정을 한후에는 항상 제어 테스트를 수행
하시길바랍니다.



TRAVEL
Travel 메뉴는 서보 암 이동의 이동 또는 끝점을 설정합니다. 



travel 값을 조정하려면:

1. 서보 설정 메뉴 상단의 리본(ribbon)에서 
travel을 터치합니다.

2. 채널의 고 / 저 측면을 선택하십시오.

3.
원하는 경우 자물쇠 아이콘을 터치하여 양방
향을 동시에 조정하거나 낮음 및 높음 값을 개
별적으로 조정하십시오.

4. 강조 표시된 서클을 밀어서 조정하고 + 또는 - 버튼을 터치합니다.

5. 확인을 눌러 메인 travel 메뉴로 돌아갑니다.

중요: ALT, ROL, PIT 및 YAW는 다중 로터의 THR, AIL, ELE 및 RUD 레이블을 각각 교체하여 다중 로
터 항공기의 비행 축을보다 자세히 반영합니다.



SUB TRIM(서브 트림)
Sub Trim 메뉴는 서보 Travel 중심점을 조정합니다.

서브 트림 값을 조정하려면 :

1. 서보 설정 메뉴 상단의 리본(Ribbon)에서 서브 트림을 터치하십시오.

2. 원하는 채널의 오른쪽에있는 숫자를 터치하여 채널 하위 트림 메뉴를 엽니 다. 강조 
표시된 원을 슬라이드하거나 + 또는 - 버튼을  눌러 변경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SPEED(스피드)
스피드메뉴에서  랜딩기어 나 플랩과 같은 모든 채널에서 응답시간 조절이 가능합니
다.



속도 값을 조정하려면:
1. 서보 설정 메뉴 상단의 리본(Ribbon)에서 속도를 누릅니다

2. 원하는 채널의 오른쪽 또는 왼쪽 값을 터치하여 채널 속도 메뉴를 엽니 다.

3. 강조 표시된 원을 슬라이드하거나 + 또는 - 버튼을 사용하여 시간 값을 변경하여 채널 응답을
느리게할수있습니다. 서보 Travel의 각 측면에는 독립적인 속도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ABSOLUTE TRAVEL
Absolute Travel 메뉴는 모든 설정 조합 (Travel, 트림, 속도 등)을 고려하여 채널의 이동량
을 제한합니다. iX12는 출력을 절대 이동 한계를 지나치게 구동하지 않습니다. 서보가 바
인딩되거나 컨트롤 표면을 과도하게 주행하지 못하도록 절대 이동 값을 조정하십시오.



절대 이동(absolute Travel) 한계를 조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서보 설정 메뉴 상단의 리본(ribbon)에서 절대 회전을 터치합니다.

2.원하는 채널의 한계 값을 조정하려면 낮은 값 또는 높은 값을 터치합니다. 낮은 지점은 1에
서 1024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최고 지점은 1025에서 2048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값
을 개별적으로 조정하거나 자물쇠 아이콘 ()을 눌러 두 값을 함께 조정하십시오

3. OK를 눌러 입력 한 값을 저장하고 Absolute Travel 하위 메뉴로 돌
아갑니다.



BALANCE(밸런스)
밸런스는 커브를 따라 최대 7 지점에서 서보 위치를 미세 조정할 수 있도록 모든 채널
에서 조정 가능한 커브입니다.
밸런스사용하여:

•둥근 서보 혼의 효과를 줄여 움직임이보다 선형이 되도록하십시오.

•하나의 컨트롤 서페이스에서 여러 개의 서보가 사용될 때 바인딩을 방지합니다.

•트윈 엔진 항공기에서 스로틀 응답을 일치시킵니다.

•헬리콥터의 스와시 플레이트가 여행 범위 내에서 수평을 유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Point 
values

Curve

Selected 
channel



주어진 채널에서 서보 출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

1.서보 설정 메뉴 상단의 리본(Ribbon)에서 BALANCE를 누릅니다.

2.조정할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십시오.

3.곡선 아래에 표시된 7 개의 값중 하나를 터치합니다. 숫자 값은 곡선의 해당 지점
과 함께 강조 표시됩니다.

4. + 또는 - 버튼을 사용하여 값을 조정하십시오. 각 점의 값은 -74에서 74까지입니다.
CLEAR ALL을 터치하면 모든 값이 0으로 재설정됩니다.

5.
뒤쪽 화살표 ()를 터치하거나 Servo Setup 리본에서 다른 옵션을 선택하여 저울을 
종료하십시오.

'Blance'메뉴는 Travel이나 트림에 따라 확장되지 않으며 포인트는 Travel 범위의 
고정 된 위치에 있습니다.



DUAL RATES AND EXPO
이중 속도 및 지수는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및 방향타 채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ual rates 및  expo  프로그램하기:

1. 모델 조정(Model Adjust) 메뉴에서 이
중 속도 및 expo를 눌러 스크롤 가능한 메
뉴를 엽니 다.

2. 채널 버튼을 터치하여 조정할 컨트롤을
선택하십시오.

3. 스위치 버튼을 터치하여 원하는 스위치
를 선택하십시오. 선택한 스위치에 대해
하나의 속도 및 엑스포(expo) 설정 만
정의하려면 스위치를 선택하십시오.



4. 각 스위치 위치의 이동 속도를 조정하십
시오. 각 속도 번호는 중앙에서 서보
Travel 한면에 영향을줍니다. 100 % 완
전한 Travel 결과. 50 %의 요금으로 전
체 Travel의 50 %가됩니다. 잠금 아이콘
()을 터치하여 두 값을 함께 또는 개별적
으로 조정합니다.

5. 확인(OK버튼)을 눌러 값을 저장하십시오.



6.

각 스위치 위치의 엑스포 값을  조정하십시오. 
잠금 아이콘 ()을 터치하여 두 값을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조정합니다. + 엑스포를 추가하면 
컨트롤이 센터 주변에서 덜 민감 해집니다. - 
엑스포를 추가하면 컨트롤이 중앙에서 더욱
민감 해집니다.

7. OK 버튼을 이용하여 저장합니다.



THROTTLE CUT(스로틀 컷 )
스로틀 컷 기능을 프로그래밍하여 스로틀 컷이 활성화 될 때 모터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스로틀 컷 프로그램하기:
1. 모델 조정 메뉴에서 스로틀 컷을 누릅니다

2.
팝업(Popup) 메뉴에서 스위치를 선택하거나 자동 스위치 선택을 사용하여 스로틀
컷에 스위치를 지정하십시오. 번호가 매겨진 상자모양부위는 스로틀 컷이 작동 할 스
위치 위치를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음영 처리 된 상자모양부위는 스로틀 컷이 활성
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상자모양부위는 한 번 만져서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상
자모양부위 아래의 회색 막대는 활성 스위치의 현재 위치를 나타냅니다. 스로틀 컷이 
의도 한대로 작동하려면 적어도 하나의 스위치 위치가 "켜짐"이고 적어도 하나는 "꺼
짐"상태 여야합니다.

3. 스로틀 컷 위치를 지정하십시오. 기본 설정은 -130입니다.

4. 지연 값을 지정하십시오. 활성화 된 경우 즉시 스로틀 컷오프를 제공하는 기본 시
간은 0.00 초입니다

5. 화면 왼쪽의 모니터에서 스로틀 채널을 보면서 스로틀 컷의 기능을 점검하십시오.



스로틀 커브를 생성하려면:

1.모델 조정 메뉴에서 스로틀 커브를
터치합니다.

2.스위치 또는 On을 선택하여 스로틀 커
브를 활성화하십시오. 여러 개의 커브
를 스위치에 구성하여 여러 개의 스로
틀 커브 옵션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하
나의 커브 만 선택하려면 On을 선택하
십시오.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스로틀 스틱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수직축은 스로
틀 출력을 나타냅니다. 검은 색 +는 현
재 스로틀 스틱 위치를 나타냅니다



3.곡선의 각 점의 값을 보려면 화면의 오른쪽을 터치하여 위로 끕니다. 포인트 값은 2
단계에서 곡선이 활성화되어야 나타납니다.

4.스로틀 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회색 막대가 스로틀 스틱 위치와 관련된 포인
트 값의 왼쪽에 나타납니다.



5.
조정이 필요한 지점의 포인트 값 박스(point value box)를 터치합니다. 슬라이더 및 
+ 및 - 그래프의 위 또는 아래 지점(Point) 위치를 조정합니다.

6.선택한 커브 포인트(Curve point)이 원하는 위치에 있으면 확인(OK 버튼)을 누릅
니다.

7. Switch Expo를 켜면 점(point) 사이의 곡선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ADDING AND DELETING CURVE POINTS
스로틀 커브에서 최대 7 포인트 최소 10 % 간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브 점(curve point)을 추가하려면:

1. 스로틀 스틱을 새 지점(point)의 원하
는 위치로 이동하십시오.

2. 화면의 오른쪽을 터치하고 드래그하여 커
브 포인트 목록의 맨 아래로 스크롤합니
다.

3. 주황색으로 바뀔 때까지 Add Pt 버튼을
길게 누른 다음 놓으십시오.



커브 점(curve point)을 삭제하려면:

1. 스로틀 스틱을 삭제할 지점(point)의
위치로 이동하십시오.

2. 화면의 오른쪽을 터치하고 드래그하여 커
브 포인트 목록의 맨 아래로 스크롤합니
다.

3. 주황색으로 바뀔 때까지 Add Pt 버튼을
길게 누른 다음 놓으십시오.



HELI, SAIL AND MULTIROTOR THROTTLE CURVE
헬리 모델 유형에서는 스로틀 커브가 다양한 비행 모드에 연결됩니다. 각 비행 모드에
는 개별적으로 설정해야하는 다른 스로틀 커브가 있습니다.

스로틀 커브는 Sailplane 및 Multirotor 메뉴의 모터 커브라고합니다. Sailplane Model Type 
(Sailplane 모델 유형) 인 경우 모델 커브에 Motor Curve (모터 커브) 메뉴가 표시되도록 스
틱 또는 스위치를 지정해야합니다.



THROTTLE HOLD
홀드 스위치를 선택하여 모델 설정, 비행 모드 설정에서 스로틀 홀드를 활성화해야합니
다.

활성화되면, 홀드는 스로틀 커브 및 피치 커브 메뉴의 비행 모드 옵션 중 하나로 나타납니
다. 스로틀 홀드 모드는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 인 스로틀 커브와 피치 커브가 있습니다. 
홀드 스로틀 커브를 일정한 값 (플랫 커브)으로 설정하면 유휴 또는 전원 꺼짐 설정이 설
정됩니다. 피치 커브는 자동 회전을 허용하도록 설정된 전용 커브입니다.



스로틀 홀드는 전동 헬리콥터의 제로 스로틀과 연료 동력 모델의 엔진 유휴 속
도에 대해 프로그래밍해야합니다.

스로틀 홀드는 헬기 조종사에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1. 모델 헬리콥터는 스로틀이 우발적으로 부딪치게되면 매우 위험 할 수 있습니다. 스

로틀 홀드는 헬리콥터가 비행 준비중일때 사용됩니다. 모델이 비행 준비가되고 조
종사가 안전한 거리에 도달 할 때까지 일반적인 규칙은 스로틀 홀드를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2. 스로틀 홀드 (Throttle Hold)는 조종사가 모델의 잠재적 에너지를 사용하여 힘없이 
헬리콥터를 착륙시키는 기동을 연습 할 수있는 의도적인 자동회전에 사용됩니다.

3. 스로틀 홀드는 문제생길때 안전 장치입니다.
팁: 스로틀 홀드 스위치에 항상 손가락 얹고 플라이하셔야합니다. 제어 모드가 벗어
나거나 비행 경로에 예기치 않은 장애물이있는 경우 언제든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준
비하십시오. 스로틀 홀드를 작동 시키면 즉시 로터 블레이드의 동력이 제거됩니다. 충
돌 이전에 항상 스로틀 홀드를 작동시켜 항공기 구성품의 손상을 방지하십시오.



PRACTICAL THROTTLE CURVE EXAMPLE
다음은 가스 동력 비행기의 스로틀 커브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유사한 절차를 사용
하여 항공기를 설정하십시오.

1. 엔진시동 켜고

2. 타코미터를 사용하여 RPM 범위를 찾습니다. RPM 범위를 얻으려면 유휴 RPM을 최고
속도 RPM에서 뺍니다

3. RPM 범위를 절반으로 나눕니다. 반 RPM 속도의 경우 반 RPM 값을 유휴 RPM에 추가하
십시오

4. 반 RPM 속도를 제공하는 스로틀 값을 찾습니다.

5. 스로틀 커브의 중심점을 반 RPM 값으로 조정하십시오.
곡선의 모든 포인트를  유사하게 조정하여 범위의 각 포인트에 대한 정확한 스로틀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RPM 범위를 통해 원활한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 중심포인트를  통해 곡
선이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확인하십시오.



VIDEO TX
Spektrum 제어 신호에는 비디오 송신기의 주파수 및 전력 출력을 관리하는 특수 명령 시스
템이 포함됩니다. 항공기 수신기에서 비디오 송신기로 신호선을 연결하여 이 메뉴에서 호
환되는 비디오 송신기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디오 송신기 설명서를 참
조하십시오.



iX12에서 비디오 송신기(Video Tx)에 대해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1. 비디오 송신기(Video Tx)의 전원을 켜고 항공기 수신기에 올바르게 연결되었는
지 확인하십시오.

2. Model Adjust 메뉴에서 비디오 송신(Video Tx)을 누르십시오

3. 밴드, 채널 주파수, 파워 레벨 및 모드를 원하는 값으로 조정하십시오. 피트 (Pit) 모드
는 피트에서 테스트하기 위해 비디오 송신기 출력을 매우 낮은 전력으로 설정합니다. 
피트(Pit) 모드로 비행하지 마십시오.
레이스(Race) 모드는 비디오 송신기 출력을 정상 전원으로 설정합니다.

4. SEND 버튼 눌러 변경 사항을 적용하십시오.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비디오 송신기
가 올바르게 연결되고 전원이 켜져 있어야합니다



MIXING
여러 개의 사전 구성된 믹스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열린 Programmable 또는 P-Mix를 선택
하여 두 개의 컨트롤 출력을 하나의 컨트롤 입력에 연결하십시오.

Mixing 기능 지원 : 

•하나의 채널을 다른 채널과 믹싱(Mixing)하는 것.

•자체 채널을 믹스(Mixing)

•채널에 오프셋(Mixing) 지정

•주 채널 트림(Primary channel Trim)
을 보조 채널 트림(secondary channel 
Trim)에 연결



이러한 미리 구성된 믹스(mixes)는 각 모델 메모리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Rudder to Aileron/Elevator (ACRO)
•Aileron to Rudder (ACRO)
• Elevator to Flap (ACRO)
•Swashplate (HELI)
•Cyclic to Throttle (HELI)

•Aileron>Rudder (SAIL)
•Aileron>Flap (SAIL)
• Elevator>Flap (SAIL)
• Flap>Elevator (SAIL)

사전 구성된 믹스(mixes) 외에도 12 개의 프로그램 가능한 믹스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미리 구성된(Pre-configured) 믹스를 활성화하려면

1. 믹싱 메뉴(Mixing menu)에서 원하는 미리 구성된 믹스를 선택하십시오.

2. 스위치와 활성 위치를 선택하여 믹스를 제어하거나 믹스를 항상 활성화 시키려면
켜기(ON)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3. 값 상자(Value Box) 중 하나를 터치하여
옵션을 엽니 다.

4. 막대에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원을 슬라이드
하거나 + 또는 -를 터치하여 혼합 값을 조정
합니다. 잠금 아이콘 ()을 터치하여 두 값을
동시에 조정합니다

5. 조정이 완료되면 확인(OK)을 눌러 설정을 저
장하십시오.



P-Mix를 활성화하려면:

1. 믹싱 메뉴(Mixing menu)에서 원하는 P-mix를 선택하십시오.

2. 보통(Normal) 또는 곡선(Curved) Mix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보통 믹스는 비율 값을 사용하여 선형 비례 믹스를 정의합니다. 곡선 혼합은 사용자가 지정한 포
인트(point)을 사용하는 유연한 곡선을 기반으로 한 비율입니다



3. 입력(Input) 및 목표 (Target)채널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THR> ELE은  엘
리베이터를 목표(Target) 채널에 스로틀하는것을 의미합니다.

4. 믹스를 활성화하려면 스위치(Switch) 또는 켜기(ON)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치
를 선택하면 속도 값(rate values)이 나타납니다

Input Target



5. 표준 믹스 유형(Normal mix type)을 사용하
는 경우 속도 값 (Rate Values)(즉, 미리 구성된
믹스)을 입력하십시오. 곡선 혼합 유형
(Curved mix type)을 사용하는 경우 각 점
값 상자(Value box)를 터치하여 곡선 지점
(curve position) 위치를 변경합니다.

6. 막대를 따라 원을 원하는 값으로 슬라이
드합니다.

7. 확인(OK 버튼)을 눌러 각 지점의 설정을
저장하십시오.



곡선에 점을 더 추가하려면 :

1. 화면오른쪽의 옵션 하단으로 슬라이드합니다.

2. 그래프의 검정색 +가 수평축의 원하는 점 위치에 올때까지 입력축을 이동합니다.

3. add Pt  버튼을 터치합니다. 곡선 혼합 유형은 혼합 곡선에서 최대 7 포인트까지  지원합니다.



OFFSET
Offset 값을 변경하여 대상 채널의 유효 중심 위치를 이동합니다. 양수(+) 또는 음수(-) 값은 
오프셋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곡선 혼합에는 오프셋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TRIM
Trim을 켜면 입력 채널 트림 입력으로 대상 채널 트림 값을 제어합니다.



COMBO MIXING
조합 혼합은 AND /OR 혼합을  만듭니다. 믹스를 활성화하려면 두 조건이 발생해야하는곳에 믹싱이 
발생합니다. OR 혼합은 두 조건 중 하나가 발생하면 혼합이 활성화 될 때 발생합니다.

조합 혼합 프로그램하기:

1. 프로그램 가능한 믹스를 활성화하십시오.

2. Combo Sw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치 선택 팝업
메뉴에서. 콤보 옵션이 나타납니다. 필요한 경
우 콤보 옵션을 보려면 화면의 오른쪽을 터치
하고 드래그하십시오.

3. 스위치 1에 대해 원하는 스위치와 활성 스위치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치 위치 상자
(switch position box)가 채워지면 믹스가
활성화됩니다.



4. Relation (OR, AND)선택

5. switch 2에 대해 원하는 스위치와 활성 스위치 위
치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치 위치 상자가 채워지
면 믹스가 활성화됩니다. 화면 하단의 상태 스위
치는 다양한 스위치 위치로 믹스 상태를 확인하
는 시각적 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6. 콤보 믹스를 저장하려면 뒤로 화살표 ()를 누
릅니다.



UNDERSTANDING MIXING
0.5 % 믹싱 값과 백 믹싱은 믹싱 프로그래밍에 내장 된 기능으로 다양한 믹싱 유형을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0.5 MIXING VALUES
중요: 이 기능은 기본 RUD> AIL / ELE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모형 유형으로 믹스합니다.
가운데 값 (10 ~ -10) 근처에서 혼합 값을 조정할 때 미세 조정 기능을 위해 0.5 % 혼합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ACK MIXING
백 믹싱(Back mixing)은 멀티 서보 에일러론 / 플랩 날개 또는 멀티 서보 분할 엘리베이터의 모든 
관련 서보에 적용됩니다. RAL (Right Aileron) 또는 LAL로 믹스 생성
(왼쪽 에일러론)은 다른 결과를 만들어 원하는 응답을 얻기 위해 더 적은 수의 믹스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Example 1: 믹스 만들기 AIL> RAL은 에일러론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믹스 생성하기 AIL>
LAL은 에일러론을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Example 2: 믹스 만들기 ELE> REL은 엘리베이터 절반
을 함께 움직입니다. 믹스 만들기 ELE> LEL은 엘리베이터 절반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테일

론).

중요 :이 기능을 작동 시키려면 에일러론 및 / 또는 엘리베이터가 올바른 왼쪽 / 오른쪽 포트에 연
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SAILPLANE PRE-CONFIGURED MIXES
Sailplane이 모델 유형으로 선택되면 iX12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네 가지 믹스를 사전 구
성합니다. 다음 믹스의 경우 세일 플레인 플랩 서보 링키지의 기하학으로 인해 끝점 가까
이 또는 끝점에서 오프셋을 설정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성으로 컨트롤 
서페이스를 중앙에 배치하기 위해 플랩 채널에서 많은 양의트림을 사용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Aileron to Rudder (AIL > RUD)
에일러론에서 러더 믹스는 코디네이트 된 턴에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활성 상태 일 
때, 에일러론이 적용될 때, 방향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오른쪽 에일러
론 입력은 오른쪽 방향타 출력을 발생시킵니다). 스위치가 비행 모드로 지정되면 두 번
째 스위치 옵션을 사용하여 추가 스위치를 지정하여 각 비행 모드에 대해 최대 3 개의 에
일러론 - 러더 믹스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Aileron to Flap (AIL > FLP)
에일러론에서 플랩 믹스까지는 날개의 전체 후행 모서리 (에일러론과 플랩)가 에일러론으로 작동합
니다. 활성화되면 에일러론이 적용될 때 플랩도 움직입니다. 턴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 이도록 항상 
플랩을 프로그래밍하십시오
(오른쪽 에일러론 입력은 오른쪽 에일러론처럼 플랩을 움직입니다).

Elevator to Flap (ELE > FLP)
Elevator to Flap 믹스는 추가적인 리프트를 생성하여보다 단단한 회전을 가능하게합니다. 엘리베이
터가 적용될 때 날개의 전체 후행 가장자리 (에일러론 및 플랩)는 플랩 (캠버 camber  증가)으로 작
동합니다.
스냅 플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오프셋이 제공됩니다. 스냅 플랩을 사용하면 오프셋 값에 도달 
할 때까지 엘레베이터 대 플랩 믹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이 오프셋은 엘리베이터의 70 
%에 있습니다. 승강기를 70 % 이상 높이면 다운 플랩 믹스가 활성화되어 공격적인 선회 (예 : 단열 
또는 경주)시 추가 리프트가 제공됩니다.



Flap to Elevator (FLP > ELE)
Flap to Elevator 믹스는 Crow 또는 Butterfly 믹싱이 적용될 때 발생하는 피치업 경향을 방지합니다. 이 믹스
는 일반적으로 Camber 시스템에서만 사용됩니다. Flap to Elevator mix는 곡선으로 작동하여 엘리베이터 
반응이 스포일러 스틱이동의 특정 지점과 일치할수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종사는 플랩 범위 전체에서 
엘리베이터 보정이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일러론 / 팁 / 플랩이있는 범선의 경우 모델 설정에
서 적절한 Sailplane 유형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팁이 트랜스미터에 RAIL 및 LAIL로 표시되도록하
십시오. AIL> RAIL 믹스를 생성하여 팁 에일러론의 여행을 줄이거나 늘리십시오.



FORWARD PROGRAMMING
특정 Spektrum 제품에만  호환됩니다. 기능 및 사용은 제품마다 다릅니다. 프로그래밍 지침

은 연결된 장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EQUENCER
시퀀서는 단일 스위치로 활성화된 두개의 독립적 인 기능을 관리 할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어 스위치
를 랜딩 기어 도어 및 접이식 랜딩 기어를 조작하도록 지정할수있습니다. 시간 지연을 시퀀스 내에서 추
가하여 각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간과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Sequencer를 사용하면 착륙 기어 도어
의 개폐를 정확한 타이밍으로 제어하여 바퀴에 부딪히는것을 방지할수있습니다.



서로 다른 스타일의 기어 도어에 2 개의 내장 시퀀서가 설치됩니다. 세 번째 시퀀서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열려 있습니다.

•도어 사이클 / 휠 : 기어 도어가 먼저 열리는 P-51 스타일 기어 도어의 경우, 접이식 랜딩 기어의 
사이클이 시작 또는 종료되고 도어가 닫힙니다.

• Door Basic / Wheels : 랜딩 기어로 문을 열어 두어야하는 기어도어 시스템용.

이 값은 기준으로 만 사용되며 기본값으로 사용되지만 세시퀀스 중 하나라도 이름을 다시 지정하고 
완전히 다시 구성할수있습니다.
시퀀스의 총 시간은 그래프의 가로축을 따라 표시됩니다. 출력 채널 위치는 수직 축에 표시됩니다. 
세로축은 서보 설정 메뉴에서 설정된 이동 조정에 따라 -10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조정됩니다. 각 
채널에는 자체 타임 라인이 있습니다



To set a sequencer:
1.전진 및 후진 기어 순서의 총 시간을 결정합니다.

2.시퀀스(sequencer)를 활성화하려면 스위치를 지정하십시오.

3.시퀀스(sequencer)가 앞으로, 뒤로 진행될 시간에 대한 시퀀스 시간을 지정하십시오.



4. 슬라이드하여 관련 채널을 지정합니다. 채널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할당된 이름
은 Servo Setup 및 Channel Assign 메뉴에 나타납니다.

5. 각 채널을 Proportional 또는 Step로 설정하십시오.
비례는 점 사이의 원활한 전환을 허용합니다. 단계는 한 지점에서 다음 지점
으로 즉시 변경합니다.



6. 타임라인을 보려면 위로 슬라이드하십시오.

7. 타임 라인 상단의 백분율 값을 터치하여 각 채널의 타임 라인을 따라 출력 위치를 설정합니다.



시퀀서(Sequencer)는 믹스를 관리하도록 구성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이식 노
즈 휠 조향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휠이 아래로 눌 렸을 때 스티어링 믹스를 취소하고 활성
화 할 때 스티어링 믹스를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바퀴가 내려갈 때의 전이 중에, 기어가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전조등 조향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야합니다.
관련 순서를 먼저 지정하십시오. 믹스가 구성되면 스위치 선택을위한 드롭(Drop) 다운 
목록에서 시퀀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S3X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Telemetry 메뉴를 먼저 모델 설정의 AS3X® 기술과 함께 사용하도록 구성해
야하며 iX12는 원격 게인 용으로 구성된 호환 AS3X 수신기에 바인딩되어야합니다. 수신기 구성
은 iX12 설정과 별도로 수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신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호환되는 
AS3X 수신기 (AR636, AR6335, AR7350, AR9350 등)를 사용할 때 AS3X 메뉴는 다음을 허용합니다.

•송신기에서 조정할 내용 가져옴 

•입력 스위치의  조절내용 선택

•Gains 조정이 이루어지는 채널 선택

•비행 모드 스위치 선택

• Roll, Pitch, Yaw의 Gains 값 실시간 표시



AS3X Gains 메뉴는 각 비행 모드에 대해 다음을 표시합니다.

Axis
Rate:  Rate gain values(속도 게인 값)

Heading:  Heading gain values (헤딩 게인 값)

Actual:  The current gain value taking into account the priority gain and the 
stick position of that channel(해당 채널의 우선 순위 게인 및 스틱 위치를 고려한 현

재 게인 값) 

Gain:   
게인 채널 출력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 숫자는 수신기가 사용하고있는 사전 설정된 게인의 
백분율입니다. 100이 최대 게인 설정을 통과하면이 값은 수신기가 수신기 구성에 설정된 
게인의 50%를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게인 값은 모든 축, 표제대기 및 RELATIVE로 
지정된 비율 증가에 영향을줍니다. 이 값은 수신기 구성에서 설정된 값에서 이득 만 줄일 
수 있으며 사전 설정된 값보다 높게 게인을 높일수없습니다.

Input: L 또는 R 트림 스위치를 선택하여 게인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L 또는 R 트림스위치를선택하여게인을조정할수있습니다.



Channel:  FM 채널 지정 화면의 AS3X 응용 프로그램에서 선택한 채널과 일치해야합니다. 

Switch: 
AS3X 시스템에서 비행 모드를 선택하는 데 사용되는 송신기의 스위치를 선택합니다. 
AS3X와 비행 모드는 스위치 할당을 공유합니다. AS3X 메뉴에 스위치를 지정하면 비행 
모드 스위치 지정이 설정됩니다. 반대로 비행 모드 메뉴에서 스위치를 지정하면 AS3X 
메뉴에서 스위치 지정이 설정됩니다.

AS3X 어플리케이션 게인 화면에서 Relative (REL)를 선택하여 트랜스미터에서 조정 가능한 게인
을 허용해야합니다.



AS3X 기능을 구성하려면 :

1. AS3X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원격 이득을 위해 수신기를 구성하십시오.
리시버 구성에서 각 게인 값을 원격 게인 채널에 연결하려면 모든 비행 모드의 각 축을 
RELATIVE (REL)로 설정해야합니다. 설정 중에 ABSOLUTE (ABS)로 게인 설정을 유지하면 게인 
값이 고정되어 있으며 원격 게인 채널의 영향을받지 않습니다.

2.항공기의 전원이 켜지고 iX12에 연결되면 Model Setup에서 Telemetry 메뉴로 들어가서 Auto-
Config를 선택하여 AS3X와 함께 작동하도록 원격 측정을 설정하십시오.

3. Model Adjust에서 AS3X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 메뉴는 추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위아
래로 움직이거나 드래그하여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4. Flight Mode (비행 모드) 메뉴에서 아직 수행하지 않은 경우 스위치를 원하는 스위치에 할당하
십시오.

5.수신기 설정 중에 할당과 일치시킬 적절한 게인 채널을 선택하십시오.



6. L 또는 R 트림 스위치 사이의 입력 스위치를 선택하십시오. 이 스위치는 실제 게인을 변경합
니다.

7.각 비행 모드 스위치 위치에 게인 값을 지정하십시오.

8.지정된 스위치로 변경 한 사항이 원격 측정 피드백 화면의 관련 필드에서 게인 감소를 
가져 왔는지 확인하십시오.

경고 : AS3X 리시버를 변경 한 후에는 항상 컨트롤 서페이스 방향과 자이로 응답을 확인하
십시오. 비행 전에 잘못된 컨트롤 표면 구성을 잡기 위해 철저한 사전 비행 검사를 항상 수
행하십시오.



DIFFERENTIAL

Differential (차동) 메뉴는 에일러론 컨트롤 서페이스 사이의 차등 이동량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한 
방향으로 에일러론 표면의 이동량을 줄임으로써, 미분은 에일러론 제어 응용에서 불리한 편차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차동 메뉴 옵션은 모형 설정 메뉴에서 항공기 유형에서 다중 에일러론 서보 날개 유형을 선택한 경
우에만 나타납니다.



차동Differential 조정 : 

1. 모델 조정 메뉴에서 차동(Differential)을 누르십시오.

2. 차동에 단일 값을 사용하려면 ON로 설정하거나 팝업 메뉴에서 Switch를 지정하십시오.

3. 값 상자(Value Box)를 터치하여 조정합니다.
미분 값(differential value) 긍정적 인
미분 값은 에일러론 주행 거리 양쪽에일러론의 부정적인
미분 값은 에일러론 주행 거리 두 에일러론.
100의 설정 여행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100
으로 설정하면 여행이 필요 없습니다.
50 또는 -50을 선택하면 다운 또는
업 트래블(Up Travel)을 반으로 줄입니다.

4. 값이 설정되면 확인(OK)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V-TAIL DIFFERENTIAL

V-Tail Differential 메뉴는 테일 컨트롤 표면 스로우 간의 차이를 늘리거나 줄입니다.
이 메뉴 옵션은 모형 설정에서 항공기 유형에서 V-Tail A 또는 V-Tail B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
니다.



V-tail differential 조정:

1. Model Adjust 메뉴에서 V-Tail Differential 터치합니다. 

2. differential 에 단일 값을 사용하려면 ON으로 설정하거나 팝업메뉴(popup menu) 에서 스
위치를 지정하십시오.

3. 값 상자(Value Box)를 터치하여 조정합니다.
미분 값(Differential value) 긍정적 인
미분 값은 양쪽 꼬리(tail)의 아래쪽 Travel량
표면. 음의 Differential가치가 양쪽 테일 표면의
 상승 이동. 100으로 설정하면 제거됩니다.
전적으로 Travel. -100으로 설정하면 Travel
설정 필요 없습니다. 50 또는 -50을 선택하면 
다운 또는 업 트래블(Up Travel)을 반으로
줄입니다.

4.값이 설정되면 확인(OK)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FLAP SYSTEM
플랩 시스템 메뉴는 플랩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플랩과 엘리베이터 믹싱을 가능하게합니다. Flap 
System 메뉴를 사용하려면 모델 설정 메뉴에서 항공기 유형의 플랩을 포함하는 날개를 선택하십시
오. 설정에는 스위치 입력, 플랩 위치, 엘리베이터 혼합 값 및 이동 속도가 포함됩니다. 이 메뉴는 적
용되는 스위치 위치의 수에 따라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플랩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려면 :

1. 모델 조정에서 플랩 시스템(Flap System)을 누릅니다 .

2. 스위치 입력 상자(switch input box)를 눌러 원하는 스위치 또는 비행 모드를 선택하십시
오. 팁 : 아날로그 입력 장치 (스틱, 슬라이더 또는 노브)를 선택하면 플랩이 입력 이동에 직접
반응하지 않습니다. 플랩 시스템에 아날로그 입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날로그 스위치 설정과
유사합니다.

3. POS 값 상자를 눌러 각 스위치 위치에 플랩 이동 값을 지정하십시오.



4.필요한 경우 Elev 값 상자를 터치하고 막대를 따라 원을 슬라이드하여 각 스위치 위치에 필요한 엘
리베이터 혼합을 추가합니다. 이 사전 정의 된 혼합은 플랩이 배치 될 때 발생하는 피치 변경을 보
완합니다. 모델이 각 플랩 위치에서 수평 비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보정을 조정해야합
니다. 확인(OK)을 눌러 값을 저장하십시오.



5.보다 현실적인 작동을 위해 플랩 이동을 느리게하거나 플랩이 전개 될 때 비행 특성의 급격한 변
화를 방지하도록 플랩 속도를 조정하십시오. 플랩 속도 옵션의 범위는 0.0 ~ 360 초입니다. 선택
값은 플랩이 한 스위치 위치에서 다음 스위치 위치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원하는 시
간이 입력되면 OK를 눌러 값을 저장하십시오.



PITCH CURVE
피치 커브 메뉴는 기본적으로 헬리콥터 모델 유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치 커브는 종종 복잡한 믹스
에 묶여 있기 때문에 비행 모드에 연결됩니다. 그래프는 피치 출력 명령이 피치 스틱의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 할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스로틀 스틱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피치 
명령을 나타냅니다. 각 비행 모드에는 개별적으로 설정해야하는 다른 피치 커브가 있습니다



피치 커브를 설정하려면:
1. 모델 조정(Model Adjust)에서 커브 피치 (Pitch Curve)를 눌러 스크롤 가능한 (scrollable)메뉴를 엽니 다.

 
2. 값을 조정하려면 각 점의 값 상자(Value Box)를 터치합니다. 스틱 위치에서 원하는 피치 출력을 

얻으려면 값을 높이거나 낮 춥니 다.

3. 각 포인트 값을 변경 한 후 확인(OK)을 눌러 값 설정을 저장하십시오



4.곡선에 점을 추가하려면 스로틀 스틱을 곡선을 따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십시오. 메뉴 하단
의 Add Pt 버튼을 터치합니다.



5. 커브에서 포인트를 삭제하려면 스로틀 스틱을 삭제할 포인트 위로 이동하십시오. 메뉴 하단의 
Del Pt 버튼을 터치합니다.

6. 원하는 경우 Expo를 활성화하여 커브를 부드럽게 만들어 피치 응답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방지
하십시오.

7. 모델 조정 메뉴로 돌아가려면 뒤 () 화살표를 누릅니다.



Acro 모델에서도 피치 커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크로 피치 커브는 헬리콥터 피치 커브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스틱, 스위치 또는 비행 모드에 할당 할 수 있습니다.
아크로 피치 커브를 활성화하려면 :

1. 모델 설정에서 Aircraft Type 터치합니다.

2. 터치하고 스윕하여 메뉴 하단으로 스크롤합니다.

3.  Extra Options터치합니다.

4.  Pitch Curve 활성화.

5. Model Setup으로 돌아가려면 뒤로 화살표 ()를 누릅니다.

6. Channel Assign 터치합니다..

7. RX PORT ASSIGNMENT 터치합니다.

8. 열려있는 리시버 포트를 선택하고 팝업 목록에서 Pitch를 선택하여 피치 출력을 지정하십시
오.

9. 모델 조정에서 피치 커브를 터치합니다. 스위치를 지정하고 프로그램하십시오

피치 커브는 위의 헬리 프로그램과 동일한 단계를 사용합니다.



SWASHPLATE
스와시 플레이트 메뉴는 트랜스미터에서 스와시 플레이트 믹싱을 필요로하는 모델에 적용됩니다. 
Swashplate는 모델 유형이 헬리콥터이고 Swashplate Type이 모델 설정에서 Normal이 아닌 다른 것으
로 설정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는 플라이 바리스 컨트롤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되지 않는 스와시 플레이트 믹스를 관리하며 모델에서 믹싱을 처리합니다.

경고: 설치 중에 전원 시스템을 연결할 수 없도록하십시오.



다음은 스와시 플레이트 믹스를 사용하는 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3D 스와시 플레이트 설정입니다.

1. 모델 설정에서 Swashplate Type (스와시
플레이트 유형)을 눌러 올바른 스와시 플
레이트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2. 서보 혼 위치가 중앙 스틱에서 중립이되도록 조
정하십시오 (제로 피치).

3. 연결 피치를 중앙 피치 (제로 피치)로 연결하십시
오.

4. 스와시 플레이트가 수평이되도록 서보를 스
와시 플레이트 연결부를 조정하십시오.

5. 집단 피치 스틱이 중심에있을 때 혼합 암이 중립이고 블레이드가 제로 피치가되도록 회 전자
헤드 링키지를 조정합니다.



6. 스와시 플레이트가 각 컨트롤 입력에 대해 올바르게 움직이는 지 확인하려면 서보 반전을 사용
하십시오. 이 단계에서 스와시 플레이트는 올바른 방향으로 응답 할 필요는 없지만 피치 및 롤
과 함께 정확하게 기울고 피치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스와시 플레이트 메뉴를 사용하여 에서 값을 
변경하십시오 스와시 플레이트의 방향.
값을 음수로 변경하십시오. 기능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백분율 값은 Travel을
 나타냅니다. 소량의 트림이 있고 중립적인 
지점을 찾을 수있다.각 서보의 중립시 제로 
피치를 기계적으로 미세하게 변경하십시오. 
스와시 플레이트 믹스가 활성화 된 상태에서 
트림 및 트렁크 변경을 위해 서보 설정 메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LECTRONIC E-RING
전자식 E- 링은주기 및 피치 입력의 합이 서보 제한을 초과하면 서보 트래블을 제한하여 과도한 
주행 서보를 방지합니다.



GYRO(자이로)
Heli 및 Acro 모델 유형에 대한 자이로 옵션은 상당히 다릅니다

  
HELI GYRO

모델 유형이 헬리콥터로 설정된 경우 자이로 메뉴가 테일 자이로 게인을 관리 할수있습니다.
스위치를 눌러 스위치 또는 켜기를 선택하십시오.
자이로 게인 포지션의 수는
선택된 스위치와 상호 관련됩니다. 켜짐(on)인 경우
을 선택하면 한 위치 만 설정됩니다.
게인에 할당 할 채널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채널로부터의 받은 신호입니다.
자이로를에 연결해야합니다.대부분의 자이로 스코프는 
하나를 사용합니다.heading hold를위한 게인 채널의 side와 
rate mode의 반대편. 자세한 내용은 자이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CRO GYRO
Heli 구성과 달리 Acro Gyro 메뉴는 조종사가 예상되는 비행 응답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곡선 혼합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이로 메뉴를 사용하여 게인 값을 혼합하면 제어 스틱을 어긋나 게인이 
줄어들어 자이로가 비행 명령과 싸우지 못하게됩니다. acro 모델 유형에 대한 자이로 메뉴는 추가 
옵션 아래의 항공기 유형 메뉴에서 활성화해야합니다. 각 자이로 메뉴는 항공기의 한 축에 사용하
도록되어 있습니다.



Gyro Type 자이로 기능에 따라 곡선(curve)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의합니다



Heli 자이로 유형은 헬리콥터 스타일 표제가 자이로 제어 입력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 
곡선의 경우 숫자의 범위는 -100에서 100 사이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능 (비율 또는 제목 보류)
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양수 또는 음수를 선택하면 모드가 정의됩니다.
heading hold 또는 rate 모드로 사용합니다. 가치
튜닝을위한 게인 설정으로 사용됩니다.
자이로 응답. 예를 들어, 헬기 자이로
모드 -50 및 50은 모두 50 %입니다.
이익을 얻지 만, 하나는
하나는 속도 모드입니다. 자이로 기능은 다양합니다.
제품 간, 자이로 문의자세한 내용은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항공기 유형은 0에서 100까지의 전체 신호 범위를 읽는 특정 속도 모드 전용 비행기 자이로를 사용하
기위한 것입니다.이 선택은 CURVE 서브 메뉴에서 커브가 배치되는 방법을 변경합니다.

Input channel Output channel



(ACRO, aircraft type) 아크로,비행기 타입 자이로 프로그램하기:

1. 커브(Curve)를 터치하여 커브 믹스(Curve Mix)를 엽니다.

2. 자이로 입력 채널을 지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자이로가 설치되어 에일러론 채널을 지원하는 경우 
에일러론(Aileron)을 선택합니다.

3. 자이로에 대한 출력 채널 (예 : 기어 채널)을 지정하십시오. 자이로 (gyro)의 게인 신호
는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정된 포트에 연결해야합니다. 이 경우 기어 포트.

4. 원하는 자이로 게인 값을 커브의 점에 추가하십시오.

5. 커브에 더 많은 점을 추가하려면 커브의 새 점에 대한 원하는 위치로 마스터 컨트롤 입력을 이동
하고 Add Pt 버튼을 터치합니다.

6. 자이로 곡선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위치 위치를 지정하십시오. 상자(Box)가 솔리드(Solid) 
일 때 커브가 활성화됩니다.



조종사는 커브 중앙의 값을 종종 높은 게인 값으로 설정합니다. 게인은 일반적으로 여행
의 양쪽 끝에서 최대 입력으로 0으로 감소합니다. 입력이 이동하면 게인이 빠르게 줄어 
듭니다. 이렇게하면 자이로가 중앙 스틱에서 안정성을 제공하고 조종사가 제어 입력을 
만들 때 보정을 줄입니다. 이 개념은 자이로 교정이 자연스럽고 덜 로봇 적으로 느껴지도
록 도와줍니다. 각 비행 모드 및 각 자이로 축에 커브를 지정하십시오.



GOVERNOR(거버너) 
거버너 메뉴는 모델 유형이 헬리콥터로 설정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와 선회 
리미터는 헬리콥터의 로터 속도를 관리하려고 시도합니다. 총재의 역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총재 편람을 참조하십시오.

•일부 거버너는 스로틀 신호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헤드 스피드를 지시합니다. 이것은 
전동 헬리콥터에서 매우 일반적입니다. 주지사 메뉴는 이러한 구성에서는 필요하지 않
습니다. 스로틀 커브 및 비행 모드는 필요한 피쳐를 디 인터리브합니다.



•다른 거버너는 스로틀 신호와 비행 모드 또는 게인 신호를 사용하여 헤드 스피드를 
지시합니다. 주지사 메뉴는이 게인 신호를 관리합니다. 게인 채널을 선택하면 각 비
행 모드 (스턴트 모드)는 게인 채널에 할당 할 수있는 값을 갖게됩니다.



TAIL CURVE
다른 거버너는 스로틀 신호와 비행 모드 또는 게인 신호를 사용하여 헤드 스피드를 지시합니다. 
주지사 메뉴는이 게인 신호를 관리합니다. 게인 채널을 선택하면 각 비행 모드 (스턴트 모드)는 
게인 채널에 할당 할 수있는 값을 갖게됩니다.



CAMBER PRESET
Camber Preset 메뉴는 모델 유형이 Sailplane으로 설정된 경우 및 모델 설정 메뉴의 Sailplane Type에
서 다중 서보 날개 유형 중 하나가 선택된 경우에 활성화됩니다. Camber Preset 기능은 각 비행 모드
의 특정 위치에 대한 에일러론, 플랩 (지정된 경우), 날개 팁 (지정된 경우) 및 엘리베이터를 프로그
래밍 할 수 있습니다. 비행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미리 설정된 위치 하나만 사용할 수 있
으며 항상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비행 모드 스위치를 원하는 위치로 이
동하여 캠버 사전 설정 값을 변경하십
시오.



속도 설정을 사용하면 비행 모드가 변경 될 때 제어 표면이 최대 120 초 동안 전환 할 수 
있습니다.



CAMBER SYSTEM
Camber System 메뉴는 모델 유형이 Sailplane으로 설정된 경우 및 모델 설정 메뉴의 Sailplane Type
에서 멀티 서보 에일러론 윙 유형 중 하나가 선택된 경우에 활성화됩니다. 캠버 시스템은 비행 중 
캠버 조정을 허용하며 제동 시스템으로 사용됩니다. 각 비행 모드는 캠버 시스템을 다르게 할당 
할 수 있으며 각 캠프 시스템마다 서로 다른 입력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종종 스
포일러 스틱을 사용하여 리프트를 정밀하게 관리하고 까마귀를 관리 가능한 방식으로 배치하여 
돛대를 감속 시키며 효과적인 제어 권한을 유지하면서 항공기가 실속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IN-FLIGHT CAMBER CONTROL
각 비행 모드는 서로 다른 오프셋과 이동으로 독립적 인 구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 비행 모드
는 작은 범위의 캠버 (drooped trailing edge)를 가질 수있는 반면, 다른 비행 모드는 작은 범위의 
반사 (raised trailing edge)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행은 일부 후행 모서리 제어 및 일부 
비행 모드가 많은 양의 여행을 사용하여 플랩으로 작동하도록 소량의 여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IN-FLIGHT BRAKING
기내 제동은 항력을 생성하고 항공기를 느리게하기 위해 동시 플랩 및 에일러론 배치를
필요로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혼합 기능을 종종 Crow 또는 Butterfly라고합니다. 크로우 
(Crow)는 플랩이 배치되고 에일러론이 위쪽으로 반사되는 비행 모드입니다. sailplane은 
까마귀가 배치되기 전에 가파른 다이빙을 시작하며 가장 빠르고 능률적 인 범선도 정밀
하게 천천히 착륙 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사전 구성된 플랩 - 에일러론 믹스가 플랩이 전개 될 때 에
일러론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됩니다. 믹스가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
세한 내용은 믹싱, 백 믹싱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4 서보 날개가있는 전동 수상기의 기본 3 비행 모드 설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될 수 있습니다.

• In launch mode:
스포일러 스틱은 모터를 스로틀 스틱으로 작동시킵니다. 캠버는 슬라이더로 제어되며
에일러론과 혼합되어 플랩과 에일러론이 함께 작동합니다.
캠버 운동 범위는 중립에서부터 몇 도의 캠버 운동으로 제한됩니다

• In cruise mode:
비행 모드로 설정된 Motor Cut 메뉴를 사용하여 모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포일러
스틱이 캠버를 제어합니다.
- 플랩은 에일러론과 혼합되어 함께 작동합니다.
- 캠버는 중앙 스틱에서 중립입니다.
- 높은 스틱에서는 싱크가 발생할 때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몇 도의 반사가 생성됩니다.



- 낮은 스틱은 승강기를 관리하기 위해 보통의 캠버를 생성합니다.
이 모드에서 에일러론과 플랩 믹싱은 전체 스팬 에일러론을 제공하고 엘리베이터와 플랩 믹싱을 
통해 엘리베이터 응답을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 In land mode:
모터 컷(motor cut) 메뉴를 사용하여 모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포일러 스틱은 크루우(crow)  배치합니다.
- 높은 스틱에서는 캠버가 중립입니다.
- 스틱이 내려감에 따라 플랩이 떨어지고 에일러론이 반사됩니다.
- 플랩 대 엘리베이터 믹스는 크루우(crow)가 피치 변경을 보상하기 위해 적용될 때 하강 
엘리베이터를 제공합니다.
- 낮은 스틱에서 플랩은 거의 90 도가 될 수 있으며 에일러론은 완전히 올라갑니다.



CAMBER SYSTEM PROGRAMMING 
캠버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려면 :
1. 캠버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비행 모드를 구성하십시오.

2. Model Adjust menu에서 Camber System 터치합니다.

3. 프로그래밍 할 비행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비행 모드 스위치를 움직이면 메뉴 상단에 표시된 비
행 모드가 변경됩니다

4. 선택한 비행 모드(flight mode)의 입력
(input)을 선택하십시오.

5. 원하는 경우 간격(offset) 띄우기 값을 설정하
십시오. 수상기 플랩 서보의 형상을 보정하려
면 간격(offset)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컨트롤 서페이스의 Up 및 Down 값을 설정합니다.
위쪽 값은 표면 이동의 위쪽을 정의합니다. 아래쪽 값은 표면 이동의 하단을
정의합니다.

7. 다음 비행 모드를 선택하고 4-6 단계에 따라 프로그램하십시오.



MODEL SETUP
모델 설정 메뉴 기능은 기본 항공기 설정 구성에 사용됩니다. 메뉴 목록은 모델 유
형에 따라 다릅니다.
모델 설정 메뉴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Bind
• Timers
• Frame Rate
• Telemetry
•Analog Switch Setup
•Sleep Mode
• Trainer
•Digital Switch Setup
•Range Test
•Audio Events
•Model Start Warnings

•Aircraft Type (ACRO, MULTI)
•Swash Type (HELI)
•Sail Type (SAILPLANE)
• Trim Setup (ACRO, MULTI, HELI)
• Trim/Channel Config (MULTI)
• Flight Mode Setup
•Serial Port Setup
•Channel Assign



BIND
바인딩은 iX12를 항공기 수신기에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iX12는 정품 DSM2® 및 
DSMX® Spektrum 수신기 제품과 호환됩니다. 모델 설정(setup) 메뉴에서 바인딩 메뉴
에 액세스하거나 대시보드 화면에서 BIND 버튼을 터치하여 직접 액세스하십시오.



Alerts 터치하여 바인딩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알림을 구성합니다.



TIMERS
타이머 메뉴는 구성 가능한 2 개의 온 스크린 타이머와 화면 상단의 리본을 따라 통합 된 타이머를 
제공합니다. 각 모델 유형에는 고유 한 기본 타이머 할당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모델 유형 기본
값 절을 참조하십시오.
타이머 1과 2는 서로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할당 할 수 있습니다. 각 타이머는 활성화 및 구성 또는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통합 타이머는 iX12 시스템이 계시한 총 시간과 모델이 계시 한 시간을 기록합니다. 재설정 버튼을 
선택하여 재설정하십시오. 



타이머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하십시오

1. 모델 설정에서 타이머(timers)를 터치합니다.

2. 상단 리본(ribbon)을 따라 TIMER 1 또는 2를 누릅니다. 이 두 타이머의 메뉴 옵션은 동일
합니다.

3. Enabled 선택한 타이머를 사용하려면 Enabled 버튼  켜기로 설정하십시오

4. 원하는 경우 타이머의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5.스톱워치 또는 카운트 다운을 선택하십시오.
스톱워치 : 시작시 0부터 카운트 업합니다.
카운트 다운 : 시작시 사용자 정의 시간부터 카운트 다운합니다

6.카운트 다운을 선택하면 시작 시간 (분 및 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5 분입니
다.

7.스위치 선택 버튼을 터치하십시오. 아날로그 입력 장치를 선택한 경우 Over Under 선택 버튼을 누
릅니다. Over Under는 입력 장치가 끝났을 때 또는 타이머가 작동 중인지 여부를 정의합니다.
트리거 값 아래에 있습니다. 터치
트리거 선택 버튼을 사용하여
트리거 값. 예를 들어, Throttle
스틱은 아크로 (Acro)의 기본 스위치입니다.
스로틀이 작동 할 때 트리거되도록 설정됩니다
25 % 이상입니다. 아래쪽 스로틀 이동
25 %가 타이머를 멈 춥니 다.



8. 입력에 관계없이 one time 시작하면 타이머를 계속 선택하면 한 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오디오 및 진동 경고를 설정하려면 타이머 경고 버튼(Timer Alerts )을  누릅니다



Timer Control Alerts: 타이머가 시작, 중지 또는 재설정 될 때 알려줍니다. 
Alerts: 시간 간격으로보고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기본 텍스트 음성 
보고서 작성을 위해 매크로로 사전 구성됩니다. 텍스트를 변경하여 이러한 트리거 포인트
에서 음성 경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디오 이벤트 섹션의 매크로를 참조
하십시오.



팁 : 대시 보드 화면의 타이머 디스플레이에서 시계 아이콘 ()을 터치하여 타이머 메뉴에 직접 액
세스하십시오. 대시 보드 타이머 디스플레이를 길게 눌러 타이머를 재설정하십시오.



FRAME RATE
프레임 속도 메뉴는 프레임 속도 및 DSM 유형에 대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프레임 속도 옵션은 22ms 또는 11ms입니다. 아날로그 서보는 항상 22ms를 사용하십시오. 11ms 설정
은 디지털 서보 또는 Spektrum 직렬 신호 (예 : 비행 컨트롤러)를 통한 직접 통신이 필요합니다.



수신기가 DSMX® 기술과 호환되면 항상 DSMX를 사용하십시오. DSM2는 DSM2 전용 수신기
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 버전의 iX12에서는 DSM2®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 
DSM2 기술을 사용하는 동안 40 개 이상의 활성 2.4GHz 송신기가있는 영역을 절대로 

비행하지 마십시오.
DSMX 기술은 동시에 100 개 이상의 DSMX 무선 제어 시스템을 지원하도록 디자인되었습
니다.



SPEKTRUM TELEMETRY
iX12의 텔레 메 트리 옵션에는 호환 가능한 원격 측정 장치가 필요합니다. 일부 원격 측정 장치는 
제한된 원격 측정 옵션을 제공합니다. DSMX Ultra Micro Aircraft는 RF 성능을보고하지만 추가 원
격 측정 옵션은 없습니다

SPMTM1000 TM1000 DSMX Full-Range Aircraft Telemetry Module
SPMAR6600T 6-Channel Air Integrated Telemetry Receiver
SPMAR6270T 6-Channel Carbon Fuse Integrated Telemetry Receiver
SPMAR8010T 8-Channel Air Integrated Telemetry Receiver
SPMAR9030T 9-Channel Air Integrated Telemetry Receiver
SPMAR9320T 9-Channel Carbon Fuse Telemetry Receiver
SPMAR9140T 9-Channel PowerSafe Integrated Telemetry Receiver
SPMAR12310T 12-Channel PowerSafe Integrated Telemetry Receiver
SPMAR20310T 20-Channel PowerSafe Integrated Telemetry Receiver
SPMAR7350 7-Channel AS3X Receiver with Integrated Telemetry
SPMAR9350 9-Channel AS3X Receiver with Integrated Telemetry

https://www.horizonhobby.com/tm1000-dsmx-full-range-aircraft-telemetry-module-spm9548
https://www.horizonhobby.com/SearchDisplay?searchTerm=SPMAR6600T&categoryId=&storeId=10151&catalogId=10051&langId=-1&pageSize=40&beginIndex=0&sType=SimpleSearch&resultCatEntryType=2&searchTermScope=2&showResultsPage=true&searchSource=Q&pageView=
https://www.horizonhobby.com/ar6270t-6ch-carbon-fuse-telemetry-receiver-spmar6270t
https://www.horizonhobby.com/ar8010t-8ch-air-telemetry-receiver-spmar8010t
https://www.horizonhobby.com/ar9030t-9ch-air-telemetry-receiver-spmar9030t
https://www.horizonhobby.com/ar9320t-9ch-carbon-fuse-telemetry-receiver-spmar9320t
https://www.horizonhobby.com/ar9140t-9-channel-powersafe-integrated-telemetry-receiver-p-spmar9140t
https://www.horizonhobby.com/ar12310t-12-channel-powersafe-integrated-telemetry-receiver-p-spmar12310t
https://www.horizonhobby.com/ar20310t-20-channel-powersafe-integrated-telemetry-receiver-p-spmar20310t
https://www.horizonhobby.com/ar7350-7-channel-as3x-receiver-spmar7350
https://www.horizonhobby.com/ar9350-9-channel-as3x-receiver-spmar9350


* TM1100 텔레메트리 모듈과 AR636 원격 측정 수신기는 비행 거리 원격 측정 범위 (단거리) 및 제
한된 센서 옵션을 제공합니다.



TELEMETRY SENSORS
다양한 Spektrum 원격측정센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호환가능한 원격측정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X-Bus 센서는 여러대의 센서를 항공기 수신기 또는 원격 측정 모듈의 X-Bus 
포트에 연결하기 위해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SPMA9574 Aircraft Telemetry Airspeed Indicator
SPMA9589 Aircraft Telemetry Altitude and Variometer Sensor
SPMA9558 Brushless RPM Sensor
SPMA9605 Aircraft Telemetry Flight Pack Battery Energy Sensor
SPMA9587 Aircraft Telemetry GPS Sensor
SPMA9569 Aircraft RPM Sensor and Bracket
SPMA9570A Aircraft Telemetry Flight Pack Sensor- 2pin
SPMA9571 DSMR/DSMX Telemetry Temperature Sensor
SPMA9604 Aircraft Telemetry Receiver Battery Energy Sensor
SPMA9585 Aircraft Telemetry 3-Axis GForce Sensor: 8G

https://www.horizonhobby.com/aircraft-telemetry-airspeed-indicator-spma9574
https://www.horizonhobby.com/aircraft-telemetry-variometer-sensor-spma9589
https://www.horizonhobby.com/aircraft-telemetry-brushless-rpm-sensor-spma9558
https://www.horizonhobby.com/aircraft-telemetry-flight-pack-batt-energy-sensor-spma9605
https://www.horizonhobby.com/aircraft-telemetry-gps-sensor-spma9587
https://www.horizonhobby.com/aircraft-rpm-sensor-and-bracket%3A-tm1000--tm1100-spma9569
https://www.horizonhobby.com/aircraft-telemetry-flight-pack-voltage-sensor-v2-spma9570a
https://www.horizonhobby.com/aircraft-telemetry-temperature-sensor-spma9571
https://www.horizonhobby.com/aircraft-telemetry-receiver-batt-energy-sensor-spma9604
https://www.horizonhobby.com/aircraft-telemetry-3-axis-gforce-sensor%3A-8g-spma9585


USING SPEKTRUM TELEMETRY
iX12가 원격 측정 센서를 자동으로 구성하게하거나 각 센서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신

기 전압은 항상 11 슬롯으로 설정되고 비행 기록 데이터는 12 슬롯으로 설정됩니다.
텔레메트리시스템을 구성하려면:

1. 센서 및 수신기 / 모듈에 포함된 지침에 따라 원격 측정 센서를 호환 Spektrum 원격 측정 수신
기 또는 모듈에 설치하고 연결하십시오.

2. 수신기를 iX12에 연결(바인딩)하십시오.

3. 연결된 센서를 구성하십시오.
iX12가 연결된 센서를 결정하게 하려면 : Auto-Config 버튼을 터치하십시오. 모델을 바인딩하고 
전원을 켜고 센서를 모두 연결해야합니다.
연결된 센서를 수동으로 입력하려면 : 원하는 텔레메트리 슬롯을 선택하십시오. 팝업 메뉴
(popup menu)에서 스크롤 할 수있는 목록에서 관련 센서를 선택하십시오. 센서를 선택하면 해
당 센서의 서브 메뉴(sbu-menu)가 열립니다.



4. 경고 트리거 임계 값을 선택하고 음성 경고 및 주파수를 정의하십시오. 경고가 발표됩니다.

5. Remove (제거)를 선택하여 선택한 센서를 원격 측정 목록에서 삭제합니다.

6. 서브메뉴(sub menu)의 변경 사항을 무시하려면 취소를 선택하십시오.

7. Save (저장)를 선택하여 변경 사항을 유지하고 텔레메트리 메뉴로 돌아갑니다.

8. 대시 보드 텔레메트리 디스플레이에 표시 할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정의하려면 대시 보드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대시 보드에서 슬라이드하여 텔레메트리 화면에 액세스하십시오.



ANALOG SWITCH SETUP
아날로그 스위치 설정 메뉴는 모든 스틱, 슬라이더 및 노브 (전위차계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입력 장치)를 
믹스 또는 듀얼 속도와 같은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킥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입력은 -100 %에서 100 % 사이의 두 가지 킥 포인트를가집니다. 이 범위는 전체 Travel을 나타내며 0 %
는 중심입니다. 이동 범위 내의 각 섹션은 스위치 "위치 position"를 나타냅니다.

-100% 100%0%

Switch 
position 2

Switch 
position 1

Pos 1-2 
kickpoint

Pos 0-1 
kickpoint

Switch 
position 0



기본 상태에서 0과 1 사이의 천이에 대한 킥 포인트(kick point)는 75 %입니다. 위치 1과 위
치 2 사이의 천이는 -75 %입니다. 입력은 중립 (0 %)에서 스위치 위치 1에 있습니다. 
입력을 75 % 이상으로 이동하면 위치가 0으로 변경되고 -75 % 아래로 이동하면 위치가 2로 
변경됩니다.
킥 포인트는 -100 % ~ 100 % 사이의 값으로 할당 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만큼 키크 포인트를 
멀리 또는 멀리 할당 할 수 있습니다.
 kickpoints의 값은 Travel 범위를 따라 트리거하는 위치를 결정합니다. 값이 같으면 스위치 
출력이 위치 1을 건너 뛰고 위치 0과 2 사이에서 점프합니다.



스위치 킥 포인트(kick points)를 프로그래밍하려면,

1. 아날로그 컨트롤의 값 상자(Value box) 중 하나를 누릅니다.

2. 강조 표시된 원을 드래그하거나 + 또는 - 버튼을 사용하여 킥 포인트(kick points) 위치를 조정
하십시오.

3. 확인(OK)을 눌러 값을 저장하고 취소(cancel)를 클릭하여 킥 포인트조정(kick points adjust) 
메뉴를 종료하거나 초기화(Reset)를 터치하여 기본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SLEEP MODE
절전 모드(Sleep mode) 메뉴를 사용하면 RF 및 화면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델 
설정 메뉴에서 메뉴에 액세스하거나 전원 버튼을 두 번 누릅니다.



경고: 전원이 켜져있는 모델에 연결할 때 절대로 RF를 절전 모드로 두지 마십시오. 제어

및 / 또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송신기 또는 화면을 절전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1. 모델 설정(model setup) 메뉴에서 전원 버튼(power button)을 두 번 탭하거나 절전 모드
(Sleep mode)를 터치하십시오.

2. OFF / ON 버튼을 터치하여 Spektrum RF, Screen 또는 둘 다 끄십시오.

3. APPLY 버튼을  길게 누르고 터치하면 선택한 항목을 절전 모드(sleep mode)로 전환하거
나 취소(cancel)를 눌러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원터치로 RF와 화면을 모두 절전 모드로 전환하는 또 다른 방법은 절전 모드 메뉴에서 QUICK SLEEP
을 길게 누르는 것입니다. RF와 화면이 모두 절전 모드에있을 때, LED는 iX12의 전원이 켜져있을 때 
천천히 점멸합니다.

iX12를 절전 모드에서 해제하려면 power button 한 번 누르십시오.



팁:
•전원 버튼을 한 번 누르면 iX12의 전원이 켜지면 즉시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비행 중에는 
화면을 절전 모드로 둘 수 있습니다.

•화면이 절전모드(sleep mode)일때 power button를 한 번 눌러  전환하십시오.

•모델에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충전 중에 iX12를 장시간 사용하려면 RF를 절전모드로 전환
하십시오

•비행중 또는 충전 중에 유휴 시간 동안 RF와 화면을 절전모드로 전환하십시오.

SPEKTRUM LED INDICATOR
•

속도가 느린 오렌지색 Spektrum LED는 RF가 꺼져 있고 화면이 절전 모드임을 나타냅니다. 운영 체제
의 전원이 켜져 있고 power button를 한 번 눌러 잠에서 깨울 준비가되었습니다.

•고정된 Spektrum LED 막대는 RF가 전송중임을 나타냅니다.



DIGITAL SWITCH SETUP
Digital Switch Setup은 스위치 또는 비행 모드에서 구동되는 채널에 대한 유연한
(flexible) 출력 옵션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스위치 설정(Digital switch setup)을 프로그래밍하려면

1. 디지털 스위치 설정 메뉴에서 채널 할당(assignment)을 할 수 없습니다. Channel Assign 메뉴에
서 스위치 또는 비행 모드(flight mode)를 원하는 출력 채널에 지정하십시오.

2. Digital Switch Setup 메뉴에서 Inhibit 버튼을 터
치하여 Switch 메뉴를 봅니다.

3. 스위치 (또는 비행 모드)를 선택하십시
오. 스위치 아래에 채널 할당이 표시됩
니다.
스위치에 할당 된 채널이 없으면 채널
할당이 비어 있습니다.

4. 스위치 위치의 값을 조정하여 출력 위치를 정의하십시오.



AUDIO EVENTS
iX12의 오디오 이벤트는 송신기의 거의 모든 동작을보고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이벤트 
메뉴는 시스템에서 오디오 보고서를 찾을 수있는 단일 위치를 제공합니다. 보고서는 타이머, 스틱, 
스위치, 원격 측정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iX12에는 Android 운영 체제의 강력한 
텍스트 음성 엔진이 있습니다. 이 메뉴에 나열된 많은 옵션은 관련 기능 메뉴에서도 액세스 할 수 있
습니다.



•MACROS:  MACROS 버튼 터치하여 추가리스트 볼수있습니다.
음성 텍스트 매크로.
이 메뉴에서 옵션을 선택하여
보컬 화하는 텍스트 문자열을 삽입하십시오.
선택된 데이터. 매크로에는
달러 기호 ($) 및 설명
공백이 없어야합니다. 매크로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양쪽에 공간을두고 제대로 작동합니다.
여러 매크로 한 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공간에 의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효과를 위해 추가 앞뒤 단어를 사이에
간격을두고 매크로 앞이나 뒤에 추가할수있습
니다.



CUSTOM REPORTS
사용자 정의 보고서 메뉴는 사용자 정의 간격에서 반복하도록 설정할 수있는 오디오 이벤트를 작성
합니다. Frequency (빈도)에서 선택한 시간은 시스템이 보고서를 반복하기 전에 일시 중지 할 시간을 
결정합니다.



TRIM REPORTS
트림 보고서 메뉴를 사용하면 시스템 신호 입력을 트리밍하는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톤으로 
기본 설정된 트림 보고서는 톤, 진동, 톤 및 진동 또는 없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트림 보고서를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트림 보고서 메뉴에서 채널을 선택하십시오.

2. 드롭 다운 메뉴 버튼을 터치하여 보고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 Tone, Vibe, Tone / Vibe 또는 
None.

3. 톤(Tone) 보고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면 기본 음색이 사용되거나 타사 오디오 파일을 선택
하려면 펜 아이콘 (   )을 누릅니다.

4. 뒤로 화살표 (     )를 눌러 보고서 편집 메뉴로 돌아갑니다.



TELEMETRY WARNINGS
Telemetry Warnings 메뉴는 원격 측정 신호가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 설정, 원
격측정 (Telemetry) 메뉴에서 활성화 된 원격 측정 기능은 기본 설정으로 수정하거나 그대로 
둘수있습니다.



STEPPING REPORTS
Stepping Reports (스 텝핑 보고서) 메뉴는 하나의 스위치에 여러 개의 경고를 연결할 수 있습니
다. 보고서는 선택한 스위치 위치에서 사용됩니다. 보고서는 다른 지정과 상관없이 모든 스위치
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동주기를 사용 하시겠습니까? 보고서가 마지막 단계를 완료 한 후 목
록의 맨 위에서 다시 시작하게합니다. 자동 사이클 꺼져 있으면 마지막 단계가 완료된 후 모델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스테핑 보고서가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TRAINER STATE REPORTS
Trainer State Reports (트레이너 상태 보고서) 메뉴를 사용하면 트레이너 시스템의 현재 제어 및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오디오 보고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송신기가 트레이너 모드에서 명령을 전송하
거나 강사 송신기가 학생 조종기에서 신호를 잃는 경우 활성화할 보고서를 선택하십시오.



CENTER TONE
Center Tone 메뉴는 주어진 아날로그 제어 입력이 가운데에 있음을 나타내는 오디오 경고를 추가 
할수있게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에 대한 각 컨트롤의 드롭다운 메뉴 버튼을 터치합니다. 음성을 
선택한 경우 텍스트 입력 줄을 눌러 텍스트 음성 변환을 추가하십시오.



MODEL START ALERTS
모델 시작 경고(Model Start Alerts) 메뉴에는 세 개의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화
면 상단의 리본(ribbon)에 나타나는 스틱 입력(stick input), 서보 출력(serve 
output) 및 스위치(switch). 이 옵션은 높은 스로틀이나 랜딩 기어를 집어 넣은 상태와 
같이 RF 전원이 켜졌을 때 활성화되어있는 특정 모드 또는 기능의 상태를 경고하는데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의 구성은 모델 설정, 모델 시작 경고 메뉴에서 정의됩니다. 모
델시작 경고 메뉴는 해당 기능으로 활성화된 오디오 경고만 제어합니다.



SYSTEM SOUNDS 
System Sounds (시스템 소리) 메뉴는 송신기 배터리 경고 및 송신기 비활성 경고 경고가 울리
는 동안 변경되는 내용을 변경할수있게 해줍니다.



SPOKEN FLIGHT MODE
Spoken Flight Menu를 변경하기 전에 모델 설정, 비행 모드 설정 메뉴를 사용하여 원하는 
모든 비행 모드를 설정해야합니다. 표시된 비행 모드의 수는 비행 모드 설정 메뉴에서 생
성 된 모드와 일치합니다. 기본값은 선택한 비행 모드를 매크로로보고합니다. 텍스트도 
자유롭게 편집할수있습니다.



BINDING ALERTS
바인딩 경고 메뉴는 바인딩 중에 주어진 경고를 변경할 수있게합니다. 바인딩 경고를 변경하려
면 :

1. 편집 할 바인딩 경고(binding Alerts)를 선택하십시오.
2. 경고 유형을 변경.

3. spoken text  변경 .

4. 온 스크린 스위치(on-screen switch)를 눌러 각 경보를 활성화 / 비활성화하십시
오.



TIMER REPORTS
Timer Reports (타이머 보고서) 메뉴는 타이머 중 하나에서 주어진 경고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나열된 타이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타이머에 대한 타이머 경고 메뉴에 
액세스하십시오.



타이머 경고 메뉴(timer control alerts)에서 타이머 제어 경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Alerts 유형과 선택한 타이머의 기능에 대한 음성 텍스트를 변경하십시오.
선택한 타이머의 시간 간격 Alerts에 대한 경고 텍스트 및 음성 텍스트를 변경하려면
Alerts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CHANNEL INPUT CONFIGURATION 
채널 입력 구성 (channel input configuration)메뉴에서 모두
하지만 기본 비행 제어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당을 위해 드롭 다운(drop down)으로 표시됨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1. 채널 옆에있는 드롭 다운 버튼을 터치하여 스위치 
선택 메뉴를 엽니 다.

2. 원하는 입력 장치를 선택하십시오. 단일 입력 장
치를 여러 채널에 할당 할 수 있습니다.

* FPV Racer 옵션이 꺼진 상태에서 다중 로터 모델 유형이 활성화되어있을 때 기본 비행 컨트롤을 할당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널 입력 구성(channel input configuration) 비행 모드 스위치 위치에 
따라 다르므로 한 비행모드가 정상  제어를 가질 수있는 반면 다른 비행 모드는 스로틀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짐벌에 대한 기울기 제어(tilt control)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CEIVER PORT ASSIGNMENTS
채널은 모든 수신 포트에 다시 할당 될 수 있습니다. 수신기 포트는 친숙한 순서로 기본 할당
(default assignments)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구성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채널도 모든 수신 
포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채널에 여러 수신 포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신기 포트 할당을 변경하려면 다음순서대로  수행하십시오.

1. 채널 입력 구성 (channel input 
configuration) 메뉴의 맨 아래로 스크
롤하려면 위로 터치하여 드래그하십시
오.

2.  RX PORT ASSIGNMENT 버튼 터치합니다.

3. 수신기 포트 옆에있는 드롭 다운(drop 
down) 메뉴 버튼을 터치합니다.

4. 해당 수신기 포트에 할당할 채널을 선
택하십시오.



TRAINER
트레이너 기능을 프로그래밍하고 사용하는것과 관련된 모든 옵션은 트레이너 
메뉴를 통해 제어됩니다.



트레이너 메뉴에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Wired Trainer
•Wireless Trainer
•Trainer Alerts
Wired Trainer와 Wireless Trainer는 학생용 조종사를 훈련시키기 위해 두개의 송신기를 
연결할 때 유사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선 및 무선 트레이너 메뉴의 FPV 파일럿
에 대한 고급 메뉴는 FPV 헤드 추적 응용 프로그램에 특별히 필요한 특수 기능을 제공
합니다.



WIRED TRAINER 
Wired Trainer는 학생과 트레이너가 두 대의 송신기를 케이블로 물리적으로 연결하여 함
께 작업 할 수있게 해줍니다.
유선 트레이너 작동에는 옵션 인 Spektrum 유선 트레이너 어댑터 (SPMA3091, 포함되어 있
지 않음) 및 트레이너 케이블 (포함되지 않음)이 필요합니다. 유선 트레이너 어댑터는 송
신기 뒷면의 직렬 포트에 연결됩니다. 트레이너 케이블이 어댑터에 연결됩니다.
유선 트레이너는 PPM 기반 트레이너 시스템이 연결된 최대 8 개의 입력 채널을 지원합니
다. iX12를 유선 연결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트레이너 메뉴에서 올바른 유선 트레이너 옵
션을 선택해야하며 학생 모드가 시작되거나 유선 트레이너 연결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Wired Trainer 모드를 선택하면 드롭 다운 메뉴가 나타납니다. 다음 트레이너 옵션 중에서 선택하
십시오 

•Programmable Instructor: 이 교육 모드는 트레이너로 iX12를 지정하며 반전, 여행, 믹
스 등 학생들의 송신기를 완전히 구성해야합니다.이 모드는 학생의 전체 모델 구성이 완료되었을 
때 유용합니다.



•Pilot Link Instructor: 본 트레이너 모드는 트레이너로 iX12를 지정하며 학생용 
송신기에는 설정이 적용되지 않고 모든 역방향 설정이 일반 모드로 설정되고 모든 여
행 설정이 100 %로 설정되어야합니다. 이 옵션은 가능한 모든 학생들의 송신기를 비행
기에 연결할 수 있도록하기위한 것입니다.



• FPV: 이 모드는 FPV 용 iX12에 헤드 트래킹 시스템을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정보는 헤드 트래킹 FPV 설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P-Link Student: 이 트레이닝모드는 iX12를 학생용 송신기(student transmitter)
로 지정합니다. 트레이너송신기가 Wired Pilot Link 트레이너로 설정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유선 트레이너 학생의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학생 모드 시
작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모드에서 iX12는 기본 ACRO 모델에 그대로 두어야합니다.



•Normal Student: 이 트레이닝 모드는 iX12를 학생용 송신기로 지정합니다. 트레이너 송신
기가 Wired Programmable Instructor로 설정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유선 트레이너 학생
의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학생 모드 시작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선택에서 iX12는 
항공기를 작동하도록 완전히 구성되어야합니다.



WIRELESS TRAINER
Wireless Trainer는 트레이너와 학생들이 송신기를 연결하는 케이블없이 함께 작업 할 수있게합니다. 
Wireless Trainer는 학생용 송신기 또는 무선 headtracker에서 사용할 수있는 채널 수에 따라 최대 20 개
의 입력 채널을 지원합니다. 트레이너 송신기를 특수 무선 조종사 바인드 모드에두면됩니다. 학생 송
신기는 일반 바인딩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무선 트레이너 모드는 Spektrum DSMX 또는 DSM2 송신
기, Spektrum Focal® 헤드셋 및 Spektrum 기술이 포함 된 Horizon Hobby RTF 모델의 소형 MLP4 및 
MLP6 송신기와 호환됩니다.



무선 트레이너 모드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옵션이있는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납니다.

•Programmable Instructor: 이 트레이닝 모드는 트레이너로 iX12를 지정하며 반전, 여
행, 믹스 등을 포함한 학생 트랜스미터를 완전히 구성해야합니다.이 모드는 학생의 전체 모델 구성
이 완료되었을 때 유용합니다.



•Pilot Link Instructor: 이 트레이닝  모드는 iX12를 트레이너로 지정하고 학생 송신기에 
설정을 적용하지 말고 모든 역방향 설정을 보통으로 설정하고 모든 여행 설정을 100 %로 설
정해야합니다. 이 옵션은 가능한 모든 학생용 송신기를 비행기에 연결할 수 있도록하기위한 
것입니다.

• FPV: 이 모드는 FPV 용 iX12에 헤드 트래킹 시스템을 연결하는데 사용할수있습니
다. 이 옵션은 Headtracking FPV Setup 섹션에서 더 자세히 다룰수있습니다.



TRAINER ALERTS
트레이너 상태 보고서 메뉴를 사용하면 트레이너 시스템의 현재 제어 및 연결 상태를 나
타내는 오디오 보고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너와 학생간에 제어가 전송되거나 
트레이너 송신기가 학생 라디오에서 신호를 잃어 버렸을 때 활성화 된 보고서를 선택하
십시오.



INSTRUCTOR TRANSMITTER CONFIGURATION
1. 응용 프로그램 (유선 또는 무선, 프로그래머블 트레이너 또는 파일럿 링크 트레이너)의 

트레이너 모드 유형을 선택합니다.

2. 트레이너 오버 라이드(instructor over-ride) 사용 여부를 선택하십시오. 이 설정은 
트레이너가 학생으로부터 제어를 재개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트레이너가 학생을 통제 할 때 스틱을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스틱을 움직이거나 선택
한 트레이너 스위치를 움직이면 강사에게 컨트롤이 반환됩니다.
Instructor Over-Ride가 비활성화되면 스위치 위치에 따라 누가 제어 중인지 결정됩니
다.
전환 I 또는 오른쪽 또는 왼쪽 트림 버튼을 선택하면 트레이너오버 라이드가 기본적으
로 비활성화됩니다. 다른 스위치를 선택하면 트레이너 오버 라이드가 활성화됩니다.



3. 1 단계에서 무선 조정기 모드를 선택한 경우 학생 송신기를 트레이너송신기에 바인딩하
십시오. 바인딩 무선 트레이너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4.각 채널에 대해 화면상의 스위치를 움직여 통제가 주어진 경우 학생에게 할당할 채
널을 결정합니다. 트레이너가보기에 학생들은 단일 채널 또는 모든 채널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BINDING WIRELESS TRAINER
강사 송신기로 iX12 무선 트레이너 기능을 바인딩하는것은 iX12를 항공기에 바인딩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iX12에는 무선 트레이너 전용 수신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무선 
트레이너 메뉴 화면에는 메뉴에 바인딩 버튼이  있습니다.

1. 무선 트레이너 화면에서 바인딩 버튼(bind button)을  눌러 트레이너 바인딩 모드
(trainer bind mode)로 들어갑니다.

2. BIND를 길게 누릅니다.

3. 학생 송신기(student transmitter)를 일반 바인딩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4. 송신기가 바인딩 프로세스를 완료하면 트레이너 송신기의 모니터 화면을 열고
학생 송신기를 제어하고 모니터에 올바른 제어 출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HEAD TRACKING FPV SETUP
Wired FPV Mode: 사용을 활성화합니다.
헤드 트랙킹 헤드셋 또는 다른 헤드셋
온보드를 제어하는 송신기 물리적으로 연결하여 
카메라 짐벌 케이블로 iX12에 연결하십시오. 
선택적 Spektrum 유선 트레이너 어댑터
(SPMA3091, 포함되지 않음) 및 트레이너 케이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유선 FPV 작동. 유선 강사
어댑터는 송신기 뒷면의 직렬 포트에 연결됩니다.
트레이너 케이블이 어댑터에 연결됩니다. 유선 트
레이너는 PPM 기반 트레이너 링크와 호환됩니다.



Wireless FPV Mode: iX12를 케이블
에 연결하지 않고 공중 카메라의 짐벌을 
제어하기 위해 머리 추적 또는 다른 
DSMX 또는 DSM2 송신기와 함께 
Spektrum Focal 헤드셋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무선 FPV 모드는 Spektrum DSMX 
또는 DSM2 송신기 및 Spektrum Focal 헤
드셋과 호환됩니다.



각 개별 출력 채널은 트레이너(Trainer) 송신기의 다른 모든 컨트롤을 그대로두고 트레
이너 신호의 모든 입력 채널에 매핑 될 수 있습니다. 기본 비행 제어 채널은 트레이너
(Trainer) 제어를 기본으로합니다. headtracker를 사용할 때 비행 조절기에 연결된 모든 
채널을 트레이너(Trainer)로 설정하십시오.

헤드 트래킹 FPV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하십시오.
1.트레이너 메뉴에서 유선 또는 무선 트레이너(wireless Trainer)를 선택하십시오.

2. FPV 트레이너 모드 선택 .

3. 헤드 트래커를 활성화 / 비활성화하려면 스위치를 선택하십시오

4. 제어 할 첫 번째 출력 채널(output channel)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팬 서보(pen 
servo)가 채널 5에 연결되어 있다면, 채널 5를 출력으로 선택하십시오. 짐벌의 각 축은 
별도의 출력채널로 이동합니다.

5. 모드를 STUDENT로 변경하십시오. 이 선택은 선택한 출력 채널에만 적용됩니다.



6. 트레이너가 활성화되었을 때 선택된 출력 채널을 제어하는 트레이너에서 입력 채널
(input channel)을 선택하십시오. Focal V2 및 DVR에는 예를 들어 채널 18에서 팬
(pan)합니다. 이 헤드셋을 사용하면 조종사는 팬 제어를위한 입력 채널로 채널 18을 선
택합니다. 채널 기능 목록은 Focal Channel Assignments 표를 참조하십시오.

7. 이 메뉴에서 입력 채널을 반전 또는 축소하여 출력 채널에 대한 올바른 응답을 위해 학
생 컨트롤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너 신호가 주어진 채널을 명령 할 때 출력 채
널에 대한 일반적인 서보 설정 메뉴는 무시됩니다.

8. 4-7 단계를 반복하여 필요한 모든 출력 채널(output channel)을 구성하십시오. 먼저 
출력 채널을 선택하고 학생 모드로 변경 한 다음 입력 채널을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이동량을 조정하고 되돌립니다.

9. 무선 연결의 경우 무선 헤드 트래커 (학생용 송신기)의 전원을 켜기 전에 바인드 버튼
(bind button)을 터치하여 iX12를 트레이너 바인드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Binding Wireless Trainer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FOCAL CHANNEL ASSIGNMENTS
Channel

17

18
19

20

Function(기능) 
Frequency control 

(compatible with SPMVA2500 and SPMVA2510) 
Pan
Tilt
Roll 

(Focal DVR only)



RANGE TEST(거리 테스트)
Range Test 메뉴는 수신기 설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모델 설정
(model setup)에서 범위 테스트를 누릅니다. 화면의 지시에 따라 범위 테스트를 수행
하십시오. 이 테스트는 여러 모델 방향에서 여러 번 수행하여 무선구성 요소 설치를 확
인해야합니다. 범위 테스트 중에 모델이 제어 손실을 경험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FLIGHT LOG DATA
모델이 제어 할 수 없는지 확인하는 것 외에도 설치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작동 하는지
를 알기 위해 수신기에서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텔리메트리 수
신기는이 메뉴와 Spektrum Airware 대시보드 텔리메트리 화면에서 수신기 성능을 직접
보고합니다. 원격 측정 기능이없는 수신기는 Spektrum 비행 기록부 (SPM9540)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범위 테스트 메뉴 하단을 터치하고 위로 슬라이드하면 비행 기록 데이터 텔리메트리
(원격 측정) 정보 (사용 가능한 경우)가 표시됩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A: Antenna fades on Receiver A
•B: Antenna fades on Receiver B
• L: Antenna fade on the left receiver

•R: Antenna fade on the right receiver
• F: Total number of frame losses
•H: Number of Holds



Fade: 수신기가 완전한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지 못할때 발생한다.
데이터 패킷은 하나의 순간에 대한 모든 제어 신호를 나타내는 일련의 숫자입니다.
Frame Loss: 부착 된 모든 수신기에서 동시 안테나 페이드를 나타냅니다. 한 수신기에 
페이드가 발생하면 연결된 다른 수신기 중 하나가 전체 패킷을 주 프로세서로 전달할 수 
있으며 시스템은 기록 된 프레임 손실없이 진행됩니다. 원격 수신기가없는 Spektrum 수신
기는 프레임 손실 및 페이드에 대해 동일한 데이터를보고합니다. A, B, L 및 R 안테나는 각 
원격 수신기를 나타냅니다. 원격 수신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를보고하지 않습
니다.
Hold: 45 개의 연속 프레임 손실이 발생할 때 발생합니다. 비행 중 또는 범위 테스트 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시스템을 재평가하십시오. 수신기를 재배치하거나 송신기와 수신기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TIP: 비행 기록 데이터가 모델에서 수신 된 Spektrum 신호의 수신 품질을보고하고 있
음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텔레 메 트리 링크 강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
어 링크는 다중 링크 기술을 이용할 수 있지만 원격 측정 신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텔레 메 트리 수신은 제어 링크보다 덜 강력합니다.

DSM2®와 DSMX® 수신기 간의 작동상의 차이로 인해 두 시스템간에 수집 된 원격 측정 
데이터에 예상되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DSMX는 주파수 민첩성이 있으며 DSM2는 2 개
의 조용한 채널을 찾아 해당 채널에 남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DSMX는 조용하고 시끄
러운 채널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바쁜 2.4GHz 환경에서 DSM2를 사용할 때보 다 더 많은 
안테나 페이드 및 프레임 손실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GUIDELINES FOR DSM2 INSTALLATIONS
•비행 중에는 50-100 개의 안테나 페이드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RF 링크가 최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비행 당 프레임 손실은 20 미만이어야합니다.

•보류(Holds)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보류가 발생하면 다음 비행 전에 조사하고 문제
를 해결하십시오.

GUIDELINES FOR DSMX INSTALLATIONS
•비교를 위해서만 페이드를 사용하십시오. 부착 된 모든 수신기에는 유사한 페이드
가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성능이 좋지 않은 수신기 (위치, 안테나 방향 등)
를 조사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십시오

•정상 비행 중 기존 모델에서는 모든 수신기에서 프레임 손실이 100 미만이어야합니다.

•보류(Holds)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보류가 발생하면 다음 비행 전에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하
십시오.



RECEIVER INSTALLATION
안테나가 금속, 배터리, 전선, 연료 탱크 및 기타 물체에서 멀리 떨어지게 배치 된 수신기
는 항상 설치하십시오. 통합 된 원격 측정 기능이있는 수신기는 안테나에 초점을 맞추어 
설치해야합니다.
이것은 원격 측정 정보를 전송하는 유일한 안테나가되기 때문에 수신기의 주요 부분이 최
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원격 수신기는 실제와 같이 주 수신기와 멀리 떨어져서 설치해야하며 안테나는 주 수신기 
안테나에 대해 90 ° 방향을 유지해야합니다. 텔레 메 트리 데이터는 수신기가 신호 손실을 
겪고있는 수신기 신호 문제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ODEL START WARNINGS
모델 시작 경고는 RF가 켜져있을 때 활성화되어있는 특정 모드 나 기능의 상태를 경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 가지 트리거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ICK INPUT: 아날로그 제어 입력 
중 하나의 움직임에 따라 경보를 트리
거합니다.

•SERVO OUTPUT: 수신자에게 전
송 된 신호 출력 명령을 기반으로 경
보를 트리거합니다.

•SWITCH: 스위치 위치에 따라 경고를 트
리거합니다.



기본적으로 "Throttle High"라고 말하면 스로틀 스틱이 10 % 이상으로 RF 신호의 전원을 켜
려고 할 때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여러 모델 시작 경고가 구성 될 수 있습니다. RF 신
호의 전원을 켜려고 할 때 시스템은 발생한 모든 문제를 나열합니다. 모든 경고 된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시스템은 RF 신호의 전원을 켜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시스템이 RF 신호를 
활성화하기 전에 스로틀을 10 % 미만으로 낮추어야합니다. 트리거에 스위치 또는 채널 출
력이 설정된 후퇴식 착륙 장치와 같은 기능에 대해서도 유사한 경고가 사용될 수 있습니
다.



스틱 입력 모델 시작 경고를 추가하려면 

1. Model Setup에서   Model Start 
Warnings 터치함  

2. STICK INPUT 트 리거 타입 선택 .

3.

+ 아이콘 터치하여  새로 추가 

    경고 나올경우  위 아이콘 터치하
여 현재 경고를 제거합니다.

4. 팝업 메뉴에서 원하는 입력을 선택하십시
오

5. Over 또는 Under을 선택하여 경고가 트리거되는 주어진 입력 위치의 측면을 정의하십시오.

6. 트리거 포인트 값을 정의하십시오. -100에서 100 사이의 값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7. 음성 유형이 선택되면 경고 유형을 선택하고 텍스트 음성 변환을 입력하십시오.



서보 출력 모델 시작 경고를 추가하려면

1. Model Setup에서   Model Start 
Warnings 터치함  

2. SERVO OUTPUT 트리거타입 터치 

3. + 아이콘 터치하여 새로생성 

    경고 나올경우  위 아이콘 터치하여 
현재 경고를 제거합니다.

4. 첫 번째 드롭 다운 버튼에서 원하는 출력 채
널을 선택하십시오.

5. 다음 드롭 다운 버튼에서 Over 또는 Under를 선택하여 경고가 트리거되는 주어진 출력 위치의 
측면을 정의하십시오.

6. 트리거 포인트 값을 정의하십시오. -100에서 100 사이의 값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7. 음성 유형이 선택되면 경고 유형을 선택하고 텍스트 음성 변환을 입력하십시오.



SERIAL PORT SETUP
직렬 포트 설정 메뉴는 송신기 뒷면의 직렬 포트 사용을 관리합니다. 이 포트는 외부 RF 장치와 통신하도
록 설계되었습니다.
디지털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iX12에는 TBS Crossfire와의 호환성을위한 CRFS 프로토콜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또한 iX12는 외부 장치를위한 9.5V 전원 공급 장치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메뉴
에서 변경 한 내용은 RF를 다시 사용할때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RIAL PORT PROTOCOL
프로토콜 드롭 다운 메뉴 버튼을 터치합니다. 금지 또는 일제 공격을 선택하십시오. 일제 공격 옵
션을 선택하면 CRFS 데이터 스트림이 활성화됩니다. Crossfire 시스템을 연결하려면 Crossfire 직
렬 포트 어댑터 (SPMA3090, 포함되어 있지 않음)가 필요합니다. 외부 RF 장치 사용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orizon Hobby는 iX12 송신기에 연결된 외부 RF 장치를 지
원하지 않습니다.

SPEKTRUM RF
터치 스위치는 다른 프로토콜(protocols)이 선택 될 때 Spektrum RF가 데이터 포트에서 오는 
데이터 스트림(date stream)과 함께 전송되는지 여부를 정의합니다. 프로토콜이 Inhibit으로 
설정된 경우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SERIAL PORT POWER (9.5V)
직렬 포트는 터치 스위치를 선택하여 외부 장치에 9.5V를 제공합니다. 이 전원 공급 장치는 최대 1 
암페어 전류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여 외부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면 배
터리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예상 사용 시간이 줄어 듭니다. 직렬 포트를 통해 외부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시스템 설정, 시스템 구성의 송신기 배터리 경고 경고를 설정하여 현재 요구 사항
을 지원하고 안전한 작동을 보장 할 수있는 충분한 예비 배터리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AIRCRAFT TYPE
항공기 유형은 iX12가 제어 할 수있는 모델 구성 유형을 정의합니다. 따라서이 메뉴는 
새 모델을 만든 후 첫 번째 단계가되어야합니다. 이 메뉴의 선택 사항은 기본 채널 할
당을 정의하고 선택한 응용 프로그램에 맞게 특별히 고안된 사용자 정의 메뉴로 사전 
정의 된 믹스를 활성화합니다. 이 메뉴는 모델 유틸리티에서 모델을 생성하는 동안 선
택한 네 가지 모델 옵션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메뉴의 일반 구성에서 선택하면 다르게 표시되지 않은 다른 메뉴에 대한 액세스가 열
립니다. 예를 들어, 플랩은 미리 구성된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지 않고 스위치에 지정되
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 유형 메뉴에서 올바른 날개 유형을 지정하
면 모형 조정 목록에서 플랩 시스템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Flap System 메뉴는 조종사에
게 스위치 및 내장 된 엘리베이터 보상 믹스를 선택할 수있게하여 플랩 범위 전체의 수평 
비행을 위해 항공기를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믹스를 활성화하는 옵션은 서보 설정 및 
모니터와 같은 다른 메뉴의 기본 할당 채널에 레이블을 지정합니다.
메뉴 옵션에서 항공기의 제어 배치와 일치하는 온 스크린 다이어그램을 선택하십시오.



AICRAFT TYPE (AIRPLANE)

윙 
11 개의 일반적인 비행기 날개 제어 구성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기본 구성은 Normal이며 하나의 에
일러론 서보 구성입니다. 듀얼 에일러론 (dual aileron) 윙에는 듀얼 에일러론 (Dual Aileron)과 플 래
퍼 론 (Flaperon) 옵션이 있습니다. 내장 Flap System 메뉴를 사용하려면 Flaperon을 선택하십시오. 
Dual Aileron을 선택해도 Flap System 메뉴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두 개의 Elevon 믹스가 있습니다. 승강기가 포함 된 비행기의 경우 먼저 옵션을 하나 시도하십시오. 
에일러론과 엘리베이터 채널을 반대로해도 표면이 올바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Elevon 옵션을 
사용해보십시오.

Tail
방향타와 엘리베이터에 대한 10 가지 일반적인 구성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위의 elevon 옵션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V-tail 믹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믹스를 시도하십
시오. 뒤집음의 조합으로 서페이스가 올바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V-Tail 믹스를 시도하십시오.

Extra Options
자이로 또는 피치 커브 옵션을 활성화하면 모델 조정 목록의 메뉴에서 해당 기능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ThrottleMode: 
Normal 또는 Reverse는 조종사가 스로틀을 사용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대부분의 조종사는 
Normal (송신기 하단에 낮은 스로틀)을 사용합니다. 역 스로틀 (트랜스미터의 상단에 낮은 스로
틀, 하단에 하이 스로틀)을 사용하는 조종사의 경우 iX12를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구성 할 수 있습
니다.

Normal 또는 Reverse는 조종사가 스로틀을 사용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대부분의 조종사는 
Normal (송신기 하단에 낮은 스로틀)을 사용합니다. 역 스로틀 (트랜스미터의 상단에 낮은 스로틀, 
하단에 하이 스로틀)을 사용하는 조종사의 경우 iX12를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SWASHPLATE TYPE (HELICOPTER)
모델 유형이 헬리콥터로 설정된 경우이 메뉴는 스와시 플레이트 유형이라고합니다. 다이어그램은 
스와시 플레이트의 하향식 뷰를 나타냅니다. 헬리콥터 스와시 플레이트와 일치하는 적절한 조합을 
선택하십시오.
플라이바리스 컨트롤 시스템이 장착 된 헬리콥터는 대부분 믹스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 구
성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플라이 바리스 시스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6 가지의 스와시 플레이트 믹싱 옵션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미리 구성된 믹스 (Normal 이외의 옵션)
를 선택하면 모델 설정 목록의 Swashplate (스와시 플레이트) 메뉴에서 다양한 스와시 플레이트 믹스
를 관리할수있습니다. 
Collective Type
Collective Type은 스로틀 / 피치 스틱을 역방향으로 작동 할 수있게 해주 며 트림, 커브 및 기타 역 기능
이 제대로 작동하도록합니다. 낮은 스틱에서는 양의 피치로, 높은 스틱에서는 음의 피치로 날기 위해
서는 역방향을 선택하십시오.



SAILPLANE TYPE (SAILPLANE)
Sailplane Type 메뉴는 Acro 모드와 비슷하지만 Sailplane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고급 기능이 있습니
다. 이 메뉴는 전원이 공급되는 전원 공급원과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전원 공급 장치 모두를 지원하
도록 설정됩니다. 일반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와 달리 sailplane 조종사는 스로틀 스틱을 사용하
여 플랩, 보조 장치 및 스포일러가있는 범선의 속도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로틀 스틱을 
Sailplane 관련 메뉴의 스포일러 스틱이라고합니다.



Wing
항공기에 맞게 5 개의 일반적인 날개 구성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두 서보 또는 그 이상의 날개 구성이 
선택되면 캠버 프리셋 및 캠버 시스템 메뉴가 모델 조정 목록에 포함됩니다.

Tail
V-Tail 애플리케이션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를 먼저 시도하고 반전 조합이 없으면 컨트롤 
서페이스가 올바르게 반응합니다. 다른 쪽을 시도해보십시오. V-Tail 옵션을 선택하면 모델 조정에서 
V-Tail Differential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Motor
Motor 드롭 다운 메뉴 버튼을 선택하여 모터 기능을 모든 컨트롤 스틱 또는 스위치에 할당하십시오. 범
선 유형의 모터 옵션은 기본적으로 억제됩니다.
모델 유형이 Sailplane으로 설정된 경우 모델 조정 목록의 믹싱 메뉴에서 네 가지 믹스가 활성화됩니다. 
에일러론> 러더, 에일러론> 플랩, 엘리베이터> 플랩 및 플랩> 엘리베이터.



AIRCRAFT TYPE (MULTIROTOR)
새 모델을 설정하는 동안 모델 유형에 대해 Multirotor를 선택하면 멀티 로터 항공기 유형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이 메뉴는 로터 및 카메라 마운트 축의 수를 정의하며 레이싱 드론 또는 항공 사진 
용으로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AP 모드는 항공 사진 멀티 로터의 고급 기능을 통해 조종사가 iX12
의 제어 스틱을 사용하여 다중 로터를 한 비행 모드로 비행하고 다른 모드에서 카메라를 제어 할 
수있게합니다.



Rotor type
멀티 로터의 로터 수를 선택하십시오. 
Camera
카메라 짐벌의 이동 축수를 선택하십시오.

FPV Racer
이 선택은 FPV Racer 모드 또는 AP 모드를 선택합니다. FPV Racer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다
중 로터 모델이 AP 모드에 있습니다.

• FPV Racer 모드는 11ms 작동으로 변경하여 스로틀 채널을 최적화하고 비행 모드 기능을 간
단하게 유지합니다.

•AP 모드는 각 비행 모드에 연결된 별도의 채널 입력 지정 메뉴를 포함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
하면 파일럿이 iX12를 AP 모드로 구성 할 수 있으므로 비행 모드를 변경하면 카메라 짐벌의 
입력 소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종사는 저속 비행을위한 비행 모드 1, 더 빠른 
비행을위한 비행 모드 2 및 다중 회전을 위치 유지 모드로 만드는 비행 모드 3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피치 / 롤 컨트롤 스틱을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팬 및 틸트 명령에 할당됩니다. 이 예에서 조종사는 처음 두 개의 비행 모드를 사용하여 항공
기를 조종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카메라 팬 및 틸트를 슬라이더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행 
모드에서 항공기는 GPS 기술 *을 활용하여 위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조종사는 멀티 로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카메라 짐벌을 안내하기 위해 피치 / 롤 제어 스틱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위치 파악을위한 GPS 기술은 iX12의 기능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 기능은 항공기 기내의 비행 컨트
롤러에 설치해야합니다.

경고: 
AP 모드는 복잡한 채널 할당 기능을 포함합니다. 비행을 실험하기 전에 모터가 분리 

된 상태에서 작동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FLIGHT MODE SETUP
비행 모드는 조종사가 다양한 스위치와 기능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비행 
모드를 사용하여 요율, 엑스포, 믹스, 오디오 경고 및 기타 기능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의 비행 모드를 정의함으로써 조종사는 여러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구성을 사용하여 항
공기의 성능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비행 모드는 하나의 스위치에 여러 개의 비행 모드를 포함 할 
수 있거나 하나의 스위치로 관리 할 수있는 3 가지 이상의 비행 모드를 정의하기 위해 다른 스위치와 
함께 연결할 수 있습니다. 비행 모드 설정은 파일럿이 지정된 스위치의 모든 조합에 어떤 비행 모드
가 할당되도록 구성 할 수있게합니다.
각 모델 유형 설정에는 사용되는 모드를 정의하는 기본 비행 모드 이름 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비행 모드의 음성 이름은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으로 편집 할 수 있습니다.



EXAMPLES OF FLIGHT MODE APPLICATIONS
Acro
비행기 조종사는 비행 모드를 활용하여 다른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고 비행의 다른 단계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모 비행기는 플랩이 몇도 정도이고, 엘리베이터 보상이
없고, 착륙 장치가 내려 가고, 낮은 속도로 이륙 할 수있는 비행 모드가 있습니다. 랜딩 기
어와 플랩 업, 높은 속도를 포함하는 크루즈 모드 및 노즈 휠 조향 서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다른 비행 모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러더 입력과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착륙을위한 
제 3 비행 모드는 완전히 펼쳐진 플랩, 착륙 기어 다운, 엘리베이터 보상 및 낮은 속도를 포
함할수있다. 
Helicopter
헬리콥터 조종사는 일반적으로 헬기에 공통적 인 고급 커브를 관리하기 위해 비행 모드를 
사용합니다. 비행 모드에는 거버너의 헤드 스피드 설정, 테일 자이로의 게인 설정, 스로틀 
및 피치 커브, 속도 및 엑스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스위치에서 이러한 모든 기능
을 사용하면 헬리콥터 조종사가



낮은 속도와 낮은 속도를위한 비행 모드 1, 중간 속도와 중간 속도를위한 비행 모드 2, 고속 비행을위
한 비행 모드 3이 있습니다. 각 기능을 정의하기 위해 다른 스위치를 요구하는 대신 비행 모드는 여
러 기능을 단일 스위치에 연결합니다. heli 시나리오에서 스로틀 커브와 거버너는 곡예 비행을 수행
하는 데 사용되지만 테일 게인에 따라 헤드 속도가 달라지며 헬리콥터가 응답하는 속도도 헤드 스
피드에 따라 바뀝니다. 모든 관련 기능을 비행 모드에두면 모든 기능을 해당 모드의 다른 설정과 올
바르게 작동하도록 조정할수있습니다.

Sailplane
SSailplane 조종사는 일반적으로 비행 모드를 사용하여 다양한 구성을 정의하므로 고성능 범선이 어
떻게 비행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급 sailplanes는 종종 여러개의 서보로 날개를 제
어하기 위해 복잡한 믹스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믹스는 조종사에게 다양한 기능과 연결된 비행 모
드를 선택할 수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조종사가 스로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포일러) 스틱은 시작 모드에서 아무 것도 제어하지 않습니다. 크루즈 모드에서는 제한
된 리플렉스 여행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Thermal 모드에서는 캠버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전체 스팬 플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랜딩 모드에서 스로틀 스틱을 움직이면 까마귀 믹스
를 배치 할 수 있습니다 (에일러론 업, 플랩 다운). 적정 비율 및 엘리베이터 보정 믹스 및 
기타 기능과 같은 다양한 옵션을 개별적으로 조정하여 비행 모드를 간단하게 선택하여 각 
유형의 비행에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USING FLIGHT MODE SETUP

최대 3 개의 모드에 대해 단일 스위치를 지정하십시오. 화면의 오른쪽을 위로 스 와이프하여 메
뉴의 맨 아래로 스크롤하고 TTS (text-to-speech) 비행 모드 이름을 변경하거나 현재 선택된 스위
치 위치를 다른 비행 모드로 다시 지정하십시오.



다른 스위치를 추가하면 비행 모드 할당 표에 더 많은 비행 모드가 추가됩니
다.

•스위치 1은 테이블에서 비행 모드 선택을 좌우로 움직일 것입니다.

•스위치 2는 테이블에서 비행 모드 선택을 위 또는 아래로 움직일 것입니다.

•가능한 경우 스위치 3 이 다른 비행 모드 그룹을 추가합니다. 이 스위치를 변경하면 비행 모
드 선택 사항을 위 또는 아래로 다음 옵션 그룹으로 이동합니다.



• Priority Switch는 테이블을 덮어 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스위치 위치는 항상 스위치입니
다(즉 위치불변). 이 위치는 스위치 1-3을 사용하여 지정 표에서 비행 모드를 선택합니
다. 다른 스위치 위치는 특정 비행 모드에 할당 될 수 있습니다.



HOLD (HELICOPTER)
홀드 (일반적으로 스로틀 홀드라고 함)는 조종사가주기 및 블레이드 피치 제어를 유지하면서 회 전
자 블레이드로의 동력을 제거 할 수있게 해주는 비행 모드입니다. Hold는 Flight Mode Setup 메뉴에
서 활성화되며 모델 조정, 스로틀 커브 및 피치 커브 메뉴에서 구성됩니다.



스로틀 홀드 기능을 사용하려면 홀드 스위치 드롭 다운 메뉴 버튼을 터치하여 원하는 스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Hold를 활성화할 스위치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비행 모드 설정에
서 홀드 모드가 활성화 된 후, 커브는 스로틀 커브 및 피치커브 메뉴에서 조정할 수 있습
니다.



SYSTEM SETTINGS
System Settings (시스템 설정) 메뉴는 화면 하단의 System Settings (시스템 설정) 버튼을 눌러 
기본 화면에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SYSTEM CONFIGURATION
System Configuration (시스템 구성) 메뉴는 파일럿에게 iX12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설정 옵션을 제공
합니다.

User Name
펜 키보드 ()를 터치하면 터치 키보드를 사용하여 텍스트 필드에 사용자 이름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DONE을 눌러 항목을 저장하고 구성 메뉴로 돌아가십시오.



Mode
모드는 컨트롤 스틱 배치 방식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조종사는 모드 1 또는 2를 사용하지만 네 가
지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드 2는 iX12 기본값이며 대부분의 북미 조종사가 선호합니다. 모드 
1 또는 3으로 변경하면 송신기 스틱 양쪽에 물리적 변경이 필요합니다. 스틱 레이아웃을 물리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물리 송신기 조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모드 변경이 적용되기 
전에 송신기의 전원이 켜져 있어야합니다. 그런 다음 비행 전에 송신기를 재조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보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Language
이 메뉴의 언어 변경은 Spektrum AirWare 응용 프로그램에서 언어를 변경합니다.
Tx Battery Alarm
배터리 잔량 경고의 기본값은 5 %입니다. 이 값은 드롭 다운 메뉴를 누르고 목록에서 원하는 값을 선택
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고 유형 및 음성 텍스트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Tx Inactivity Alarm
비활성 경고가 트리거되기 전의 시간과 경고 및 음성 텍스트의 유형을 정의하십시오.

RESET ALL MODELS
저장된 모든 모델을 지우고 기본 모델을로드하려면 Reset All Models 버튼을 누릅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시스템을 다시 시작한 후 다음 경고 화면으로 계속 진행하려면 길게 누
르십시오.



PRODUCT INFORMATION
제품 정보 메뉴에는 일련 번호, 지역, Spektrum AirWare 응용 프로그램 버전, 펌웨어 버전 
및 트랜스미터의 라이브러리 버전이 표시됩니다. 로그인하려면 REGISTER 
TRANSMITTER를 누르고 iX12를 등록하십시오.



CALIBRATION
보정 메뉴는 사용자가  아날로그 입력 장치 보장
(컨트롤 스틱, 슬라이더 및 손잡이)는 제대로 작동
합니다. 완료하려면 교정 절차, 모든 이동극으로 
제어하고센터. 화면에 그래픽이 표시됩니다.각 입
력의 표현. 그만큼 범위가되면 녹색 등이 켜집니다.
각 컨트롤의 움직임이 확인됩니다. 표시기가 녹색
으로 유지되도록 컨트롤을 중앙에 배치해야합니
다. 모든 표시기가 녹색이면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스틱모드 변경이 수행 될 때마다 보정이 
필요합니다.



PHYSICAL TRANSMITTER ADJUSTMENTS
iX12의 조정 포인트는 각 짐벌의 얼굴 주위에 있습니다. *이 배열은 뒤 표지를 제거
하지 않고도 빠르고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조정 :

• Mode Change 모드 변경

• Throttle Ratchet 스로틀 래칫

• Throttle Tension 스로틀 텐션

• Stick Tension 스틱 텐션

*
짐벌 조정 나사는 작은 고무 플러그로 덮여 있으며 스로틀 제한 스위치는 작은 플라스틱 뚜껑으로 덮여 
있습니다. 조정하기 전에이 덮개를 조심스럽게 제거하십시오. 고무 플러그는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없습
니다. 각 플러그가 제거 된 위치를 기록하고 그에 따라 교체하십시오.



TRANSMITTER MODE CHANGE
모드 2는 iX12의 기본 송신기 제어 모드입니다. 송신기는 모드 1, 3 또는 4로 변환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환에는 프로그래밍 및 기계적 조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변환은 다음 단계로 구성됩니다.

•프로그래밍 전환

•스로틀 래칫 변경

•짐벌 센터링 나사 조정

•스로틀 리미트 스위치 이동

•캘리버레이션 



PROGRAMMING CONVERSION
시스템 레이아웃, 시스템 구성 섹션을 참조하여 컨트롤 레이아웃 모드를 선택하십
시오. 모드 2와 4 또는 1과 3 사이를 변경하면 물리적 인 짐벌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
니다.



CHANGE THE THROTTLE RATCHET
1.두 짐벌에서 스로틀 스트랩 조절 나사를 찾으십시오. 래칫 셋트 스크류는 래칫 스로틀을 위해 짐벌
상의 톱니 모양 부분에 맞물림을하고, 인장 셋트 스크류는 짐벌상의 부드러운 장력을 위해 스트랩
을 맞물리게합니다.

2.스로틀 래칫을 사용하려면 작은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래칫이 걸릴 때까지 래칫 고정 나
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3.스로틀 래칫을 풀려면 작은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짐벌이 자유롭게 움직일 때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Ratchet 
set screws

Tension 
set screws



ADJUST THE GIMBAL CENTERING SCREW

모드 1과 2 사이 또는 모드 3과 4 사이에서 변경할 때, 짐벌 센터링 나사는 엘리베이터 짐벌에 센
터링 스프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양쪽 짐벌에서 조정하고 스로틀 짐벌에서 비활성화해야합니다.

1.작은 십자 스크루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짐벌 센터링 나사를 조이십시오. 나사를 조이면 
센터링 스프링이 해제됩니다.

2.작은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레버가 맞물릴 때까지 반대쪽 짐벌 센터링 나사를 풉니다.

Centering 
screw

Centering 
screw



MOVE THE THROTTLE LIMITING SWITCHES
스로틀 제한은 스로틀 짐벌에서 최대 이동을 제한하는 데 사용됩니다. 모드 1과 모드 2 사이 또
는 모드 3과 4 사이에서 변경할 때 제한은 스로틀 짐벌입니다.

1.스로틀 제한을 해제하려면 양쪽 모두를 트랙의 반대쪽으로 밉니다.

2.스로틀 제한을 사용하려면 두 트랙을 트랙의 반대쪽으로 밉니다.

Throttle limiting 
switch



CALIBRATION
모드를 변경 한 후 iX12의 전원을 껐다 켜십시오. 전원을 켜면 보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모든 컨트
롤을 극단으로 이동하여 가운데로 가져옵니다. 각 컨트롤의 범위가 승인되면 표시등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표시기가 녹색으로 유지되도록 컨트롤을 중앙에 배치해야합니다. 모든 표시기가 녹색
이면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STICK TENSION 
작은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조금 돌리면 스틱 장력이 조여지고 시계 반
대 방향으로 풀어 져 느슨해집니다.

주의: 스틱 장력이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조이지 않도록 나사를 돌리는 동안 항상 스틱 인장
시험을 수행하십시오.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이면 스프링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나사를 너무 멀리 
풀면 송신기에서 스프링이 빠져서 내부의 회로가 손상 될 수 있습니다.

Vertical spring 
tension

Vertical spring 
tension

Horizontal spring 
tension

Horizontal spring 
tension



THROTTLE STRAP ADJUSTMENT
iX12의 짐벌은 부드러운 장력 또는 래칫 스로틀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SMOOTH THROTTLE TENSION
1.스로틀 짐벌에서 스로틀 스트랩 조절 나사를 찾습니다.

2.작은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장력 조절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조이거나 반 시계 방
향으로 풀어 스로틀 장력을 조절하십시오.

Ratchet 
set screws

Tension 
set screws



RATCHETED THROTTLE
원하는 경우 부드러운 스로틀 스트랩을 풀고 작은 Phillips 나사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래칫 트
로틀을 조입니다.

1. 스로틀이 자유롭게 움직일 때까지 매끄러운 텐션 스트랩에 세트 스크류를 다시 넣으십시오.

2. 짐발과 맞 물릴 때까지 래칫의 고정 나사를 조입니다.

3. 고정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조이거나 반 시계 방향으로 풀어 라쳇 장력을 조정하십시오.

주의: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이면 스프링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나사를 너무 멀리 풀면 송신기
에서 스프링이 빠져서 내부의 회로가 손상 될 수 있습니다.



CONNECTING TWO iX12 TRANSMITTERS USING BLUETOOTH 
iX12는 Bluetooth를 사용하여 다른 iX12 송신기와 통신 할 수 있습니다.

1.두 송신기가 다른 Bluetooth 장치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2.두 송신기의 Android 설정 메뉴에 액세스하십시오.

3.두 송신기 모두에서 블루투스를 활성화하십시오.

4.하나의 송신기에서 사용 가능한 Bluetooth 장치 목록에서 다른 송신기를 선택하고 쌍을 선택
하십시오.

5.
Spektrum AirWare 앱에서 모델 파일을 내보내려면 모델 세부 정보 페이지의 확장 아이콘 () 아래
의 드롭 다운에서 내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블루투스를 선택하고 파일을 연결된 iX12로 내 보
냅니다. 연결된 iX12는 파일 전송이 완료되면 팝업 알림을 표시합니다.

6. iX12에서 모델 유틸리티 페이지의 확장 아이콘 () 아래의 드롭 다운에서 가져 오기를 선택합
니다. Bluetooth 폴더에서 가져온 파일을 선택하십시오.



문제 

문제 발생시 해결방법    
Possible Solution

예상 기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모델 유형 또는 항공기 
유형 설정

모델 유형 및 항공기 유형 설정이 
원하는 항공기에 맞는지 확인하
십시오.

Spektrum AirWare 앱을 찾
을 수 없습니다.

홈 화면에서 삭제되거나 이
동 된 바로 가기

앱 서랍에서 AirWare 앱을 선
택하고 옆으로 드래그하여 홈 
화면 중 하나로 이동하십시오.

배터리 측정기가 부정확하다.

배터리가 송신기 외부
에서 충전되었습니다 전원을 끄고 함께 제공된 USB 전

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여 트랜스 
미터에서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
하십시오.사용 중에 배터리가 완전

히 소모되었습니다.

발생 원인  



블루투스가 연결되지 않음

블루투스 장치가 검색 가
능한 모드에 없습니다.

연결된 장치를 검색 가능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iX12는 이미 다른 Bluetooth 장
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른 Bluetooth 장치와의 
연결을 끊으십시오. Bluetooth 
설정 메뉴에서 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해당 장치에 대해
FORGET을 선택해야 할 수 있
습니다

음성 보고서가 작동하지 않음
Android의 텍스트 음성 엔진
에 오류가 있습니다.

Android에서 설정 메뉴를 열고 시
스템에서 접근성을 선택한 다음
텍스트 음성 변환 출력을 선택하
십시오. 이 메뉴에서 Google 텍스
트 음성 변환 엔진이 설치되고 올
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
다.

시스템이 느리게 실행 중입니다. 타사 앱
타사 앱 수를 최소한으로 유
지하고 앱 알림을 사용 중지
합니다.



  바인딩중 항공기가 
바인딩되지 않습니다.

바인딩할때 조종기 너무 가까
이할 경우 

항공기에서 거리 좀 유지한 
곳에서 송신기를 움직여 항
공기 배터리를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십시오.

항공기 또는 송신기가 대형 금
속 물체에 너무 가까운 경우 

항공기 또는 트랜스 미터를 대형 
금속 물체에서 멀리 옮기십시오.

바인딩 포트에 바인딩플러그 
제대로 연결안될 경우  

바인드 플러그를 바인드 포트
에 설치하고 항공기를 송신기
에 묶습니다

비행 배터리 / 송신기 배터
리 충전량이 적을경우 배터리 교체 / 충전

송신기는 EU 버전이며 수신기
는 DSM2 방식인 경우 

iX12 EU 버전은 DSM2 수신
기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조종기로 바인딩후 
항공기에 연결안될
때 

연결 과정에서 항공기 근처에  
송신기를 너무 가까이할 경우 

항공기에서 수 피트 떨어진 
곳에서 움직이는 송신기를 
움직여 항공기 배터리를 분
리했다가 다시 연결하십시
오.

항공기 또는 송신기가 대형 금
속 물체에 너무 가까운 경우 

항공기 또는 조종기를 대형 금속 
물체에서 멀리 옮기십시오.

바인딩 포트 왼쪽에 바인드 
플러그가 설치된 경우 

전원을 껐다 켜기 전에 송신기
를 항공기에 다시 바인딩하고 
바인드 플러그를 제거하십시
오.

항공기가 다른 모델 메모리에 
바인딩되는 경우 

송신기에서 올바른 모델 
메모리 선택

비행 용 배터리 / 송신기 배터
리 충전량이 너무 낮은 경우 배터리 교체 / 충전

송신기가 다른 DSM 프로토콜을 사
용하여 바인딩되었을수있을 경우 송신기에 항공기 바인딩

손상된 원격 수신기 또는 수신
기 확장 장치일 경우 

필요한 원격 수신기가 연결되
어 있지 않습니다.



수신기는 송신기로부터 가까
운 거리에서 펠세이프  모드로 
들어갑니다

수신기 안테나 자르거나 손상될 경우 Horizon 대리점 문의 

메인 수신기와 원격 수신기
는 서로 너무 가까운 경우 

최소 2 인치 (51mm) 이상 떨
어져있는 거리로  메인  수
신기와 원격 수신기를 설치
하십시오

작동 중 수신기가 응답을 멈 
춥니 다.

낮은 배터리 전압 비행용 배터리 충전 

배터리와 수신기 사이의 와이
어 또는 커넥터가 느슨하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배터리와 수신기 사이의 전선과 
연결을 점검하십시오. 전선 및 / 
또는 커넥터 수리 

수신자가 바인딩을 잃습니다.
송신기 전원이 켜지기전에 바
인드 버튼이 눌려 있는 경우 

바인딩 지침을 수행하여 바인딩 
다시 바인딩

착륙시 수신기가 천천히 깜
박임 (DSM2에만 해당)

비행 중 수신기의 전력 많이  
손실되는 경우 

배터리 전압 확인

시스템의 전원이 켜지고 연결되면 송
신기의 전원을 끄지 않고 수신기의 전
원이 꺼지는 경우 

수신기의 전원이 꺼지면 송신기
의 전원을 끄십시오



비행 기록은 많은 수의 페
이드, 손실 또는 화물창 또
는 항공기가 통제에 불규
칙하게 응답함을 등록합
니다.

신호 수신 불량
향상된 RF 신호 경로 다양성을
위한 원격 수신기 재배치

전자 피드백
서보 또는 모터 시스템에서 (변
속기)ESC 또는 수신기에 대한 
피드백을 확인하고 정지하십시
오.

저전력

기내 시스템에 의한 항공기 전력 
소비를 점검하고 배터리 전력을 
늘리거나 전력수요를 줄이십시
오. 모든 항공기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
기 항공기에 설치된 BEC가 전력 
수요에 적합한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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