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이 세팅만 하면 어디에나 사용.

- 기존 수신기를 사용하므로, 특별한 성능개선 없음. - 방송장비 등의 고신뢰성 장비에 사용하는 최고급 방식

   수신기 감도저하를 최소화하여 기존 감도에 많이 떨어지지 (수신 감도)     수신감도 안정화 및 외부영향 배제
    주파수매칭.

  삽입하여 적용은 가능하지만, 서보제어에 한계가 있음. - 감도제어용으로 별도의 한 개 채널을 점유하지 않음.

  으로서, 외부의 큰 전자파 임펄스 유입시 오동작 가능.           반도체 구동방식           반도체 구동방식   큰 전자파 임펄스에도 오동작 없음.

   (구매후 변경 불가능)  또는 Lipo 중 택일 7.4V LiPo 모두 가능

     영향을 받아 전체기능에 문제발생 가능성 있음.
     (특성관리가 어려움)

(부하공유 방식) (active stand-by 방식)
     안전한 비행 계속 가능.
     탑재가능

  하는 것이 가능함. 다 보      배정하여 사용.
     각 서보그룹에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서보지정가능

- 기본적으로 필요한 옵션들을 구매하면 훨씬 높아짐. ₩700,000

     분석기능 등 비행안전 기능은 전혀 없으며, 업그레이드도 불가능하다.

POWER BOX 40/24 SC-12 항   목 DDR 수신기
장 단 점 기능 및 특성 기능 및 특성 장 단 점

- 조종기의 종류에 따라 전용 수신기를 구매해야 함. Futaba 또는 JR
전용 수신기 사용 조종기 메이커 의존성 조종기 메이커에

관계 없음.
- Futaba, JR, Multiplex, Hitec 등 조종기 종류에 관계

- 일반 메이커의 수신기를 반드시 연결하여 사용해야 함.
- 노콘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음.

없음 전파수신 기능 다이버서티
듀얼수신기 내장

- Futaba/JR PCM 1024, PPM 모두 수용
- 수신 에러율 0%에 근접

- 정품 수신기 사용와 Ferrite 디커플링에 의해 연결되므로,
   않는 감도를 유지하지만 다이버서티 방식과는 비교 않됨.

일반적 수준 조종신호 수신성공율 고품질, 고감도

◆조종기 메이커 정품수신기보다 뛰어난 감도와 성능
◆다이버시티 수신방식에 의한 수신전파 사각지대 극소화
◆수신회로에서 서보 구동회로까지 완벽한 회로 매칭으로
◆주파수 정밀 튜닝기능으로 계절변화에 관계없이 최상의

- 기존 수신기와 POWER BOX 입력단 사이에 자이로를 없음 자이로 기능  내장 자이로 1개(옵션)
외장 자이로 추가가능

- 자이로의 출력을 임의의 서보에 무제한 적용 가능.

없음 GPS 기능 내장 GPS(옵션)   3차원 비행정보 수집/기록으로 위험지역, 경우 분석
  푸쉬버튼에 의한 펄스 이벤트 감지/랫치(플립플롭) 방식 전압 센서 및

 (별도 추가 구매해야 함)
메인 전원 스위치 전류 센서 및  "Remove before flight" 태그의 전류감지 방식으로

  NiCd/NiMH 또는 LiPo 버전 중 택일하여 구매. 6.0V NiCd / NiMH Batt. 7.2V NiCd / NiMH,   프로그램에서 배터리 종류 선택 지정
◆ Battery 한 개에 단락성의 결함이 발생하면 다른 쪽도
◆ 동일한 대용량 배터리 2개 1세트 사용함.

Load Sharing Battery Backup Master / Slave
◆ 결함발생 배터리의 회로는 완전히 배제(격리)시키므로
◆ Master는 대용량 1개, Slave는 1회 비행용 소용량 1개

7 ch Channel 숫자 10 ch (수신기 기능)
3개 채널 서보 다중배정 가능 채널 10개 채널

- 3,4,5번의 3개 채널에만 각각 4개씩의 서보를 배정 4개 중서보채널의 최대 서 8개 (그룹설정 가능)
◆ 10개의 모든 채널에 채널 마다 8개의 서보를 임의로
◆ 채널마다 2개의 서보그룹을 형성할 수 있고,

- 별도의 페라이트 코어 필요 YES 서보케이블 신호보상 YES - 별도의 페라이트코어 (노이즈 제거용) 불필요.
20 A. max. 서보에의 최대 공급 전류 20 A. max.

5.9V 서보에의 공급 전압 6.0V
- 수신기, GPS, 자이로 등 모든 옵션 제외한 중량. 149 g + 알파 중 량 175 g - 풀옵션일때의 중량 (수신기, GPS, GYRO 포함)

- "Futaba R-149DP + PowerBox"의 구성일때 최소비용임. ₩266,000 x 2 +
       = ₩1,232,000

소요비용 ₩740,000  DDR수신기 기본형

◆ 가격은 훨씬 높으면서도  전파사각지대 방지기능(Diversity 기능)과 비행데이터
◆ DDR 기본 시스템에 비해 눈에 띄는 장점이 없다.

비    고  저렴한 비용으로 획기적으로 안전하고 막강한 100% 신뢰성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http://www.jetae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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