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DR SYSTEMS 이란 ?

1. 시스템의 개요

1) 개요 

Dual Receiver 시스템은 현행 전파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형항공기, 특히 대형

아크로배틱기, 노이즈에 민감한 가솔린기, 속도가 높은 제트기,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UAV

실험기 등에 적용되어 조종 신뢰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2) 수신기 구성  ( 10 채널 - 20 서보 수신기)

2. 주요기능 설명

1) 유해 전자파 / 통신 안전규격 인증

강화된 유럽 CE 규격, 미국 통신규격 FCC 인증획득,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됨.

2) 정교한 주파수 매칭 및 튜닝

 - 72Mhz 전채널 사용가능 - 크리스털의 교환이 필요없는 DDS(디지털 직접 신데사이저) 방식

 - 1쌍의 독립된 더블컨버젼 수퍼헤테로다인 고감도 수신회로

 -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에 의한 정교한 주파수 튜닝으로, 온도/전압에 의한 주파수 편차를 상쇄

 - 정확한 주파수 튜닝만으로도 신뢰성 및 조종 통달거리 대폭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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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도의 수신감도

 - 시장에 현존하는 제품 중 가장 높은 수신감도 및 선택도, 노이즈 리젝션(S/N ratio) 구현

4) 노이즈 방어대책

 - 고도의 Noise Immunity 성능으로 타 제품보다 우수한 RFI, 외래 노이즈(가솔린 엔진 점화노이즈 등) 차단.

5) JR SPCM1024, Futaba PCM 1024 대응

 - 기존의 3rd party 제품들과는 달리 최신 전파통신 규격에 완벽 대응.  기존의 PPM 방식도 가능.

6) 빠른 처리속도 및 스위칭

 - 16-bit 고속프로세서와 Digital RF회로 채용으로  1/10,000 초 이내에 신호데이터 품질 비교 및
    수신회로/안테나 자동전환 실현.

7) 대용량 파워공급

 - 최대 20A까지 서보에 전류를 공급하므로, 강력 디지털 서보를 모두 탑재하고도 안정된 동작

 - 메인 배터리는 대용량으로, 스탠바이 배터리는 1~2회 비행용 중형으로 구성가능.

 - 7.2 volt NiMH 또는 7.4 volt LiPo (2S) 전지 사용가능.

 - 배터리 상태표시 외부에서 감시가능,  추가로 고휘도 LED 장착하여 비행중 관찰가능.

8) 대용랑, 내진성 전원제어스위치 회로

 - P-channel MOSFET 회로 채용으로 고성능, 저손실 스위칭 실현

9) 전자동 멀티서보 커브 매칭

 - 한 개의 타면에 여러 개의 디지털 서보를 사용하면, 완전 자동으로 엔드포인트, 커브 매칭을 수행함. 

 - 값비싼 서보 프로그래머 불필요

10) 폭넓은 적용 범위

 - 대형 글라이더, 대형 아크로배틱기, 대형 패턴기, 스케일기, 제트기, 헬리콥터 등 안전에 민감한 분야

11) 매력적인 가격

 - 100만원 이상을 들여도 실현하기 어려운 기능을, 경제적인 가격에 간단히 완벽히 구현가능.

12) 플래시 메모리에 비행정보 저장

 - 내장 플래시 메모리 및 추가 SD/MMC 메모리스틱(최대 512Mb)에 고품질 비행정보 완벽 저장

 - PC와 USB port로 연결되어 데이터 송수신

 - PC에서 2차원 및 3차원 그래프로 표시, 분석가능

 - 비행정보의 종류 :   (기본 1시간 : 내장 플래시 메모리 사용시, 48시간 이상 연장가능)

배터리 전압변동/선택, 모든 서보의 포지션, 수신신호강도 (10회/초), 유효 제어신호 및 무효(Fail Safe)

제어신호, 사용된 안테나, 수신회로 간의 절체(change over)절차 이력,  온도변이, 전류변화(1,000회/초) 

GPS 옵션 사용시 : 비행 시작점 기준으로 비행스피드, 위치, 고도, 거리, 비행경로 등등의 정보 (1회/초)

13) Firmware OS 자동 업데이트

 - Internet 에서 다운로드 받아 SD/MMC card에 저장한 뒤 수신기에 꽂으면 자동 업그레이드 됨.

14) 송신기와 무관한 채널배정

 - 송신기 채널설정과 무관하게 사용자 마음대로 서보채널 및 서보숫자 배정, 임의의 믹싱기능 부여.

15) 무한에 가까운 수퍼믹싱기능

 - 매우 간단하게 한눈에 보면서 마음껏 다양한 믹싱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수퍼믹싱 기능.

 - 채널에 제한없이 어느 채널이나 마음껏 믹싱하고, 동조(synchro)하고, 프로그램 가능함.

16) 고도의 페일세이프 기능

 - 모든 채널마다 임의의 페일세이프 설정가능.   비행중 세팅값을 시험해 볼 수도 있음.

17) 서보라인 신호 보상 기능

 - 대용량 / 대전력 서보라인을 별도의 노이즈필터(페라이트코어 등) 없이 아주 길게 사용할 수 있음.

 - 시그널 프로세서와 노이즈 제거 회로로 모든 서보라인의 노이즈 제거, 신호를 보상하여 명료하게 함.

제품문의 : 제트에어로모델링 (담당자 : 이태영)
Web Site : http://www.jetaero.co.kr
E-mail : younglee@jetaero.co.kr
Tel  : 011-315-7714, 032-343-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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