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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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의 최고 성능 발휘를 위하여 제품 사용시 아래 그림과 같이 송신기 안테나를 약 90도
꺾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사용에 앞서
Hitec의 새로운 Adaptive 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AFHSS) 2.4GHz 시스템을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용 설명서는 Optima 시리즈 수신기의 전반적인 사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용
전 매뉴얼을 끝까지 읽어보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A/S 및 고객지원 서비스
Hitec 고객지원 서비스
Hitec 고객지원을 향한 문은 전화, 이메일,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항상 열려있습니다. 본사의 영업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8:30 ~ 오후 6시까지 이며, 영업시간 이후에는 이메일을 통해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tec 인터넷 홈 페이지
저희 Hitec에서는 인터넷 홈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ww.hitecrcd.co.kr 이며 언제든 방문해
주십시오. 제품의 스펙 혹은 라인업뿐만 아니라 A/S, 기술지원 문제 등을 질문하실 수 있으며, 타
사용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하고 기술적인 답변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풀레인지 AFHSS 2.4GHz 옵티마 시리즈 수신기

Receiver Model

Size

Weight

Stock Number

Optima 6
Optima 7
Optima 9

1.65 x 0.82 x 0.44in (42 x 21 x 11.4mm)
2.24 x 0.82 x 0.44in (57 x 21 x 11.4mm)
1.89 x 1.12 x 0.44in (48 x 28.5 x 10.60mm)

0.52oz (15g)
0.60oz (17g)
0.77oz (22g)

28410
28414
2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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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53번지(주)하이텍알씨디코리아
우편번호: 363-883 직통전화: 043-717-2114
* A/S 관련 제품 발송 시 정확한 제품의 증상 및 고객님의
성함, 주소 및 연락처를 적은 메모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수신기 연결 도표

OPTIMA 6
- SPC연결 방법은 2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Note

전동(EP)기체 연결방법 (ESC적용 모델)
전동기에 Optima 수신기를 적용 시 아래의 그림과 같이 ESC로 부터 나오는 전원을 스로틀 포트에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BEC가 내장된 ESC가 아닐 경우 별도의 수신기 전원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1
4

OPTIMA 7
OPTIMA 7
DATA

SERVO

5
1

4
3

하이텍 고객만족 센터

수신기 배터리 저 전압 경고
- 비행 중 수신기의 배터리 전압이 부족할 경우 사용자에게 즉각 경고음을 통해 착륙을 유도하는
기능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2페이지 참조)
점퍼(Jumper)
- 점퍼는 SPC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수신기 전원을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제품으로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시고, SPC기능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점퍼를 뺀 후 동력용 전원을 이 자리에
연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점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서보 및 수신기: 4.8~7.4V 수신기 배터리 연결 혹은 ESC 직접 연결
- 수신기 전용: 4.8~35V SPC단자 직접 연결 (서보용 별도 전원 필요)
- 최대 전류 소모량: 190mA

온라인 카페
국내에 운영되는 여러 R/C 카페에는 많은 값진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Hitec의 직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며,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소중한 의견을 항상 열린 귀로 듣고 있으며 성실하게
대답해드릴 것입니다.
유/무상 보증 수리(A/S) 관련
대부분의 Hitec 제품은 특별히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품 이상으로 인한 부분에 한해 무상으로
보증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A/S 센터의 고도로 훈련된 담당자들이 제품의 하자 발생시
판단하여 수리 혹은 교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품 수리를 위해선 먼저 Hitec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A/S관련 질문을 올려주신 후 답변에 따라 본사, 혹은 A/S 센터로 제품을 보내주시면 성심 성의껏 수리하여
완벽한 상태로 돌려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페일-세이프 설정
- 비행 중 송수신이 끊겼을 경우 서보 및 수신기에 연결된 각종 장비들을 사용자가 지정한 설정으로
잡아주는 기능. (자세한 설명은 2페이지 참조)

Optima 시리즈 수신기 제품사양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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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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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 9

SPC

SERVO

Supplementary
Power Connection (SPC)

ESC

SERVO

Boosted Omni Directional
Antenna (BODA)

사용 가능한 송신기
- Hitec 2.4GHz AFHSS 기술이 적용된 모든 제품은 오직 Hitec의 2.4GHz 양방향 제품과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SERVO

Telemetry System

2. 수신기 안테나는 엔진, 모터, 금속 부품 혹은 높은 전류가 흐르는 곳 옆에 놓여져서는 안됩니다.
3. 다수의 고성능 디지털 서보를 사용 시, 수신기의 SPC기능을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SPC기능을 사용하실 경우 고 부하 상태에서도 리시버에 안정적인 전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SPC 기능을 사용하시지 않을 경우 매 비행 시 완충된 수신기용 배터리를 사용을 권장합니다.
4. 비행지역의 전파 상황에 따라 센서 스테이션 사용 시 수신기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확인에 약간의
지연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Optima 시리즈 수신기 사용시 반드시 Hitec 정품 “S” Heavy Duty High Channel Switch를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SERVO

Adaptive 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 Technology

안테나 권장 사용 위치

SERVO

HITEC OPTIMA Series
Receiver Instruction

1.기능 설정 버튼 / 링크 버튼
- 모듈과 수신기의 링크 작업 및 페일-세이프/홀드 모드 변경을 위해서 사용됨
2. LED (파란색 과 빨간색으로 이루어 진 듀얼 LED)
- 모듈의 현재 상태와 프로그램 진행상태를 표시
3. 서보 전력/신호 출력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연결 단자
- Optima 시리즈의 양 측면 혹은 한쪽의 측면에 위치한 이 단자는 수신기의 전원, 서보의 전원
및 신호출력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SPC 전원 입력 단자
- Optima 수신기는 기본 4.8V 부터 최대 35V의 입력전압으로 구동가능 합니다.
- SPC로 수신기는 동작이 되나 서보는 별도의 서보 동작용 전원이 필요합니다.
- (4.8~7.4V, 4셀/5셀 NiMH/NiCd 배터리)
5. 양방향 센서 및 시스템 단자
- 이 연결단자는 HPP-22 PC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여 제품 업그레이드 및 설정에 사용됩니다.
- 추후 제공되는 온보드 센서 스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기체정보의 입력이 이 단자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Optima 6는 지원하지 않음)
6. 안테나
- Optima 시리즈의 안테나는 양방향 송/수신이 가능한 안테나입니다. 이 안테나의 최적의 성능을
위해서는 1페이지의 warning과 같이 주위 금속제품 및 높은 전류가 흐르는 제품 옆에 설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Motor

니트로(GP)/가솔린 기체 연결방법
4셀/5셀 NiMH/NiCd 배터리를 아래와 같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송수신기의 스캔모드 와 노말모드

OPTIMA 7
SPC
BAT/CH7

CH1
CH2
CH3
CH4

2.4GHz

Telemetric ADAPTIVE

LINK

AFHSS

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

CH5

Engine

SERVO

SERVO

CH6

2.4GHz 7 Channel Aircraft Receiver

LED

SERVO

DATA

SERVO

SERVO

Hitec의 Spectra 2.4 모듈과 Optima 시리즈 리시버는 두 가지 다른 동작모드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노말모드와 스캔모드가 그것이며 각 기능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SERVO

Receiver
Battery

스캔모드 (Scan Mode)
- 스캔모드에서는 매 번 전원을 켤 때 마다 지역 내에 사용이 가능한 모든 주파수를 검색하게 됩니다.
- 주파수를 검색 후 잡파가 없는 가장 깨끗한 주파수를 골라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스캔모드로 비행 중 송수신기간에 통신이 1초 이상 두절되면 수신기는 자동으로
홀드모드 혹은 페일세이프 모드로 전환이 되며, 이럴 경우 반드시 송수신기 모두 전원을
Caution
껏다 켜주셔야 합니다.

SPC (Supplementary Power Connection) 시스템
Hitec만의 특별한 SPC 기능은 수신기의 전원공급을 동력용 배터리(최대 35V)에서 직접 연결해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로 인해 시스템 과 부하 등으로 수신기가 멈추는 현상을 없애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센서스테이션을 통해 기체 추락 시 GPS위치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 위치파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새로 출시되는 서보 중 7.4V까지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보들을 연결하여 사용하실
경우 4셀/5셀의 NiCd나 NiMH Battery 혹은 2셀 LiPo 배터리를사용하여 별도의 전원을 공급해주십시오.
SPC 시스템은 추후 발매될 Hitec의 양방향 시스템과 함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Note 양방향 제품에 관련된 소식은 Hitec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됩니다.

OPTIMA 7

CH4

Telemetric ADAPTIVE

FREQUENCY HOPPING
AFHSS SPREAD
SPECTRUM

CH5

SERVO

BEC

Power Battery

a. 송신기에 모듈을 연결한 후 모듈의 버튼을 누른 후 전원을 켭니다. 전원이 들어온 후 버튼을 놓아주면
빨강 LED에 불이 들어오며 탐색모드에 들어가며 수신기를 찾습니다.
* Aurora 9의 경우 모듈을 연결한 후 모듈의 버튼을 누른 후 전원을 넣고, 화면상의 Transmit
“Yes”의 아이콘을 눌러 준 뒤 버튼을 놓습니다.
b. 수신기의 버튼을 누른 상태로 전원을 넣은 후 버튼을 놓으면 빨강 LED에 전원이 들어오며 탐색모드에
진입합니다.
c. 연결이 되면 모듈과 수신기 모두 빨강 LED에 불이 들어오며, 모듈의 파랑 LED가 깜박이며 연결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d. 수신기와 송신기의 전원을 모두 차례대로 꺼주신 후 송신기와 수신기의 순서로 전원을 켜주시면
연속 4회의 부져와 함께 연결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e. 이 때 모듈과 수신기의 빨강 LED만이 점등되며 노말모드로 연결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페일-세이프 설정 방법
a. 송신기와 수신기를 차례대로 켭니다.
b. 수신기의 버튼을 약 6초간 누르면 LED가 꺼지며 페일-세이프/홀드 설정모드에 진입합니다.
c. 버튼을 놓아주면 파랑, 빨강 LED가 번갈아 가며 깜박이며 페일-세이프 세팅모드에 들어갔음을
표시합니다.
d. 버튼을 놓는 순간부터 약 5초간 LED가 깜빡이며 시간이 갈수록 깜박이는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때 송신기의 스틱과 각종 스위치를 이용 페일-세이프 위치를 지정해주십시오.
(엔진 아이들, 전동 모터의 경우 전원 차단 각 조종면 중립, 에어브레이크 작동 등)
e. LED의 깜박임이 멎는 순간 페일-세이프 값이 자동 저장됩니다.
f. 수신기, 송신기의 순으로 전원을 끄신 후 송신기, 수신기의 순서로 전원을 다시 켜 주십시오.
g. 송수신기 연결 및 각 조종면의 정상 작동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일-세이프 정상 셋팅 테스트
a. 송신기의 스틱을 페일-세이프 값이 아닌 다른 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송신기의 전원을 끕니다.
이때 기체의 각 조종면이 위에 지정한 페일-세이프위치로 이동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페일-세이프 기능이 작동 하는데 까지 약 1초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홀드 모드 설정 방법
a. 송신기와 수신기를 차례대로 켭니다.
b. 수신기의 버튼을 약 6초간 누르면 LED가 꺼지며 페일-세이프/홀드 설정모드에 진입합니다.
c. 버튼을 놓아주면 파랑, 빨강 LED가 번갈아 가며 깜박이며 페일-세이프 세팅모드에 들어갔음을
표시합니다.
d. 버튼을 놓는 순간부터 약 5초간 LED가 깜빡이며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때 버튼을 한번 더 눌러주시면
페일-세이프 기능은 꺼지며, 홀드 모드로 자동 전환 됩니다.
e. 수신기, 송신기의 순으로 전원을 끄신 후 송신기, 수신기의 순서로 전원을 다시 켜 주십시오.
f. 송수신기 연결 후 각 조종면의 정상 작동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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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말모드상태에서의 링크(ID세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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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SERVO

SERVO

SPC

SERVO

SPC 시스템 사용시 연결방법
DATA

노말모드(Normal Mode)
- 공장에서 제품 출하 시 노말 모드 세팅으로 출하됩니다.
- 일반적으로 노말모드로 부팅을 하면 스캔모드 대비 시간이 짧으며, 사용이 용이하여 일반적인 경우
노말 모드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 비행 중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전원이 꺼졌다 켜졌을 경우 빠른 연결이 되며,
바로 동작이 가능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 송수신기 페일-세이프기능으로 항상 설정해주시기 바라며, 대인, 대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엔진의 경우 엔진 아이들, 전동 모터의 경우 전원 차단 각 조종면 중립, 에어브레이크 작동 등의
설정을 추천합니다.

Motor

링크(ID-세팅)
Hitec의 AFHSS 2.4GHz 시스템은 암호화된 주파수를 주고 받습니다. 암호화된 주파수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서로 ‘링크(동기화)’를 시켜야 하며, 이렇게 링크가 한번 된 송수신기는 동작 중 어떠한 다른
송신기도 간섭현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한 개의 Spectra 2.4 모듈에 여러 개의 Optima 수신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각 모델당 한 개의 모델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소비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모듈과 수신기 콤보 세트 구입 시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말 모드로 기본
링크가 설정 되어있습니다. 스캔모드로 사용을 원하실 경우 노말모드 스캔모드 전환 설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스캔모드의 LED설정은 전원을 넣었을 때 모듈과 수신기 모두 파랑, 빨강 두 개의 LED가
켜집니다.
Note - 노말모드의 LED설정은 전원을 넣었을 때 모듈과 수신기 모두 빨강 LED만 켜집니다.
- 다수의 Optima 수신기를 사용 시 둘 중 하나의 모드로 설정하여 연결하여야 합니다.

스캔모드상태에서의 링크(ID세팅) 방법
a. 송신기에 모듈을 연결한 후 모듈의 버튼을 누른 후 전원을 켭니다. 전원이 들어온 후 버튼을 놓아주면
빨강 LED에 불이 들어오며 탐색모드에 들어가며 수신기를 찾습니다.
* Aurora 9의 경우 모듈을 연결한 후 모듈의 버튼을 누른 후 전원을 넣고, 화면상의 Transmit “Yes”의
아이콘을 눌러 준 뒤 버튼을 놓습니다.
b. 수신기의 버튼을 누른 상태로 전원을 넣은 후 버튼을 놓으면 빨강 LED에 전원이 들어오며 탐색모드에
진입합니다.
c. 연결이 되면 모듈과 수신기 모두 파랑, 빨강 LED에 동시에 불이 들어오며, 곧바로 모듈의 파랑 LED가
깜박이며 연결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d. 수신기와 송신기의 전원을 차례대로 꺼주신 후 송신기와 수신기의 순서로 전원을 켜주시면 연속 2회의
부져와 함께 연결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e. 이 때 모듈과 수신기의 파랑, 빨강 LED가 점등되며 스캔모드로 연결되었음을 알려줍니다.

Note

- 바인딩은 반드시 4.5미터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송수신기 간에 최소 40Cm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전원을 켜야 초반 양방향 송수신이
원활해집니다

Note

- 만약 페일-세이프 기능이 꺼질 경우 저장해놓은 값은 지워집니다.
- 페일-세이프 세팅 값은 매 비행 전 검사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방향 통신 시스템
Hitec의 2.4GHz 시스템 중 하나인 Spectra 2.4와 Optima 시리즈 수신기는 양방향 통신기능을 제공합니다. 추가
기능은 HTS-SS세트를 통해 제공되며, Hitec의 2.4GHz AFHSS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수신기 전압 모니터링 및
수신기 저 전압 경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I. 수신기 배터리 저 전압 경고
Optima 시리즈 수신기에 배터리를 연결하고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연결된 배터리의 상태를 인지합니다.
(NiMH, NiCd중 4셀 혹은 5셀을 인지합니다.)
LiPo 배터리의 경우 HPP-22를 활용 사용자의 배터리 크기에 따라 저 전압 경고 레벨을 알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의 전압이 안전할 경우(4셀>4.5V, 5셀>5.6): 특이사항 없이 동작합니다.
- 배터리의 전압이 낮을 경우(4셀<4.5V, 5셀<5.6): 파랑 LED에 불이 들어오며 빨강 LED가 빠르게
깜박이며, 연속된 3회 경고음이 울리며 수신기 전압이 낮음을 경고합니다.
- 저 전압 경고가 울리면, 최대한 빨리 기체를 착륙시키십시오.

페일-세이프/홀드 모드 전환 설정
페일-세이프 기능은 비행 중 어떠한 이유로 통신이 끊긴 순간으로부터 1초 후 작동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미리 지정해 놓은 포지션으로 각 서보 및 장치를 작동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만약 페일-세이프 기능이 설정이 안되어있다면, 홀드기능이 설정되어있으며, 홀드기능은 통신이 끊긴
순간으로부터 1초 후 작동됩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받은 정보를 유지하여 각 서보 및 장치의 위치를
고정하는 기능입니다.

보다 많은 양방향 통신 시스템들이 출시될 예정이며, Hitec의 웹사이트를 통해 발매될 제품들의
상세한 내용을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Warning

- 2.4GHz 시스템에 다수의 HV(High Volt)서보를 함께 사용하실 경우, 충분한 배터리
용량을 확보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비행 전날 완전 충전된 배터리를 사용하십시오.
매 비행 후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