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텍 2 시리즈 터빈 엔진 매뉴얼 한글 번역본 v1.1

제트 터빈 엔진의 저변 확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문 매뉴얼을 한글로 번역하였습니다.

번역 : 알바트로스 김용진
감수 :  알바트로스 회장 이승현
도움 주신 분 : 알바트로스 정진호, 알바트로스 이동호

매뉴얼에 대한 의견이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letter.dsyi@gmail.com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약어 ******************||
●

ECU : 엔진 컨트롤 유닛(Engine Control Unit)

●

EGT : 배기 가스 온도(Exhaust Gas Temperature)

●

FADEC : ECU와 같은 의미의 약어(Full Authority Digital Engine Control, 전기능 디지털 엔진
제어장치)(역주 : 이전 세대 엔진의 ECU를 FADEC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

GSU : 지상 지원 장비(Ground Support Unit, 그라운드 서포트 유닛, 터치스크린장비), 킹텍 2시리즈
엔진의 GSU는 지상에서 ECU와 접속하여 사용합니다. 대화면 터치스크린 LCD를 탑재하고 있어 터빈
파라미터의 설정과 세팅 및 트러블 슈팅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2시리즈 GSU는 킹텍 2시리즈
ECU에만 호환됩니다.

●

RX : 수신기.

●

TX : 송신기.

●

UAT : 유니버셜 에어 트랩(Universal Air Trap). 이 장치는 연료가 연료탱크로부터 연료 라인에 들어갈
때, 혼입될 수 있는 공기를 차단하여, 연료펌프로 기포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장치로, 터빈의
플레임아웃(flameout:연소정지)와 연료 펌프의 트러블을 미연에 방지해 줍니다.

●
.

 μs(=편의상

us로 기재) : 마이크로 세컨드=100만분의 1초=10의 6승 분의 1초, 1000us=1ms=0.001초

||****************** 역주 ******************||
의미 전달상 왜곡을 줄이고자 영문 그대로 발음 또는 해석, 혼용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의 확인을 위해 원문을 꼭 참고하여 주십시오.
●

프라이밍(원문 매뉴얼에는 약자 “P”로도 표기하기도 함) : 점화, 시동, 뇌관의 의미, 정상 동작을 위한
일종의 준비 단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트러블 슈팅 : 문제 해결

이전 버전과 다른 새로운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킹텍 2 시리즈 엔진에는 세가지 새로운 장치가

추가되었습니다.
●

새로운 킹텍 2 시리즈 엔진은 검은색으로

아노다이즈징 된 알루미늄 소재의 셀프 프라이밍(자동 시동)
연료펌프, 알루미늄 마운트 브래킷, 프라이밍 밸브가 추가
되었습니다.
-  펌프는 상태 확인을 위한 LED가 통합된 커넥터가
  장착되었습니다.
-

3가지 서로 다른 사이즈의 펌프가 있습니다.
i) KP-500V - K-60, K-80, K-100, K-120.
ii) KP-600V - K-140, K160.
iii) KP-800V - K-180, K-210.

-

펌프 모델명 끝의 “V”는 프라이밍 밸브(Valve)를 장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V”가 없는, 프라이밍 밸브가
없는 모델은 시코이 이씨유(Xicoy ECU)를 사용하는 터빈을 위한 펌프입니다.

-

(참고 : K-45는 프라이밍 기능이 없는 MTH 펌프를 사용합니다. 셀프 프라이밍 밸브가 없는 KP-500,
KP-600, KP-800 펌프는 시코이 이씨유(Xicoy ECU)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킹텍 2 시리즈 ECU는 케이스가 아노다이징

처리 되어 있고, 새로운 마운팅 브래킷과 간결해지고 라벨
표기가 된 온도 및 RPM 커넥터와 케이블이 포함됩니다.

-

P-밸프, 펌프 프라이밍 - 엔진 스타트 시, 버너가 켜져

있을 때, ECU가 셀프 프라이밍(자동 시동)을 위해 연료
펌프를 동작시킵니다. 통합되어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닫음으로써 펌프 계속해서 동작하게 됩니다.

-

온도 센서 페일 세이프는, 온도 센서가 터빈 동작 중 고장나더라도, 엔진이 계속 회전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오토-리스타트(Auto-restart:자동 재시동) 모드는 자동 재시동과 글라이더 모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연료 및 가스 밸브 오류 탐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터빈 동작 중 송신기가 꺼지면 터빈의 후열(Cool down, 쿨다운, 터빈 정지 전 과정)과 오토
셧오프(auto-shut off, 자동 정지)로 들어갑니다. 이 혁신적인 기능은 터빈의 후열(Cool down, 쿨다운) 시
송신기 배터리의 소모를 줄여줍니다. 수신기 배터리의 불필요한 소모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터빈의
후열(Cool down, 쿨다운) 이후 수신기와 송신기의 전원을 끄는 것을 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후열(Cool down, 쿨다운) 과정을 완료한 이후 ECU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

ECU Summary data(ECU 요약 정보)에는 가장 최근 동안 발생한 네 번의 터빈 운용 데이터가 저장되며,
이를 GSU(Ground Support Unit, 지상 지원 장비, 그라운드 서포트 유닛, 터치 스크린장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빈의 동작 중 발생한 여러 데이터의 최소, 최대, 평균, 크리티컬(critical, 위험) 값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트러블 슈팅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ECU Turbine Log data(ECU 터빈 기록 정보)는 최근 네 번의 운용 데이터를 수평 스크롤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크리티컬(critical, 위험) 데이터는 구분이 되는 색으로 다른 값들과 함께 표현됩니다.

●

새로운 킹텍 2시리즈 GSU(Ground Support Unit, 지상

지원 장비, 그라운드 서포트 유닛, 터치스크린장비)는 밝은
대화면의 터치스크린으로 RC 기체 내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

GSU는 벨크로로 쉽게 탈착이 가능하도록 기체 내에

탑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차 후 발생할 문제해결에 보다
편리할 것입니다. 또한 탈착이 편리하도록 케이블의 길이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엔진 소개
축하합니다.
귀하께서는 방금 터빈 설계와 제조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킹텍 터보 제트 엔진을 구입 하셨습니다.
우리는 귀하께서 이 새로운 터빈 엔진과 몇년이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사후지원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www.kingtechturbines.com 에 귀하의 엔진을 등록하여 주십시오.
명백히 모형용 터빈 엔진은 그 위험성 - 명백한 즐거움 뿐만이 아니라 - 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킹텍
엔진은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테스트와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엔진을 사용하기에 앞서, 이 매뉴얼을 숙지하여 주십시오. 엔진의 전체적인 사용법과, 운용 과정, 엔진과 관련된
기자재의 사용법을 익히십시오.
엔진을 설치하는 법과 동작하는 법을 단계적으로 익히십시오. 무언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다시 매뉴얼을
참고하시고, 어려우시다면 우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십시오.
이 매뉴얼을 읽기 전에는 엔진을 동작시키지 마십시오. 운용 과정 상의 세세한 점을 모두 파악하신 후 엔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킹텍 엔진을 한 번 사용해 보신다면, 킹텍 엔진의 얼마나 뛰어난 신뢰성 가지고 있는지 느끼실 것입니다.
몇몇 숙련된 RC 파일럿들은 자신들이 피스톤 엔진을 오래 다루어 왔으므로, 터빈 엔진도 쉽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할 것은, 이 것은 진짜 제트 엔진 입니다. 피스톤 엔진과는
다른 제트 엔진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학습, 유지 보수가 필요 합니다.
모형용 터빈 엔진의 역사와 개발에 더 알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Gas Turbine Engines for Model Aircraft(by Kurt
Schreckling) 과 Model Jet Engines(by Thomas Kamps) 라는 두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들은 다음의
정보로 구입해 보십시오.
Traplet Publications
Traplet House
Severn Drive
Upton upon Severn, Worcestershire ISBN 0 9510589 1 6
United Kingdom WR8 0JL ISBN 0 9510589 9 1
(역주 : 아마존 구입시 가격에 유의, 여러 셀러의 가격을 비교 바랍니다.
https://www.amazon.com/Gas-Turbine-Engines-Model-Aircraft/dp/0951058916/ref=la_B0034PFPH6_1_1?s=b
ooks&ie=UTF8&qid=1507630557&sr=1-1
https://www.amazon.com/Model-Jet-Engines-Modellers-World/dp/190037191X/ref=sr_1_2?s=books&ie=UTF8
&qid=1507630629&sr=1-2
https://www.amazon.com/Model-Jet-Engines-Modellers-World/dp/0951058991/ref=sr_1_1?s=books&ie=UTF8
&qid=1507630629&sr=1-1
)

안전 예방책
항상 터빈 엔진과의 최소한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엔진 앞 뒤로 5미터, 엔진 좌우로 8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소화기를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CO2(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추천합니다.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에 대한 예방책으로 귀마개를 사용하십시오.
일단 터빈의 시동이 걸리고 나면, 에어 인테이크(공기 흡입구)에 손을 절대 가져다 대지 마십시오. 굉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어 순식간에 빨려들어가 손가락이 절단될 수 있습니다. 제트 엔진은 항상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에어 인테이크(공기 흡입구)에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물질이 혼입될 경우, 노즐에서
높은 속도로 튀어나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작동 전, 반드시 모든 부품이 제자리에 정상적으로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터빈 주변과 동체에 에어
인테이크에 빨려 들어갈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물질이 터빈에 혼입되면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며,
이는 사후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몸견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터빈이 동작 중 발생하는 열에 대해 항상 주의하십시오. 터빈의 케이스와 노즐의 온도는 섭씨 450~500도 까지
올라가며, 배기 가스의 온도(EGT)는 섭씨 750도를 상회합니다.
약 5%의 터빈 전용의 승인된 오일을 적절히 연료와 배합하여 사용하십시오. 비 발암성(non-carcinogenic)으로
특별히 제조된 킹텍 스페셜 블렌드 합성 오일(KingTech Special Blend with Synthetics) 또는 지역 공항에서 구할
수 있는 MIL-PRF-23699 터빈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환기가 되지 않는 실내 또는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터빈을 동작시키지 마십시오.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 예를 들어 건조한 기후의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비행 역시 자제하십시오. 화기 규제가
있는 곳에서 터빈을 동작시키지 마십시오.
절대로 터빈 모형 기체를 인구가 밀집한 곳이나 주택가에서 띄우지 마십시오.
정품이 아닌 부속이나 타 사의 부속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엔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고 :
터빈은 덕트에 비해 높은 속도에서 추력 감소가 작기 때문에, 터빈 기체는 덕트팬 기체에 비해 더 높은 속도를
냅니다. 시속 약 322km(시속 200마일(mph)) 이상을 내기 때문에, 눈깜짝할 새 귀하의 눈 앞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에서 플러터 유입이나 서보 메커니즘 등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 추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스로틀 조절이 터빈 기체에는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풀파워 스로틀은 이륙이나 수직 기동등
특정 기동에서만 사용하기 바랍니다. AMA 비행 규정에 따르면 비행 중 어느 때라도 시속 약 322km(시속
200마일(mph))이하여야 하며, 이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체크 리스트
●

터빈 시동 전 점검 사항

-

ECU 배터리가 충전이 되었는 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안전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십시오.

-

소화기를 준비 하십시오.

-

연료 라인과 필터를 점검하십시오. 이 부분은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료 라인의
꼬임이나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

연료 탱크의 공기 구멍(fuel tank vent)이 막히거나 공기 통로에 방해받지 않도록 확인하십시오.

-

연료 탱크에 연료를 주입하십시오. 주 연료 탱크와 헤더 탱크(header tank, 보조연료탱크)가 모두 가득차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테스트 펌프를 이용하여 연료 라인을 연료로 씻어 내십시오. 이 때 연료가 터빈에서 넘치지 않도록 유의
하십시오(테스트 펌프로 연료 라인을 씻어 내는 과정은 초기 세팅에만 필요합니다. 주 펌프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

수신기를 켜십시오.

-

기체의 인테이크에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위치시키십시오.

-

브레이크를 켜시면, 이제 시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

터빈 정지 후 점검 사항

-

바람이 부는 곳에 기체를 두십시오. 브레이크를 켜고, 터빈을 정지시키십시오.

-

후열 과정(냉각, 쿨링모드)이 끝난 후(약 2분 소요), 수신기를 끄십시오. 우리의 새로운 ECU는 착륙 후
즉시 후열(냉각, 쿨링모드)이 가능하여 적절한 온도까지 터빈의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이 경우 수신기의
전원을 끄더라도 후열과정이 진행됩니다.

-

만약 터빈이 후열 과정(냉각, 쿨링모드)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매뉴얼의 “터빈의 정지와 냉각 28”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연료와 오일
 킹텍 엔진은 디젤, 1-K 케로신(등유), Jet-A1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료에는 킹텍 스페셜 블렌드 또는
합성 터빈 오일을 5%로 반드시 섞어야 합니다(역주 : 5%가 무게비인지, 부피비 인지 명시되지 않음, 난방용
등유는 2-K 등급 케로신이므로, 터빈에는 적합하지 않음). 약 5갤런의 연료에 1쿼터의 오일을 섞으면 됩니다.
 에어로쉘 500(Aeroshell 500)과 모든 2행정 오일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경우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연료 계통
 연료 튜브를 니플에 삽입할 때 약간 열을 가하면 쉽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중 루프 안전 튜브(Double looping
safety wire) 또한 사용해야 합니다. 니플에서 튜브를 제거할 때에는 빼지 마시고 삽입된 부분을 잘라버리십시오.
튜브를 자를 때 니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피스코(Pisco)나 페스토(Festo) 퀵 릴리즈 사용시
튜브 바깥쪽에 오일을 조금 발라주어 기밀 유지를 도모하십시오. 퀵릴리즈에서 튜브를 뺄 때에는,  앞쪽 링을
누른다음, 튜브를 살짝 민 후 당겨 주십시오.
 항상 가솔린용 스토퍼(stopper, 연료통 뚜껑)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실리콘 스토퍼는 부풀어 오르거나 샙니다.
  필터를 조립할 때, 오링이 삐져나오거나 잘못 위치하지 않도록 유의 하십시오. 오링을 설치할 때, 오링
마운트에 약간의 오일을 바르고 오링을 수직으로 밀어넣으십시오. 이 방법은 기밀 유지와 기포 유입 방지에
도움이 되며, 연료계통 문제로 인한 추락을 방지해 줄 것입니다. 연료필터 몸체를 기체에 단단히 부착하여
고정하지 마시고, 약간 움직일 수 있도록 느슨하게 고정하십시오.
 엔진이 풀 스로틀로 돌아갈 때, 특히 펌프로부터 엔진으로 가는 연료라인을 점검하여 보십시오. 연료에 기포가
많이 생긴다면, 연료 라인 피팅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튜브와 피팅 부분을 점검하십시오.
반드시 연료통에 과도한 압력이 차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반드시 재급유 시에 밸브를 잠궈 두십시오.
연료통의 벤트가 막히지 않도록 확인하시고, 연료 공급 라인에 쉽게 확인이 가능한 수동 밸브를 사용하여,
연료가 엔진에 시동전에 공급이 되는 경우를 피하셔서, 엔진이 시동 전에 연료로 젖어있게 하지 마십시오.

UAT(Ultimate Air Trap, 얼티메이트 에어 트랩, 기포 제거 장치)
엔진과 연료 탱크 사이에, UAT사용을 추천합니다.
킹텍은 자사의 BVM UAT나 동급의 에어트랩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다이어그램에서 본 바와 같이, 연료 펌프와
터빈 사이에 필터를 항상 사용하십시오. 펌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이물질이, 터빈의 솔레노이드 밸브의
동작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료필터를 사용하십시오.

펌프와 엔진의 준비 과정
시동 전, 연료 펌프와 연료 라인에 밸브를 열고 펌프를 수동으로 동작시켜 라인 내부에 연료를 채워야
합니다(연료 펌프 테스트 시에도). 이를 위해 GSU(터치스크린장비)에서 “TEST”를 선택하여 “6 of 9” 또는
“6/9”에서 “Test Pump”를 실행하십시오. 이 테스트는 연료 밸브를 열고 펌프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ON” 버튼을 눌러 펌프 회전이 원하는 만큼 올라가는 지 확인하십시오. 이 경우 낮은 전압에서도 펌프가
동작하며, “#1 ON” 버튼을 더 누르면 회전수가 더 올라갑니다. 원하는 회전수까지 도달하는지, 그리고 “#1 ON”
버튼을 마지막 단계까지 눌러 최대 회전수 에 도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후 “#2” 버튼을 눌러 펌프 전원을
끄십시오.
매우 중요함 :
펌프 테스트는 터빈이 꺼진 상황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연료 라인이 정상적으로 장착된 상태에서 연료
펌프 테스트가 진행된다면, 터빈이 연료로 젖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테스트 직후 터빈을 동작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펌프 테스트 모드에 들어가기 전, 터빈에 꽂힌 연료 라인을 뺀 후, 연료통이나 리턴 탱크에 꽂아 두고, 연료 펌프
테스트를 끝낸 후 연료 라인을 터빈의 제자리 위치에 장착해 주십시오.
연료 계통 다이어그램

터빈의 장착
두 조각으로 이루어진 알루미늄 마운팅 브래킷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로우 플러그(점화 플러그) 작은 브래킷
사이에 잘 위치하도록 터빈에 장착하십시오. 이는 트러스트 각도에 따른 엔진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글로우 플러그는 반드시 수직축 상단 부근에 위치하여야 합니다(엔진을 앞에서 보았을 때 상단부를 기준으로
회전축을 따라 ±75˚ 범위내에 있어야 합니다). 제공되는 마운팅 스크류와 와셔를 이용하여 엔진을 확실히
고정하십시오.

터빈 장착 시 유의점
F-16과 같이 에어 인테이크(공기 흡입구)가 동체 아래에 있는 기체의 경우, 이물질이 터빈에 유입되어 터빈
블레이드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스트레이너(strainer, 여과망, FOD)을 터빈 앞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과망의 메쉬(mesh) 사이즈는 격자 한폭이 약 0.06인치(1.524mm)가 되어야 합니다.
킹텍은 FOD(여과망)을 옵션 액세서리로 제공하며, 터빈을 보호하기 위해 FOD 사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역주
: 킹텍에서는 여과망 사이즈 별 FOD를 판매하고 있음).

연료 펌프의 설치

새로운 방식의 데이터 커넥터

터빈에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의 데이터 커넥터는 손으로 쉽게 꽂고 뺄 수 있으며, 안전 걸쇠가 있어 터빈 동작 중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위의 가장 왼쪽 사진과 같이 검은색 연질의 플라스틱 부분을 투명한 안전 걸쇠 아래에
위치시키면 커넥터가 터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커넥터를 터빈에서 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부분을 뒤쪽으로 후퇴 시킨 다음, 위의 가장 오른쪽 사진과 같이 위치시킨 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 커넥터를 뺄 수 있습니다.
ECU의 배선

위의 사진은 ECU와 터빈, 펌프, 수신기, GSU(터치스크린장비) 와의 배선 연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성에
유의하십시오. 터빈과 ECU를 잇는 커넥터는 오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홈이 있습니다.

ECU 배터리(미포함)
F 또는 G 시리즈 터빈에 부착하는 ECU, 스타터, 점화플러그, 연료펌프, 연료밸브 등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3셀 LiFe 배터리 또는 7셀의 NiMH 배터리가 필요하며, 용량은 2000~5000mAh 정도가 적당합니다. 시동과
후열(쿨다운)을 포함한 1회 비행당 배터리 소모량은 약 300~350mAh 입니다. ECU 배터리는 용량의 80% 이상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재충전 해 주어야 합니다.
배터리 충전시, ECU와 연결된 상태에서 밸런스 단자를 사용하여 충전하지 마십시오. ECU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ECU와 전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또한 GSU(터치스크린장비)에서 배터리 사용량 모니터 기능을 리셋하여 주십시오.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를
연결한 후, GSU(터치스크린장비)의 “Info” -> ”Battery”를 클릭하시고, “+”를 눌러 주십시오. 이 과정은 GSU에서
배터리의 누적 사용 용량을 초기화해 줍니다. 따라서 배터리 교체시 마다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20%이하로 되기 전에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충전하여 주십시오.
주의 : 만약 완충된 새 배터리를 장착 후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GSU(터치스크린장비)에서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십시오. 3셀 LiFe 배터리는 최대 10.8V까지 올라가며, 이경우 “Voltage Overload”(전압과부하)라는 에러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경우 “Trim Down”으로, 스타터 모터를 약 5초간 가동하여 적정전압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LiPo 또는 LiHV 배터리 사용시 특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ECU에 대한 설명
ECU는 터빈을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입니다. 주된 기능은 터빈의 시동과 동작 시, 연료펌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ECU는 배기온도 및 스로틀 입력과 터빈 회전수를 측정하여 동작에 반영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설정한 파라미터를 반영하여 터빈이 정상 동작 범주에 들어있도록 하며, 터빈의 비정상적인 동작을 감지하여
페일세이프 셧다운 기능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 ECU에는 RPM센서, 온도센서,
스로틀 서보 입력신호, 연료펌프를 위한 전원단자, 연료펌프의 프라이머(점화)밸브, 스타터, 글로우 플러그,
연료밸브, 배터리, 터빈에서 오는 데이터 케이블 등이 결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처리하며
GSU(터치스크린장비) 또는 PC에 정보를 표시합니다.
ECU에서 측정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온도(EGT)

-

배터리 전압

-

배터리 소모전류

-

스로틀 펄스 폭(PWM)

-

터빈 RPM

-

터빈 가동 시간

-

외부 아날로그 센서(에어스피드 센서)

특징 :
-

RPM 입력 : 250,000 RPM까지 측정 가능한 자석센서 탑재

-

1000℃까지 측정 가능한 K타입 열전대(써모커플) 탑재

-

펌프, 글로우 플러그, 스타터 모터를 위한 8192단계(13비트)의 PWM 컨트롤 기능 탑재

-

선택이 가능한 스타터 모터 전원 탑재

-

클러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전자식 브레이크가 내장된 스타터 탑재

-

글로우 플러그 손상 감지 내장

-

글로우 플러그 파워 조절 가능

-

외부 온도에 따른 배터리 성능 변화에 상관없이 글로우 플러그 파워를 조절 가능

-

엔진 사용 시간 기록 기능 내장

-

PC 연결용 RS232 또는 USB 인터페이스 별도 구매 가능

-

0.5초 단위로 52분 까지 기록이 가능한 블랙 박스 기능 내장

-

수신기-송신기 간의 연결 끊어진 노콘 횟수 기록 기능 내장

-

배터리 사용량 카운터(mAh단위) 기능 내장(배터리 교체 시 리셋 필요)

-

ECU와 연결된 모든 장치의 테스트 기능 내장

-

P-밸브, 펌프 프라이밍(시동) - 시동 과정 중, 버너가 켜진 후 ECU는 연료펌프에 내장된 솔레노이드
밸브를 닫음으로써 연료 펌프에 자동 점화 과정을 시작합니다.

-

온도센서에 따른 페일세이프 기능을 활성화/비활성화 선택 가능합니다.

-

자동 재시작 모드에는 터빈의 자동재시작과 글라이더모드가 있습니다.

-

연료 및 가스 밸브 에러 감지 기능 내장

            -     송신기를 끄면 터빈의 후열(쿨다운) 이후 자동 터빈 멈춤 기능 내장

ECU의 세팅
모든 설정과 측정은 GSU(Ground Support Unit, 지상 지원 유닛, 터치스크린장비)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GSU는 작은 데이터 단말기로써, 밝은 화면과 터치스크린을 지원합니다. GSU와 ECU를 처음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로고 화면이 짧게 지나갑니다.

다음 대쉬보드(Dashboard) 화면에는 주요 정보가 나타납니다.

화면 어느곳이나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홈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이 화면이 홈 화면입니다. 스크롤 하여 하단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송신기와 같이 생긴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Next” 키를 눌러 “RC Learn”(RC학습) 메뉴에 들어가십시오(역주 : RC 학습이란 ECU와 송수신기 간의 스틱
범위, EXP(익스포넨셜) 등을 입력해 주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Learn R/C : 송수신기와 ECU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적절한 페일세이프 설정을 위해 다음 과정을 진행하십시오.
1) JR, 스펙트럼, 제티 호환 송수신기의 경우, 송신기를 켜고 스로틀 리버스 항목이 노말(normal)이고,
트래블(travel)이 100%인지 확인한 후, 스로틀 스틱과 트림을 모두 내리고 송신기를 끄십시오.
      1a)  후타바 호환 송수신기의 경우, 스로틀 채널 리버스 항목을 리버스로 맞춘 후, 1)의 과정을 수행하십시오.
      2) 스틱과 트림을 모두 내린 상태에서 송수신기를 바인딩 하십시오.
      3) GSU(터치스크린장비)의 화면을 아무곳이나 터치하여 홈 화면으로 가십시오.

5) “Radio”(송신기 모양 아이콘)를 터치하십시오.

6) “RC-Learn”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4> Next” 키를 터치하십시오.

주의 : 이 화면을 통해 ECU로 입력되는 스로틀 값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퍼센트로 나타내는
스로틀 포지션이 0%를 표시하면 (트림, 조종기 스로틀 스틱 모두 최하)  엔진이 정지합니다. 100% 표시하면
트림, 스틱 모두 최고값에 위치하며, 10~30% 사이에서 아이들링합니다(트림은 낮추고 스틱은 올린 상태).
7) “<2>” 를 눌러 “RC-Learn” 기능을 시작하십시오.

8) 아래와 같이 스로틀 최대 레인지(풀스로틀)를 설정해 줍니다. 송신기의 스로틀 스틱과 트림을 최대로 올리고
“<2>”를 터치하여 저장합니다. 이 때 GSU 화면 상단에 “Transmitter 3/6”, “Stick Up(Full)”, “Trim Up” 등 문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아래와 같이 스로틀 최소 레인지(엔진 정지)를 설정해 줍니다. 송신기의 스로틀 스틱과 트림을 최소로 내리고
“<2>”를 터치하여 저장합니다. 이 때 GSU 화면 상단에 “Transmitter 4/6”, “Stick Down(Stop)”, “Trim
Down(Stop)” 등의 문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아래와 같이 스로틀 스틱은 낮추고 트림은 높여 아이들 지점을 설정해 준 후, “<2>”를 터치하여 저장합니다.
이 때 GSU 화면 상단에 “Transmitter 5/6”, “Stick Down(Idle)”, “Trim Up” 등의 문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아래와 같이 “<4>” 키를 터치하여 “HALF EXPO”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기본값과 추천 익스포넨셜 스로틀
커브의 추가 정보를 참고하셔서 적절한 값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송수신기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새 펌프를 1~2시간 정도 사용하여 길들이기가 되면(연료 펌프의
브러시드 모터 브레이크-인), 아이들 값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경우 “RC-Learn”를 재실행하여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적절한 스로틀 세팅이 되게끔 하십시오.
“RC-Learn” 과정이 끝난 후, 첫 시동에서 유의점 : ECU가 아이들링 RPM을 안정화시키도록 충분히
기다리고(최대 1분 정도), 이후 풀스로틀 테스트에서 기체가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잡으십시오.
풀스로틀에서도 GSU를 통하여 피크 RPM을 확인하고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또한 풀 스로틀 이후,
정상 아이들 RPM으로 잘 내려오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이 과정을 2회 이상 몇차례 더 반복하십시오.
주의 : “Cooling Down”(쿨링 다운)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 “RC-Learn” 과정을 완료한 후 언제라도 쿨링
다운 에러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ECU에 꽂힌 케이블의 연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케이블이
제자리에 장착되었는지, 접촉불량은 없는지, 극성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리스타트(재시동) 기능의 세팅
리스타트 기능은 기본값이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리스타트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이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장단점들과 한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 재시동 기능의 장점은 일시적으로 연료 공급에
문제가 있어 터빈이 원활히 동작하지 않을 때, 다시 터빈을 돌게 해 줍니다.  따라서 연료 공급 계통의 연속적인
문제로 인한 엔진 꺼짐은 자동 재시동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락 시, 자동 재시동
기능으로 인해 ECU는 계속해서 터빈의 시동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는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
재시작 기능은 약 15초가 소요되며, 그 후 엔진은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익면하중이 큰 비행기의 경우
15초는 엔진 재시작을 위해 활강하기 충분한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지 사항 :
리스타트(재시동) 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책임에 대해서 감안해야 합니다.

리스타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먼저, 대쉬 보드 아무 곳이나 터치하십시오.
리스타트 기능은 세가지 세팅이 있습니다. Off(끄기), Restart(리스타트), Glider(글라이더).
“Off”일 경우, 리스타트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Restart”를 선택하면 일시적으로 연료 공급에 문제가 있을
경우 ECU가 자동 재시동을 시도합니다. “Glider”를 선택하면 조종자가 엔진을 끌 수 있으며, 터빈 온도가 섭씨
150도 이하로 떨어지면 재시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3>” 키를 터치하여 리스타트(Restart)를 선택하십시오.

“<1>”키를 터치하면 리스타트 모드가 꺼지고, “<2>” 키를 터치하면 리스타트 모드가 켜지고, “<3>”키를
터치하면 이전 메뉴로 되돌아 가며, “<4>”키를 터치하면 다음 메뉴로 갑니다.
아래의 화면은 “<2>” 키를 터치하여 리스타트 모드가 켜진 상태입니다(RESTART ON 문구 확인).

“Glider”모드(글라이더 모드)를 켜기 위해서는 “<2>”키를 반복해 누릅니다. 녹색 창에 “ReStart MODE”를
확인하십시오. 이후 메뉴에서 나가기 위해 “<4>”키를 터치합니다.

스로틀 커브
제트 엔진의 추력 곡선은 익스포넨셜(지수) 그래프와 같은 양상을 가집니다. 최대 RPM 대비 절반 정도의
RPM에서는 최대 추력의 ¼ 정도를 냅니다. 높은 아이들 RPM값을 사용하는 작은 엔진 또는 항력이 크고
추력비가 작은 기체에서는 스로틀 스틱의 마지막 ⅓ 정도에서 스로틀 변화가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이 경우
0~2/3지점까지의 스로틀 변화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최근의 디지털 방식 조종기에서는 기체에 따라 스로틀
커브를 직접 조절할 수 있지만, 킹텍 ECU에서는 보다 단순화 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다음 세 가지의 스로틀
커브를 제공합니다.
FULL EXPO : 선형 RPM 비례, 기본적 설정이며 이전 버전의 모든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된 커브 입니다.
추력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며, 대형 엔진이나 추력비가 큰 기체에 추천합니다. 낮은 스로틀에서 택싱
콘트롤이 쉽습니다.
LINEAR : 선형 추력 비례, 스로틀 세팅이 조종기 스로틀 스틱과 비례하여 추력을 내게 됩니다. 스로틀이 중간
이하의 낮은 경우 보다 높은 해상도를 가집니다.
HALF EXPO : 위 두가지 커브의 중간 정도 되는 세팅입니다. 킹텍 터빈 출고시 세팅이며, 이 커브가 위 두 커브
세팅보다 더 킹텍 엔진에 적합한 설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께서 이 세팅이 마음에 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테스트/정보 기능(Test 및 Info 메뉴 기능)
ECU는 스타트 모터, 글로우 또는 버너 플러그, 펌프와 솔레노이드 밸브 모두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들
테스트 스크린은 ECU가 “Trim Low” 상태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즉, 송신기로부터 터빈의 정지 신호를 받는
상황과 같은 상태에서만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키를 터치하여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으며,
“<2>” 키를 눌러 테스트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펌프를 테스트할 때에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펌프 테스트
시에는 연료가 넘쳐 터빈을 젖게 만들어, 다음 시동시 핫 스타트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시
펌프의 동작은 시코이(Xicoy) ECU와는 다른데, “<1>” 키를 연속적으로 눌러야 펌프의 연료 흐름이 증가합니다.
이전 모델들은 이러한 펌프의 연료 흐름 조절이 없었습니다.
●

몇몇 LiFe 충전기는 10.7V 넘게 충전이 되므로, ECU가 “Over Voltage”(과전압)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스타터 모터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배터리를 약간 방전하여 전압이 적정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테스트 기능을 시작하기 위해 대쉬보드의 터빈 휠 모양 아이콘을 터치하여 홈 화면으로 가십시오.

다음과 같은  홈 화면에서 “Test” 아이콘을 터치하여 테스트를 시작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테스트/인포(Test/Info) 페이지 1에서는 터빈의 총 사용시간이 분으로 표시되며, 마지막 사이클
시간(초,s), 사이클 횟수가 표시됩니다. 주의 : 이 숫자는 오버홀 시 0으로 초기화 됩니다(25시간 간격).

아래와 같이, 테스트/인포(Test/Info)의 페이지 2에서는 마지막으로 동작했던 터빈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온도,
RPM, 펌프 펄스 폭(PW)을 표시합니다.

아래와 같이, 세번째 페이지에서는 ECU의 제조일자와 펌웨어 버전이 표시됩니다.

아래와 같이, 네번째 페이지에서는, 스타터 모터를 테스트 합니다.

아래와 같이, 다섯번째 페이지에서는, 글로우 플러그(점화 플러그)를 테스트 합니다.
“<1>”을 터치하면 테스트가 시작되며, “<2>”를 터치하면 테스트를 종료 합니다.

아래와 같이, 여섯번째 페이지에서는, 연료 펌프를 테스트 합니다.
“<1>”을 터치하면 테스트가 시작되며, “<2>”를 터치하면 테스트를 종료 합니다.

아래와 같이, 일곱번째 페이지에서는, 가스 밸브를 테스트 합니다.
“<1>”을 터치하면 테스트가 시작되며, “<2>”를 터치하면 테스트를 종료 합니다.

아래와 같이, 여덟번째 페이지에서는, 연료 밸브를 테스트 합니다.
“<1>”을 터치하면 테스트가 시작되며, “<2>”를 터치하면 테스트를 종료 합니다.

아래와 같이, 아홉번째이자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최종적으로 터빈의 시동을 테스트 합니다.
“<1>”을 터치하면 테스트가 시작되며, “<2>”를 터치하면 테스트를 종료 합니다.

터빈의 시동과 운용
항상 테스트 베드에서 모든 세팅과 동작을 확인한 후, 기체에 장착하십시오. 테스트 베드에서의 엔진 테스트는
귀하께서 엔진에 익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ECU의, 현재 버전 소프트웨어의 엔진 자동 시동 기능은 단 하나의 수신기 채널만을 사용하여 전체 엔진의
동작을 조절합니다. 자동 시동을 시작하기 위해 아래 과정을 따라주십시오.
●

트림을 천천히 올리십시오. “Ready”(준비)라는 문구가 GSU(터치스크린) 화면에 뜰 것입니다. 트림과
조종기 스틱을 아이들 위치로 생각되는 곳 까지 올리십시오. 트림이 “stop”(정지) 위치에 오면,
GSU(터치스크린)에서 “Trim low”(트림 낮음)으로 읽어들일 것 입니다.
스로틀 스틱이 아이들보다 높으면, GSU에서 “StickLo!”(스로틀스틱 낮춰!)라고 표시됩니다.

●

GSU화면에서 “Ready”(준비)가  표시되면, 조종기의 스로틀 스틱을 1/2이상 증가시킨 후, 다시 아이들
위치로 돌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시동하기 위한 준비가 끝납니다. * F 와 G 모델 터빈은, 스로틀 최대일
때, 스타터 모터와 터빈이 물려지는 것에 대한 경고 알람이 없으며, 간단히 수동 쿨다운(Cool down)을
하십시오.

주의 : 오토 스타트(자동 시동)과 오토 리스타트(자동 재시동)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단계 1(Stage 1, 스테이지 1)
●

ECU에서 버너의 플러그에 전원을 인가하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플러그가 달아오르면, 스타터가 천천히
돌기 시작합니다(소프트 스타트). 이 과정에서, 글로우 플러그에 문제가 있으면 GSU에서 “Glow
Bad”(글로우 나쁨)라고 표시되며, 최소 RPM에 2초 이내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GSU에서는 “start
bad”(시동 불량)라는 메시지를 띄웁니다. 이와 같은 문제 발생시 자동 시동은 취소됩니다.

●

점화 - (주변온도+섭씨4도) 터빈의 회전수가 점화 최대 회전수를 넘기면, 스타터가 분리되고 점화를
위한 연료가 공급됩니다. 버너의 연료 솔레노이드에서 나는 독특한 짤깍 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연료
펌프의 맥동이 들릴 것입니다. 연료가 버너에 주입되기 시작하면 높은 “피피피”하는 소리가 날 것입니다.

●

예열 - (섭씨 72도까지) 주변 온도보다 2~4도 이상 올라가면, 예열 단계를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노즐에 불꽃이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불꽃이 관찰되면 트림을 낮춰 예열 과정을 중지하고, 예열
연료량을 줄이거나 예열 RPM을 높이십시오. 예열은 섭씨 72도까지 천천히 온도를 올리게 됩니다.

단계 2(Stage 2, 스테이지 2)
●

스위치 오버(Switch over, 스위치 전환) - (섭씨 200~300도 까지) 이 과정은 주연료를 공급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노즐에서 약간 노란빛이나 푸른 빛이 도는 불꽃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단계 3(Stage 3, 스테이지 3)
●

주연료 공급(Fuel Ramp) - 종종 팝콘 튀는 듯 하는 소리와, 노랗고 푸른 불꽃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버너 밸브가 닫히고, 펌프와 스타트 모터가 터빈을 아이들 상태로 가져갑니다. 적정한
RPM과 온도에 도달하면, 통제권을 조종기에 넘겨줍니다.

■

단계별 온도를 유의하여 관찰하십시오. 특히 단계 1의 점화와 예열 단계에서
유의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터빈이 연료로 젖은 상태로 점화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

GSU(터치스크린)의 장착할 때, GSU와 엔진 동시에 관찰하기 좋은 곳에 GSU를
장착하십시오. 시동 과정 중 연료 누출, 노즐 불꽃 등을 관찰해야 합니다.

주의 : 오토 스타트(자동 시동)과 오토 리스타트(자동 재시동)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시동에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기술 지원을 요청하기 앞서 본 매뉴얼을 포함하여 GSU등의 정보들을 잘
살펴 보십시오. 그래야만 기술지원을 받더라도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터빈의 정지와 냉각
어느 순간이라도 엔진을 정지하고 싶으면, 트림을 “Off”(끄기) 위치로 내리면 터빈은 꺼집니다. 터빈이
정상동작단계(Running, 아이들 이상의 RPM으로 회전할 때)에서 터빈을 끄면, ECU에 의한 냉각(Cooling, 쿨링)
과정이 시작될 수 있으며, 스타터 모터를 이용해 배기온도(EGT)가 적정해 질 때까지 터빈이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 냉각과정은, 트림을 올리면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

엔진이 핫(hot, 뜨거운, 정상동작을 위해 열이 적당한)상태(배기온도(EGT)가 (정상동작) 최소 온도보다
높은 경우)에서는 직접 자동 시동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ECU가 섭씨 100도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냉각 사이클을 행합니다.

엔진이 꺼지고, ECU에서 냉각을 수행하기 시작하면 언제라도 수신기의 전원을 끌 수 있습니다. 냉각 과정은
섭씨 10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끝납니다. 이 것은 킹텍 시리즈 2 ECU에서 새로운 기능 중 하나 입니다.
수동 냉각 :
엔진이 정상 가동 중 꺼지거나, 정상적으로 꺼졌어도 자동적으로 냉각 과정에 진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때,
사용자는 트림을 낮추어 수동 냉각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스로틀 스틱을 낮추어 스타터 모터를 가동하여
터빈을 식힐 수 있습니다. ECU에 의한 자동 냉각 과정을 상기하면서, 실시간으로 온도를 확인하고, 모터를
2초이상 회전시키지 마십시오.
또다른 수동 냉각 방법은 ECU의 전원을 차단한 후 다시 전원을 넣는 방법입니다. 이경우 ECU는 터빈의 온도가
정상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자동 냉각 기능이 동작합니다.

런(Run) 메뉴
아래와 같이 런메뉴에 진입하기 위해 대쉬보드 상의 아무곳이나 터치하여 주십시오.

아래와 같이 터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기능(Function, 펑션) 메뉴에 들어가십시오.

아래와 같이 “<1>” 키를 터치하여 런 메뉴에 들어가십시오.

이하 세부 메뉴에서의 파라미터들은 터빈이 정상 동작할 때 적용되는 값들입니다. 주의 : 어떤 파라미터들은
사용자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값들은 공장에서 본 터빈에 성능과 내구성을 위해 최적화 된 값들입니다.
이 값들을 바꾸는 경우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풀 파워 스피드(Full Power RPM) : 아래 화면에서처럼, 이 메뉴는 100% 스로틀일 때의 터빈 회전수를
정합니다. 엔진 제조사에서는 최대 RPM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값을 줄이는 것만 가능합니다.

GSU 화면의, 우측 상단의 “X”를 누르면 나갑니다.
“<1>”을 누르면 값이 감소합니다. ”<2>”을 누르면 값이 증가합니다.
“<3>”을 누르면 이전화면으로 돌아갑니다. “<4>”을 누르면 다음화면으로 옮겨갑니다.
아이들 스피드(Idle RPM) : ECU가 수신기로부터 아이들 스로틀 값을 받을 때, 아이들 RPM을 정합니다. 엔진이
동작중일 때, ECU는 터빈 회전수와 스로틀 스틱 입력값을 모두 참고하여 아이들 RPM을 지정한 RPM에 맞게
되도록 조절합니다(아이들에 문제가 있을 경우, 매뉴얼 뒷부분의 트러블슈팅을 참고하십시오).

GSU 화면의, 우측 상단의 “X”를 누르면 나갑니다.
“<1>”을 누르면 값이 감소합니다. ”<2>”을 누르면 값이 증가합니다.
“<3>”을 누르면 이전화면으로 돌아갑니다. “<4>”을 누르면 다음화면으로 옮겨갑니다.

최대 온도(Max. Temperature) : 엔진 운용 중 허용 가능한 온도 범위를 결정합니다. ECU는 배기온도(EGT)가
최대 값에 가까워지면 가속을 늦추고 펌프 출력을 감소시켜 최대온도 이하로 유지되게 합니다.  엔진의 온도가
최대 온도 보다 높더라고 엔진이 꺼지지는 않지만, 온도를 낮추기 위해 연료 공급을 줄입니다. *섭씨 850도

GSU 화면의, 우측 상단의 “X”를 누르면 나갑니다.
“<1>”을 누르면 값이 감소합니다. ”<2>”을 누르면 값이 증가합니다.
“<3>”을 누르면 이전화면으로 돌아갑니다. “<4>”을 누르면 다음화면으로 옮겨갑니다.

가속 지연(가속 딜레이, Aceleration delay) : 엔진을 얼마나 빨리 가속할 지 정합니다. 높은 값일수록, 천천히
가속하게 됩니다. 실제로 구현되는 가속의 정도는, 이 메뉴의 가속 지연값, 온도, 현재 RPM, 스로틀 값,
배기온도와 RPM 변화의 경향성에 따라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구현됩니다(역주 : 스로틀 응답성과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GSU 화면의, 우측 상단의 “X”를 누르면 나갑니다.
“<1>”을 누르면 값이 감소합니다. ”<2>”을 누르면 값이 증가합니다.
“<3>”을 누르면 이전화면으로 돌아갑니다. “<4>”을 누르면 다음화면으로 옮겨갑니다.

감속 지연(감속 딜레이, Deceleration delay) : 위의 가속 지연과 마찬가지로, 스로틀을 내릴 때 얼마나 천천히
내릴 것인지 정합니다. 높은 값일수록 천천히 감속하게 됩니다.

GSU 화면의, 우측 상단의 “X”를 누르면 나갑니다.
“<1>”을 누르면 값이 감소합니다. ”<2>”을 누르면 값이 증가합니다.
“<3>”을 누르면 이전화면으로 돌아갑니다. “<4>”을 누르면 다음화면으로 옮겨갑니다.
안정 지연(안정 딜레이, 스테빌리티 딜레이, Stability delay) : 엔진이 일정한 스로틀 입력값에서 돌아갈 때,
ECU는 입력받은 스로틀 값에 대응하는 일정한 RPM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펌프의 파워를 조절합니다. 이
때 펌프 파워를 조절하는 속도를 이 메뉴에서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적값은 100입니다. 너무 낮은 값은
RPM의 불안정성을 유발합니다.

GSU 화면의, 우측 상단의 “X”를 누르면 나갑니다.
“<1>”을 누르면 값이 감소합니다. ”<2>”을 누르면 값이 증가합니다.
“<3>”을 누르면 이전화면으로 돌아갑니다. “<4>”을 누르면 다음화면으로 옮겨갑니다.

펌프 제한(펌프 리미트, Pump Limit) : ECU는 펌프에 배터리 전압을 그대로 인가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그보다 작은 전압을 인가하게 됩니다. 펌프의 파워를 제한하여 적정하게 운용하는 것은, 연료 펌프 전원
회로의 보호 및 연료필터 막힘등 연료계통에 문제를 줄이고, 보다 부드러운 엔진 컨트롤을 가능하게 합니다.
펌프의 파워를 과도하게 쓰면 연료누출이나 연료튜브의 파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바꾸는 것은
배터리 전압 하강 양상과 유사하며, 따라서 앞 메뉴의 가속 지연과 감속 지연 값 역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최적값은, 엔진이 최대 RPM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가장 작은 값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값을 찾기 위한
테스트시에, GSU 대쉬보드 상의 펌프 펄스값(Pw)을 보면서 엔진을 최대 파워로 가동하십시오. 엔진이 최대
파워일 때 Pw 값에서 10%~20% 정도 증가시켜 이 값을 정하십시오. Pw 값에서 1.1(10%), 1.2(20%)를 곱한
값을 사용하면 됩니다. 10%~20% 증가시키는 이유는 배터리 성능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펌프 성능의 열화로
생기는 변화에 대해 여유를 두기 위해서 입니다.
일단 이 값이 정해지면, 앞 메뉴의 가속지연과 감속지연을 설정하십시오.

GSU 화면의, 우측 상단의 “X”를 누르면 나갑니다.
“<1>”을 누르면 값이 감소합니다. ”<2>”을 누르면 값이 증가합니다.
“<3>”을 누르면 이전화면으로 돌아갑니다. “<4>”을 누르면 다음화면으로 옮겨갑니다.

스타트 메뉴(Start Menu)
출고시 ECU에 입력된 여러 값들은 공장에서 세팅된 것이며, 테스트 운용에서 정교하게 결정된 것입니다. 어느
두 엔진도 이 값이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값을 쓰더라도, 엔진 개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킹텍 엔지니어의 별도의 지시가 있기 전에는 절대로 이 값을 바꾸지 마십시오. 이 값을 바꿀경우 보증이
취소됩니다.
아래와 같이, 스타트 메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대쉬 보드 아무곳이나 터치하여 홈 화면으로 이동하십시오.

아래와 같이, 터빈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하여 기능 메뉴(펑션 메뉴, Function menu)로 접근하십시오.

아래와 같이, “<2>” 키를 터치하여 스타트 메뉴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스타트 메뉴에 진입합니다.
(역주 : 아래는 스타트메뉴 1/14 입니다. 매뉴얼에 이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GSU 화면의, 우측 상단의 “X”를 누르면 나갑니다.
“<1>”을 누르면 값이 감소합니다. ”<2>”을 누르면 값이 증가합니다.
“<3>”을 누르면 이전화면으로 돌아갑니다. “<4>”을 누르면 다음화면으로 옮겨갑니다.
펌프 스타트 값(Pump start Value) : 연료가 들어와 펌프가 돌아가기 시작할 때의 파워를 정합니다.

GSU 화면의, 우측 상단의 “X”를 누르면 나갑니다.
“<1>”을 누르면 값이 감소합니다. ”<2>”을 누르면 값이 증가합니다.
“<3>”을 누르면 이전화면으로 돌아갑니다. “<4>”을 누르면 다음화면으로 옮겨갑니다.

점화 펌프 펄스 폭(Pump Pw Ignition)(천 단위) : 시동 시, 연료를 버너로 보낼 때의 펌프 파워를 정합니다.

점화 RPM(Ignition RPM) : 시동 시, 스타터 모터를 끄는(클러치가 떨어지는) 시점의 터빈 RPM을  결정합니다.

단계 1 RPM(스테이지 1 RPM) : 시동 시, 단계 1에 들어갈 시점의 RPM을 정합니다(역주 : “단계 1”에 대해서는
“터빈의 시동과 운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 3 RPM(스테이지 3 RPM) : 시동 시, 단계 3에 들어갈 시점의 RPM을 정합니다(역주 : “단계 3”에 대해서는
“터빈의 시동과 운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화 시 스타터 파워(Starter power at Ignition) : 시동 시, 점화 단계에서 터빈을 돌리는 스타터 모터의 파워를
결정합니다. 터빈에 공급되는 공기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단계 1 스타터 파워(Stage 1 Starter Power) : 단
 계 1에서 터빈을 돌리는 스타터 모터의 파워를 결정합니다.
터빈에 공급되는 공기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100% 스타터 파워(RPM 100% starter power) : 최대 출력의 RPM으로 예상되는 스타터 파워를 정합니다.

엔진 최소 연료 흐름(Engine Minimum Flow in %, % 단위) : 시동 시, 스타터가 동작하는 단계가 끝나고 터빈이
정상 운용하는 단계에 들어설 때, 주연료 밸브의 열림 정도(맥동성, pulsed)를 정합니다.

단계 1 연료 비율(Stage 1 fuel duty) : 시동 시, 단계1에서 사용할 전체 연료에 대한 % 비율을 정합니다.

단계 1 배기온(Stage 1 EGT) : 단계 1에서의 배기온도이며, 단위는 섭씨입니다.

스타터 꺼짐 RPM(RPM OFF Starter) : 스타터 모터가 터빈을 시동할 때, 스타터 모터와 터빈이 떨어지는
시점의 터빈 RPM을 정합니다.

재연결 RPM(RPM to reconnect) : 터빈이 시동에 실패하여 다시 시동하는 경우, 스타터 모터와 터빈이 붙을
때의 터빈 RPM을 정합니다.

요약(써머리, GSU의 Summary)
요약 메뉴는 ECU에 저장된 최근 네 번의 터빈 운용을 기록한 데이터를 GSU 화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요약 메뉴에 접근하기 위해 대쉬보다 아무 곳이나 터치하십시오.

아래와 같이, 홈 화면에서, “Summary”를 터치하면, 최근 네 번의 터빈 운용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Summary”가 화면에 표시 되지 않을 경우 우측 스크롤바의 아래방향 화살표를 터치하여 항목을 표시되게
하십시오.
아래와 같이, “Summary”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이 GSU가 ECU의 기록을 불러옵니다. 데이터 양에 따라
불러오는 시간이 1~2분 걸릴 수 있습니다. 취소하고 홈 화면으로 되돌아 가려면 “Cancel”(캔슬, 취소) 키를 터치
하십시오.

아래와 같이, 기록을 불러 오면, 상단의 “Round xx”는 최근 터빈의 운용 번호입니다.(옆의 화살표를 터치하여
풀다운 메뉴에서 다른 운용 기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스크롤 키를 이용하여 여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아래 항목들의 최대, 평균, 최소 값을 표시 합니다.
화면 우측에 있는 약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Turbune RPM : 터빈 분당 회전수(RPM)
EGT - Exhaust Gas Temprature : 배기가스 온도
PW Pump Pulse Width : 펌프 펄스 폭(펌프 파워)
Tp_Rpm (Turbo prop Shaft Rpm) : 터보 프롭의 경우 터보 샤프트의 분당 회전수(RPM)
Speed(Air Speed from accessory device) : 옵션으로 에어스피드(피토관) 센서 측정시 나타나는 속도
Battery V. : ECU battery voltage : ECU 배터리 전압
RX. V : Receiver battery voltage : 수신기 배터리 전압
AMP : ECU current. Engine running only : 엔진 운용중 사용되는 전류량
AbNor : Diagnostic Codes : 비정상 동작이 감지되어 나타나는 진단코드

이 정보는 ECU에 저장 되는 정보로 데이터의 일부분만 보여줍니다. 모든 정보를 보기 위한 PCT(PC terminal
interface, PC 단말 인터페이스)는 빠른 시일내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터빈 로그(Turbine Log, 터빈 기록)
터빈 로그는 터빈 운용 중 각종 데이터를 운용 중 시간에 따른 그래프로 보기 쉽게 보여줍니다.
아래와 같이, 터빈 로그를 보기 위해 대쉬보드 아무 곳이나 터치하여 주십시오.

아래와 같이, 홈 화면에서 우측 스크롤 바를 이용하여 “Log Turbine” 아이콘을 터치 하십시오.

아래와 같이 로그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스로틀 트림을 off 위치에 두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래와 같이, 최근 네 번의 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보십시오.
“Round-xx”(라운드-xx)가 최근의 운용 기록들이며, 이를 선택 후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기 위해 아래의
“Download”(다운로드)키를 터치하여 주십시오.

아래와 같이, 최근 네 번의 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동안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나는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아래와 같이, “Info” 키를 터치하면 콘트롤 버튼이 나타납니다. 홈 화면으로 나가고 싶으시면, “Exit” 버튼을 눌러
홈 화면 가십시오.

아래에서, “Full Screen” 버튼을 클릭하면 콘트롤 버튼이 사라집니다. 하단과 우측의 스크롤 키를 활용하여
시간대 별 데이터와 데이터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ack”(뒤로), “Pause”(정지), “Forward”(앞으로) 키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간의
비교를 위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색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색 : RPM(천단위)
주황색 : 펌프 펄스 폭(pump PW(Pulse Width))
빨간색 : 섭씨 온도
보라색 : 스로틀 %

이전 화면(홈화면)으로 가기 위해 “Exit”키를 터치하여 주십시오.

“Exit”키를 터치하여 홈 화면으로 나가십시오.

ECU 상태 메시지 코드
아래는 GSU에서 볼 수 있는 ECU의 메시지와 그 뜻 입니다.
TrimLow(트림로우) : 조종기 트림을 낮추라는 뜻입니다. 즉, 엔진이 꺼집니다.
Ready(레디) : 엔진이 시동 준비가 되어 있고, 스로틀 신호가 아이들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녹색 LED가 켜짐).
StickLo!(스틱 로우!) : 이는 현재 조종기 스로틀 스틱이 아이들 상태에 위치해 있다는 뜻으로, 이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Glow Test(글로우 테스트) : 글로우 플러그를 테스트 합니다.
StartOn(스타트 온) : 스타터를 테스트 합니다.
Ignition(이그니션, 점화) : 점화 단계를 의미합니다.
Preheat(프리히트, 예열) : 연료 점화 후, 연소실을 적정 온도에 이를 때 까지 데우는 중입니다.
FuelRamp(연료 진입) : 엔진이 아이들 RPM에 도달할 때까지 연료량이 증가하는 중입니다.
Stop(스톱) : 엔진이 꺼집니다.
Cooling(쿨링, 후열) : 스타터 모터가 동작하여 엔진을 식힙니다(이 메시지는 ECU의 케이블이 잘못
연결되었거나, 접촉불량일 때 나옵니다. 특히 스로틀 케이블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나머지 엔진과
ECU 사이의 케이블들도 확인하십시오).
GlowBad(글로우나쁨) : 글로우 플러그가 불량이거나, 글로우 플러그로의 배선에 문제(단선 또는 합선)가 있을
경우 입니다.
StartBad(스타트나쁨) : 스타터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시동시 시동하기 충분한 RPM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이 메시지를 띄웁니다.
Low RPM(RPM 낮음) : 터빈의 회전수가 정상동작 최소값보다 낮을 경우에 이 메시지를 띄웁니다.
HighTemp(온도높음) :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 있을 경우 이 메시지를 띄웁니다. 스타터 모터를 이용한 쿨링이
필요합니다.
FlameOut(연소정지) : 배기온도가 최소치보다 낮을 경우 이 메시지를 띄웁니다.

ECU의 경고 메시지 코드
RC SIGNAL LOST/INCORRECT(수신기 신호 불량/부정확) : 수신기로부터 ECU에 들어오는 신호가
잘못되거나 없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정(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PUMP LIMIT REACHED(펌프 한계 도달) : ECU에 설정한 “Pump Limit”(펌프 리미트) 값까지 도달했지만,
펌프가 제대로 동작하지 못해 터빈이 최대 출력을 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배터리의 문제이거나,
연료 흐름을 방해할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xxxx OVERLOAD : xxxx에 과도한 전류가 흐르는 상태입니다. 배터리 및 전원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진단 메시지
ECU는 엔진이 동작하는 지난 51분동안 발생한 모든 정보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기록은 후에 PC에 다운로드
받아 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작의 각 사이클 후에는 엔진 꺼지는 이유(사용자가 의도된
이유 또는 의도치 않은 이유 모두)와 꺼지는 순간의 RPM, 온도, 펌프 파워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값을 보기
위해서는 ECU를 재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ECU 전원을 끈 후 다시 켬). 트림을 낮추고(TrimLow, 트림 로우),
GSU 디스플레이의 왼쪽 버튼을 터치하면, ECU는 엔진이 꺼진 이유와 꺼지는 시점에 측정된 여러 값들을
보여줍니다.
진단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UserOff(사용자끔) : 엔진이 사용자가 조종기를 통해 정상적인 꺼짐 명령을 내려서 꺼졌음을 보여줍니다.
FailSafe(페일세이프) : 조종기로부터 신호가 끊겨 ECU가 엔진에 꺼짐 명령을 내렸음을 보여줍니다. ECU가
수신기로부터 0.5초 이상 신호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신호를 보낸다고 판단할 경우, 엔진은 아이들 RPM으로
내려가게 되고, 다시1.5초 동안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엔진을 끄게 됩니다.
LowRPM(RPM낮음) : 터빈의 회전수가 정상동작을 위한 최소 RPM 이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ECU는 엔진을
끕니다. 원인은 주로 연료, 연료 라인 내의 기포 유입, 배터리 문제, 또는 터빈 RPM 센서의 고장 등입니다.
FlameOut(연소정지) : 엔진 온도가 정상동작 최소값(섭씨 100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ECU는 엔진을 끄게
됩니다(수동으로 꺼지지 않을 경우, 보통 온도센서의 고장 때문입니다).
RCPwFail(수신기전원부족) : 수신기로부터 ECU에 들어가는 전원이 부족할 경우입니다.

정기 유지 보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터빈 분해

●

베어링 및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

밸런스 보정

●

연료 인젝터와 챔버 청소

●

터빈 조립

●

테스트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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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엔진 컨트롤 유닛(Engine Control Unit, ECU)
지상 지원 유닛(Ground Support Unit, GSU : 터치스크린장비)
와이어 하네스와 튜브 세트
JR 타입 숫놈-숫놈 스로틀 용 커넥터
연료 펌프, 필터, 셧오프(Shutoff) 밸브(Valve)
연료 인입 부속품(Fuel Inlet Attachments)
설명서

킹텍 엔진 항공유 시동 가이드
1. 엔진의 구성품과 시동 과정에 익숙해 지도록 테스트 베드를 만드십시오.
2. ECU 배터리는 9.9V 3셀 LiFe 또는 8.4V 7셀 NiMH을 사용하십시오. 시동 전 어느때라도 7.9V 이하로
떨어지면 엔진은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3. “RC Learning”(역주:앞 부분의 “Learn R/C” 참고)을 시행할 때는 ECU 배터리를 분리하여 시동과정이
초기화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4. 엔진이 적절히 식어있지 않거나, 연료로 젖어 있을 때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wet-start(윁 스타트,
챔버(연소실)가 연료로 젖어 있는 상태에서 시동하는 것)를 피해 주십시오.
5. 엔진의 시동이 실패한 경우, 연소실 내부에 불꽃이나 연료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wet-start(윁
스타트, 챔버(연소실)가 연료로 젖어 있는 상태에서 시동하는 것)를 하지 않도록 다음 과정을 따라
주십시오.
a.스로틀 스틱과 트림을 낮춥니다(Stick Low, Trim Low)
b.스로틀 스틱을 밀어 스타터 모터를 동작시켜 연소실을 식힙니다.
c.3~5분간 기다립니다.
      6.   불꽃이 일지 않도록 시동하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는 다음 두 가지 입니다.
            다음 값을 10~90% 범위 내에서 적절히 조절하여 주십시오.
a. 점화시 펌프 펄스 폭(Ignition Pump PW)
b. 예열 연료(Preheat Fuel)
      7.   어떤 경우는 위의 6번 항목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 과정을 조절해 보십시오.
a. 연소실 온도가 오르도록 시동 각단계에서의 스타터 파워와 RPM을 줄여보십시오.
b. 불꽃이 이는 것을 줄이기 위해 스타터 파워 또는 RPM을 증가시켜 보십시오.
      8.    시동 과정 중, 때때로 팝콘 튀는 듯한 소리와 노랗거나 푸른 색의 불꽃이 관찰될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주황색이나 붉은 색의 불꽃이 나온다면 우려해야할 상황입니다.
      9.    문제가 발생 시, 기술 지원을 요청하기 전, 각 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온도, 연료라인 등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개의 시동과정인 점화, 단계1, 단계2, 단계3에서, 각 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십시오.
 GSU의 값과 불꽃을 동시에 관찰해 보면서 확인하십시오.

K-60TP 터보프롭 작동 가이드 :
먼저 프로펠러의 밸런스가가 모두 잘 잡혔는지 확인하십시오. 밸런스가 잘 잡히지 않은 프로펠러를 사용할 경우
기어박스나 기체의 손상 및 몸견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엔진 마운트와 브래킷을 유의하여 설치하여
주십시오.

윤활 튜브의 브래킷은 아래와 같이 설치됩니다.

킹텍 K-60TP는 낮은 RPM에서 높은 토크를 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상적인 프로펠러의 RPM은 엔진이
고정된 상태에서 5000RPM, 무부하에서 최대 7000RPM까지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엔진의 최대 출력과
수명을 고려한 값입니다. 24 x 16 x 3b 보다 작은 프로펠러는 사용치 마십시오(5500/7500RPM까지 회전).
24 x 20 x 3b 프로펠러의 경우, 5000/7000RPM의 이상적인 회전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트러블슈팅)
아이들 RPM이 높거나 불규칙할 경우 :
1. “Learn R/C”를 다시 실행하여 주십시오.
2. “Learn R/C”를 재실행 하여도 효과가 없을 경우, 엔진을 풀 RPM으로 가동하면서, 펌프 펄스
폭(Pw)값을 확인하고 1.2를 곱하여 펌프 리미트(Pump Limit)에서 입력한 후, “Learn R/C” 과정을
다시 실행하여 주십시오.
3. 위의 두 방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연료 펌프 문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킹텍으로 보내어 수리를
받으십시오.
“Learn R/C” 과정이 실패하는 경우 :
GSU의 조종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첫번째 페이지에서 “Rx : xxx us” 값을 확인하십시오. 조종기에서 보내는 이
값은, 엔진 상태에 따른 스톱, 아이들, 풀파워 3가지에 해당하는 적절한 값을 가집니다.
이 값이 “0”일 경우,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수신기가 불량이거나, ECU의 단자에 잘못 결합되었거나,
ECU가 손상되었을 경우입니다.
스로틀 스틱 위치에 따른 이 세 값이 모두 같은 값을 가진다면, 수신기와 ECU 사이의 연결이 잘못되었거나,
수신기의 다른 채널에 잘못 연결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값이 “0”이 아니며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상황이 아닌 경우,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STOP(스톱)에서는 900~1000us,
Idle(아이들)에서는 1200~1400us,
full power(풀파워)에서는 1900~2100us
의 값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값은 STOP(스톱)과 full power(풀파워) 사이에 위치해야 하며, 적어도 STOP(스톱)보다 100us이상 크고,
full power(풀파워)에서의 값보다 500us 이상 작아야 합니다. 이것이 확인이 되면, 비행 모드에 따라 모두 같은
값을 가지는 지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의 AUTOTRIM(오토트림) 기능은 트림을 센터 위치로
옮기므로 아이들 위치가 바뀝니다.
조종기의 LCD 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값을 읽으면, 이러한 부분이 잘못될 수 있지만, 조종기에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종기 스로틀 채널의 ATV(EPA) 세팅을 -100~+100%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위 모든 과정이 정상적이어도, “Learn R/C”과정이 부정확히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수는 “+”키를 사용하지 않아 입력값이 저장되지 않는 경우나, 특정 한 단계를 뛰어넘는 경우, 트림을
맞추기 전 스틱을 움직여 놓은 상태에서 트림을 맞추는 경우, 어떤 조종기는 스틱을 움직이기 전 트림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특히 전동기 세팅에서 안전을 위해)등이 있습니다.

CONTACT INFORMATION (연락 시 필요한 정보)
KingTech Turbines International (킹텍 터빈 인터내셔널)
289 S SANTA ANITA AVE (289 남 산타 아니타 에비뉴)
PASADENA CA 91107(파사데나 캘리포니아 91107)
United States(미국)
Email Sales and Support: kingtechturbines@gmail.com (세일즈, 기술지원 연락처)
Email Administrative Only: mail@kingtechturbines.com (행정관리자 연락처)
Website: www.kingtechturbines.com (웹사이트)
Emergency Support: Barry‘s Cell: 626-399-7588 talk/text (긴급 연락처 : 배리의 휴대전화번호)
Skype: barrymhou (배리의 스카이프 주소)
Line: barryhou1 (배리의 라인주소)
Emergency Support: Dirk’s Cell: 626-712-8751 talk/text (긴급 지원 연락처 : 더크의 휴대전화번호)
Engine Model: _________________ (엔진 모델명)
Serial Number: ________________ (엔진 시리얼 넘버, 일련번호)
* Before you call for tech support, make sure your engine is properly registered at www.kingtechturbines.com
and with above information ready.
(* 기술 지원을 요청하기 전, www.kingtechturbines.com 에서 엔진을 등록하시고, 위의 양식으로 서류를 작성해
주십시오.)
* When sending in an engine for service, please make sure you have included at least the ECU and a Service
Request Form (following page or www.kingtechturbines.com) filled out, or you will compromise your service
priority. Completed service request forms ensure that your turbine is serviced and diagnosed correctly.
Information passed verbally in person or over the phone does not become part of the permanent record.
(* 정비를 위해 엔진을 보낼 때에는, ECU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아래 페이지의 서비스 요청 양식 잘 작성하여
동봉해야 합니다(또는 www.kingtechturbines.com 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요청 양식을
잘 작성하여야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등으로 이루어진 요청은 기록을 남길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서비스 요청 양식을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When checking up on status of an engine sent in for service, do not call, please email with history and serial
number of engine. Do not call to see if we have received the engine, you have that information through
tracking.

(* 엔진의 정비나 수리를 위해 엔진을 보내신 후, 정비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시리얼 넘버를 포함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엔진이 잘 도착했는지 전화로 문의하지 마십시오. 트래킹 넘버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KingTech Turbines Co., Ltd.(킹텍 엔진의 대만 주소)
No.198, Ln. 818, Gongxing Rd.
Pingtung City, Pingtung County 90086
TAIWAN
886-8-751-0065 (This is an International call. Check with your provider for additional charges)
(국제 전화 번호)
For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ECU, please go to:
(ECU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espiell.com/FAD10.pdf
Revision Date: Aug. 2015, 15 th Edition (개정 날짜)
Engine sent in without this form will not be serviced until supplied
(엔진을 서비스 요청 양식 없이 보내지 마십시오. 서비스 양식이 없으면 어떠한 서비스도 하지 않습니다.)

<<이하는 참고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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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Congratulations on the purchase of your new FADEC 10 controller. Xicoy are dedicated to
the design and production of electronic controllers to the highest standards of quality and
reliability to bring you the customer the very latest next generation designs.
The FADEC 10 is the result of an intensive effort of design and tests.

PLEASE READ!
The Xicoy Electronica SL responsibility is limited exclusively to the repair of the FADEC
and accessories which are outlined in the conditions of warranty.
Before using this controller please read this manual and agree to the conditions of
warranty.
Customer satisfaction is important to us. Technical support is available trough your local
dealer and trough our email.

Legal and Disclaimer
The FADEC design, firmware, PC soft and the contents of this manual are copyright by
Xicoy Electronica SL, Barcelona, Spain. All rights reserved.
This manual, the pictures and data are property of Xicoy and cannot be used or
reproduced in any way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Xicoy SL.

Disclaimer
Gas turbine engines are a sophisticated piece of machinery. Care should be taken at all
times when using these engines. They should only be operated by those with the
appropriate skills and knowledge to do so. Incorrect operation or misuse can cause damage
to property and bodily harm operators, spectators and animals. Xicoy Electronica SL
accepts no liability for any kind of damage which may occur.
Xicoy Electronica SL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any errors contained in this document
and is not liable for any damages resulting from such errors.

It is forbidden the use of this equipment outside Radio Control
applications, specially those that power vehicles that carry people.

Warranty
The warranty period for the FADEC 10 is 1 year from the date of purchase. Warranty is
valid solely for the original owner and is non transferable upon resale.
Warranty includes parts and labor and is limited to manufacturing and material defects
only.
Damage or defective operation covered under the warranty terms will be repaired and
tested at no cost the original owner (other than postage and packaging). Repairs not
covered under the terms of warranty will be carried out by Xicoy Electronica SL, or their
appointed agents after agreement of costs.
Before returning any equipment for service of repair, please contact first to your local
dealer or Xicoy central office to agree action and costs. Please check the “Limited
warranty conditions” at the end of this document for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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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of the FADEC.
The FADEC (Full Authority Digital Engine Control) is a total system for the control
of a model gas turbine engine. Its main function is to control and regulate the electric
fuel pump, providing to the turbine engine the necessary amount of fuel for safe and
controlled operation, and to operate the ancillary devices for starting. The FADEC

measures the exhaust gas temperature, the relative position of the throttle stick and the
rotor speed. It monitors all of the controls necessary to guarantee that the engine stays
between the user defined parameters of operation, also providing failsafe shutdown of the
engine when it has detected any important anomaly. In order to make this assessment, the
FADEC has a rpm sensor, a thermocouple input, a throttle servo input, power connections
for the fuel pump, starter, glow plug, fuel and gas valves and the battery and a proprietary
digital port to program and read the engine data in real-time to a PC.
The measurements made by the FADEC are:
• Temperature of the exhaust gas
• Battery voltage
• Barttery current
• Width of the throttle pulses from the radio transmitter
• Engine rotor RPM
• Engine run time.
• External analog signal (airspeed sensor)
Features:
• RPM input: Magnetic sensor up to 250.000 R.P.M. One pulse each turn.
• Temperature range up to 1000ºC using a "K" type thermocouple
• PWM control of 8192 levels for pump, glow plug and starter motor.
• Adjustable power for the starter motor
• Build-in electronic brake for the starter motor to help the clutch to disengage.
• Blown glow-plug detector
• Adjustable glow-plug power
• Glow-plug temperature independent of the battery voltage
• Elapsed engine run timers
• Digital interface to a PC or to a handheld terminal.
• Black box function. Record the engine measures each 0.5sec up to 52 minutes.
• Radio link error counter
• Battery usage counter in mA/h
• Test functions for all connected devices.

• Start modes: Manual, Auto Gas and Kerostart (1)
(1) Currently Xicoy Electronica offer 2 models of Fadec 10, one that allow manual and gas start, and the second,
that allow manual, gas and kerostart. In this manual all the comments about kerostart apply only to Kerostart
FADECs. Ignore them if you own a Gas start FA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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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s:
The FADEC have 3 types of connections:
Power connections: Two high quality MPX connectors
carry all the power current.
Each power lead is identified by the label on the
FADEC body.
The female MPX plug provides the power to the
glow plug and starter motor. Use 0,5mm flexible
cooper lead if the length is up to 0,5m, and 1mm
if higher for Gas start engines, 1mm2 minimum
for Kerostart burner. Both negative leads are
connected to same place inside the FADEC, so it is possible to use only 3 leads to the
engine, sharing the negative between starter and glow plug. Take care of doing a neat
installation to avoid short-circuits, specially in the starter connection, it is very easy that
the soldering in the red lead touch to the starter cover in some engines.
The male MPX plug provides the connection
to the pump and the battery. Use minimum
0,5mm cooper lead for the pump and 1mm
for the battery. Keep all connections well
isolated between them, and be sure to not
reverse the battery polarity, the fadec will
be burned out immediately. The battery
voltage should be of around 7,2V, either 2s
Lipo or 5 cells Nicd/Ni Mh for Kerostart.

Gas start allows the use of A123 2s cell
(6,6V).
DATA Connection:
One 3 pin servo socket, placed on the left side of the
FADEC, provides the connectivity to the handheld
data terminal or a PC.
Signal connections:
4 JR type receptacles provide the connection to the
RX and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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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the RPM sensor and thermocouple on its
respective sockets, in the orientation that is shown in the
colored labels on the fadec. If necessary, both leads can
be extended using good quality servo extensions.
Connect the throttle lead from the RX in its place, in the upper
position. Side socket is ready for a second servo signal but not used
on present firmware
Airspeed (pitot) sensor, if used, must be connected as shown in the
picture, at the side of the data terminal connection.
The last two sockets are used
for the connection of the
solenoid valves. Bottom position
for the gas/keroburner
solenoid, and the upper position
(as shown in the picture) for the
main fuel valve.
About solenoid valves, please note that they should be of the same
rated voltage as the battery and consume less than 0,5A.

Page 6
Using and Programming the FADEC:
All the programming and measures are done trough the data terminal. Once the
FADEC is programmed, it is not necessary its use and it is not recommendable to leave it
inside the airplane to minimize the risk of interferences.
The data terminal has a 16 character LCD screen and 4 buttons.
The first two buttons on the left side allow
moving trough the menus, and the two buttons
on the right side allow changing the data.
Main screen, as shown in the picture, give to
the user that main readings from the engine.
These are the FADEC status, the EGT
(temperature), RPM and pump power.
In the case of an error, this screen changes to the
error screen each 2 seconds
Pressing the second button from the left
(Menu Up) the second informative screen is
shown. In the first line you have the measure
of the pulse width received from your RC
system, and the relative stick position.
Second line shows the voltage of the battery
and the software version. If the current
drawn from the battery is higher than 0,5A,
then the FADEC display the battery voltage and the battery current in Amperes.
Gas start units have the software version finished with a “G”, where Kerostart have a “K”.
Next menu let you to choose in four submenus,
selected by pressing the button under of each
option.
Start: Jump to the parameters used on startup
Info: Information and test menus

Radio: Adjust the radio throws
Run: Set the parameters used during engine run.
It is recommended that the first adjust be the one of the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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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ing the transmitter with the FADEC
Turn on the transmitter and receiver. Using
the “menu up” and (-) buttons move to the
“Radio” menus. First screen will be this one:
If you are sure that you want to modify the
radio settings then press the right hand
button (+) and the screen will change to:
On your transmitter, raise first the
trim to full and next the throttle stick to full.
Ensure stick is firmly against the stop.
Now holding the stick against the stop, press
the right button (+) to store the current signal
value into the FADEC.
IMPORTANT NOTE: Pressing any other
button the setting WILL NOT be stored.
The screen will now change to:
Move the trim (or switch the “engine cut”
switch to on) and throttle stick back to zero
and again press the right hand button (+) to
store the position.
The display will now change to:
Leaving the throttle stick in the minimum
position, raise the throttle trim to the full up
position or switch “Engine Cut” switch to off,
and again press the “+” button. The FADEC will

store the current position as IDLE.
If you have done all steps correctly the blue
LED will light up in the ECU when the “Idle”
command, (trim and throttle stick set to idle positions on the transmitter).
Lower your throttle trim and the LED will go out indicating correct reading of the
transmitter engine shut off signal by the Fa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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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rare occasions, usually when using a Futaba transmitter, it has been found that the
throttle channel sense of movement may require reversing (Servo reverse) and repeat the
transmitter alignment.
Correct reading of throttle % by the FADEC can be verified in the second screen,
percentage of the throttle position is shown on, 0% in the position of engine stop (trim and
stick down), 100% with stick/trim full up and between 10% and 30% at idle.
This now completes your radio setup and should only need doing again if the radio settings
in the TX are changed.
Throttle curves.
By default the FADEC control the RPM in linear way, i.e., at half stick position the engine
turn at half of the rotor RPM range. Jet engines develop the thrust in exponential mode,
thus half RPM means approximately ¼ of thrust. On small engines with a high idle to full
power rpm ratio, or in a high drag/low power planes, often only the last 1/3 of the throttle
stick produce significant thrust, with the low half stick travel being not used. Although
that with current digital TX the pilot can modify the throttle curve to suit his needs,
three throttle curves have been added to simplify the setup for most of the installations:
FULL EXPO: Mean linear RPM, it is the default setting and the mode used for all previous
software versions. Thrust develops exponentially, and it is the recommended curve for big
engines or/and high thrust/weight ratio planes, as it ease the control in low power used
during taxi.
LINEAR: Mean that the thrust develop linearly with the throttle setting. Could cause
difficult taxi, as it would be difficult to fine adjust the power at low settings.

HALF EXPO: An intermediate setting between the other two modes.
Stick position
MODE
0% (Idle)
25% 50% 75%
100%
FULL EXPO
Idle thrust
6%
25% 56%
100%
HALF EXPO
Idle thrust
16% 38% 66%
100%
LINEAR
Idle thrust
25% 50% 75%
100%
% of total
thrust
Throttle curves can be changed while the engine running, so you can leave the throttle at a
given position and switch between the curves to see the difference.

Info and test screens.
This submenu contains several screens that provide useful information and tools to get the
maximum information on your system and to aid to correct any malfunction.
Running Time Counter.
This screen contains a timer which sh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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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tal running time of the engine in minutes (Tot),
The time in seconds of the last engine run (Last)
The total number of starts (cycles - CY).
Use this screen to keep track of your total running time and starts.
Battery used Counter.
This screen display a mAh counter which shows
the capacity used from the battery. The counter
can be set to zero by pressing the (+) button.
The use of this screen is to know the capacity of
the battery used in a flight or in a session to decide when its time to recharge it.
NOTE: The precision of this counter is +/- 10%.
RX errors Counter.
The FADEC detect an error on the signal
received from the RX when this signal is absent
or outside from the valid window programmed
during the Radio setup. The standard on RC systems is that servos should receive 50
control pulses/second from the RX, and each pulse duration should be between 1000 and
2000 microsecond.
First line on this screen display the count of the pulses received that are shorter than the
“STOP” signal or larger that “Full power” signal received by the FADEC during the Radio
setup.
Second line shows the duration of the wrong signal, and this include the time that no
pulses have been received.
On PCM and 2,4G systems, the signal issued by the RX during a radio link failure depends
of the programming of the failsafe settings in your TX. If you program your failsafe
settings to “hold” or set the throttle position during failsafe in a valid position for the
fadec (signal between STOP and FULL POWER) the fadec will not detect any radio
problem, so it don’t will count any error. Our recommendation is to program the failsafe of
your TX to issue a signal to the throttle channel of less value than the STOP signal. I.e., if

your STOP position is –100% set the throttle failsafe to –125%. This will assure that the
fadec will recognize a failsafe condition, record the time, and stop the engine after 2s if
the radio link is not recovered. This last condition is obligatory in some countries and 100%
recommendable. Never fly your plane with the failsafe set to “hold” in the throttle
channel.
Airspeed.
If the airspeed sensor is connected to
the FADEC, it will detect it at power-up and
enable this screen. On first line it is possible to
set the maximum airspeed allowed for the
plane, between 32 and 250mph (50 to 400km/h), or OFF (no limit). The fadec will reduce
automatically the throttle to keep the airspeed at or below the maximum. Please not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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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dec only can reduce the throttle, it never will give more power than the one set by
the pilot trough the throttle command.
Second screen show the maximum airspeed reached on last flight in mph and km/h. This
maximum is set to zero on next engine start.
Setting the throttle to higher than 50% (with engine off) the second line will change to
“Current airspeed” to allow you to test the operation of the airspeed sensor.
Besides the maximum airspeed, the fadec record the current airspeed each 0,5s during
the last 51 minutes and store it in its internal memory, along with the RPM, EGT, Throttle
position and pump power. It is possible to download later these measures to a PC and see
the airspeed of the plane during all flight phases.
Test menus
The Fadec provides several menus to test the
starter motor, glow plug, pump and solenoid
valves.
These test screens are only available when the
Fadec is on “Trim Low” status, that is to say,

recently powered up and receiving a STOP signal
from the TX.
Pressing the (-) button (under the “ON” reading
on the screen) will energize the selected device
and pressing (+) will shut down.
Special care should be taken when testing the
pump, as it is possible that some fuel be pumped
in to the engine, flooding it, and causing a hot
start on next startup

RUN menus:
On these submenus the parameters used for the
engine during normal run can be modified.
Note that some of these menus could not be
available in your unit if your fadec belong to a production engine where the engine
manufacturer have set these values at factory and restricted to the users to modify
them.
Full power speed: On this screen you can set the
RPM that the engine will run at 100% throttle. If
the engine manufacturer has set an upper limit, you
will be able to reduce the maximum speed, but not
to increase it beyond the limit.
Idle speed: Set the RPM that the engine will run
when the FADEC receive IDLE command. While the

Page 11
engine running the fadec will adjust the rotor speed accordingly the throttle position in a
closed loop system.
STOP speed: Set the minimum RPM that the engine is allowed to run. The FADEC will
shutdown the engine if the rotor speed is below this setting.

Start/Min temperature: Set the minimum
temperature that the engine is allowed to run, and
in manual start operation, sets the temperature
from witch the pump begin to run.
Maximum temperature: Set the maximum
temperature that the engine is allowed to run. The
FADEC will reduce the acceleration rate if the EGT
approaches to maximum and will reduce the pump power if necessary to keep the
temperature below the maximum, but it don’t will cut the engine if the temperature is too
high, it will try always to keep the engine running by reducing the fuel flow .
Acceleration delay: Set the acceleration time on
the engine. Higher values mean longer acceleration
times. The real acceleration time is calculated
using a complex algorithm that take in to account this value, temperature, current RPM,
commanded RPM, and the tendency of EGT and RPM.
Deceleration delay: Similar to the acceleration,
but used during throttle down. Higher values mean
slower deceleration.
Stability delay: When the engine is running at
constant throttle setting, the FADEC is adjusting
continuously the pump power so that the rotor RPM
mach exactly with the throttle signal. The speed of witch the fadec adjust the pump
power is set by this parameter. A value of 100 usually is the best for all engines. A too low
value can cause instability on the RPM.
Pump Limit: The Fadec can give to the pump the full
battery voltage, but in most cases the voltage
needed for the pump is only a fraction of the full
battery voltage. Limiting the pump give a much smoother control of the engine and
prevents that the pump could receive excessive voltage in the case of a problem in the fuel
circuit, a clogged filter for example. This excessive power will cause a high pressure on

the circuit that can cause leaks or blown tubes.
Modifying this parameter is similar to reducing the battery voltage, so the accel and decel
times will be modified. The recommended adjust of this setting is to set it to 1020 (no
limit), run the engine, check and annotate the Pw of the pump displayed on the first screen
when the engine is running at full power and then use this value as pump limit, increasing it
in a 10%-20% to give a bit of margin for weak batteries and pump wear. Once the new
value set, adjust the accel and decel delays for best engine ha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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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menus:
On this submenu you will find the parameters used
during the engine startup. Like the “RUN” menus,
some of these parameters could be not available in
fadecs used in production engines.
There are 3 start modes available:
-Manual, where the user should do all the start
sequence, and the fadec only control the pump and
the fuel valve
-AUTO-Gas: The fadec do all the start sequence automatically controlling the starter,
glow plug, pump and valves, using auxiliary start gas (propane-butane) for ignition.
-AUTO-Kero: The fadec do all the start sequence automatically controlling the starter,
kerosene burner, pump and valves, using kerosene for ignition. This menu only appears in
kerostart fadecs.
Depending on the selected start mode the parameters available are only those related
with the selected mode.
Manual Start mode:
In order to start the engine in manual mode, the user must first raise the transmitter
throttle trim and leave the throttle stick in idle/minimum position. The Light Emitting
Diode (LED) on the FADEC illuminates, and the status screen show “Ready” indicating the

system is "ready for start". Once in this position, the operator must 1) turn/spin up the
engine with the starter motor / blower etc, 2) open the butane/propane gas, and ignite it.
When the FADEC registers an exhaust temperature higher than the programmed
start/minimum temperature and the rotor turning, the “Fuel Ramp” begins, the LED begins
to blink and the system begins to pump fuel to the motor, raising the fuel pump power
slowly until the idle speed is reached. This final condition is signaled by the system
extinguishing the LED and the “Running” word on the status screen. The user now has
control of the engine power trough the throttle stick. Setting the trim to LOW the engine
will be shutdown.
Parameters used in “manual start” mode:
Pump Start point: Sets the power of the pump
when it is started at beginning of the fuel ramp.
The FADEC have the ability of to automatically adjust the pump power to start it at the
lowest possible speed, independently of the battery voltage and pump roughness. Also the
user has the possibility to adjust the minimum pump power manually.
AUTO mode: The values of “Pump start point” from 0 to 8 are in AUTO mode.
This means that the FADEC will adjust itself the pump power to start it slowly by
measuring the voltage generated by the pump motor. The usual value for an unknown engine
is AUTO+2, but after the first start you can increase or decrease the fuel flow if needed.

Page 13
Manual mode: From values from 9 to 255 the power applied to the pump is fixed.
It is necessary to test with the selected pump and battery the right value to have the
pump to start at the desired speed.
Pump Start ramp: This parameter adjust the speed
of the fuel increase during the “Fuel ramp” phase.
Higher values mean a faster fuel flow increase.
Increase this value if the engine takes too long to arrive to idle, and decrease it if the
starts are too hot, with the engine overshooting the idle speed.
Auto Start mode. GAS:

Ensure your engine operates correctly before attempting full auto-start operation. You
can run the engine using the FADEC in manual mode, see “Manual Start mode” section.
Keep the magnetic RPM sensor clear of stray magnetic sources such as fuel pump and glow
plug wire as the magnetic field generated can upset the rpm reading.
Ensure your starter operates smoothly and without sticking. You should be able to attain
at least 1/3 of the idle RPM when the engine cold and 2/3 of the idle RPM during the
engine starting with the starter powered directly with the battery.
Ensure that the filament of your glow plug is well exposed out of the plug to ensure
prompt gas ignition.
A restrictor is sometimes required to control the flow rate of the start gas, especially if
pure propane is used. Gas supplies must be gas only, dip-tube liquid feed types are not
suitable. Propane/Butane mixtures work well in temperate climates. Beware of using too
much gas in the belief this will ignite more easily. Keep the maximum gas pressure under 2
bar (25psi) to avoid damage to the solenoid valves.
Problems lighting the gas are mostly related to plug element exposure, ensure the element
is pulled clear so the gas can really “see” the element. It needs to glow bright yellow for
good ignition, so adjust the “glow power” voltage in the main menu as required.
If necessary, prime the fuel circuit using the “pump test function” on the INFO menus.
Stop the pump when the fuel arrive close to the engine (10-20 cm) but avoid to fill the
engine with fuel. Use this option only to fill the tubes after servicing, but not at each
start.
Always set-up and confirm the operation of your Auto-start installation on the
test-stand, before installing into your model.
The present version of Autostart uses only one channel for all of the engine
functions: To trigger the autostart cycle, the process is as follows:
1. The user raises the trim. "Ready" will appear on the HDT (Hand data terminal)
screen. The trim and stick should be where the engine is supposedly to be to idle
once running. If the trim is on "stop" position, "Trim low" will be read on the HDT.
If higher than idle, "StickLo!" will be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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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n "Ready" is displayed, the user should cycle the stick to full power and back
to idle.
3. When the stick is at idle again, the start sequence begins.
4. The glow-plug is powered and checked. Once hot, the starter is engaged at
reduced power (soft start) and the gas valve is energized. If the glow test fail, a
"Glow Bad" message is displayed, and if the starter fails to have the rotor turning
a minimum RPM in 2 seconds, a “start bad” message is issued, and the autostart
function aborted.
5. When the rotor arrives at more than the "ignition max rpm" programmed
parameter (default 4000), the starter is disconnected and the brake applied.
6. When the rotor RPM fall below than the "ignition min. Rpm" parameter (default
2000), the starter is switched on again to raise the rotor speed to the "ignition
max rpm" and the cycle is repeated until the gas ignites or the system times out
after 30s.
7. When the thermocouple register a increase of 50ºC in temperature meaning that
the ignition have occurred, the starter is switched on immediately at reduced
power, increasing his power accordingly to the real rotor rpm. At the same time
the pump is switched on at “pump start point” power, and the fuel valve is opened.
8. The engine begins to accelerate as soon as the fuel begins to burn, and the power
of the pump is being increased trough the time at the "fuel ramp" slope. Once the
rotor RPM arrive to the RPM set in “rpm switch off gas” parameter (usually set at
3/4 of the “starter off RPM”) the gas valve is closed, and when the RPM arrive at
the predefined "starter off RPM" value, the starter is switched off and the brake
applied to it. The engine continues accelerating alone until the idle RPM are
reached.
9. The user can finish the sequence in any moment, simply setting the trim to "off"
position. If the engine was on "running" phase (above idle rpm), a cooling sequence
will be triggered, cycling the starter motor until the EGT is below the minimum
programmed temperature. This cooling sequence will be aborted if the trim is

raised again.
10. If the engine is hot (EGT higher than the minimum temperature) at the moment
that the user triggers the autostart cycle, then the FADEC will begin a cooling
cycle until the temperature is below the minimum programmed temperature. At
this moment it will continue with the normal autostart cycle if the trim is left in up
position.
Parameters used in “Autostart GAS” mode:
Pump Start point: Same use as in “manual start”
Pump Start ramp: Same use as in “manual start”
Glow plug power: Adjust the glow plug brightness, it
should be adjusted depending on the plug type, Usual
values are between 1,5 and 2V.
Start GAS adjust: The Fadec can cycle the solenoid
valve to adjust the starting gas flow. 100% mean that
the valve is all the time open, 50% half time open/half
time close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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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Batt. Volts: During on start phase the fadec
check the battery voltage, and abort the start if the
voltage falls below this setting. Once the engine is
running, the FADEC ignore this voltage and keep the engine running until the battery is
fully depleted.
Starter Power at Ignition: Sets the power applied to
the starter during ignition phase. The power should be
enough to assure a correct bendix engagement but not excessive to avoid to overload the
starter and fadec, and to have the rotor turning too fast to blow the starting gas away.
Ignition MAX RPM: Sets the rpm where the starter
will be switched off during ignition phase.
Ignition MIN RPM: Sets the rpm where the starter

will be switched ON again during ignition phase. Do not
set below 2000 nor equal or higher than the “Ignition
MAX RPM”
Preheat time: Sets the time that the fadec wait after
detecting ignition before to begin the fuel ramp to give
time to the combustion chamber to warm-up and the pump to start.
Starter Power at preheat: Sets the power applied to
the starter during the preheat time. The value usually
is the same as “Starter Power at Ignition”, but in
some engines could be necessary to have higher power.
RPM 100% Starter: The power applied to the starter
during the fuel ramp phase is increased accordingly to
the real rotor RPM to keep the starter torque constant
over all rpm margin. The minimum power is set trough the “Starter Power at preheat”
and the maximum (full battery voltage to the starter) is applied when the rotor arrive to
the RPM set on this parameter. Usual values are a 80% of the “no load” RPM of the starter
motor at full battery voltage. This feature allows using small/ low voltage rated starter
motors without the risk of burning them due at too much power in the low speed range.
RPM OFF Starter: Rotor RPM where the starter is
switched off, usually at 90% of “no load” RPM of the
starter motor at full battery voltage.
RPM to reconnect Starter: If after the starter
switch off the rpm of the rotor fall below this setting,
the starter is switched on again. This is not a normal
condition, if it does happen, then the fuel flow from the pump should be increased.
(Increase the “pump start point” 1 unit).
Always set this value at least 2000 rpm below than the “ RPM OFF 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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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Start mode KERO:

PLESE NOTE THAT:
• It is not easy to setup a kerostart system. Not a plug&play system. There are many
variables to adjust, you must be an expert.
• Some engines are not compatible with kerostart due at combustion chamber or
starter issues.
• It is very easy to convert an engine to a flamethrower. All tests must be done in a
test bench equipped by fire suppressant devices.
• The FADEC V10K including the software has been used and sold on production
engines from 2009 with hundreds of engines sold. It is a proven system, but this
doesn’t guarantee a success in your particular engine.
• The support from Xicoy Electronica will be limited to the present user's
manual and clarifications to it. We will not supply turnkey systems, parameter list,
etc, because it is impossible for us to test and know all the engines and engine
variants in the market.
Setup:
-Read the”Start Gas” section regarding general engine setup, safety devices. Etc. B
 E
CAREFUL. Kerosene doesn’t dissipate quickly as the gas does, this could cause a intense
fire if kerosene is left to pool inside the engine during failed start attempts.
-Use only a good 7,4V Lipo or NiCd for tests. Battery must be capable of to supply 20A.
-Assure that the battery leads and igniter leads are of at lest 1mm2 cooper section.
-Install the 2 solenoid valves at the pump output, trough a”t” fitting. Connect the solenoid
that feed the ignitor to the”gas valve” port.
-Prime both tubes, on the”INFO” menus there are one menu for each tube. DO NOT fill
the engine with Kerosene.
-Have compressed air or a fire extinghisher handy, kero can pool inside the engine and you
can have a really nasty surprise later.
To enable the ”kerostart” function, on ”start” submenu, choose the ”AUTO-KERO” in
Start mode.
Sequence:
1) Set trim to up. ”Ready” will appear on the data terminal screen. Raise the stick to 50%

and set back again, this will trigger the kerostart sequence. Raising the throttle to
maximum will switch”on” the starter at full power to allow the operator to blow away any
flames produced by a previous aborted start. Use this feature on emergency and only in
short burst to prevent to overload the starter motor.
2) "Burner On" displayed. The kerosene is powered and the power increased gradually to
keep the current below 12A to increase the life of burner, batteries and electronics. Final
burner voltage is adjusted by the parameter”Glow Plug Power”. Burner heating time may
vary depending of burner temperature at startup, usually between 6 and 10s. If there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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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like a disconnected burner or an overload, the sequence will be aborted and a
error message will be displayed.
3) Once the burner is at temperature, the starter is powered. First 2s the power is set
fixed by the parameter "Starter power at ignition" to assure a good bendix engagement.
After these 2 seconds, the starter power is regulated automatically to have the rotor
turning at the RPM set by "Rpm at ignition". Note that the fixed power set by the
parameter "starter power at ignition" is the minimum possible that will be feed to starter,
so if this power is set too high, the rotor will turn faster than the set rpm
4) Once the rotor is checked to be at the desired rpm for ignition, the pump and burner
valve will be pulsed to feed fuel to burner in a very exact flow. The pump is energized by
the power set by the parameter "Pump power ignition K". Set to about 45 for FW100, to
35 for a FW200, 25 for a Speed300. NEVER set in”AUTO”.
5) The screen will show” ignition” and the system wait for a confirmation that there is
ignition by checking for an increase of at least 6ºC in EGT. During this phase, the
parameters that are used by the system are:
” RPM IGNITION K” . Set the rotor RPM. Usually between 2.000 and 5.000 rpm
” Pump Pw Ignit. K” Set the power of the pump. The pulse time is fixed, so it adjusts the
amount of fuel sent to burner.
”Ignition timeout” Set the time that the system wait for ignition.
”Glow plug power” Set the voltage of the burner.

6) Once there is a confirmation of ignition, the new phase is”Preheat”. In this phase the
burner continue with same electrical and fuel supply as the ignition phase, but at same
time fuel is feed in to the vaporizers. Rotor RPM is controlled by a new parameter,”RPM
PREHEAT K”. This phase continue until the exhaust temperature (EGT) reaches a value set
by parameter” EGT Begin Fuel Ramp:”.
Parameters used on this phase:
” RPM PREHEAT K” . Set the rotor RPM. Usually 2000 rpm more than ignition
” Pump Pw Ignit. K” Set the amount of fuel sent to burner.
”Glow plug power” Set the voltage of the burner
” Engine Fuel Preh.:” Set the time of the vaporizer valve is open, thus adjusting the flow
to the engine main injectors. Burner flow is the same as Ignition phase, using same
parameters. Typical value is 40.
”EGT End Preheat:” Set the EGT to be reached in”preheat phase” before continuing the
sequence. Typical values 80-120ºC
7) Once the EGT will arrive to the temperature set by parameter " EGT End Preheat", the
”switchover” phase will be executed, where the fuel supply is progressively switched from
burner to main injectors, and it will be done according to RPM and EGT. Pump power now is
controlled by ”pump start point”, the pump run continuously and the valves cycled using a
variable duty cycle from the value set by parameter ”Engine min.Flow:” to the 100%
accordingly with RPM increase. RPM are increased by 1000RPM for each 20ºC of EGT
increase, until the value of ” RPM Fuel Ramp K” is reached.
Parameters used on this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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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M Fuel Ramp K” . Set the rotor RPM where the fuel will be feed only to main
injectors only and the burner switched off. Typical values 6.000-12.000 RPM
” Pump Start point” Set the start power of the pump. Exactly same as gas start.
”Glow plug power” Set the voltage of the burner
” Engine min.Flow:” Set the percentage of time of the main fuel valve is open at beginning
of the switchover phase. This percentage will increase automatically with RPM until arrive

to fully open when the RPM of next phase are reached. The time where the burner valve is
open is complementary to the injector time, so when the main valve is open at 80%, the
burner is 20%. Typical value 50%-70%
8) Fuel Ramp: From here the startup progress like gas starts. Parameters used on this
phase are exactly the same with same use, please read the”Gas start” sequence from point
nr.8.
List of FADEC STATUS message codes
Here is a list of possible messages shown on the data terminal screen and their meaning.
TrimLow: Indicates that the signal received from the transmitter corresponds to the
lowered trim, that is to say, engine OFF.
Ready: Indicates that the engine is ready for starting, and that the transmitter signal
corresponds to IDLE, (green LED lit)
StickLo!: This indicates that the throttle stick is in a position above IDLE, the engine will
not start with the stick in this position.
Glow Test: Verification of glow plug
StartOn: Test of the starter
Ignition: Gas ignition phase.
Preheat: Phase of heating of the combustion chamber after detecting
the gas ignition.
FuelRamp: Phase of acceleration until speed of IDLE.
Running: Engine working correctly, pilot have full control of engine power.
Stop: Engine off.
Cooling: Starter operating to cool the engine.
GlowBad: Defective or disconnected glow plug.
StartBad: Defective starter, insufficient RPM reached during start, RPM sensor failure.
Low RPM: Engine speed below the minimum.
HighTemp: Excessive temperature
FlameOut: Exhaust GAS Temperature below the minimum.

List of FADEC Warning message codes:
RC SIGNAL LOST/INCORRECT: The signal received from the RX is wrong (outside

calibration margin) or absent.
PUMP LIMIT REACHED: The fadec have increased the pump power up to the value set on
the “Pump Limit” parameter, but the engine hasn’t arrived to full power. Causes could be
flat battery, fuel restriction or anything that can cause a reduction in the fuel flow.
xxxx OVERLOAD: A excessive current is detected flowing to the specified output.

Diagn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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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engine operation the FADEC measures and stores all the engine operating
parameters recorded during the last the 51 minutes of operation. These measures can be
downloaded later to a PC to study the behavior of the engine in flight and to diagnose any
possible problems.
Also, after each cycle of operation, the FADEC stores the last cause of shut down and the
values of RPM, temperature and pump power at the moment of shutdown. In order to
access these measures, it is necessary to reinitialize the FADEC (shut down and power-up).
Set the trim down (TrimLow) and push the left button on the display. The FADEC will show
the cause of shutdown and the measured values at the moment of shut down. These are as
follows:
Diagnosis messages:
UserOff: The engine has been shut down because it has received the shut down command
from the transmitter.
FailSafe: The engine has been shut down because of loss of the control signal from the
transmitter. Once the Ecu detects a loss or invalid RC signal for over 0,5s, it sets engine
power to idle, and if after another 1,5seconds a valid signal is still not received the engine
is shut down.
SpeedLow: The engine has been shut down because the RPM has dropped below a minimum.
Cause could be lack of fuel, air bubbles, problem with the batteries, or defective RPM
sensor.
FlameOut: The engine has been shutdown because the temperature has dropped below the

minimum of (100ºC). (Usually a thermocouple failure).
RCPwFail: Lack of power from the radio receiver.
8. Limited Warranty:
The FADEC main unit and HDT are warranted to be free from defects in materials and
workmanship for a period of one (1) year from the date of original purchase. This warranty
is non-transferable. If your unit requires warranty service during this period, we will
replace or repair it at our option. Shipping costs is your responsibility.
This limited warranty does not cover the problems that result from: External
causes such as accident, abuse, misuse, polarity reversal, short-circuit, crash damage,
servicing not authorized by us, usage that is not in accordance with product instructions
and failure to follow the product instructions.
OUR RESPONSIBILITY FOR MALFUNCTIONS AND DEFECTS IN HARDWARE OR SOFTWARE IS LIMITED
TO REPAIR AND REPLACEMENT AS SET FORTH IN THIS WARRANTY STATEMENT. ALL EXPRESS AND
IMPLIED WARRANTIES FOR THE PRODUC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IMPLIED
WARRANTIES AND CONDITION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LIMITED IN TIME TO THE TERM OF THE LIMITED WARRANTY PERIOD AS DESCRIBED ABOVE. NO
WARRANTIES, WHETHER EXPRESS OR IMPLIED, WILL APPLY AFTER THE LIMITED WARRANTY PERIOD
HAS EXPIRED.
WE DO NOT ACCEPT LIABILITY BEYOND THE REMEDIES PROVIDED FOR IN THIS LIMITED WARRANTY
OR FOR CONSEQUENTIAL OR INCIDENTAL DAMAG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LIABILITY FOR THIRD-PARTY CLAIMS AGAINST YOU FOR DAMAGES TO PEOPLE OR PROPERTIES, FOR
PRODUCTS NOT BEING AVAILABLE FOR USE, OR FOR ENGINE OR AIRFRAME DAMAGE. OUR LIABILITY
WILL BE NO MORE THAN THE AMOUNT YOU PAID FOR THE PRODUCT THAT IS THE SUBJECT OF A
CLAIM. THIS IS THE MAXIMUM AMOUNT FOR WHICH WE ARE RESPO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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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r must provide an emergency shut-off (i.e. a servo operated cut-off valve) for
increased security.
Please read and follow the GTBA code of practice.
(http://www.gtba.co.uk/codes/index.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