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설명서 
●전원 켜기 : 가운데 버튼을 3 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켜집니다. 

        

●전원 끄기 : 가운데 버튼을 3 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다시 꺼집니다.  

                                                                           

●자가 진단 (Self-Test) 

자가 테스트 기능은 기기가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 전에 먼저 수행

해야합니다. 

자가 테스트 및 교정 절차 : 

1. 계측기를 켜고 계측기가 성공적으로 부팅되도록 기다립니다.  

2. MENU 버튼을 누르고 SELF-TEST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3. 화면에 작업자가 10 초 이내에 따라야 할 다음 단계가 표시되고 안내됩니다.  

4. 장비를 평평한 곳에 운반 케이스를 놓고 그 안에 똑바로 놓아주십시요.  

5. 테스트 상태가 디스플레이와 신호음으로 나타납니다. 매 초마다 한 번의 경고

음이 울리면    계측기가 자체 테스트를 통과했음을 의미합니다. 

 

a) 계측기가 교정테스트를 실패하면 초당 두 번의 경고음이 울리고 사용자는  

자체 테스트절차를   다시 반복해야합니다.  

b) 세 번째 시도에서도 교정테스트가 실패하면 제조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시레이저 (SPOTTER LASER) 

사용자가 SPOTTER ON버튼을 누르면 1분동안 녹색 지시레이저가 작동됩니다. 

지시레이저를 사용하려면 먼저 메뉴에서 레이저를 활성화 해야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아래 화면처럼 MENU를 선택하고 메뉴상에서 SPOTTER CONTROL를 선택한 

다음 ENABLE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맨위 메뉴바  표시 줄에 SPOTTER 아이콘이 표시되며 SPOTTER 레이저가 켜지

면 아이콘이 흰색에서 녹색으로 바뀝니다. 

                        

위 아래 사진처럼 화면처럼 맨아래 가운데 MENU 왼쪽의 버튼을 누르면 지시레이

저가 1분동안 켜지다 꺼지며 그럼 다시 버튼을 누르면 다시 1분동안 작동됩니다. 

                          

●DMD 모드 

DMD (Digital Methane Detection) 모드는 RMLD-CS의 사용을 크게 향상시키며 대

부분의 상황에서 사용자는 DMD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측량 해야합니다. DMD 

모드를 켜려면 MENU 버튼을 누르고 AUDIO MODE를 선택한 다음 DMD를 선택하십시

오. 

 



●경보점설정(ALARM LEVELS) 

경보 설정값을 변경하려면 MENU 버튼을 누르고 아래로 스크롤하여 ALARM LEVELS

를 선택하십시오. 아래쪽 버튼을 눌러 임계 값을 높이거나 낮추고 선택을 눌러 

placeholder(자리 표시자)를  이동합니다. 참고로 경보설정값이 높을수록 기기의 

감도는 떨어집니다. 뒤로 화살표 버튼을 눌러 메뉴로 돌아갑니다 

.          

 

 

●데이터로깅(DATA LOGGING) 

RMLD-CS 데이터 로깅 기능을 통해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완전한 원격 측정 기록

을 내부 SD   메모리 카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메뉴

에서 DATA LOGGING을 선택한 다음 ENABLED를 선택하십시오.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려면 메뉴에서 DATA LOGGING을 선택한 다음 DISABLED를   

선택하십시오. 

 

 

 



데이터 원격 측정은 작동 중에 여러 로그 파일에 기록됩니다. 다음과 같은 측정 

정보가 로그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CH4 PPM-M 측정  

● 배터리 수준  

● 배터리 전압  

● GPS 위치  

● 타임 스탬프  

● 기기 번호  

계측기 로그 파일에는 그 외 다양한 시스템 상태와 도움이 되는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장 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장치 성능을 평가하거나 문제 해결

에 도움을 줍니다. 

 

●USB 파일 전송 

기록 / 캡쳐 된 데이터에 액세스하려면 제공된 USB 코드를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작업자의 PC에 연결하십시오. PC 인식 및 파일 로깅 작업을 위해서는 MENU의 USB 

모드를 "Mass Storage Device"로 설정해야합니다. 참고 : 필요한 드라이버가 설

치되면 RMLD-CS를 인식하는 데 처음 플러그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초

기 프로세스가 완료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장치에 액세스 할 준비가되면 파일 탐색기 창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기본 파일 

및 폴더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일 폴더 : YYMMDD 형식으로 자체 테스트 로그 작성 : hhmmss-SELF_TEST.txt 형

식으로 작성됩니다. 데이터 로그 : YYMMDD-hhmmss_'USER'_Datalog.txt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참고 : 'USER' 작동 중에 사용중인 운전자 프로파일로 대체됩니다. 

 

●그 외 장비 사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담당자인 선두전자㈜ (Tel: 02-3397-

3297) 황 인성부장 또는 문 평강대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