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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L-XL RSC(Road Sensor Control) 
Retroreflectometer LTL – XL 장비를 위한 도로 센서 운영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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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포기) 성명(서) 
 

이 서류 안에 포함된 정보는 통보 없이도  변경가능 함을 승인한다  
 

DELTA LIGHT & OPTICS 는 이 자료 또는 포
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보증
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을 위한 

적용이나 상업용 보증을 수반하는 것에 대하
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 DELTA LIGHT & OP

TICS은 이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 또는 비품
과 연결하여 사용시 가져오는 손상과 또는 우
연히 일어나는 오류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않는
다. 

 
 

LTL-XL 는 일반공용 승인요소를 토대로 하며  

 THE SOURCS CODE는 청구하면 입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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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L-XL RSC(Road Sensor Control;도로 감지기 운영) 프로그램 
도로센서 운영 프로그램; LTL-XL RSC(Road Sensor Control;도로 감지기 운영)는 사용자의 

작업을 잘 꾸려 나가게 하는 의도로 제공되며, LTL-XL RSC(Road Sensor Control;도로 

감지기 운영)는 설비 관리에 편익을 제공한다 
 
필요 요건  
프로그램은 윈도우 2000 또는 그 이상 버전에 설치하여야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 

통신은 USB 를 이용하여 연결 한다 
 
설치 
LTL-XL CD 를 CD-ROM 드라이브에 삽입. 컴퓨터는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시작 하게 

된다. 만약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CD 안의 브라우저에서 Autorun.exe 을 클릭한다  
 

                           
 
 LTL-XL logo 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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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LTL-

XL 를 사용하는 것이면 RSC(Road Sensor Control; 도로 감지기 운영) 프로그램을 설치 하여
야 한다. “Install RSC program”를 클릭.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설치된다   
          
PC 와 LTL-XL 과 연결 
컴퓨터 USB port 에 USB 케이블을 연결 하고 장비를 켠다. 프로그램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두 항목의 버튼이 나타나고  “How to install” 항목을 클릭 하면 설치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을 참고 할 수 있다  
 

                                 
 
설치 된 프로그램은 바탕화면에 아이콘으로 나타나게 된다 
 
RSC(Road Sensor Control; 도로 감지기 운영) 프로그램 시작 
바탕화면의 RSC icon 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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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L-XL RSC(Road Sensor Control; 도로 감지기 운영) 배치도 
 
LTL-XL RSC(Road Sensor Control; 도로 감지기 운영) 프로그램이 열리면 아래와 같은 

그림을 볼 수 있다 

 
 
윗줄에 있는 아이콘들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해 보겠다 
 
저장 틀 
저장 틀은 LTL-XL 측정 저장한 데이터를 읽어 올 수 있다  

저장을 읽어 올 수 있는 아이콘  을 클릭하면 모든 저장 된 내용을 LTL-XL 로부터 

내려 받을 수 있다  
 
저장 틀은 아래와 같이 도구 버튼으로 되어 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각 버튼의 기능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보호 된 파일 열기 

• 보호 된 파일로 저장 

• 엑셀 파일로 저장 

• CSV(쉼표를 기준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저장한 데이터를 말한다) 파일로 저장 

• LTL-X 로 부터 저장 페이지로 저장된 내용 내려 받기 

• LTLXL RSC(Road Sensor Control; 도로 감지기 운영) 저장 페이지 지우기 

• LTL-XL 저장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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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페이지 프린트 

• 선택한 클립보드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 위치 복사하기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 관련 된 데이터 보기 

• Google Earth 로 전송 
 
저장 틀에서 데이터 나타내기 
 
저장 데이터 테이블 위에서 LTL-XL 이 저장 한 그리고 저장 틀로 전송 되어 진 다양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왼쪽부터 저장 틀에 대한 설명을 아래 같이 하겠다 
 

 
 

• 개개의 측정 번호 

• 도로의 일련 번호(ID) 

• 주어진 일련의 ID 에서의 개별 측정번호 

• 측정 데이터 

• 측정 시간 

•  RL 값 

• 주어진 일련의 ID 에서의 RL 측정 평균값 

• Qd 값 

• 주어진 일련의 ID 에서의 Qd 측정 평균값 

• 선택 된 평균 형태(고정 또는 이동) 

• 오류 및 경고 등록 
 

 
 

• 온도 

• 상대 습도 

• 사용자 이름 

• 선택 된 도로 표시 아이콘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 위치에 대한 4 칼럼 데이터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 고정 정보 

• 측정 시 연결 된 위성의 수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 특성(품질) 측정 데이터 

(HDPD< 1.0 면 우수함)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 자료 정보 

• 습식(습성) 시간기록지 사용관련 3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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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일련 목록 
 
만약 ID 일련 목록을 저장 페이지 측정 중에 사용 한다면 몇몇 색인 표에 모든 데이터 

중      와 같이 ID 가 언급 된 탭이 

나타나게 된다. 그 탭들은 저마다의 데이터를 골라 볼 수 있게 작동한다. 선택한 탭은 

저장 페이지에 작동(적용)하게 된다 
 
저장 상태 줄 
 
만약 LTL-XL 장비가 연결 또는 분리 되면 연결 상태 아이콘이 나타나게 된다. LTL-XL 

장비가 연결 되지 않으면 아이콘은 회색으로 나타나게 된다 
       

 
 
현장에서는 LTL-XL 로 부터 시간과 날짜가 계속 갱신되게 된다. 만약에 LTL-XL 장비가 

꺼져 있거나 분리되면, 시간과 날짜는 사라지게 된다. 시간은 사용 중에 있는 컴퓨터에 

설정 된 형태와 일치 되게 된다 
 
작동하고 있는 통신 포트 또한 상태 줄에 나타나고 상태의 정보, 작동되는 상태도 알려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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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창 기능 버튼들 
 
주의:  사용자는 Cell 을 두 번 클릭함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언제든지 저장데이터로 

올릴 수 있다. 이 변화는 엑셀이나 CSV(쉼표를 기준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저장한 데이터를 

말한다) 파일로 반영되어 지나 보호 데이터는 항상 원본 데이터만 가지게 된다 
 
보호 파일 불러오기 
이 버튼을 클릭하여 보호파일을 불러 올 수 있다 

보호파일은 부호화 된 저장 파일이며, 작업을 안전하게 보호하게 된다. 보호파일의 

저장이나 전송할 때 서류는 작업으로부터 조작이 되지 않는다. 부호화된 보호파일은 

단지 LTL-XL RSC(Road Sensor Control; 도로 감지기 운영) 프로그램에서만 읽어진다 
 
보호파일로 저장하기 
저장 파일을 읽은 후 저장을 보호 파일 형태로 할 수 있다. 만약에 저장 페이지를 

수정하거나 데이터를 조작 해도 원본 데이터는 계속 유지 되게 된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것을 저장 할 수 있다 
 
엑셀 파일로 저장  
활동중인 저장 페이지는 언제든지 엑셀파일로 저장 가능하겠다. 엑셀파일은 도표형식
은 포함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도로 표시(Road Markings). 도표형식의 정보는 숫자와
 같이 보여지게 된다.  

 “표현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img/N7.png 

2 img/N9.png 

3 img/N3.png 

4 img/N5.png 

5 img/N1.png 

6 img/N1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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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mg/N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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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mg/N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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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V 파일로 저장 
저장 페이지를 콤마 분리 파일로 저장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저장 데이터는 어디에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CSV : 쉼표를 기준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저장한 데이터를 말한다. 데이터베이스나  

  
표 계산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해 이런 형식을 사용한다. 

 
LTL-XL RSC(Road Sensor Control; 도로 감지기 운영) 저장 페이지 삭제 
컴퓨터에서 저장 페이지를 Clear Page 버튼을 이용하여 삭제 할 수 있다 
 
LTL-XL 저장 삭제 

 Clear Log 버튼을 이용하여 LTL-XL 안에 저장된 내용을 삭제 할 수 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LTL-XL 안에 저장 된 모든 저장 데이터를 잃어버리게 된다 
 
저장 프린트 
“Print Log” 버튼을 이용하면 저장 페이지의 내용을 프린트 할 수 있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 위치 보이기 
이 버튼을 누르면, 저장 데이터 안에 GPS 정보가 나타나게 된다. 만약에 저장 

데이터를 보호 파일에 저장을 선택 했다면, GPS 위치가 숨겨진다 해도 그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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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게 된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 데이터 Google Earth 로 보내기 

GPS 위치가 포함 된 저장 데이터를 Google Earth 로 보낼 수 있다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아래 그림과 같이 데이터 라인(브라우저)을 선택하여야 한다. 

만약 데이터가 선택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데이터라인이 선택되게 된다. 데이터 

선택은 일반적인 Window 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같다  

shift + 왼쪽 마우스 클릭하여 그룹을 선택  

ctrl + 왼쪽 마우스 클릭 개별 입력 선택/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전송을 위한 매개변수 설정을 위한 새로운 창이 열린다  
   

 
 
만약 나타나 있는 저장 데이터를 내려 받기 할 경우(보호파일로부터의 데이터가 아닌 

경우) 파일 이름에는 장비 명(LTL-XL), 고유번호(e.g. 515) 그리고 일련 ID 들을 

포함하게 된다. 파일의 확장 명은.kml 가 된다 
 
“ Limits” 라는 항목은 Google Earth (GE) 안에서 표시를 조절하는 값으로 RL 측정 

값이 제한 값보다 작을 경우 “Low Color” 색으로 나타나게 되고 RL 측정 값이 설정 한 

제한 값보다 높으면 “High Color”의 색으로 나타나게 된다. 현재 Qd 측정 값에 대한 이 

기능은 아직 사용 할 수 없다  
 
“ Labels” 라는 항목은 스크린에 측정 항목을 보여주는 문자의 표시가 되겠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ID(seq)가 나타나게 된다 

“Auto start Google Earth” 항목을 표시하고 “OK” 클릭하면 Google Earth 는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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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되고 측정 위치들이 보여지게 된다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GE(Google Earth) 안의 데이터 포인트에는 일련의 ID 와 RL 측정 

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만약 GE(Google Earth) 안의 포인트를 클릭하면 상자가 

나타나고 측정 된 정보에 대한 상세내용이 나타나게 된다 
 

 
 
 
오류와 경고 
 
측정 하는 경우, 만약 측정 값과 함께 저장 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경고문구가 나타난
다. 

관련 경고 내용은 LTL-XL RSC(Road Sensor Control; 도로 감지기 운영) 안에 나타나게 된다  
 

주목: 

Google Earth 는 사용하고자 하는 

컴퓨터에 kml 데이터 파일을 볼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Google Software"를 사용하려면 

서비스의 범위와 법률적 주위 항목에 

대하여 동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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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 신호 
GPS 신호의 질은 두 종류의 데이터로 나타나게 된다 
 

• “satsinfix” 
• “gpsdhop” 

 
“satsinfix” 는 측정하는 동안 현재 고정된 위성의 수를 나타낸다. 위성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최상의 신호 상태가 된다 
  
“gpsdhop” 는 GPS 신호의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DHOP 의 값이  <1 로 나타나면 

최상의 신호 상태가 되고 DHOP 신호가 1 ~ 5 사이를 나타내면 사용가능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고 DHOP 값이  >5 이면 신호가 약함을 나타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