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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사항 
 

 

 

이 서류 안에 포함된 정보는 별도 통보 없이도 변경가능 함을 승인한다  

 

DELTA LIGHT & OPTICS 는 이 자료 또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보증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한 적용이나 상업용 보증을 수반하는 

것에 대하여 국한 되어 있지 않다.  

DELTA LIGHT & OPTICS은 이 자료를 사용

하여 수행, 또는 비품과 연결하여 사용시 가

져오는 손상과 또는 우연히 일어나는 오류

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않는다. 

 

 

LTL-XL 은 공용 승인요소를 토대로 하며 제작 

되었고 원본 코드는 청구 시 사용 할 수 있다 

 

 

주의:  

책임 있는 담당자의 허가 없는 교체/변형은 장비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주목: 

이 장비는 Class A 디지털 장치에 대한 규제와 

연방통신 위원회(FCC) 규칙 제 15 조를 따르고  

그 안에서 테스트 된 장비이다. 상업공간 안에서  

장비를 사용 할 시 유해 간섭에 맞서 적절 한 보 

호가 되도록 디자인 해야 하는 규제를 따른다.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 발생 및 사용하게 

되므로 적절한 취급 안내서에 따라 설치 하지 안 

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무선 통신에 유해 간섭을  

줄 수 있다. 사용 자가 거주 지역에서의 장비 사용 

을 위해서는 유해 간섭에 대한 영향을 보완하는 

개인적인 비용이 필요 할 수도 있다.   

 

 

 

 

 Updated. August, 2016 

 Version 1.04a English  

                                              June 2017 Drawing-up translation by JS Park of HK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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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운영(사용)정보  

LTL-XL 소개  

LTL-XL 재귀 반사 휘도계는 운반(이동)용 실외장비로 반사 휘도 및 도로차선표시  

반사 특성을 측정 할 수 있는 장비이다. 

 LTL-LX 장비의 측정 항목은 RL 값/야간 반사 휘도 계수와 Qd 값/주간 시야 가 된다.  

 RL 은 전조등이 켜져 있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여지는 차선 표시의 밝기를 측정 하

는 항목이 되며, 도로차선에 조사되는 빛의 각도는 1.24가 된다. 

주간 시야 밝기인 Qd 는 산란된다.  

RL 과 Qd 의 반사 빛은 2.29각도에서 측정되며 관찰거리는 30 meters 이다.  

이 거리는 일반적인 상태의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거리가 되겠다.  

측정 원리와 표준광원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roadsensors.com”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 LTL-XL 장비 

RL 과 Qd 는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도로차선 표시에 중요한 요소(값/수치)가 되겠다. 

http://www.roadsenso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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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 휘도계의 운영은 매우 간단하고 최소의 조작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LTL-XL 의 반사 휘도 측정과 RL 과 Qd 의 계산은 국제표준 CEN 과 ASTM 표준을  

따른다.  결과는 큰 그래픽 화면 위에 일반 문서(암호화되지 않은 문서)으로 나타내어

 준다. 

사용하는 도중 어떤 문제발생 경우 오류 메시지 또는 경고문으로 디스플레이 창에 

나타나게 된다. 

측정 날짜, 시간, 다른 상대적인 데이터와 같은 측정에 대한 등록은 장비에 저장된다. 

하기와 같은 데이터가 저장된다(기능 사용을 허용 한다면): 

 

 측정 명(도로 명) 

 도로표시형태에 대한 소개 아이콘 

 사용자 이름 

 GPS 데이터(만약 설치되었다면) 

 온도 & 습도 

 장비의 상태 

 

측정 결과는 장비에 설치 되어 있는 프린터(옵션) 에 의해 출력할 수 있다. 

컴퓨터 사용 시 RSC(Road Sensor Control)-program(36 페이지를 보라)을 이용하여 

통신할 수 있고 데이터를 다른 컴퓨터와 교환 할 수 있다. 

 

LTL-XL 장비의 일반적인 전원은 충전 가능한 NiMH(Nickel-Metal Hydride) 배터리를 

사용하며, 새 배터리 경우 완충 시 대략 1,100 번의 측정을 할 수 있겠다. 

선택사항으로 고 용량 배터리를 제공하며, 대략 2,500 번의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충전기의 메인 파워는 15V 로 배터리에 충전시키게 되며, 표준 배터리는 1½ 시간 

정도 충전하고 고 용량 배터리는 3½시간 충전하면 되겠다. 장비는 또한 15-

18VDC 공급 가능한 전원 장치가 있다면 사용 가능하겠다. 작업 현장에서의 충전은 

15V AC 전원 변환기를 이용하여 차량용 배터리(시거잭을 이용)에서 가능하겠다. 

 

LTL-XL 반사 휘도계 특성  

 이동 및 휴대 장비 

 경제적이며, 인체공학적인 운영(조작)패널 높이조절 

 빠른 측정(RL 또는 Qd -> 1 초 미만 측정, RL+Qd –> 3 초 미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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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 또는 젖은 표면에서의 측정 기능  

 평평한 또는 거친 면 그리고 5mm 정도 올라오게 성형된 도로표면 측정 기능 

 사용자 및 측정 종류 그리고 시리즈 별 표시와 같은 식별자동 데이터 저장에 

의한 완벽한 문서화 기능 

 사용 시 가청 신호 기능(기능사용을 허용한다면) 

 데이터 교환을 위한 RSC PC 소프트웨어 사용, 저장 된 데이터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엑셀 또는 구글 어스에서 표출 가능한 파일로 변환 

저장  

 단일 단계에 의한 간편한 교정 작업 

 확인 가능하고 인증된 반사교정용 표준 사용 

 사용자 교환가능 전지 사용 

 빠른 충전(대략 표준형은 1½시간, 고 용량 배터리는 3½ 시간) 

 메인 전원으로부터의 재 충전  

 평균기능(2~99 읽은 값) 

 다양한 언어선택 

 

옵션 

 GPS, 측정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저장 

 이동용 바퀴와 확장 손잡이 

 열 감지 프린터 

 고 용량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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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사용 단추(버튼): 

  HELP                  ON/OFF          

    

  MENU               SMART(자기감시분석)          

 

 (초기화면)HOME                CALIBRATE(교정) 

 

 (돌아가기)BACK                 PRINT(출력) 

 

                 UP(위) 

LEFT(왼쪽)       RIGHT(오른쪽)                        

            OK (center) 

 DOWN(아래) 

그림 2. 사용단추(버튼) 

 

높이 조절(옵션) 

LTL-XL 장비 사용 전, 조정패널의 높이 조절이 인체공학적으로 가능함을 

주목하라. . 장비의 앞쪽에 있는 빨간색 손잡이를 눌러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동시에 조정 패널의 손잡이를 올릴 수가 있다. 손잡이를 잠길 때까지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켜기 

ON/OFF 스위치 버튼  을 눌러 장비가 켜질 때까지 눌러 조정패널이 켜지는  

것을 확인 한다.  

장비는 10 초이내 측정 준비가 되고, 대기상태로부터 1 초 이내 작동한다.   

 

측정 

필요 할 경우 장비를 먼저 교정한다, DELTA 에서는 장비 교정은 장비를 겼을 경우 

그리고 새로운 측정 항목을 시작할 경우 또는 측정하기 전 통상적으로 최소 

아침에 한번 하는 것을 추천한다. 교정 페이지 40 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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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차선 표시가 된 곳으로 장비를 올려 놓는다. 도로 위의 위치 페이지 12 를 

참조하라  

 

OK-녹색버튼 을 눌러 측정 한다. RL 또는 Qd 한가지 측정은 대략 1 초내에 

완료되며, RL & Qd 동시 측정은 3 초가 걸린다.   

측정이 끝나면, RL 또는 Qd 값은 바로 표시가 된다.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데이터 

저장장치로 보내지게 된다. 만약에 측정 시 문제가 생기면 경고 아이콘이 

나타난다(오류 및 경고 페이지 36 를 참조하라) 그리고 경고음이 울리게 된다(이 

기능을 설정하였다면, 소리 설정 23 페이지 참조). 

 

측정 시 배터리 전압이 너무 낮으면 저장 시 오류 아이콘이 나타나게 된다. 만약에 

배터리 전압이 너무 낮으면 측정이 안 되고 오류(에라) 아이콘이 나타난다. 

최근 측정 데이터를 출력하려면, PRINT 버튼 을 누른다.  

 

사용자 선택(사용자 초기)  

만약 사용자 아이콘 이 측정 값 표시 열 위쪽에 나타나면, UP 버튼▲누르고 

만약 필요하다면 ◄  또는 ►  표시 아이콘을 사용한다. OK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선택 메뉴가 나오게 된다. 추가적인 정보는 “사용자 선택” 페이지 17 을 참조하라. 

 

 ID 선택(이름) 

만약 사용자 아이콘  이 측정 값 표시 화면 열 위쪽 아이콘 UP 버튼 ▲을 

누르면 도로 아이콘이 표시된다.  OK 버튼 을 누르면 ID 선택 메뉴가 나타난다. 

위 아래 버튼을 사용하여 이름을 선택하고 OK 또는 ENTER / EDIT 를 눌러 새로운 

이름을 입력 한다. 

만약 아이콘이 보이지 안거나 관련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시리즈 ID 편 28 

페이지를 참고하라.  

 

교정 

장비는 보정용 교정 판을 제공한다. 보정용 교정 판은 Delta 사 교정 및 PTB (Phys-

icalish-Technische Bundesanstalt, Germany) and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USA) 기인한 교정 장치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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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절차 

교정 전에 교정 판이 깨끗한지 확인 작업을 수행한다. 

 

교정작업의 수행은 아래의 순서를 따른다:  

 교정 판을 설치 하기 전에 교정 판 옆에 찍혀있는 RL 과 Qd 값을 확인 한다.  

 교정 판을 장비 아래쪽에 설치한다. 교정 판 옆 선에 있는 구멍 안에 맞는 

핀을 확인 한다. 장비 밑에 교정 판을 설치 할 때 교정 판 또는 광 

다이오드에 손상이 가지 않게 주의한다. 

 CALIBRATION 버튼  을 한번 누른다. 교정 할 항목 RL 또는 Qd 를 확인 

한다. 

 교정 값은 교정 판에 표지 된 기준 값과 같게 맞게 조절할 수 있다. 교정 

편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라.  

  OK 버튼을 눌러 교정을 끝낸다. 만일 오류가 발생 하면 교정 과정을 

확인하고 교정 작업을 반복한다. 

 다른 교정 항목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RL, Qd) 

  

교정 절차가 마무리 되었으면 교정 판을 제거하고 정확히 저장한다. OK 버튼을 눌러 

측정 화면으로 돌아간다. 추가적인 정보는 42 페이지를 참고하라. 

 

오류 및 경고  

만약 LTL-XL 장비에 문제가 감지되면 오류 및 경고아이콘은 화면 열 위쪽에   

 

나타나게 된다. UP 버튼 ▲을 누르면 가장 심각한 오류 또는 경고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이후 OK 버튼을 누르면 모든 장비에 대한 일반적인 그리고 

측정에 관련 된 오류 또는 경고에 관련된 모든 항목들이 나타난다. 

 

소리 설정 

 MENU 버튼  을 누르거나 SETTINGS / SOUND 를 선택한다. KEY CLICK 또는 

SOUNDS 를 선택하면 키 클릭 또는 시스템 소리에 대한 개별소리를 설정할 수 

있다. UP ▲ 또는 DOWN ▼ 버튼을 누르면 레벨을 조절 할 수 있다. 설정을 한 후 

OK 버튼을 눌러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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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기능 

HOME 화면; HOME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초기 화면으로 간다. 

 

Re-set log(재설정 저장): MENU 버튼  그리고 LOG / CLEAR  

DATA 를 선택한다. 메뉴에서 선택하면 CLEAR LAST DATA, 

CLEAR ALL DATA 또는 CLEAR SERIES DATA 가 나타난다. 

 

Date and time(날짜 그리고 시간):  MENU 버튼을 누르고 SETTINGS / 

DATE & TIME / SET TIME/DATE 을 선택한다.  UP ▲ 

그리고 DOWN ▼ 버튼을 사용하여 시간과 관련 된 설정을 

한다. 

       

Power save(전원 관리): MENU 버튼과 SETTINGS / POWER / AUTO SLEEP, 

AUTO OFF 를 선택한다. ▲그리고 ▼버튼을 사용하여 값을 

수정 한다. 

 

 

데이터 교환/통신   

컴퓨터를 사용 할 경우 DELTA 에서 개발한 RSC program 을 사용 한다. 이 프로그램

은 컴퓨터와 LTL-XL 장비간 데이터 교환(전송)을 할 수 있다.  

36 페이지  “RSC-program”파트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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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L-XL 장비의 정확한 사용을 위한 중요한 안내 

 

도로 표시위의 장비 위치 

측정 시 측정 정도 및 레벨에 따라 지역에 포장 된 포장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평탄한 차선표시 위의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의 중앙에 오도록 하는데, 장비 

커버옆쪽에 나타나있는 빨간색 점을 기준으로 위치를 맞추면 된다. 측정 영역은 대략 

50mm/1.97inch 폭에 185mm/7.28 inch 길이가 된다. 측정 하기 전에 차선 위에 

파편이나 이물질이 있는 지 확인 하고 장비가 안정된 자리에 있는 지도 확인 하라. 

이유:   LTL-XL 장비는 3 개의 지지 패드를 가지고 있고, 각 패드는 작은 공간을 

가지게 된다. 이 패드에 고르지 않은 차선 또는 자은 조각의 자갈이 한쪽 패드에라도 

낀다면 측정 영역이 움직이고 측정 값 읽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측정  

녹색 OK 버튼을 누르면 한번 또는 두 번 시그널을 읽게 된다. 측정 버튼을 한번 

누르면 핸들 위를 누르지 말라. 

이유: 핸들 위를 누르면 약간이라도 장비가 기울게 되고 측정 기하학적 영향으로 

읽는 값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측정 수  

정밀(정확)한 측정을 위해선 한 차선에 대하여 한번만 측정 하지 말라. 3 번 정도 

값을 읽는 것이 한번 읽어 측정 된 값보다는 좀더 정확한 결과를 준다. 5 번 읽는다면 

3 번 읽어 나온 결과 보다는 더 정확한 결과를 준다고 보면 된다. 차선의 인접지역을 

측정 하여 읽는다.  장비는 평균값을 계산하게 된다.(고정 또는 평균 옵션으로 이동)  

이유:  차선의 반사 정도는 지역마다 다양하다. 장비가 다른 방향으로 10 mm /  ½”  

보다 작게 움직였을 때 변화율이 5%~20% 정도까지 보이는 것이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화면 보호 및 화면 가리기 

화면 보호 및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화면을 지속시킬 때 사용하게 된다.  

추가적인 정보는 파트 2 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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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기: 

 

 

 

 

 

읽기 

 

 

 

 LTL-XL 장비는 광학적으로 정밀한 장비이므로 손잡이를 주의하라. 

 램프의 방사 창과 고정 판의 청결함을 유지하라. 

 깨끗하고 건조한 환경을 유지 하라. 

도로차선 측정 연습하라. 관련 책자는 하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www.roadsensors.com  

 

http://www.roadsenso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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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일반적인 정보 

측정  

LTL-XL 장비의 RL (반사 휘도 계수) 측정 계수와 Qd (주간 광)을 측정 하게 된다.   

RL 계수는 전조등조사에 의한 운전자에 보이는 차선의 반사 밝기가 된다. 

Qd 측정은 낮 조건 시 볼 수 있는 차선의 밝기가 되겠다.  

 

LTL-XL 장비의 RL 측정을 위한 조사 각은 1.24 도 이고 Qd 측정을 위한 조사 각은 

산란이다. 양쪽의 관찰 각은 2.29 도 가 된다. ASTM 그리고 CEN 표준 규정에 의해 

운전자의 시야거리는 30 meters 로 되어 있다. 장비의 조사 영역은 대략 185 mm x 

50 mm / 1.97 x 7.28 inch 가 된다.  

 

메인 화면에서 녹색 버튼을 누름으로 측정되고 잠시 후 RL 값과 관련 정보가 

스크린에 나타나게 된다. 측정 결과는 자동적으로 내부 메모리로 전송되고 해당 날짜, 

시간 그리고 데이터 들은 프린터에 의하여 출력 된다(옵션). 

 

모든 측정은 상태정보도 포함한다. 만일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면 그 관련 정보는 경

고 및 오류 아이콘으로 스크린 상단에 표시되게 된다. 그 정보는 새로운 측정 전까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상태 정보는 로그 파일에 저장 된다.  

 

오류 메시지에 대한 주목  

주변 광은(Stray light) 때때로 장비에 들어갈 수 있으나 정상적인 측정 조건 일 경우

에는 특별한 의는 없다. LTL-XL 장비는 자동으로 Stray light 를 보상한다. 

 

장비에서의 약한 빛 반응 및 상쇄 된 오류들은 교정 작업도중에 보상하게 되므로 

교정 판 위에 장착 된 세라믹 판과 장비의 먼지방지 유리창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LTL-XL 장비의 조사 각도는 도로표면과 1.24°가 된다. 이것은 작은 각도이지만 도로 

위에 정확히 장비가 위치해야 하는 각도가 되겠다. 자갈 조각들이나 불규칙적으로 

정돈이 되지 않은 곳은 피하라. LTL-XL 장비는 도로 면과 평행해야 하고 접촉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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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LTL-XL 장비는 튼튼한 장비이다 하지만 광학적인 장치와 핸들 부분은 주의를 하여야 

만 한다. 

 

LTL-XL 장비는 이미 회사 내에서 교정되어 나온다. 그러기는 하지만 측정 할 때는 

교정을 하는 것이 좋다. 화며 상에 나타나는 오류 와 경고 및 오류 아이콘에 대하여 

공부 하여야 할 것이다. 4 단원; “유지관리” 부분을 참조하라. 

    주목 

 

 

 

 

고온 조건  

화면 

만약에 장비의 스크린 화면이 오랜 시간 태양빛에 노출되면 과열 될 수 있다. 하여, 

화면 보호 뚜껑을 덮기를 추천하여 손상과 긁힘도 막을 수 있게 된다. "낮에 읽는 

것은” 고온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높은 온도는 화면의 서비스 생명을 

감쇠시키게 된다. 

 

배터리 

배터리의 운용 온도는 0C / 32F 그리고 45C / 113F 사이가 되겠다.  

 

 

 

 

 

 

 

 

 

 

 

 

 

 

 

                                                   그림 3. LTL-XL 내부 

램프창의 먼지보호와 교정 판의 청결함을 유지하라. 

충전지는 가득 충전시키고 충분한 충전은 배터리의 소모와 

손상을 줄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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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사용자 접속 

 

                                     
  

그림 4: 메인 화면 

     

화면과 키보드 배치  

사용자 접속은 직사각형 화면 주변에 누르는 버튼들로 구성 되어있다.  

화면은 2 개의 주요 모드가 있다; 측정 화면(HOME 스크린)와 메뉴 화면이 되겠다. 

장비는 측정 화면이 보여지고 시작 된다. 화면 영역은 4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가장 큰 주화면은 중앙에, 아이콘들은 위쪽 열에, 메시지 또는 자막영역은 

아래쪽에 그리고 버튼들은 아래쪽 아이콘으로 나타나 있다. 

 

측정 화면/메인 스크린 

측정 화면에는 최근 측정 값인 RL 과 Qd 가 큰 글씨로 관련 정보와 함께 나타나 있다. 

그래픽 위에는 그림 4 와 같이 모든 정보들이 화면 안에 보여지게 되어 있으며, 혹, 

불확실한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보여 지지 않을 것이다.  실질적인 날짜와 시간은 

항상 보여지게 된다. 

 

위쪽 아이콘 열  

위쪽 열의 아이콘들은 UP 버튼 ▲누름에 의해 접속이 된다. 한 아이콘이 강조되거나 

OK 버튼을 눌러 작동하게 할 수 있다. 열 안에 있는 다른 아이콘들은 왼쪽 ◄

 또는 오른쪽 ►버튼을 사용해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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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들의 의미를 알아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으로): 
 

 ID 시리즈 선택, 스위치를 끌 수 있다(28 페이지를 보라). 

 사용자 ID 선택, 스위치를 끌 수 있다(19 페이지를 보라). 

 오류/경고 알림, 오류 및 경고의 경우 보여질 수 있다(36 페이지를 보라). 

 GPS 안내(24 페이지를 보라). 

 배터리 상태(40 페이지를 보라). 

 

아래쪽 아이콘 열  

 아래쪽 열 아이콘들로부터 도로 차선종류를 선택 할 수 있으며, 측정과 함께 

저장 할 수 있다(측정 관련에 대한 추가 정보는 18 페이지를 보라). 아이콘의 

접근은 아래(DOWN) ▼버튼을 눌러 진행한다.  왼쪽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여 

관련 된 아이콘을 표시 한다. 다시 DOWN(아래) 버튼을 누르면 4 개 항목 메뉴 

박스가 보여진다. 첫 번째 열에는 "PR" for "Preset" 이 표시 되어 있고 사용자에 

의해 재설정이 가능 하다(30 페이지를 보라) 그리고 각 측정시리즈를 위한 개별 

저장이 가능 하다.  그것은 측정 시리즈가 설정 되면 설정이 준비 되고, 

아이콘이 동작하게 된다.   

 OK 버튼과 함께 표시된 아이콘이 작동하거나 HOME  또는 UP ▲ 버튼을 

누르면 빠져 나간다. 선택한 아이콘이 HOME 스크린 왼쪽에 보여지면 장비는 

다시 측정 준비가 된 상태가 된다.  

 

 아래 열에 있는 아이콘에 대한 다른 기능들은:  

주 화면으로부터 선택 된 아이콘의 동작을 취소하거나 제거 한다(그러면 

아이콘이 없어진 상태로 저장되고 다음 측정 시 적용된다. 

 

누름 단추  

 

OK              

MEASURE 라는 메시지가 아래쪽에 보여지면 OK 버튼을 눌러 측정을 한다. 대부분 

다른 경우 OK 버튼을 누르면 강조 된 것이 선택되고 작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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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OFF          

위의 버튼은 장비를 켜거나 끌 때 사용된다 그리고 준비 상태로 들어 간다.  장비의 

“ON”을 누르면 장비가 켜지는데 대략 10 초이내 초기 창이 나타난다. 만약에 LTL-

XL 장비가 켜진 상태라면 1 초 이내 초기 창이 나타난다. ON/OFF 버튼을 누르면 1 초 

이내에 준비상태로 들어가고 장비가 꺼지는 데는 대략 5 초 정도 걸린다.   

 

장비를 끌 때는 버튼을 4 초 이상 누른 상태로 화면이 꺼져 검은 색으로 될 때까지 

기다린다. 만약 ON/OFF 버튼을 4 초 전에 놓을 경우 장비는 대기상태로 들어가고 

WARM(1 초 후 시작) 시작이 가능하게 된다.   

 

장비가 대기상태 모드였을 때 버튼을 짧게 누르면 화면이 바로 켜진다. 장비를 

충전하는 도중에나 USB 포트에 연결 된 상태 경우 장비가 꺼지지 않는다. 

 

HOME   

측정 화면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BACK           

메뉴에서 한 스텝 이전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 확인 상태가 

이전의 새로운 설정은 취소하게 된다. 대부분 왼쪽 버튼은 같은 기능을 가진다. 

 

HELP            

이 버튼은 도움이 되는 세심한 문맥을 제공한다. help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제가 

나타난다. 다른 버튼을 누르면 일반적인 도움말이 열린다. 

 

Menu            

주 메뉴 트리 위쪽 버튼을 선택하고 UP 그리고 DOWN 버튼을 누르면 메뉴 아이템의 

두루마리 나타난다. 강조 된 아이템은 OK 를 누르면 선택된다. 대부분 경우 추가 

서브메뉴가 열리게 된다. 

 

SMART            

이 버튼은 사용자가 몇몇 기능을 자신에 맞게 프로그램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측정을 지운다던가 …페이지 24 를 참조하라. 



 

  
 

DELTA LTL-XL  Retroreflectometer                            23 

CALIBRATE          

이 버튼을 누르면 교정 마법사가 시작된다 41 페이지를 참조하라. 

 

PRINT           

최근 측정 내용 또는 저장 된 내용을 선택하여 내부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 할 수 

있다. 메뉴 진단 항목 안에서 장비에 대한 다른 정보도 출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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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트리  

 

 
 

 

 

 

 

 

 

 

 

 

 

 

 

 

 

 

 

 

 

 

 

 

 

 

 

 

 

 

그림: 5 – 메뉴 트리 

 

 

 

 

 

 

MAIN MENU: 
SETTINGS 
MEASURE TYPE 
SERIES-ID 
LOG 
AVERAGE 
DIAGNOSTICS 
HELP 
AUTOPRINT 
  
 

SETTINGS: 
USER 
DATE & TIME 
DISPLAY 
SOUND 
POWER 
LANGUAGE 
TEMPERATURE 
SMART 
AUX 
SETUP  

SERIES-ID: 
ACTIVATE 
SELECT NEW 
EDIT 
DELETE 
PRESET MARK 
 

AUX: 
GPS 
  

SOUND:  
KEY CLICK 
SOUNDS  
BEEP 
 

DISPLAY: 
BACKLIGHT 
DIMMER 
DIM LEVEL 
BACKGROUND 

DATE & TIME: 
TIME FORMAT 
DATE FORMAT 
SET TIME/DATE 
TIME ZONE 
SYNC TO GPS 
 

USER: 
SELECT 
EDIT 
NEW 
DELETE 
SEL. AT START 

DIAGNOSTICS: 
INSTRUMENT 
BATTERY 
BOARDS 
GPS 
SYSTEM 

AVERAGE: 
AVERAGE   
TYPE 
NUMBER 
RESET 
 

LOG: 
CLEAR DATA 
VIEW LOG 
  
 

CLEAR LOG: 
LAST DATA 
ALL DATA 
SERIES DATA 

VIEW LOG: 
LAST DATA 
ALL DATA 
SERIES DATA 

MEAS. TYPE: 
RL 
Qd 
WET TIMER 
TIMER ALARM 
 

HELP: 
HELP ON KEYS 
HELP ON MENU 
HELP ON MEASUREMENT 
HELP ON SERIES SELECT 
ROAD MARKING SELECT 
HELP ON USER SELECT 
HELP ON EDITING 
HELP ON AVERAGING 
HELP ON GPS 
HELP ON SETTINGS MENU 
HELP ON SERIES-ID MENU 
HELP ON LOG MENU 

POWER: 
AUTO SLEEP 
AUTO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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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위한 설치 

 

사용자 아이디 선택 

사용자 아이디는 운영자의 식별 및 각 측정에 대한 저장을 확인 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기능을 사용하게 하면, 측정 화면 왼쪽 하단에서 볼 수 있다. 측정은 사용자 

아이디 없이도 가능하며, 장비 안에서 사용자 아이디는 제한 없이 저장 할 수 있다. 

 

장비에 대한 각 사용자의 특정 설정을 저장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 설정을 다시 

재설정하여 저장 할 수 있다. 하기와 같은 설정 내용을 저장 할 수 있다 

∙ User, sel at atart     ∙ Sound level 

∙ Time format      ∙ Beep(on/off) 

∙ Syne to gps        ∙ Activated series 

∙ Backlight time     ∙ Average(on/off) 

∙ Dimmer time     ∙ Average type 

∙ Dim level          ∙ Average number 

∙ Background(on/off)      ∙ Wet timer 

∙ Key repeat(time)        ∙ Wet timer alarm/measure 

∙ Setup(basic/advanced)     ∙ Calibration value 

∙ Auto off time           ∙ Temperature units(°c/°f) 

∙ Auto sleep time              ∙ Languages 

∙ Key click sound level       ∙ Smart key function 

 

설정절차 

만약 사용자가 아이콘  이 위쪽 아이콘 열에서 보이지 않으면: 

 MENU 버튼을 누르고 The USER 메뉴가 나타나도록 SETTINGS / USER / SELECT 

를 누른다. 

  

                                                  



 

 

26 LTL-XL  재귀 반사 휘도계  DELTA 

만약 사용자 선택 아이콘이 위쪽 아이콘 열에 나타나 있으면: 

UP 버튼을 누른다, 만약 필요하다면, 왼쪽 또는 오른쪽 방향 버튼을 

사용하여 강조 된 사용자 아이콘을 선택한다. OK 를 누르면 USER 메뉴가 

보인다. 

 

                                           
 

이제 위 또는 아래 방향 버튼을 사용하여 사용자 이름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눌러 

등록 한 이름 사용을 허가한다.  

 

위에 언급된 개인적인 장비에 대한 설정이 바뀌게 만들면 자동으로 선택한 사용자 

아이디 안에 저장된다. 

 

OFF 를 선택하면, 사용자 기능과 모든 개인 적인 장비설정이 정지되고 기본값으로 

돌아간다.. 

 

사용자 수정 

사용자 이름은 메뉴 SETTINGS / USER / EDIT 에서 수정 할 수 있다(“수정” 페이지 

35 을 보라). 

 

새로운 사용자 

새로운 사용자는 메뉴 SETTINGS / USER / NEW 에서 입력할 수 있다(“수정” 페이지 

35 을 보라). 

 

사용자 지움(제거)  

Deleting the User ID 를 사용하면 사용자와 설정을 메모리에서 삭제 할 수 있다.  

 

시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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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 AT START 을 사용 하면 LTL-XL 장비를 켤 때마다 설정한 사용자 ID 가 적용된다. 

MENU 버튼을 누르고 SEL. AT START 를 열면 YES 또는 NO 가 나오고 중 중 

선택하여 OK 를 누르면 바꿀 수 있다. 

 

차선종류 아이콘 선택 

차선종류 아이콘의 목적 

차선 종류에 대한 아이콘들을 사용하면 개인적인 차선 측정에 대한 해당내용 및 

측정 결과를 함께 저장하게 된다. RS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이콘에 저장 된 

내용들을 볼 수 있다.(페이지 30 를 보라). 

 

선택 할 수 있는 아이콘들은 모두 29 개 가 있고 아이콘 중 6 개는 각 시리즈 별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패이지 28 을 보라) 그리고 시리즈가 선택되면 

아이콘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절차 

HOME 스크린 에서 DOWN 버튼을 누르고 왼쪽 또는 오른쪽 방향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아이콘을 강조할 수 있다. 아래쪽 방향 키를 눌러 이동하면, 5 개의 아이콘 

열이 나타난다. 위쪽 방향 키를 누르면 새로운 아이콘 선택 없이 HOME 스크린으로 

되돌아 간다. 

 

OK 버튼을 누르면 선택 된 아이콘이 작동된다. 선택 된 아이콘은 측정 영역의 왼쪽 

옆에 보여지고 장비는 다시 측정 대기 상태가 된다. 

 

프로필 아이콘의 중지 

선택 된 차선 아이콘이 이미 작동되는 것을 작동 취소하거나 주 화면에서 아이콘을 

제거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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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및 시간 설정 

날짜와 시간은 항상 화면에 나타난다. 모든 측정에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MENU 버튼을 누르고 SETTINGS / DATE & TIME 을 선택 한다.  OK 하면 시간 

설정형태 메뉴가 나타난다. 

 

시간 형태 설정 

                                                
   

 

TIME FORMAT 를 선택 바 상태에서 OK 를 누르면 창이 활성화 되고 OK 버튼을 

눌러 12 또는 24 를 선택 할 수 있다.   

 

날짜 형태 설정 

DATE FORMAT 으로 가서 OK 를 누르면    

 

                                              
 

위 아래 키를 이용하여 마음에 드는 날짜 형식을 선택 바로 올려놓고 OK 를 눌러 

선택한다. 

 

날짜와 시간 조정  

SET TIME/DATE 항목으로 가서 OK 를 눌러 활성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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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래 방향 키를 이용하여 사용할 항목을 을 선택하고 OK 를 누르고 년, 월, 일 , 시

간을 맞추면서 OK 버튼을 눌러 설정한다.  

 

시간지역 설정 

 TIMEZONE 항목을 선정하여 OK 를 눌러 활성화 시키고 OK 버튼을 누르면 지리적 

위 항목이 나타나고 자신의 사용 지역을 선택 한 후 OK 버튼을 누른다. 이후 새로 적

용 된 나라 지역 대 시간이 나타나게 된다.  

지역 시간대는 자동적으로 낮 시간대 저장되며 Sync.to GPS 가 사용 상태 설정 된 

경우 사용 되게 된다. 

주목: 

이 메뉴 안의 시간은 실시간 갱신되지 않지만 메인 창에서는 동기화 된 시간으로 

보여지게 된다. 

 

 

 GPS 동기화(옵션) 

 GPS 가 장비에 설치 되었으며 SYNC. TO GPS 에 선택 바를 놓고 ON 또는 OFF 를 

선택하여 활성화 되도록 한다. 이 기능이 설정 되면 LTL-XL 장비 안의 시계가 맞지 

않아 부정확하게 데이터에 저장되었던 시간 상태를 정확한 시간으로 적용 되도록 

기능이 작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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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밝기 설정 

화면의 밝길르 조절 할 수 있다. MENU 버튼을 누르고 SETTINGS / DISPLAY 를 선택하라.  

 

                                                
 

밝기의 조절 간계는 1(최저 밝기 상태의 값)에서 10 까지 되고 위/아래 방향 키를 

사용하여 밝기 값을 바꾸고 OK 하면 기능을 적용된다. 윈쪽 또는 뒤로 버튼을 누르면 

저장 된다. 화면 밝기가 바뀌는 시간도 5 에서 120 초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화면 

배경 색깔도 끌수 있다.  

 

경고:  너무 밝은 화면 밝기는 배터리를 빨리 소모 시킨다! 

 

소리 레벨 설정 

MENU 버튼을 누르고 SETTINGS / SOUND 를 선택한다. 다시 KEY CLICK 또는 SOUNDS 

를 선택하여 버튼 음 그리고 시스템의 독립적인 음의 소리레벨을 설정한다. 위/아래 

방향 키를 사용하여 소리레벨을 끄거나 스케일을 조정한다. 설정을 마치면 OK 

버튼을 누른다. 

“삐”하는 소리를 활성화 시키려면 하기 그림처럼 BEEP 에 선택 바를 놓고 ON 을 선

택하면 측정이 끝나면 “삐”하고 울리게 할 수 있다. 

 

 

 

 

 

 

 

 

 

 

주목:  

 

 

 
“삐”소리는 측정이 끝나 다른 차선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알려 주는 

역할을 하고 데이터 저장 후 메인 장이 갱신된 후를 알려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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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전원 수면 상태 

장비의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 장비는 자동으로 내부 전력 절약 모드로 바꾸어 자동수면

 모드로 설정 할 수 있다. 자동 수면 시간은 1 분 간격으로 1 에서 30 분까지 설정하거나 

설정하지 않음(OFF)을 선택 할 수 있다. 시작은 ON / OFF 버튼을 눌러 즉시 적용할 수 

있다. 

 

MENU 버튼을 눌러 SETTINGS / POWER / AUTO SLEEP 를 선택한다.  UP 및 DOWN 을 사

용 자동 수면시간 기능을 편집한다.  OK, 왼쪽 방향 키 또는 돌아가기 버튼을 눌러 적용

한다. 

 

자동 끄기 (전력)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 기기는 잠시 동안이라도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꺼지

도록 프로그램 할 수 있다. 

 

MENU 버튼을 누르고 SETTINGS / POWER / AUTO OFF 를 선택한다.  위 아래 방향키를 사

용하여 자동 끄기 시간을 편집 한다. 끄기 시간은 1 시간 간격으로 1 에서 8 시간으로 설

정하거나 설정하지 않음(OFF)을 선택 할 수 있다.  OK, 왼쪽 방향 키 또는 돌아가기 버

튼을 눌러 적용한다. LTL-XL 장비는 power supply 난 PC 와 연결 되었을 경우 꺼지지  

않는다. 

장비가 RSC 프로그램과 통신이 연결되어 있을 때나 충전기에 연결 되어 있으면 장비가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지 않는다. 시동 시간은 대략 10 초 걸린다.  

 

언어 설정하기   

MENU 버튼을 누르고 SETTINGS / LANGUAGE 를 선택한다. 위 아래 방향 키를 사용

하여 언어를 선택한다.  OK 버튼을 눌러 적용하거나 돌아가기 버튼을 눌러 바꾸지 않

는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온도 단위 설정하기 

MENU 버튼을 누르고 SETTINGS / TEMPERATURE 를 선택한다. OK 버튼을 사용 섭씨 온

도와 화씨 온도 단위를 선택한다.  돌아가기 버튼을 눌러 적용한다. 

 

SMART 키 기능 설정하기  

이 버튼은 몇 가지 기능들 중 하나, 예를 들면 마지막 측정 값 지우기와 같이 

사용자가 프로그램 할 수 있다.  MENU 버튼 또는 SETTINGS / SMART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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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또는 아래 방향 키를 사용 SMARTKEY 기능을 선택한다.  OK 버튼을 눌러 적용한

다.  

선택된 기능은 이제 매번  버튼을 눌러 진행한다. 

 

 

 GPS 사용(선택사양)  

만일 GPS 수신기가 설치 되어 있어 사용하게 되면 위치 데이터 (위도와 경도) 를 측정 

데이터와 함께 저장 하게 된다.  

만약에 GPS 가 활성화 되면 상단 아이콘 줄에 GPS 아이콘이 나타나게 된다. 

 

 

                                            

GPS 아이콘은 GPS 신호의 상태를 나타내 준다. 

 

최상:           GPS HDOP (정밀한 수평적 희박) 값이 5 이하. 

  

양호:         GPS HDOP 값이 5 보다 크지만 GPS 시그널을 잡을 수가 있음. 

 

불량:           GPS 시그널을 잡을 수가 없음(약하거나 시그널이 없음). 

 

GPS 의 위치 데이터, 수평적 정밀 희박도, 사용위성의 수를 계산하여 측정된 RL & Qd 

데이터와 함께 저장된다. 

 

GPS 활성화 하기 

MENU 버튼을 누르고 SETTINGS / AUX 를 선택 GPS 표시 줄을 활성화 시키고 OK

버튼을 눌러 GPS 켜기 또는 끄기로 스위치 한다.  HOME 스크린으로 되돌아 가려면 

돌아가기 버튼이나 HOME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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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 방향 키를 눌러 GPS 아이콘을 활성화 시키고 왼쪽 오른쪽 방향키를 사용하여 G

PS 데이터를 HOME 스크린에 볼 수 있게 한다.  GPS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나면 OK

버튼을 누른다. 업데이트 되면 GPS 데이터가 화면에서 변하게 된다. 

 

GPS 가 고정되지 않고 측정이 이루어지면 경고 메뉴가 나타난다.  다음 선택사양이 

나타나게 된다: 

 GPS 고정 되지 않았음, 측정을 계속하겠습니까? NO / YES 

 

그외 GPS 에 관하여  

GPS 장치는 전형적으로 LTL-XL 장비를 켠 후 위성 신호를 1-

15 초 내에 취득하게 된다.  만약, GPS 수신기가 오랜 동안 또는 먼저 번 장소로부터 멀

리 이동이 되었다면 위성 위치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LTL-XL 장비의 GPS 정보는 하기 내용들이 저장 된다. 

위도, 경도, UTC(세계표준) TIME, HDOP(수평 측위 결과 정확도), NUMBER OF SATE

LLITES USED(사용 위성수), PISITION FIX FLAGS AND DATUM(고정 위치 깃대와 

자료) 

“PISITION FIX FLAGS(고정 위치 깃대들)”은 LTL-XL 소프트웨어와 저장내용 보기 

항목 안에 보여지는 암호화 되지 않은 정보들에 대한 설명이다. 

 

자료는 설정 된 WGS84 그리고 바꿀 수 없음으로 기본값으로 설정 됨. 

 

위도 그리고 경도는 하기와 같은 형태의 출력이 된다 

Degree(도), minutes(분) 그리고 (Decimal) Fractions of Minutes(분 단위의 소수점 일부) 

 

사용된 GPS 엔진의 항해 성능은 2.5 m CEP1) 가지고 있다. 

 

LTL-XL 에서 GPS 의 정확도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몇 가지 항목은 아래와 같다:  

 신호 장애.  GPS 수신기는 하늘을 향한 막힘이 없는 시야가 필요하다.  나무, 

빌딩 및 다른 환경 요소들도 위성신호에 영향을 준다. 

 위성 좌 및 기하학.  

 다중통로 (빌딩 등으로부터 의 신호 반사) . 

 

HDOP(정확도의 수평 약화)를 표시 하는 수치는 수신된 GPS 데이터 의 질과 정확도를 

나타내는 수이다. (적은 값이 높은 수치보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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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OP 값이 <1 이면 고 정확(정밀) 위치를 말하고 HDOP 신호가 1 에서 5 사이에 나타나

면 적당한 정확도 및 정밀도 그리고 HDOP 값이 >5 이면 정확(정밀)도가 안 좋은 상태를 

의미 한다 

 

GPS 를 사용하면 LTL-XL 사용시간이 약간 감소되고 밧데리를 더 자주 충전해야 한다. 

 
1) CEP (원주형 에러 개연성 Circular Error Probable): 

수평 정확도의 통계적 측정.  CEP 값은 실 위치에 중심했을 때 수평분산플롯에 50%의 데이터 점

들이 들어가는 원주의 반경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절반의 데이터 점들이 2-D CEP 원주안에  

있으며 다른절반이 원주 밖에 있다. 

 

설정(기본 그리고 고급) 

설정은 기초 사용자와 고급 사용자를 분리하여 사용 할 수 있다. 기초 설정들은 사용자

에게 사용 가능한 메뉴 수를 줄여준다.  예를 들면, 기본 메뉴 작동에서 사용자는 “저장”

이란 항목을 지울 수 없다. 

 

 

기본 모드는 다음 메뉴 포인트들에서 선택 될 수 있다.  

설정들:                  사용자, 일시, 화면, 음량 및 온도 설정  

측정 형태:                RL, Qd, 우천 타이머, 타이머 경보 

저장:       관찰 로그  

진단:       기기, 배터리, 보드, GPS, 시스템  

도움말:  모든 메뉴가 가능함. 

자동 프린트 

 

고급 설정은 모든 메뉴 기능들을 적용 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설정을 바꾸려면, 메뉴를 누르고 SETTINGS / SETUP 을 선택한다.  고급 과 기초 중 선택

하여 OK 버튼을 누른다. 설정으로부터 빠져 나오려면 돌아가기 버튼이나 HOME 버튼

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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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타입 

 

 

RL & Qd 

젖은 차선이나 비가 우천 시의 모의 측정은 측정 하고자 하는 차선을 젖게 하는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함을 설명해야 한다. 하여 “WET TIMER”라는 기능 설정으로 

그런 종류의 차선을 측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젖은 경우의 시간적용 

wet timer 기능의 작업은 RL 측정에 한 한다. 적용되는 시간은 15 초 에서 60 초 

사이가 되겠다. wet timer 기능은 자동으로 수행 하거나 또는 시간이 다 되면 경보기 

소리로 알려주게 된다.   

 

시간 알림 

“측정” 또는 “알림” 둘 중 선택이 가능 하다. 이 선택 옵션은 wet timer 의 시간 제한 

할 경우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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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시리즈 

 

아이디에 의한 작업 

아이디 설정의 목적. 

아이디는 라벨(목록)이다. 예를 들면, 도로 명과 같다. 일련 아이디를 선택하지 않고 측

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도로의 지리적 지점, 도로, 도로의 일 부

분에 대한 측정 그룹(이름)지어 주는 것이 편리하다. 관련 아이디에는 그런 측정그룹과 

더불어 측정 결과가 저장 될 것이다. 아이디는 측정하기 전에 선택 되어야 한다. 

그룹에서 개별의 측정들은 실제 도로에 대응하는 도로 표시 아이콘(페이지 27 을 보라)

을 선택 함으로서 더 추가적인 라벨 붙이기를 할 수 있다.  같은 일련 아이디로 측정된 

것은 자동으로 표시 된다. 

장비는 무한대로 일련 ID 를 저장 할 수 있다. 

 

적용하기 

관련 아이디를 사용하려면 기능이 적용(작동)되어야 한다.  MENU 버튼을 누르고 SERIE

S ID / ACTIVATE SERIES.를 선택한다.  OK 를 눌러 관련 아이디 기능을 가동하거나 비 활

성화 하도록 ON 과 OFF 스위치를 작동한다.  HOME 스크린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가기 

버튼이나 HOME 버튼을 누른다.  관련 아이디를 끄면 화면에 아이디가 나타나지 않는

다. 

                                            
 

시리즈 ID 선택하기 

HOME 스크린에서 위쪽 방향키를 누른다.  만약 필요하다면, 왼쪽 또는 오른쪽 방향 키

를 사용하여 도로 아이콘 을 활성화시킨다.  OK 버튼을 누른다. 관련 아이디 메뉴가

 보이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를 접속하여 SELECT 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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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작용되도록 OK 버튼을 누른다. 

 

새로운 아이디 삽입하기  

위에서 작업한 것처럼 하되 새로 아이디 삽입 할 때는 MAIN MENU / SERIES ID 에서 NE

W 를 선택한다. 아이디 이름을 입력한다(수정 페이지 33 을 참조하라).   글자를 입력 하

고 END 를 눌러 저장한다.  

 

아이디 편집하기  

위의 작업과 같이 하되 MAIN MENU / SERIES ID 에서 EDI 를 선택한다.  아이디 이름을 편

집하여 적용한다(수정 페이지 33 을 참조하라).  글자를 입력하고 END 를 눌러 저장한

다.  

 

아이디 삭제하기  

이는 선택항목에서 아이디를 삭제 하게 된다.  MENU 버튼을 눌러 SERIES-

ID / DELETE:를 선택한다. 

 

                                             
 

삭제 할 아이디를 선택하려면 UP 과 DOWN 을 사용한다. OK 버튼을 눌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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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메뉴가 보여 진다 

 

 

 

 

 

 

주의: 선택된 아이디의 모든 측정치들이 저장에서 지워진다.  

 만약 긴 이름의 시리즈 아이디가 있다면 RSC(Road Sensor Program) 프로그램의 pro

ject tab         을 클릭하여 쉽게 지울 수 있다. 

 

도로 표시 아이콘 사전 설정하기 

도로 표시들을 상징하는 24 개 아이콘들 6 개를 각 시리즈 아이디에 대해 독립적으로 

사전 설정하도록 프로그램 할 수 있으며 시리즈아이디가 선택되면 프로그램 할 준비가  

 된다.  MENU 버튼을 누르고 SELECT MARKING 메뉴로 들어가도록 SERIES-ID / PRESET 

ROAD MARKINGS 를 선택한다.: 

 

                                              
 

밑줄은 6 개의 사전 설정 아이콘들을 보여준다. 

 

                                           
 

 왼쪽, 오른쪽, 위 그리고 아래 방향 키를 사용 새로운 아이콘에 대한 위치를 정하고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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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눌러 적용하고 커서(틀)는 두 번째 아이콘으로 이동 할 것이다.  6 아이콘 모두에

 대해 반복하고 나면 프로그램은 완료된다.  돌아가기 버튼을 눌러 어는 지점에서라도 

수정 할 수 있고 다시 시작 할 수 있다.  저장하려면 돌아가기 버튼이나 HOME 버튼을 

누른다. 

저장 

 

모든 측정 데이터는 로그에 저장된다. 다음의 데이터가 다른 것들과 함께 저장된다.(사

용 설정 되어 있을 경우) 

 평균치를 포함한 측정 결과들  

 날짜 그리고 시간 

 측정 시리즈 이름(도로 명)과 열 번호. 

 도로 표시 아이콘 

 사용자 이름. 

 GPS 데이터 (설치되어 있다면). 

 기기 상태 

 온, 습도  

 

장비는  >200.000 측정을 로그에 저장 할 수 있다. 

 

로그에 있는 데이터 삭제하기  

MENU 버튼을 눌러 LOG / CLEAR DATA 를 선택한다: 

 

   

 

 

 

 

 

 

 

                                           

이 메뉴는 로그에 저장된 데이터를 지우는 옵션이다.,  

- 마지막 측정치들 

- 모든 측정치들 

- 측정 시리즈들 중 하나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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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삭제를 물을 것이고  

왼쪽 방향 키를 누르면 데이터가 삭제 되고  

OK 를 누르면 삭제되지 않는다.  

 

 

 

 

 

 

 

만약에”시리즈 선택”하면, 보여지는 항목으로부터 지우고자 하는 시리즈를 선택하여 

지울 수 있다. 단지 로그에 입력 된 것만 지워지게 되고 시리즈 선택 항목 안에서는 

그 시리즈를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로그 보기 

SERIES 를 선택하였다면,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시리즈들을 선택한다.  로그 입력

만이 삭제 될 것이다.  시리즈들은 시리즈 선택목록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남아 있게 된

다. 
 

로그 보기 

MENU 버튼을 눌러 LOG / VIEW LOG 를 선택한다: 

 

                                             
 

이 메뉴는 로그에 저장 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해주고 로그에 저장 되어 진 정보를 출력

 할 수 있다.  

- 최종 측정치 

- 모든 측정치 

-  시리즈 중 하나 

 

모든 데이터 또는 시리즈 데이터 선택하면 측정 항목이 표시 된다. 화살 키를 통해 항목

들을 위아래도 이동하여 확인 할 수 이고 입력 된 저장 로그를 선택 바로 올려 OK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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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누르면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측정한 데이터 로그 안의 정보를 자세히 보여 준다.                                  

 

 

 

 

 

 

 

 

 

 

 

첫 줄에는 RL 과 Qd 값에 대한 메뉴가 보여지고, 그 후 다음 줄들에서 다른 키 측정 데이

터를 보인다.  개개의 에러/경고들의 목록을 보려면 측정을 프린트한다 (아래 참조) 

 

선택한 측정 로그를 출력하려면 출력 버튼을 누른다. 측정 중에 감지 된 경고나 오류 들

도 출력 지에 나타나게 된다.  

 

로그메뉴로 돌아가려면 돌아가기 버튼을 누른다. 

 

시리즈 데이터 보기. 

로그 메뉴에서 시리즈 목록을 보려면 SERIES DATA 를 선택한다. 

 

메뉴는 각 줄에 시리즈 아이디를 보여준다.  아래 또는 위 방향키를 누르면 개개의 시리

즈가 활성화 된다.  개개의 측정치들을 보려면 OK 버튼을 눌러 시리즈를 활성화 시킨다. 

 

개별 화면에서 선택 바에 의해 선정 된 측정 항목은 출력 버튼을 누르면 그 측정 항목 만 

출력 된다.  

되돌아 가려면 돌아가기 버튼을 누른다. 

 

전송 된 측정 데이터를 확인 하려면 RSC 프로그램을 이용하라, 페이지 40 을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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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LTL-XL 의 로그 및 표시는 최근 500 측정까지 보여줄 수 있으며, 추가 측정 항목은 로그 

안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PC 로 전송하여 볼 수 있겠다. 

 

LTL-XL 로그는 데이터 저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 비록 로그가 200,000 측정이상 저장 

할 수 있지만 점차로 저장 수행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만약 저장수행 속도가 떨어지면 

데이터를 전송 하여 줄이든가 로그 방을 비워야 한다.  

 

다른 설정들  

평균 기능 

평균기능은 선택 한 측정 횟수들 (N=2 to 25)에 걸쳐 측정 된 RL 과 Qd 값들의 평균 기능

이 되겠다.  평균 모드는 고정이거나 유동적 일 수 있다.   

유동 방식에서 평균은 항상 최종 측정 N 까지 얻은 값을 평균하고 N 은 선택된 측정 수

이다.  고정 방식에서 평균하기는 선정 된 N 번의 측정이 반복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평

균 데이터는 HOME 스크린의 우측 아래 코너에 나타난다. (31 페이지 그림 참조) 

 

메뉴 버튼을 눌러 AVERAGE 를 선택한다: 

 

                                             
 

평균: 

첫 줄이 활성화 되도록 위 아래 방향키를 사용하고 AVERAGE ON 과 AVERAGE 

OFF 를 스위치 하여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른다. 

 

방식:  

TYPE 을 선택하여 활성화 시키고 MOVING 과 FIXED 중 하나를 스위칭 한 후 

OK 버튼을 누른다.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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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째 줄을 활성화 시키고 OK 버튼을 누르고 위 또는 아래 버튼을 사용하여 값

을 2 와 99 사이에서 바꾸도록 한다. 횟수를 정했으면, OK 버튼을 눌러 새 값을 적

용한다.  기본 설정 값은 4 번이 되겠다.  

 

재설정:  

네 번째 줄을 활성화 시키고 OK 버튼을 눌러 평균값을 계산 및 측정 회수를 

“0”ZERO 로 만든다.  

 

 

이름 편집하기 

EDIT(편집)메뉴의 어느 지점에 들어와 있게 된다.  즉, 수정을 원하는 사용자로 정의 한

다. 다음 스크린에 도달 할 것이다: 

                                                        
 

위, 아래, 왼쪽 및 오른쪽 방향 키를 사용하여 글자, 수, 기호 및 스페이스를 돌아 다닐 수 

있다.  “화살”표 표시는 한 단계 뒤로 돌아가게 한다.  선택하려면 Enter 버튼을 누른다.  

끝 낼 때는 END 버튼을 눌러 시작지점인 메뉴로 돌아간다.  

 

자동 출력 

MENU 버튼을 누르고 AUTOPRINT 를 활성화 시킨다.  ON 과 OF 를 스위치 하여 선택하

고 OK 버튼을 누른다.  AUTOPRINT 가 활성화 되면 측정 할 때마다 자동으로 프린트 된

다. 돌아가기 버튼을 눌러 MENU 로 돌아간다. 

 

 진단 

MENU 버튼을 누른다.   DIAGNOSTICS 줄을 활성화 시키고 OK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메뉴 창이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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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줄은 확장 서비스와 공장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화

면 위에 나타나고 PRINT 버튼을 누르면 프린트 된다.  

 

도움 시스템  

HELP 버튼을 누르면 상황에 따른 도움 페이지를 보여주게 된다.  HELP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일반적인 도움 메뉴가 나타나며 위 또는 아래 방향 키를 대상을 활성화 시키고 

OK 버튼을 눌러 도움 주제를 표시하게 한다.  HELP 항은 주 메인 메뉴 위에 접근 할 수 

있게 한다.  

 

오류와 경고  

측정이 이루어 질 때 문제가 있으면 경고 항이 발생되고 측정치와 함께 문제점이 저장 

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경고 아이콘  이나 오류 아이콘  이 HOME 스크린 상부에 

나타나고 음성 경고가 들리고(기능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 오류는 로그에 저장된다.  

 

문제의 내용을 보기 위해선 위쪽 방향 키를 눌러 경고/오류 아이콘을 활성화 시킨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메시지 줄 밑에 진술 될 것이다.   

OK 버튼을 눌러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의 목록을 시작으로 전체의 문제들을 볼 수 있다.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HOME 스크린으로 돌아간다. 문제가 측정을 완료하는데 방해

가 되지 않았다면 틀린 값(들)이 로그에 저장 될 것이며 이는 로그가 RSC 프로그램으로 

평가될 때 문제들을 구별 할 수 있다.  에러가 등록되면 측정은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RSC 프로그램  

LTL-XL 과 함께 공급되는 RSC 프로그램의 주된 특징들  

 로그 데이터를 PC 에 옮김. 

 로그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의 파일로 보낸다, 예를 들면 스프레드 시트와 같은.. 

 로그 데이터의 보고를 프린트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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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는 별도의 설치에 대해선 설치 USB 에 있는 별도의 RSC 사용자 매뉴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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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유지 관리  

 

 

일반적 관리  

반사 휘도계는 일상적인 맑은 날씨와 실외 사용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습도가 많은 

날씨와 젖은 도로에서도 견딜 것이지만 세찬 비와 먼지에는 주의 하여야 만 한다.  LTL-

XL 반사 휘도계는 광학기기이기에 그에 대응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충격과 진동을 피한다.   

 

보호 창  

보호 창은 장비의 밑으로부터 접근 할 수 있다.  보호 창은 높은 효능의 반사 차단제로 

피복 되어 져 있다.  청소 할 때 이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압축공기나 미세 

브러시를 사용 하여 흐트러진 입자/먼지를 제거 할 수 있다. 만일 이 것으로 충분하지 않

으면 부드러운 얇은 종이나 헝겊 및 어떤 윈도우 청소 액을 사용하여 청소해야 한다.  

정확 한 측정 값을 확보하기 위해선 항상 보호 유리창이 깨끗하고 손상이 없는지 확인 

해야 한다   

 

배터리 

LTL-XL 반사 휘도계의 기준 전원은 12V/2.1Ah NiMH(Nickel Metal Hydride)  

배터리가 사용 된다. 고 출력 배터리는 12V/4.5Ah NiMH 으로 선택사항으로 추천 할 

수 있다. 이반적인 경우 배터리는 따로 유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항상 완충 

상태를 유지하도록 추천 한다. 완충 상태는 배터리의 변성을 좀더 오래 갈수 있게 한

다. 

15V 용 충전기가 장비와 함께 공급 되며, 전원에 연결 시 자동으로 장비 배터리에 충

전 된다. 배터리 아이콘은 장비의 스크린 왼쪽 상단 코너에 충전 상태가 나타난다.  

기준 타입의 배터리는 2.1Ah 로 완충 시 통상적으로 ~1,000 번 측정을 산출하고 충전

 시간은 ~1½시간 정도 소요 된다. 

4.5Ah 타입의 배터리는 완충 시 통상 ~2,500 번 측정을 산출하고 충전 시간은 ~3½

시간 정도 소요 된다. 

“현장”에서의 충전을 위해선 15V 전원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AC 전원 변환기”를 사

용하여 자동차 시거잭을 통해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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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를 오랜 시간 동안 보관 할 경우 배터리를 완전 충전하도록 한다.           

 

배터리는 장비의 안전 한 사용을 위해 Maker 에서 특별히 제작 공급 되었다. 만약 DELT

A 에서 제공하지 않았거나 사용을 허락 받지 않은 배터리를 사용 하여 발생 한 

  손상에 대해서 DELTA 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배터리 교환하기 

닳아버린 배터리는 아주 오래 충전을 유지하지 못한다. 배터리가 닳아버리면 교환하여

야 한다.  사용자가 교환 할 수 있다.  

 

          주목: 

 

 

 

 

 

 

 

 

 

 

 

 

 

배터리는 탑 후면 아래 끝에 있는 칸막이 안에 있으며 배터리를 교환하려면 뒤쪽 뚜껑

의 나사들을 풀어 분리한다. 

 

배터리 커버에 있는 큰 나사를 풀면 뚜껑을 분리 할 수 있다. 

 

                                         

 

 

 

 

 

 

 

 

 

 

 

 

 

LTL-XL 배터리를 교체하기 전에는 반드시 장비를 꺼야 한다.  

배터리를 오랜 시간 동안 장비에서 빼 놓으면 장비 내부시계가 초기화 될 

수 있다.  

배터리를 분리 하기 전에는 또한 항상 충전기를 전원에서 분리해야 한다.  

배터리가 장비의 회로보드에 연결 지 않은 상태에서는 충전기를 장비에 

연결 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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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에서 배터리를 들어 올린다.  커넥터의 스냅 온 클립을 누르고 조심스럽게 

기판에서 뺀다. 

     

                                    
 

이제 배터리를 분리하고 교체 할 수 있다.  역순서로 다시 고정 시킨다.  배터리를 

버리는 것은 그 지역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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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상태  

배터리 용량은 화면 위쪽에 있는 아이콘 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배터리가 완전 충전되었음을 나타낸다. 

             빠른 충전이 완료되었음을 보여준다. 

             빠른 충전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보인다.  

             배터리 용량이 절반 비었음을 나타낸다. 

              배터리가 거의 비었으며 재충전이 필요하다.  

퓨즈들  

두 개의 퓨즈가 배터리 칸막이에 들어 있다.  충전 퓨즈(Charger fuse)는 단락 및 충

전 커넥터, 충전기 혹은 충전 시스템에서의 다른 오류에 대비하여 배터리를 보호한다

.  

메인 퓨즈(Main fuse)는 단락 및 전자 시스템에서의 다른 오류들로부터 배터리와 전

자계들을 보호한다.  

 

항상 끊어진 퓨즈는 같은 규격의 것으로 바꿔준다. 전자 특성 pg. 46 참조.  퓨즈를 

바꾸려면 배터리 칸막이 안을 열어보아야 한다. 배터리 교환하기 pg38 참조.  동전 

같은 것을 사용 조심스럽게 플라스틱 뚜껑 퓨즈 고정기를 푼다.  뚜껑에서 퓨즈를 

땅겨 꺼내고 새것을 넣고 재조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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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  

램프들은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LED 램프이다.  손상되면 훈련 받은 사람만이 교환하

여야 한다.  

 

교정 판  

기준  

도로 차선은 알루미늄 프로파일 위에 흰색 세라믹 조각(기준)으로 칠해져 있다.  매끄러

운 표면을 가지고 있는 세라믹소재는 아주 안정된 광학성을 갖는다.   

                    

 

 

 

 

 

 

 

 

 

 

 

 

 

 

 

 

 

그림: 6  - 표준 교정 판 

 

반사 휘도계의 보정이 올바른가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보정 장치의 세라믹과 광 트랩이 

깨끗하고 손상이 없어야 함이 중요하다.  항상 보정 장치를 잘 보존하도록 한다. 

 

세라믹이 얼룩지거나, 긁히거나 깨어지면 보정 장치를 수리하고 재 교정 하여야 한다. 

기준의 세라믹 표면 먼지의 경우 압축공기로 제거하도록 권한다.  압축공기로 먼지 제

거가 안되면 부드러운 젖은 헝겊을 사용한다. 필요하면 가벼운 가정용 세제를 사용한다. 

 

서비스 

신뢰 할 수 있는 측정을 하려면 보정 장치를 PTB (Physikalsich-Technishe Bundesanstalt,  

Germany) 및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USA) 표준에 기인하여  

주기적으로 재 교정 하거나 교체 할 것을 권한다.  

 

서비스 정보에 대해서는 대리점이나 DELTA 에 직접 연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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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www.roadsensors.com이나 jspark@hkic.co.kr 로  이-메일을 보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정 

LTL-XL 은 공장에서 보정되어 있고 매우 안정적이지만 새로운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보정을 하여야 한다.  빠르고 쉬운 보정을 하도록 보정 판을 장비와 함께 공급한다. 

 

         

                                뒷면                                                                     앞 밑판 

 

 

 

교정 순서  

 교정 판을 설치하기 전에 교정 판에 표시되어 있는 RL 과 Qd 값들을 확인 

한다. 

교정 판에 장비를 놓고 LTL-XL 장비에 설치 되어 있는 핀들이 제자리에  

있도록 판을 앞뒤로 끈다. 그림 6 참조.  교정 판에 기기를 놓을 때는 교정 

판(세라믹 판)이나 다이오드 광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한다.  

교정        버튼을 한번 누른다.   교정 RL 이나 QD 를 선택한다.  

 

                                    
  

다음 단계들을 따라 교정 과정을 계속한다. 

 

  

그림 6: 교정 판의 설치 

 

 

  

http://www.roadsensors.com/
mailto:jspark@hkic.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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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값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표시된 교정 값과 보정 판에 붙어있는 값과 

일치되도록 조정한다. 

 

                                          
 

 OK 버튼을 눌러 교정을 종료하거나 틀릴 것 같으면 반복한다. 

 다른 측정 (RL, Qd)에 대해서도 교정과정을 반복한다. 

  

교정과정이 완료되면, 교정 된 값을 점검하기 위해 교정 판에 표시 된 값과 맞는지 측

정 하여 맞추어 본다..  

기록된 값들은 교정 판에 붙어있는 값들과  +/ - 2-3 값 내에 있어야 한다.  교정 판을  

제거하고 그 값을 알맞게 기억시킨다.  측정화면으로 돌아가려면 OK 를 누른다.   

상세 한 내용은 페이지 42 을 참조한다. 

 

장비는 제로 신호, 손실 및 다른 알려진 오류들을 자동 보정하고 보정 인수를 계산 

한다. 

 

항상 보정 판은 건조하고 깨끗한 환경에 보관한다. 

만일 얼룩이나 긁힘 또는 깨졌다면 교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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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선택사양) 

프린터는 타워 후면에 위치하고 있다.  프린터는 고속 고품질의 미니 열 감지 프린터이

다.  단지 몇 개의 동적 부분만을 갖고 있으며 특별히 또는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요하지 

않는다. 

프린터는 열 감지 기록지 롤, 폭 57.5±0.5 mm (2.26 in), 지름: 최대 31 mm (1.22 in) 을 

사용한다.         

                                                

 기록지 교환  

기록지 교환은 간단하다.  먼저 손가락으로 작은 레버를 땅기면 커버가 기록지 롤 

칸막이가 열리게 된다. 

                

                               

새 기록지를 넣고 탑에서 기록지가 조금 걸리도록 한다.  견고하게 밀어 커버를 닫고 약

간의 기록지가 밖으로 걸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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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장치 설치하기 (선택사양) 

 

운반을 쉽게 하도록 바퀴 장치를 기기 후면에 장착 할 수 있다.  

 

 

바퀴는 바퀴 블록에 있는 두 개의 너트를  

조여 쉽게 설치 한다.  

 

 

 

 

Nuts for fasten the wheels

 

                   그림: 8 – 바퀴 잠금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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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통신 기능들 

 

통신 사양들 

LTL-XL 장비는 USB host 포트와 USB 장치 포트가 설치 되어 있다. 

 

 
 

 

USB Host 포트는 USB 저장 메모리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용 

 

USB 장치 포트는 장비를 PC 에 연결 할 때 사용된다.  

 

LTL-XL 장비는 이더넷, 헤드 셋 및 마이크를 연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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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C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LTL RSC(Road Sensor Control)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LTL-XL 장비와 함께 공급 된다: 

- 저장 된 데이터를 USB 를 통해 PC 에 전송 한다 

- 저장 된 데이터를 엑셀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파일 확장 한다 

- 컴퓨터와 장비간 보내기 받기 가능 

- 로그 데이터의 출력 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 공급되는 RSC 프로그램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라. 사용자 

안내서는 인터넷 (www.roadsensors.com) 또는 LTL-XL 의 서류 철을 참조하라 

 

 

 

 

http://www.roadsenso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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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사양 

 

 

일반 특성 

 

조사 각 ............................................................................................................................ 1.24º 

관찰 각 ............................................................................................................................ 2.29º 

관찰 거리 ........................................................................................................................ 30 m 

 

관찰 각 퍼짐  ................................................................................................................ ±0.17º 

형식 30m CEN 

수평 조사 퍼짐 각 ....................................................................................................... 0.33º 

수직 조사 퍼짐 각 ....................................................................................................... 0.17º 

 

측정 범위: 

폭 ............................................................................................................... 50 mm (2.0 inch) 

길이 (통상적인) ..................................................................................... 185 mm (7.3 inch) 

 

RL 범위(mcd·m-2·lx-1) ................................................................................................. 0-2000 

Qd 범위(mcd·m-2·lx-1) .................................................................................................. .0-318 

 

Radio .............................................................................................  EN 300440-1 V1.6.1:2010 

EMC .................................................  EN 301489-1 V1.8.1:2008, EN 301489-3 V1.4.1:2002 

안전 ..............................................................  EN/IEC 60950-12006, EN/IEC 60950-22:2006 

FCC ......................................................................................  47 CFR, FCC Part 15B, Class A 

 

전원: 

배터리, 기본형 ......................................................................... 12 volt /2.1Ah NiMH 장착 

배터리, 고 용량 ........................................................................ 12 volt /4.5Ah NiMH 장착 

외부 충전 전원 ................................................. Friwo FW7530/15(100-240VAC/15VDC)  

충전 시간, 기본 형 ................................................................................  대략 1 시간 3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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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시간, 고 용량 ................................................................................  대략 3 시간 30 분 

 

충전용 퓨즈(5*20 mm) ........................................................................................... T3.15A 

전원 퓨즈 (5*20 mm) .............................................................................................. T3.15A 

 

데이터 저장 .................................................................................................... >200.000 측정 

 

    데이터 전송 ................................................................................................................ USB 2.0 

 

환경특성 

온도: 

동작 온도 .......................................................................... 0ºC to + 45ºC (32ºF to +113º F) 

저장 온도*) ..................................................................... -15ºC to + 55ºC (5º F to +131º F) 

습도 ................................................................................................. 85% and non-condensing 

 

*)배터리는 완충 해야 한다 

 

기계적인 특성 

최대 길이 ................................................................................................ 573 mm/ 22.56 inch 

최대 폭 ...................................................................................................... 222 mm/ 8.74 inch 

최대 높이 ................................................................................................ 538 mm/ 21.18 inch 

기본장비의 무게 ............................................................................................... 7 kg/ 15.5 lbs 

  

구성 

구성 재질 ............................................................................................................. 알루미늄 

틀 ..................................................................................................................... 화학 중합체 

 키보드 ............................................................................................................ 실리콘 고무 

 회로 판 ................................................................................................... 에폭시 유리섬유 

 

 

프린터: 

열 감지 기록지 .......................................... 폭/지름 57.5 ±0.5 mm/31mm (2.26 in/1.22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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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납품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