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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포기 각서 

이 서류 안에 포함 된 정보는 통지 없이 변동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DELTA 는 이 자료에 관한 어떤 종류의 보증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계상업적인 그리고 특정 목적에 상응하는 경우 국한 적으로 암묵적인 

보증을 허용 한다. DELTA 는 이 문서에 포함 된 오류 또는 이 자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수적으로 연결 된 비품, 수행 또는 간접 손해에 

대해선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의: 책임 있는 당사자에 의해 장비의 변화/변경은 허가 되지 않으며 

장비를 사용 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한 또한 무효화 할 수 있다. 

 

주목: 이 장비는 테스트 되었고 Class A 디지털 장치와 FCC 수칙 15 부분 

규칙에 준하도록 제작 되었다. 이와 같은 지정은 상업공간에서의 장비 사용 

시 유해한 전파 방해로부터 합리적인 보호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장비는 만약 사용 설명서에 따라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전파 방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장비를 주택가에서 운영 

하게 되면 유해 전파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간섭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사비가 들어갈 수 있다 

 

RF 노출 규정 준수 성명: 이 장치는 다수의 플랫폼에서 제한 없이 노출 

이동 조건 인, 근원지로부터 기저시간 평균 출력이 ≤ 60/f(GHz) mW, FCC 

ID: S7APARANIESD200로 사용 되는 인증 된 Bluetooth 모듈도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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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과  – 소개 

RetroSign 소개 

RetroSign 재귀 반사 휘도계는 자동차 전조등 조명에 의한 도로 표지판의 반사 특성 측정을 목적으로 한 현장 이동형 

장비이다.  RA (반사조명 계수)이라는 값은 측정에 사용 되며, RA 값은 운전자가 자동차 조명에 의해 도로 표지판을 보는 

것처럼 측정 되는 수치이며, RetroSign 은 몇 가지 종류 안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겠다.  

GR3 ASTM 이라는 모델은 입사각 -4º 에서 비추고 측정이 비춘 각과 관찰 각 0.2º, 0.5º 그리고 1.0º 사이에서 만들어진 

각에서 이루어진 값으로 일반적인 조건아래서의 운전자 시야에 관련 된 측정이라 보면 되겠다.   

GR3 CEN 이라는 모델은 입사각 +5º 에서 비추고 측정이 비춘 각과 관찰 각 0.33º, 0.5º 그리고 1.0º 사이에서 만들어진 

각에서 이루어진 값으로 일반 운전 조건 아래에서 운전자 시야에 관련 된 측정이라 보면 되겠다. 

GR1 SAFETY 이라는 모델은 입사각 +5º 에서 비추고 측정은 관찰 각 0.2º, EN 471규정 된 안전 피복 측정에 사용되는 

각에 의해 측정 되겠다. 

ASTM 과 CEN 타입의 장비는 GR1 모델 경우 관찰 각 0.2º (ASTM) 그리고 0.33º (CEN)으로만 제공 된다. 

RetroSign 장비 사용여부는 아래와 같이 요약: 

 ASTM CEN Safety  

RetroSign GR1 √ √ √ 1 기존적인 관찰 각 

RetroSign GR3 √ √  3 관찰 각 

기하학 ASTM E 1709 EN 12899-1 EN 471  

 

 

RA 는 도로 표지판 현장 검증 시 중요 인자이다. 

 

 DELTA RetroSign 재귀 반사 휘도계. 

재귀 반사 휘도계의 운영은 매우 간단하고 최소 설명 정도면 되겠다. 오류나 경고 알림은 측정 또는 신뢰 할 수 없는 경우 

주어지게 된다. 

RetroSign 의 반사도 측정과 RA 계산은 국제 규격에 따르며, 측정 결과는 LCD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각 측정은 자동으로 증가하는 연속번호 또는 12 알파벳 문자 안에서 사용자가 정의 한(측정 ID) 이름에 표시 되게 할 수 

있다. 

측정은 현장에서 등록 된 날짜, 시간, ID, 측정 상태, GPS 위치(선택사항) 그리고 인식 코드(선택사항)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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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1 또는 GR3는 설치되어 있는 USB포트에 의해 측정 데이터와 진단을 위해 쉽게 PC에 접속 할 수 있다. 

RetroSign 은 재충전 충전지에 의해 전원을 공급받고 상당 시간 동안 측정이 가능하다. 주 전원 충전지 충전기는 기본으로 

제공된다. 

RetroSign 재귀 반사 휘도계 특성 

 이동형 장비 

 한 낮에 측정 

 주간 보정 측정기와 광원 »A« 

 오토 퍼진 광 보상과 오류 진단 

 야간 교통 시 현실적 관점의 조명과 부합 된 측정 기하학 

 직접 계수 판독 

 손쉬운 교정절차 

 교정을 위한 기준 판 캡 

 실시간 시계 

 비 휘발성 저장 장치에 데이터 자동 저장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프로그램 기능 

 데이터 전송 및 연장 조절/진단을 위한 통신 용 USB port 제공 

 긴 수명 충전지   

 230 V/ 50 Hz 또는 120V/60 Hz 주 전원 충전기 

 십자선 모양의 작은 지지 연결기 

 조리개 축소기 Ø 15 mm (0.60 in) 

 USB 케이블 

 어깨 끈 

 운반 케이스 

  

선택 사항 

 원격 방아쇠가 장착 된 연장지지대, 전시 및 큰 연결기. 

 개량 된 16 채널 GPS 수신기 

 측정 기록을 위한 바코드 판독기 

 무선 데이터와 조절을 위한 Bluetooth (무선 통신 연결)  

 여분의 충전지. 

 조리개 축소기 Ø 10 mm (0.40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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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  운영 정보 

 

시작하기 

RetroSign 은 ON/C 버튼을 누른 2초정도 후에 

화면이 보이면서 커지게 된다: 필요한 경우 교정 

편을 참고하여 교정 하도록 한다 

 

 

아이콘 

장비의 상태와 운영 방식은 아이콘 사용에 의해 신호처리 된다. 아이콘은 화면 맨 위 선상에 보여진다. 

 장비 및 준비. 

 메뉴 선택. 

 교정 선택 

 0점 교정 진행. 

 기준 교정 진행. 

 기준 조리개를 위한 교정 화면 활성 

 조리개 축소를 위한 교정 화면 비활성 

 완전 충전 

 방전 중 

 재 충전, 측정 불가 

 GPS 위치 고정, (만약 고정 안되면 말소) 

 화면 액정 켜짐. 

   Σ 평균 계산 사용 

추적장치 판독 기능 설치 (선택사항) 

Bluetooth 기능 사용 및 연결(선택사항)  

Bluetooth 기능 사용 그러나 연결되지 않음(선택사항) 

 

  

  표시가 보이면 교정이 되었고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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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측정을 위해 장비 앞쪽을 측정 면에 위치한다. 

손잡이에 있는 붉은색 방아쇠를 눌러 측정을 시작한다.  

화면에 대략 2초정도 측정하는 동안 “WAIT” 메시지가 보여진다. 

소리가 난다 (1 측정이 끝나고 측정 결과와 관련 정보가 함께 화면에 나날 때 신호). 

측정 하는 동안 오류나 경고 상태가 감지되면, 결과와 함께 “ERR” 또는 “Warn”가 보여지게 된다. 

개체 ID 

RetroSign 은 각 측정에 대해 사용자 정의 이름(개체 ID)처럼 기능을 추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유 명사(2 장비에 의해 자동 

개체번호 생성)화 할 수 있다. 개체 ID와 개체번호는 “log”에 저장되게 된다. 개체 ID는 최대 12 알파벳 문자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발생 음은 메뉴에서 켤 수 있다 

2) 개체 번호는 메뉴에서 수정할 수 잇다. 

자판 기능 

     자판 배열                                             손잡이 위 방아쇠 

           

 
짧게 스위치를 누른다.. 

앞 측정 결과가 재 표시된다. 

표시 된 평균 계산을 지운다 

현재 운영 메뉴를 취소한다 

 장비를 끈다. 설정 값이 저장된다 

 

 

메뉴 내용을 선택 

메뉴에서 상하로 이동 

계수 및 수치 증가(+) / 감소(-) 

   장비 교정 기능 시작 

메뉴 안에서 선택 / 설정 변화 

   화면 상태와 결과 사이의 스위치  

선택 된 기능 작동 

     R’ 측정 시작. 

빠른 교정 방식 선택. 

다음 교정 단계 선택 

장비가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된 경우 추적장치 바코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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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RetroSign 특징으로 2가지 교정 방법이 있다: Quick 그리고 Full. 

Quick 교정은 최근 전체 교정한 결과로부터 0점 을 맞추는 것으로 “매일” 하는 데 사용하고 이 옵션은 같은 기준 판을 

사용하여 전체 교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Full 교정은 높은 단계의 정밀한 교정으로 기준 판과 0점 조절을 하게 된다. 

빠른 교정 

Quick 교정은         버튼과 방아쇠를 눌러 진행 된다.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기준 판 캡을(반사 면 쪽) 렌즈 앞에 덮는다. 

방아쇠를 당기면 “WAIT” 라고 화면에 나타나고 이전작업에 정의 된 교정 값을 사용하여 즉시 교정 작업을 실행 하게 

된다. 만약에 교정 실패 할 경우 “오래된 교정 값을 사용하였음” 이라는 짧은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며 상태 

플래그가 나타나고 이 상태가 저장 될 것이다. 

전체 교정 

Full 교정은         버튼과         버튼을 노루면 시작 되게 된다. 화면에 나타나는 진행 과정을 따라가면 된다.  

제로화 

0점 조정 캡(어두운 면 쪽으로)을 렌즈 쪽에 씌우고           버튼을 누르거나 방아쇠를 당기면 시작 된다. 화면에 “ WAIT” 

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0”으로 측정 된 값이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만약에 장비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측정 된 값 

이라면 교정 다음 진행 과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또한 높은 0점 값이 측정 되었다면 경고와 0점 조정 캡의 어두운 면 

쪽이 맞는지 물어보고 확인 하고 다시 하라는 메시지가 보여지게 된다  

기준 

0점 조정 캡(반사면 쪽)을 렌즈 쪽에 장착한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버튼 또는         버튼을 사용하여 화면에 나타나 

있는 기준 값을 성적서(기준 판 에 명시 되어 있음)에 나와 있는 값으로 맞추어 주고         버튼을 누르거나 방아쇠를 

당겨 다음 기준 값이 되도록 준비한다. 기준 값이 확인 되면 장비의 교정 과정을 수정한다. 실제 교정 측정이 진행 되는 

동안  “WAIT” 라 나타나고 계산 된 교정 인자가 짧게 나타난다. 만약 교정 과정 단계에서 오류가 감지되면 사용자에게 

반사판 쪽이 맞는 지 확인 하고         버튼 또는 방아쇠를 눌러 다시 시도해 보라는 경고 문자가 나타나게 된다. 기준 값을 

다시 확인 할 필요는 없다. 

교정이 성공 적이면,       ,         또는 방아쇠를 눌러 계속 진행 한다. 

교정이 성공 적으로 끝나면             아이콘이 보여지고 장비는 측정을 위한 준비가 된 상태가 된다. 교정 값을 확인 하는 

방법으로 교정 후 기준 판 캡을 그대로 끼운 상태에서 측정을 하여 그 값이 나오는 지를 확인 하면 좋은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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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개 축소 옵션 

장비에 측정 용 조리개 축소기 기능이 구성되어 있다 하여도 교정 시 교정 화면은 사용할 수 없다. 조리개 축소가 된 

상태로 교정 하면 이 상태의 교정 값으로 계산되므로         아이콘이 보이면서 이 옵션이 선택되었다는 경계경보가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장비는 이 옵션 사용 유무에 따라 재 교정 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 좀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조리개 축소”라는 단락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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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체계 

일반 메뉴 운영: 

측정 모드 안에서         버튼이나         버튼을 누르면 메뉴 체계가 작동하게 된다.  메뉴 모드 안에서        버튼이나    

버튼을 움직여 기능 또는 수치를 바꿀 수 있다. 화면에 나타나 있는 기능을 선택하거나        버튼을 눌러 선택한다. 메뉴 

중에          키를 누르면 다른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사라지고 측정 결과 화면으로 바뀌게 

된다.         버튼을 사용하면 아래에 있는 메뉴 항목들을 볼 수 있다.          버튼을 누르면 항목에 저장 된다.  

 

메뉴 항목: 

개체 ID: (측정 ID) 

 측정 일련 번호는 단일 한 ID로 할당할 수 있고 그것은 측정 결과와 함께 저장 된다. 각 측정에 ID를 만들 수 있고 각 

측정 시 마다 자동으로 증가하는 연속 번호로 할당할 수도 있다.  

개체 ID는 Seq ID[string] 와 같이 보이고 12 알파벳 문자를 입력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ARLANE 1 XY] 

연속 개체 ID를 수정 하려면         버튼을 누른다. 화면이 ID를 정의 할 수 있게 변하고 새로운 ID가 선상에 보여진다. 

새로운 ID 또한 예전 ID처럼 마찬 가지로 시작 한다. 새로운 ID 수정 위치 밑에 위쪽 방향 화살 키가 표시 된다. 이 수정 

키를 사용하여 위치 표시를 수정 할 수 있다. 

새로운 ID 를 정의 할 때, 개체 번호는 “0”으로 재설정 된다. 

 

ID 계산: (수정을 위한 ID 계산 화면) 

자동 개체 ID 번호는 바꿀 수 있으며, 일반 수정 키를 사용하여 번호를 바꿀 수 있다.  

 

ID 제거: (정의되지 않도록 개체 ID설정) 

화면에는 정의 한 개체 ID가 보여지는데, 그 ID는 수정 키를 사용하여 정의 되지 않도록 설정 할 수 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ID에 매달려 있는 내용들을 완벽하게 제거 할 수 있게 된다. 

 

제거 작업 저장: (제로화를 위한 사용자 저장 기록 계산 설정) 

작업 저장 안에는 기록 된 번호가 화면에 보여진다. 사용자가 이 기능 사용을 허락하면 저장 기록 수(내용)를 재 설정 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새로운 측정 시리즈를 시작 하고자 할 때 이미 저장소 안에 기록 된 내용을 처음부터 읽지 않고 시작 할 때 

사용한다.  이 작업은 사실 상 운영 시 지워진 저장소 안에 데이터는 없고 단지 번호만 존재 할 때 강조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예전 데이터 기록을 나중에 읽도록 할 때 강조 된다. 일반적으로 읽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파일 화 된 후 재 설정 하게 된다.  

 

소리 조절: (장비 소리 발생 조절) 

기능 조절은 어떻게 장비가 다른 조건이라는 보고를 위해 소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측정 순환이 끝났을 때, 

오류 상태 일 때 등. 

장비가 아무 소리가 안 나도록 조절하여 설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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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타이머: (전원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얼마나 오랜 시간 장비가 켜진 상태로 머물렀었는지 조절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장비의 

전원을 끄기 전에 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수치는 60초 이하로 기능 선택을 할 수 없고 값을 바꾸고 설정하면 

저장된다.  

 

평균 계산: (평균값의 산출과 계산) 

평균 값은 계산을 위해 측정 된 횟수와 함께 계산 된 값이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계산 된 값을 보기 위해        버튼을 눌러 주 화면을 #2로 옮길 수 있다 (부록 F를 참고하라). 

2번 줄에 나타난 값은 MC = 평균값 계산을 위해 사용 된 측정 데이터 수를 보여 준다. (부록 F를 참고하라). 

화면에는 측정값(가공되지 않은)과 계산된 값(평균값) 두 개가 보여진다. 

 주 화면 #2에서       버튼을 2먼 누르면 평균값 계산치는 지워진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표식 판독기능작업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록 F를 참고하라). 

 

교정 모니터: (교정 인자 지켜보기) 

내장 된 교정 모니터를 사용하게 되면 최소/최대 범위에 반하여 계산된 교정 인자를 확인 하도록 사용하게 된다. 그것을 

사용 할 수 없도록 하면, 조리개 축소기 사용할 때 일반적인 범위 외 인자에 의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행 해지고 교정 

경고가 측정 시 표시 된다.  

일반 범위 확인은 교정 과정 중 오류에 대해 보호 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교정 모니터 사용하게 되면         아이콘이 화면에 나타나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        아이콘이 화면에 나타난다.  

중요:  장비는 일반적인 조리개 상태에서 조리개 축소나 등등 상태로 바뀌면 재 교정을 해야 한다. 

  

원격조정 – 상자 보이기: (결과에 확장 상자 보이게 선택) 

원격 방아쇠는 한번에 한 결과를 화면에 보이게 할 수 있다. 이 기능 선택으로 원격 방아쇠 장치 위에 결과가 보이게 

된다. 일반적인 설정은 기본 관찰 각 0.2º 또는 0.33º가 된다. 

 

화면 배면 광: (LCD 배면 광 조절) 

자동 LCD 화면 배면 광 기능을 사용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것은 같은 양의 충전지에서 에너지 전력 소비가 많은 

배면 광을 조절하면 더 많은 측정이 가능 하도록 한다. 

 

GPS 모드: (GPS 위치 수집 방법 선택)(선택사항) 

GPS 수신기는 신호원 정정 차를 사용하여 정확하고 많은 위치 정보를 얻는 정정 방법으로 사용 하게 된다. 

위치에 따라 정정 체계가 선택 된다: 

북아메리카는 WAAS 를 사용한다. 

유럽에서는 EGNOS 를 사용 하게 된다. 

자동: 사용 가능 한 신호를 수집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체계가 전체가 운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나 테스트 모드에 

있는 것도 있겠다. 수집 체계를 잘 못 선택하면 사실 산 정밀도가 떨어지게 된다.  

사용 하지 않음: 어떤 수집 된 신호도 사용하지 못한다. 

 

  

 

 



RetroSign GR1 & GR3 · 재귀 반사 휘도계 15 

GPS 상태: (GPS 기능 조절) (선택 사항) 

만약 원한다면 GPS 수신기를 사용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로는 할 수 있는 한도의 충전기 충전상에서 최대 

횟수 측정을 극대화 하고자 할 때 전체 전력 소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추적장치(표식) 판독기: (바코드 판독기 기능 조절) (선택사항) 

GR1과 GR3는 외부 바코드 판독기로부터 데이터를 입력 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 이 기능은 특별한 표지판 신원 

파악을 기준 바코드를 사용하여 판독이 가능하게 만든다.  

판독기능을 가능하게 하려면 장비의 측정 시 작동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판독기가 없을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 할 경우 장비를 추적장치(표식)에 붙이고 방아쇠를 당기라 요구하게 된다. 표지판의 추적장치(표식)을 장비가 읽고 

측정을 위해 두 번째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 부록 E를 참조하라. 

 

평균 계산 기능을 사용하게 했을 경우 장비는 그 시리즈 안에서 우선 추적장치(표식)을 측정하라고 요청하게 된다 (평균 

수 < 2). 이것은 같은 표식 의 코드를 다 지점에서 측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장비가 평균 계산이 완료 되면 추적장치(표식)에 우선 방아쇠를 당기라 다시 요청 하게 된다.  

  

최근 측정 제거: (가장 최근 측정을 돌아보다) 

이 기능으로 작업 저장으로부터 가장 최근 측정 기록 제거가 가능하다. 단 하나의 데이터 기록을 온전한 데이터로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최신 데이터를 제거 할 수 있는데 그 것은 장비가 꺼지기 직전 수행 했던 것에 한 한다.  

 

충전지/ 충전 

장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충전지를 분리 하지 말라. 분리하게 되면 측정 데이터를 읽게 되고 장비에 기능 장애 

상태가 될 수 있다.  

50º C (122º F)와 같은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는 충전지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충전지 합선을 하지 마라. 생활 

폐기물에 버리지 마라.  

충전지 분리를 위해서 고정 스프링 이상으로 충전기를 흔들지 말고 충전기를 손잡이에서 풀어 내라. 제 4과를 참조하라 – 

충전 시 상세한 정보. 

 

충전지는 RETROSIGN에 맞게 특별히 디자인 된 것으로 사용상 안전하며, 만약 DELTA에서 제공하지 않은 또는 승인 

되지 않은 충전기를 사용 할 경우 DELTA에서는 그 충전기를 사용하여 올 수 있는 장비의 어떤 손상에도 책임 지지 

않는다. 

 

원격 조정 

외부 방아쇠 옵션(선택사항) 

장비 뒤쪽 에 있는 원격 방아쇠 상자에 연결하여 연장 막대기를 사용하여 측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연장용 막대기 세트에 필요한 부대용품은 제공 될 것이다. 

 

 

 

 

컴퓨터 접속 

장비는 USB 포트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것은 완벽하게 장비를 원격조정하고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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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감지 조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측정 기록 또는 RetroSign 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다.  

USB 연결을 사용하기 위해선 컴퓨터에 특정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설치가 필요하고 이 드라이버는 장비 CD에서 찾을 

수 있다. 

부록 B를 참조하라 – 통신 설비. 

 

지지대 연결기 

지지대 연결기는 십자 모양의 표시기와 함께 제공 된다. 이 것은 작은 물체의 측정을 할 때 측정 위치를 쉽게 결정하도록 

도와 준다. 예를 들어 표지판 위의 숫자와 글자. 

 

조리개 축소 

작은 목표에 대한 측정이 특별히 필요 할 경우 RetroSign에 특정 화 된 조리개 축소기를 장착하면 되는데 이 축소기는 

잔치에 따라 측정 영역이 ø  15 mm (0.6 in) 또는 ø 10 mm (0.4 in) 이 된다. 구경이 ø  15 mm 는 RetroSign 과 함께 제공 

되지만 Ø  10 mm 조리개 축소장치는 선택사항이다.  

작은 조리개로 교체하기 위해선 장비 렌즈 앞 원통에 감소 장치를 간단히 끼워 주면 된다.  

조리개 축소기를 사용 할 때는 교정 모니터 기능을 사용 할 수 없다! 

어떻게 모니터 기능을 사용 할 수 없게 하는지는 메뉴 항목을 보라. 

중요 사항! 조리개 설정이 바뀔 경우 항상 장비를 교정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라. 

주의: 

 RetroSign 는 정밀한 광학장비이다, 주의하여 다루시오. 

 깨끗하고 건조한 환경에 보관하시오. 

 장비를 잠시 사용한 후 재 충전 하지 마시오. 

 장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충전지를 절대 제거하지 마시오 

 기준 판 캡은 오염에 매우 예민하므로 주의 깊게 확인하고 깨끗하게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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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  일반 정보 

RetroSign GR1 & GR3 

RetroSign 의 재귀 반사 휘도 측정 계수는 RA (재귀 반사 휘도 계수).  R은 도로상에서 운전자가 달리는 차에서 전조등에 

의한 도로 표지 판의 반사도를 대신 하는 계수이다.  

반사 휘도계의 몸체는 작은 손잡이가 달려있고 그 손잡이는 알루미늄 외장으로 만들어 졌고 그 안에는 전자기기와 

광학적인 체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측정 용 방아쇠와 교체 가능 한 충전지가 손잡이 안에 들어가 있다.  

RetroSign 은 마이크로 콘트롤러에 의해 방아쇠를 당기면 자동으로 측정이 실행 되도록 된다. 측정 결과와 상태는 LCD 

화면에서 보여지며, 결과와 관련 된 다른 정보는 자동으로 내부 비 휘발성 저장장치로 전송 된다. RetroSign 장비의 왼쪽 

면에는 작은 자판기가 있는 데 이것을 이용하여 작동 하게 된다. 재귀 반사 휘도계는 또한 USB 장치 연결이 가능하다. 

USB 연결은 측정 이후 데이터 처리를 위해 컴퓨터에 기록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 된다.  

 

제조자(공장) 교정 

RetroSign GR1과 GR3 는 출고 시 제조사에서 교정을 한다. 교정은 표준을 사용하여 수행하며, 교정의 기준 RA 값은 

장비와 방법에 준하여 엄격히 구정 된 실험실에서 측정 한다. 

기준 판 캡은 재귀 반사 휘도 재 교정 및 증명을 위해 동봉 된다. 

 

측정 기하학 

ASTM 타입 GR1 그리고 GR3 

조사 각은 -4°. 조명과 기준 관찰 각 사이의 상쇄 각 0.2° (GR1) 이며, 3 개의 관찰 각들은 각각 0.2°, 0.5° 그리고 1.0° (GR3) 

이 된다. 기본 구성 안에서 측정 영역은 대략 ø 30 mm 이고 조리개 축소기를 사용 할 경우 ø  15 mm 또는 ø 10 mm 정도 

된다. 

  

 

 

 

 

 

 

 

 

     ASTM 기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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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 타입 GR3 

조사 각은 +5°. 조명과 기준 관찰 각 사이의 상쇄 각 0.33° (GR1)이며, 3 가지 관찰 각은 각각 0.33°, 0.5° 그리고 1.0° (GR3) 

이 된다. 기본 구성 안에서의 측정 영역은 대략 ø  30 mm 이고 조리개 축소기를 사용 할 경우 ø  15 mm 또는 ø 10 mm 가 

된다.  

 

 

 

 

 

 

 

 

 

     CEN 기하학 

 

 

SEFETY타입 GR1 

조사 각은 +5° 그리고 조명과 관찰 각 사이의 상쇄 각은 0.2°이며, 기본 구성 안에서의 대략 적인 측정 영역은 ø  30 mm가 

된다. 조리개 축소기를 사용 할 경우 측정 영역은 ø  15 mm 또는 ø 10 mm 가 된다.  

  

 

 

 

 

 

 

 

 

     CEN EN 471 기하학 

 

 

충전지 

RetroSign 전원 공급은 교체 가능한 충전지를 사용하여 하게 된다.  일상 조건 상태라면 많은 시간 동안 재귀 반사 

휘도계의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충전지는 추가로 주어지는 충전기를 사용하여 재 충전 하여야 한다. 제 4과를 

참고하라  -충전지. 

  

0.2°  

Cl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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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원인 비고 

측정 전 

RetroSign 은 제조사(공장)에서 교정 되어 나온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련의 먼지나 광학표면을 만져서 생긴 얼룩들은 

측정값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영향을 주므로 교정 하는 것은 중요하다.  

장비 앞쪽 렌즈와 기준 팜 캡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 4과를 참조하라 – 유지 관리. 

 

장비 지향 

RetroSign 표지판 가까이 접속하지 않고도 측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RetroSign 앞쪽을 

접촉해야 하고 표지판 면과 수직으로 한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한다. 

 

부호 조건 

표지판의 반사물질이 젖었을 경우 광학적인 특성이 바뀌게 된다. RetroSign 표지판 표면이 젖은 상태나 이슬이 맺힌 

상태에서도 측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읽은 값은 마른 상태 시 읽은 측정 값과 비교 할 수 없다. 

마이크로 프리즘 판금에 의한 특수한 광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만 예방책으로 정확한 값을 얻으려면 장비를 

바르게 돌리거나 수직으로 고정 하여야 한다. RetroSign은 항상 사양에 명시 된 표지판의 특정 각을 맞춰 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RetroSign 장비는 수직 위치로 조정해야 한다. 

 

누출 

RetroSign 이 각각 측정 하는 동안 누설(광학적 배경 신호)을 자동으로 평가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앞서 읽은 값과 

보상하게 된다. 광학적 누설은 일반적인 조건 아래 경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누설이 발생 하거나 

하면 화면에 경고가 나타나게 된다. 누설의 주요 원인은 표지판 과 장비 사이 광학 부에 들어가는 미광 때문이다.  

장비가 새거나 이동 그리고 오류 상쇄는 교정 진행 동안 얻어진 데이터의 평균 에 의해 보상 된다. 그래서 교정 진행은 

주의 깊게 수행 하여야 한다.  

 

낮은 충전 조건 

장비는 항상 충전 전압상태를 지켜보아야 하고 충전상태가 낮은 상태에서 측정 시 충전 양을 나타내는 블록을 지켜 봐야 

한다. 장비를 켜 논 상태라면 자연적으로 방전이 되게 되며, 전압이 충분이 높을 때 측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안으면 

광원이 켜지지 않으며 측정 실패의 원이 된다.    

거의 방전 되었을 때 측정을 하면 측정값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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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  – 유지 관리 

일반적인 관리 

재귀 반사 휘도계는 적당한 조건의 외부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습한 기후를 견디게 되어 있지만 기가 

오는 날씨나 물이 튀기는 경우 그리고 교통에 의해 더럽혀진 조건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재귀 반사 휘도계는 강한 

장비이기는 하나 광학적인 장비이므로 주의 하여 다루어야 한다. 

장비는 강한 기계적인 충격과 진동에 대한 노출을 피해야 하며, 또한 급격한 온도 변화 역시 피해야 한다.  

장비를 운반용 케이스에 보관하지 못할 경우 깨끗하고 마른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전방 렌즈 

렌즈는 특별한 유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만약 렌즈가 습기에 더러워지면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유리창 용 청소 액으로 

닦아주고 부드러운 아마 천으로 닦아 준다. 

충전지 & 충전기 

장비는 NiMh (Nickel Metal Hydride) 충전지에 의에 전력을 공급 받으며, 일반적으로 사용시 유지 관리가 필요하지는 않다. 

충전지는 산요(Sanyo) Akku APBO 9,6V, 2600mA (P 217)를 사용한다. 

충전기는 충전지 충전을 위해 기본 부품으로 제공되며, 두 가지 모델이 있다: 

 230V AC, 50/60 Hz (Bosch AL 2450 전문가용) 

 120V, 60 Hz (Bosch BC 130) 

충전지를 가득 충전하는데 대략 35분이 소요 된다.  

재충전을 위해선 우선 장비가 꺼져 있는지 확인 해야 한다. 그런 후 충전지를 고정하고 있는 스프링을 풀어 준다.  

충전기를 장비 손잡이에서 분리하여 충전기에 삽입 한다. 충전지와 충전기를 사용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마른 

장소에서 충전을 하도록 한다. 

충전기는 충전 동안 아래와 같은 정보를 주게 된다. 

 만약 충전기에 충전지를 꽂았을 경우 녹색 램프에 불이 계속 켜져 있으면 충전지가 꽂이지 않았거나 충전지가 

가득 충전되어 충전이 미세하게 되고 있다는 상태가 된다. 

 만약 녹색 램프에 불이 깜빡 거리면 충전지가 급속 충전이 되었다는 상태다. 급속충전은 충전기가 가득 충전 된 

경우 자동으로 충전이 멈추게 된다. 

 만약에 붉은 색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다면 충전지가 급속 충전 되어 너무 뜨거워 졌다던가 차가워 졌을 경우로 

충전기는 곧 안정한 온도에 도달 할 때까지 천천히 충전되는 세류 충전 상태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엔가 급속 충전으로 다시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만약에 붉은 색 램프가 깜빡 거리면 충전지가 충전기에 맞지 않는(충전지가 손상되었다거나)다거나 충전기가 

접선 또는 충전지가 오염되었다는 표시가 된다. 충전기와의 접촉부분을 청소해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충전지를 

교체하여야 한다.   

새 충전지나 사용 수명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았던 충전지는 대략 5번 정도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 서 가득 충전 된다.  

충전지는 온도 모니터가 장치 되어 있어 0C 그리고 45C (32F and 113F) 온도 사이에서 충전이 되게 된다. 이 경우 긴 

수명을 보장 하게 된다. 충전지를 새로 구매 했다면 1000번 이상 재 충전을 할 수 있다. 

가득 충전한 충전지를 사용하는 데도 측정 횟수가 상당히 떨어지면 충전지가 낡은 상태이므로 새것을 구입하도록 한다.  

충전지와 충전기는 서로서로 잘 맞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충전은 장비와 함께 보내 진 충전기를 사용하기 바란다.  

충전지를 열이나 화염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한다: 폭발 위험이 있다. 충전지를 전열기 위에 올려 놓거나 오랜 시간 동안 

태양빛에 노출 시키지 말아야 한다. 온도가 50C (122F) 이상 되는 곳에서 사용하면 충전지가 손상된다. 충전 전에 

충전기는 따뜻하거나 찬 상태가 되어야 한다. 충전지를 다루거나 보관할 때는 가능한 충전지가 단락 되는 것을 피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충전지를 연이어 빠르게 충전 하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단지 잠시 사용하였을 경우 재 충전을 하지 않는다. 

 

 

안전을 위해, 충전기: 

 설명서 읽기.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전기 충격, 화재 그리고 심각한 부상을 초래 하게 된다. 

 비나 습기로부터 충전지 보호. 충전기 안으로 물이 침투하면 전기적인 출격과 같은 위험이 초래 된다. 



RetroSign GR1 & GR3 · 재귀 반사 휘도계 21 

 항상 충전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라. 오염은 전기적인 충격의 위험을 초래 한다. 

 사용하기 전에 충전기, 케이블 그리고 플러그를 매번 확인 하라. 손상이 감지 되었을 경우 충전기를 사용하지 

마라. 충전기를 분해하지 마라 그리고 원제품의 교체 부품을 사용하여 공인 된 엔지니어가 수리를 하도록 한다.  

충전기, 케이블 그리고 플러그의 손상은 전기적인 충경 위험이 있다. 

 불타기 쉬운 표면 위나 가연성 환경에서 충전기를 사용하지 마라. (예를 들어 종이, 천, 등등). 충전지를 충전하는 

동안 발생하는 열로 인해 불이 날수 있는 위험이 있다 

실제적인 조언, 충전기 

 준단 된 기간 없이 연속 또는 몇몇 반복적으로 충전하게 되면 충전기에 열이 난다. 이 것은 유닛에 기술적인 

손상만 나타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유지 관리와 청소, 충전기 

 유닛의 유지 보수는 필요가 없다. 항상 유닛을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슬롯에 보관하면 된다.  

주목 

 충전지는 충격 보호가 되어 있고 안을 열어보지 마라. 

 충전지는 깨끗한 장소 및 마른 장소에 보관해라. 

 환경 보호를 위해 충전지는 가정용 쓰레기에 버리지 마라 

 

램프 

램프는 유지 관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장비 램프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게 되면 램프 오류 메시지가 나타난다. 

그러면 램프는 교체 하여야 한다.  

램프는 DELTA사나 DELTA사의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에 의해 교체 작업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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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판 캡 

재귀 반사 휘도계의 교정이 정확 한지 확인 하기 위해 선 기준 판 캡 표면이 깨끗하고 손상이 없어야 함은 매우 중요하다. 

기준 판 캡은 뚜껑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손대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반사면 쪽). 

만약 표면이 얼룩, 긁힘, 또는 기춘 판이 깨진 상태라면 반드시 새것으로 교체 해야 한다. 

표면에 먼지가 묻었을 경우 부드러운 천에 가벼운 가정용 세정제를 묻혀 기준 판을 세정한다. 그 이후에 마른 아마 섬유로 

된 천으로 조심해서 닦아 준다. 

반드시 측정값을 믿기 위해선 표준에 준하도록 기준 판 캡을 주기적으로 재 교정 하는 것을 추천한다. DELTA Light & Op-

tics 에서 는 PTB (Physikalisch-Technishe Bundesanstalt) 와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표준에 준하는 교정에 준하는 교정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대리점 또는 DELTA Light & Optics, Denmark에 연락 하시오. 

 

 

 

 

교정 

RetroSign 은 제작사에서 교정 하여 보내진다 그러나 장비는 이동되므로 현장에서 항상 교정하여야 한다. 

교정은 장비가 상쇄, 누손 그리고 다른 알지 못하는 “오류” 그리고 각 관찰 각에 대한 교정 계산 값들만큼 자동으로 교정 

과정에서 보상된다 

재귀 반사 휘도에 대한 교정은 »true« RA 값으로 화면에 나타난다. 

기준 판 캡은 환경이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기준 판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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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통신 설비 

RetroSign 장비 앞쪽에 표식 판독기를 연결을 위한 단자가 있다. (바코드, RFID) 

 

                                                    

 

RetroSign 장비 뒤쪽에는 USB 장치 포트와 확장용 장대를 위한 원격 조정 연결 단자가 설치되어 있다. 

 

                                                 

 

 

USB 연결 포트는 장비를 컴퓨터에 연결 할 때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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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사양 

일반 특성 

 

규제 순응 

유럽 

장비는 하기 지시와 같이 유럽 연합회의 및 의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준한다: 

Directive 1999/5/EC of 9 March 1999 on radio equipment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Directive 2011/65/EU of 8 June 2011 on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RoHS). 
Directive 2002/96/EC of 27 January 2003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The equipment is tested to the following standards: 

R&TTE article 3.1a (health & safety):  
EN 60950-1:2006 + A11:2009 + A1:2010 + A12:2011 

R&TTE article 3.1b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N 301489-1 V1.8.1:2008 
EN 301489-3 V1.4.1:2002 

R&TTE article 3.2 (radio parameters): 
EN 300440-2 V1.4.1:2010 
 

미국 

 

장비는 하기와 같이 연방 통신 위원회의 규칙을 준해야 한다. 

FCC CFR 47 Part 15 Subpart B, Class A. 

장비는 별도의 승인된 Bluetooth 라디오모듈도 포함한다, FCC ID: S7APARANIESD200 

장비는 하기 안전 규격을 준한다: 

IEC 60950-1:2005 (2nd Edition); Am 1:2009 

 

타입 ASTM 

기하학 ASTM E-1709 

조명 각도 ............................................................................................-4° 

관찰 각도 ......................................................................... 0.2°, 0.5°, 1.0° 

타입 CEN 

기하학 CEN EN 12899-1 

조명 각도 ........................................................................................... +5° 

관찰 각도 ....................................................................... 0.33°, 0.5°, 1.0° 

타입 SAFE 

기하학 CEN EN 471 

조명 각도 ........................................................................................... +5° 

관찰 각도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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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하학 계수 

광원 조리개 각 .................................................................................. 0.1° 

수용 조리개 각 .................................................................................. 0.1° 

측정 영역 .......................................................................... ø  30mm/1.2in 

광원 .......................................................................................... 광원 »A« 

수용 감도 .................................................................  눈에 정확한 정밀도  

                                              (색 필터 선택 시 ASTM-E1709 para. 6.4.2) 

최소 읽는 값(cd/lx×m²) .......................................................................... 0 

최대 읽는 값(cd/lx×m²)  ..................................................................  2000 

전기적인 특성 

 

전원: 

충전지 ....................................................  교체 가능한 NiMh 9.6 V/2.6Ah 

  

외부 충전기  .........................................................  주 전압 230 V / 50 Hz 

 선택 사항: 110V / 60 Hz 

충전 시간 ..............................................................................  대략 15 분 

데이터 저장 ..................................................................... > 250.000 측정 

연결 ................................................................................................. USB 

바코드 판독기 ....................................... 617nm LED Solid state scanner 

연결 ......................................................................................... Bluetooth 

 

환경 특성 

사용 온도 ......................................................................................... 0°to +45°C 

 32°F to 113°F 

보관 온도 .................................................................................. -15°C to +50°C 

 5°F to 122°F 

습도 ............................................................................... 85% 그리고 불 응축식 

기계적인 특성 

길이...........................................................................................295mm/ 11.6 in 

폭 ................................................................................................83 mm / 3.3 in 

높이..........................................................................................324 mm/ 12.8 in 

무게............................................................................................ 2.1 kg / 4.6 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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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roSign 외부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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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운송 케이스 내용물 

 

 

 

 

 

 

 

 

 

 

 

 

 

 

 

 

 

 

 

 

 

 

 

 

 

A. RetroSign GR3 장비와 렌즈 뚜껑 

B. 간단한 설명서, 보증서 

C. 교정 용 기준 유닛 

D. 충전기 

E. 작은 지지대 연결기 

F. 충전기 안내서, 장비관련 CD, 조리개 축소기 Ø 15mm (0.60 in), 등록카드와 케이스 열쇠 

G. 바코드 판독기(선택사항) 

H. USB A-B 통신 케이블 

I. 충전기 변환기 

J. 어깨 끈 

K.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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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통신 설비 

USB 사양 

RetroSign 에는 장비 내부에 저장 된 측정 기록 데이터를 컴퓨터에 내려 받거나 장비를 조작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USB 

연결 단자가 장착 되어 있다. 

장비의 연결은 장비 뒤쪽에 장착 된 USB연결 단자와 규격 USB A/B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와 연결한다.   

 

중요! 

컴퓨터에 장비를 연결 할 때 USB 드라이버가 요구 된다. 이것은 컴퓨터와 장비를 연결하기 전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드라이버는 장비용 CD안에서 찾을 수 있고 컴퓨터 스크린에서 쉽게 설치 할 수 있다.  

 

장비용 전원은 USB 연결로부터 끌어 사용하지 마라. 

 

 

Bluetooth 사양  

RetroSign 은 원격 Bluetooth master를 사용하여 장비기능을 조절할 수 있도록 Bluetooth 모듈을 장비 안에 내장되도록 

갖출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용 컴퓨터, PDA 또는 스마트 전화기까지 Bluetooth를 사용 할 수 있다. 장비를 조작 할 수 

있도록 Bluetooth master는 특정 장비를 조작 할 수 있는 통신 프로토콜 과 같은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 윈도우 하이퍼 터미널을 이용하여 Bluetooth 채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리얼 Com포트를 맞춰 주면 된다.  

BT 통신은 적어도 10m (33Ft)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에서 잘 작동된다.  

Bluetooth 사용/미사용 기능: 

 

Bluetooth 메뉴를 열고 Up/Down 키로 사용. 

 

 

 

 

 BT 메뉴 1    BT 메뉴 2 

 

 

 

 

 BT 메뉴 3    BT 메뉴 4 

 

BT 메뉴 1: BT 유닛 꺼진 상태, 켜지게 하려면, BT 다시 연결 하여야 한다. 

BT 메뉴 2: BT 유닛 꺼진 상태, 찾을 수 있게 바꾸려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BT를 다시 켜야 한다. 

BT 메뉴 3: BT 유닛 켜진 상태, 새로운 BT를 찾을 수 있게 바꾸려면 Discoverable 모드로 선정. 

BT 메뉴 4: BT 유닛 켜진 상태이고 연결 된 상태가 된다, 연결 실패 그리고 discoverable 모드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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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기능을 선택하고 “Accept”키를 누른다. 

 

장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Bluetooth 를 찾으려 하지 않고 는 먼저 번 연결 되었던 Bluetooth 장치를 재 연결 하게 된다.  

Discoverable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장비는 다른 Bluetooth 장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화면 오른쪽 위 구석에 Bluetooth 아이콘이 나타난다. 연결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끊어진 Bluetooth모양으로 보이게 된다. 

메뉴 3을 보라. 연결 되면 설정 된 아이콘모양이 바뀌고 일반적인 Bluetooth 모양으로 보이게 된다. 상세한 것은 메뉴 4를 

보라. 

 

주목: 장비에 Bluetooth 장치가 연결 되기를 바라면 Discoverable 옵션을 선택하면 Bluetooth위치를 찾아 내고 연결 된다. 

장비는 자동으로 알고 있는 Bluetooth 가 켜져 있다면 그것을 자동으로 연결하려 한다.  

접속 코드를 물어 보면 내정 된 번호 1234를 사용 한다.  

 

Bluetooth 이름은: ”RS-GR3:serial number” 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RS-GR3:12345678 

 

연결 된 상태, Bluetooth 장치가 연결 되었다는 LED가 켜진다. 이것은 장비 뒤쪽 판 USB가연결 된 근처에 있다. 

 

Bluetooth 상태를 Info Page: Bluetooth 안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에 장비 이름과 연결된 Bluetooth 의 ID가 나타나게 

된다. 

 

 

 

 

 

      BT master 123123123BDC에 연결   BT 사용할 수 있으나 연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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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RetroSign 확장 세트를 위한 간단한 안내 

준비 

세트 서류에 따라 장비에 연결 판을 붙인다. 

장비를 연장 막대기에 단단히 연결하고 머리각도를 조절한다. 

장비 뒤쪽에 연장 세트 케이블을 연결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지지용 판을 장착한다. 

예방조치 

장비가 Bluetooth 선택사항이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장비가 Bluetooth와 통신이 안되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이 꺼져 있는 지 

확인 하라. 

작동 

RetroSign 장비를 켜라. 

장비를 측정 지점까지 끌어 올려 정확한 방향인지 관찰하라. 

확장 세트에 있는 RA 버튼을 눌러라. 

처음에 보여지는 것이: 

--- 

장비는 측정하고 하기와 같이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230 

그 값은 RetroSign 화면에 보여지는 결과 중 하나와 같이 보여진다.  GR1 은 기준 관찰 각 0.2º 또는 0.33º에 의한 값으로 

보여지고 GR3 는 일반적으로 기준 관찰 각으로부터의 값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나 그 값은 RetroSign 안에서 선정하는 

관찰 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상세한 것은 메뉴 항목 부분을 참조하라. 

새로운 측정값을 얻으려면 RA를 다시 누른다. 

만약 측정을 하지 않으려면 확장용 키트가 대략 4분 정도 장비와 연결 상태를 유지하므로 기다리면 자동으로 꺼지게 된다. 

그러면 RetroSign도 장비의 중단 시간에 따라 꺼지게 된다. 

만약 측정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하면 확장 키트는 하기와 같이 메시지가 보여진다: 

Err 

 

바코드 판독기 옵션 사용 

장비를 켜고 판독기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게 하라, 메뉴 항목을 참조하라, 그리고 장비를 다시 끈다.. 

판독기를 장비 앞쪽에 장착하고 케이블을 앞쪽 포트에 연결 한다. 

장비를 다시 켜고 화면에 보여지는 “Tag Reader Found(추적기 판독기 찾음)”를 관찰 하라 

확장용 키트 위에 있는 RA 버튼을 누른다. 

아래와 같이 보여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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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후 판독기가 준비되면 998 라는 숫자로 바뀌게 된다.  

998 

 

RA 버튼을 다시 누른다, 화면엔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보여진다 

--- 

 

장비를 표지 판이 있는 곳까지 끌어 올려 추적기(표식) 판독기를 가급적 가까이 바코드를 향하고 표지 판 위에 판독기를 

대로 스캔 한다. 판독기가 읽을 수 있도록 충분히 가까이 대고 999라는 숫자가 나타날 때까지 일도록 한다. 

999 

 

장비가 표지 판에 근접하면 RA 버튼을 다시 누른다. 

 

장비가 R’측정을 수행하게 되고 확장 용 키트 위에 측정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230 

 

만약 추적기(표식)사 998을 보이는 동안 바코드를 읽게 하려면 RA 버튼을 누르면 바로 측정 개체의 결과 화면으로 가게 

되고 999 화면을 완벽하게 뛰어 넘게 된다. 

 

 

한번으로 추적기 다 지점 측정하기 

평균 계산 옵션 사용하도록 하면 추적기는 우선 다 지점을 측정 할 때 처음 측정 시에만 읽는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이 

의미는 처음 측정 이후 다시 RA 누름으로 해서 간단하게 다음 측정이 실행 된다는 것이다. 

추적기 코드는 측정 결과와 함께 저장 된다. 

 

중요 

확장 용 키트 MK-2 는 충전기가 내장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장비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다. 

키트 MK-2는 오래된 모델의 RetroSign 장비와 사용할 수 없다. 

GR1/GR3 장비는 버전 3.21또는 이상 버전으로 등록 되어 있다. 펌웨어 버전은 부록 F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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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 

GPS 실행 

GPS기능은 메뉴에서 GPS 옵션을 선택하면 작동하게 된다. GPS 수신기는 몇 몇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는다는 사실로 

인하여 “Good Fix(고정상태 좋음)”성취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위치를 계산할 수 할 수 있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이 과정은 단지 몇 초 밖에 걸리지 않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장치를 사용 할 수 없는지 또는 앞서 고정 된 위치로부터 

얼마나 멀리 이동했는지에 따라 달라 진다.  

GPS 기능을 사용 할 수 있으나 아이콘 줄에            (말소)보이면 연결이 않되 아직 계산 중에 있다는 것이다. 

어떤 위치가 계산 되면            상태로 아이콘이 바뀐다 그리고 위치와 상태가 갱신된다. GPS 위치 데이터와 상태는 Info 

page: GPS 를 선택하여 화면에 표시 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주 결과 화면에서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실행 된다. 부록 F 

– 결과와 정보 페이지를 참조하라  

 

 

 

화면 예: 

 

Line 2: UTC:   113758  만국 표준시 코드 (런던 시간) 

Line 3: Latitude:  5552.45837N 형식 ddmm.mmmm 

Line 4: Longitude: 01229.75178E 형식 dddmm.mmmm 

Line 5: Sat:  06  사용 된 위성 수 

Line 5: Fix:   D_GPS  고정 타입 

Line 6: HDOP:  2.45  수평위치 정밀도 저하율 

Line 6: Datum:   WGS84  지도 기준 체계 

Line 7: SBAS  Test  위성 위주 증대 체계 

Line 7: Sys:  EGNOS  사용할 수 있는 위치 수집 체계 

Line 8: Service:  15 RCIT  비트맵 상태 서비스체계 (4 bit)  

 

Fix: 할 수 있는 고정 타입: 

 ■ NoFix 효력이 없는 위치 

 ■ 2D/3D 일반 GPS 

 ■ D_GPS 다른 GPS 

 ■ Estim 예상 (추측항법) 고정 

 

HDOP: 범위 0.10 에서 99.99까지의 수평위치 정밀도 저하율 HDOP 값, 낮은 값일수록 고정 된 위치 정밀도가 좋다. 

Datum: 지도 기준 체계는 단지 RSC2 소프트웨어에서만 바꿀 수 있다. 

Sys: DGPS 모드 수신은 GPS 유닛에 의한 할 수 있다: 

 ■  GPS 수집된 데이터가 없을 때  

 ■  WAAS 사용할 수 있는 WAAS 위성으로부터 데이터 수집 될 때  

 ■  EGNOS 사용 할 수 있는 EGNOS 위성으로부터 데이터 수집 될 때 

 ■  Unknown 애매모호한 데이터가 수집 되었을 때. 

서비스: R: 범위, C: 수집, I: 완전성, T: 테스트모드 

모든 GPS 위치 데이터와 상태는 내부 데이터 저장소에 기록되고 일반 적인 임시 저장 검색 작동 및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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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체계로부터 GPS기능 조절 

수정 키를 사용하여 GPS 메뉴를 선택한다. 

GPS 상태: 켜짐 GPS 유닛이 켜진 상태이며, 끄려면       버튼을 누른다. 

GPS 상태: 꺼짐:  GPS 유닛이 꺼져 있는 상태이며, 키려면       버튼을 누른다, 몇 초안에 위치 습득 시작 및 준비된다. 

수정 키를 사용하여 DGPS 메뉴를 선택. 

화면에서 볼 수 있다 

DGPS 모드: WAAS. WAAS 위성을 위치 정보 수집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설정한 DGPS 모드.. 북아메리카에서 사용. 

DGPS 모드: EGNOS. EGNOS 위성을 위치 정보 수집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설정한 DGPS 모드. 유럽에서 사용 

DGPS Mode: Auto. 위치 정보 수집을 위해 사용 가능 한 위성을 사용 할 수 있게 설정한 DGPS 모드. 

DGPS Mode: Off. 만약에 DGPS 모드가 꺼져 있다면, 신호 수집은 하겠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고위도 지방과 

같이 수집 위성이 수평면에 너무 낮게 있는 처지일 경우 바람직하다. 또한 다른 지역에 대한 위치 정보를 수집 하도록 

디자인 된 위성으로부터 수집 된 신호 는 주목해야 한다. 정밀도를 떨어트리는 결과와 유럽에서 WAAS를 사용 하는 

경우와 같게 된다.  

        키를 누르면 다름 모드로 바뀌게 된다. 

DGPS 모드를 바꾸는 것은 GPS 유닛이 켜져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GPS 사양. 

 16 채널 수신기 

 최신 위치 정밀도를 위한 DGPS 

 지구 데이터WGS84, RSC2 프로그램에서 바꿀 수 있다 

 첫 접속을 위한 가장 빠른 시간(TTFF)  

o 34 s 완전 시작  

o 5 s TTFF GPS 지원 시  

o <3.5 s 바로 시작  

 우수한 항해 수행  

o 2.5 m CEP  

o 2.0 m CEP with DGPS / SBAS (수집 데이터의 정밀도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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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 

 

추적기(표식) 판독기  

바코드 판독기 실행 

 

바코드 판독기 모듈은 사용에 안전하게 LED를 사용한 스캐너이다.  

판독기는 장비 앞쪽에 있는 말굽모양의 고정장치에 쉽게 붙일 수 있고 앞쪽 연결장치에 연결 한다. 

바코드 판독기기능은 메뉴에서 “TAG” 옵션을 사용 할 수 있게 하면 성취 할 수 있다.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면, 추적기(표식) 판독기는 장비가 켜져 있는 지 매시간 확인 한다; 만약 기능이 켜져 있고 사용자가 

판독기를 분리하였다면 TAG 판독기 기능을 사용하지 말도록 요청 하게 된다.  

판독기는 처음 방아쇠를 당기는 동작에 의해 매 측정 이전에 성취한다. 추적기(표식)을 읽었을 경우 추적기(표식) 코드는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 다음 방아쇠 당기는 동작에 측정이 실행 된다.  

만약에 평균 계산기능이 켜져 있으면, 판독기는 첫 번째 측정 이전에 단 한번 작동한다. 이것은 매 측정 시 추적기(표식)을 

읽을 필요 없이 다중 지점 측정을 가능 하게 만든다. 

LED 스캐너 과정을 목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바코드를 읽을 때까지 주파수가 켜졌다 꺼졌다 하기 때문이다. 

바코드 판독기 사양. 

 기계적인:  고체 상태, 움직이지 않음 

 광원:                  617nm 고휘도 LED 

 주변 빛:                           100.000 lux 까지 

 스캔 각:                 40° 까지 

 스캔 외곡:  65° 까지 

 스캔 고저:  75° 까지 

 기울기:   25° 까지 

 읽는 거리:               90cm / 35” 까지(코드 타입과 추적기 상태에 의존) 

 바 코드 기하학:                  최소 x 규격 0.1mm / 4mil 와 명암대비 25% 

 기호 사용:  코드 바, 코드 39, 코드 93,코 28/GS1-128, UPC-A, UPC-E, EAN-8, EAN-13 

 GR1-3 제약:                20 심볼 후 문자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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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H 

 

결과와 정보 페이지(예제) 

메뉴 모드가 아닐 때         버튼을 누르면 결과와 정보 페이로 바뀐다. 

 

아래에 나타나 있는 모든 예들은 GR3 구성 장비에서 보여준 내용이다; GR1 장비는 단지 기본 관찰 각에 대한 값만 보여 

주게 된다.   

 

주 결과 화면  #1 장비 상태 아이콘들, 그리고 각 관찰 각으로부터의 

결과와 상태, ID 문자 그리고 개체 번호를 보여 주고 있다  

 

 

 

 

 

 

주 결과 화면  #2  #1과 같은 정보를 보이고 추가로 각 관찰 각에 대한 

평균 계산 값을 보여 주고 있다. MC= 평균 계산에 사용 된 측정 횟수를 

의미 한다. 또한 측정에 대한 시간과 날짜를 보여 주고 있다. 

만약에 추적기(표식) 판독기 옵션을 켜 놨다면 추적기는 붉은 색으로 

나타나 게 되고 비어있는 공간에 추적기 코드가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TAG:E004010001800745 

 

 

 

 

GPS 정보, 화면에 나타난 값에 대한 설명은 부록 D를 참조하라 

 

 

 

 

 

 

 

측정 정보 페이지는 각 관찰 각에 대한 가공되지 않은 값 ZV:0 신호, 

DV: 암흑 신호(누설) 그리고 LV: 빛 신호(램프 켜진 상태), CF: 계산 된 

교정 인자 그리고 CN:  사용 된 교정 일반 값을 보여 준다. VI: 사용 

하지 않을 때의 충전지 전압, VL: 램프를 켰을 때 충전지 전압 그리고 

IL: 램프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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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관찰 각 에 대한 오류와 경고 정보. 

e: 오류 상태 

w: 경고 상태 

h: 높은 신호  

아나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꾼 상태: Ok, 초과 또는 미만 

교정 인자:   Ok 또는 “한계초과” 오류  

램프 상태:    Ok 또는 오류   

 

 

저장과 추적기(표식) 판독기 정보. 

메모리 타입과 크기 

저장 기록한 수 

새로 저장 기록한 수 

추적기(표식) 판독기 상태 또는 추적기 코드 

  

 

 

 

잡다한 정보 

장비 타입, 펌웨어 버전 그리고 장비 고유 번호. 

전원 상태.  

 

 

 

 

 

전기적 상쇄와 전위차계 이득. 

LCD: 배면광 DAC 

램프: 전류 DAC 

RV: 기준 신호 정보 

 

 

 

 

장비 상태 기 

Zero: 0 상태 

Cal: 교정 상태 

Status: 0 비트맵 상태  

Status: 1-3 비트맵 두 번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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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은 새로운 측정을 수행 하면 항상 주 #1 또는 #2 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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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J 

 

RetroSign GR1 & GR3을 위한 도로 감지기 통제  

도로 감지기 통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짧게 RSC program 이라 하며, 저장 매체에서 데이터를 내려 받아 사용하거나 h장비 

연결을 하여 좀더 친화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겠다. 

RSC 프로그램은 윈도우 체계 컴퓨터에서 운영되고 USB 포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장비와 컴퓨터는 USB A/B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프로그램 설치에는 컴퓨터에 장비와 통신 할 수 있는 특정 USB 장치 드라이버가 설치 된어야 한다. 

주목! 제일 먼저 장비와 연결 하기 전에 드라이버를 설치 하여야 한다  

CD에 포함되어 있는 상세한 RSC소프트웨어 내용이 기록을 보라 

 

 

 

 

 

 

 

 

 

 

 

 

 

 

 

 

 

RSC 주 사용자 접속, 장비로부터 읽어 온 데이터. 

 

  

 

 

 

 

 



RetroSign GR1 & GR3 · 재귀 반사 휘도계 39 

 

 

 

 

 

 

 

 

 

 

 

 

 

 

 

 

 

 

장비 접속 설정. 

대부분 설정은 장비 메뉴로부터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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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C-GR3 저장 보고 예: 

 

 

임시 저장 예: 

 

임시저장 프로그램에 엑셀 파일로 저장 된 예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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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Firmware: 장비 소프트웨어 버전과 날짜 

Sensor Id: 장비의 고유 번호와 타입 

RetroSign Date/Time: 부유 데이터를 위한 날짜와 시간 

 

종대 헤더: 

종대 #A 저장 색인 번호, 예를 들어 14 는 저장 된 절대 기록 번호. 

종대 #B 측정에 대한 날짜와 시간 t 

종대 #C  0.2° or 0.33° 에 대한 측정 R’ 값  

종대 #D 0.5°에 대한 측정 R’ 값 

종대 #E 1.0°에 대한 측정 R’ 값 

종대 #F 측정을 위한 장비 상태 

종대 #G 측정 모드: ZER, FCM, MES 

종대 #H 정의 된 개체 ID 

종대 #I 개체 ID 수      

종대 #J GPS 위도 정보 

종대 #K GPS 경도 정보 

종대 #L 사용 된 위성 수 

종대 #M 고정 타입: 0=고정되지않음,  

1=2D/3D, 2= D_GPS, 6=추정 

종대 #N HDOP 수평 고정 양에 대한 수치 

종대 #O MAP 데이터 정보 

종대 #P GPS 국제시간 코드 

종대 #Q 0.2° 또는 0.33°에 대한 평균 결과 

종대 #R 0.5°에 대한 평균 결과 

종대 #S 1.0°에 대한 평균 결과 

종대 #T 평균 계산에 사용 된 측정 수 

종대 #U RFID 또는 바코드 추적기(표식) 코드,  

(16 x F 정의되지 않은 경우) 

종대 #V 사용자 표시 

종대 #W 알아 볼 수 있는 상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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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K 

 

Bluetooth 옵션 사용* 

 

측정 하는데 Bluetooth 연결 하여 사용 하라 

진행은 평균 계산의 상태와 추적기(표식) 판독기 옵션 상태에 의존. 

 

추적기(표식) 판독기 장이\치 꺼짐 그리고 평균 계산 사용하지 않음 

1. “#DRM” 측정 시작으로 보낸다 

2. 장비는 “DRM:1*4E28”와 신속반응, 명령어 작동되었음 

3. 대략 2초 후 장비는 결과 줄을 보낸다 (아래를 보라) 

 

추적기(표식) 판독기 옵션 꺼지고 평균 계산 사용 

1. “#MCC1”를 시작할 수 있게 새로운 평균 측정 개체로 보냄 

2. 장비는 “MCC:1*3EFB”로 신속반응  

3. “#DRM” 를 측정 시작으로 보낸다 

4. 장비는 “DRM:1*4E28”와 신속반응, 명령어 작동되었음 

5. 대략 2초 후 장비는 결과 줄을 보낸다 (아래를 보라) 

 

3번째 스텝부터 5 번째 스텝까지 대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측정을 반복하라 

 

추적기(표식) 판독기 장치 켜짐 그리고 평균 계산 사용하지 않음 

1. “#DRM” 측정 시작으로 보낸다 

2. 장비는 “DRM:1*4E28 와 신속반응, 명령어 작동되었음 

3. 장비는 “507:1*0713”와 신속반응, RFID 또는 바코드추적기를 읽을 준비가 되었음을 표시, 장비는 “507:1*0713” 다음 

동작 때까지 신속히 반복하라. 

4. 판독기를 추적기(표식) 또는 바코드에 가급적 가까이 데라 

5. 장비는 추적기(표식)이 읽었으면 “507:2*0814” 신속하게 반응 

6. 장비를 표지 판 위에 놓고 “#DRM”를 측정으로 보내라 

7. 장비는 “DRM:1*4E28 와 신속반응, 명령어 작동되었음 

8. 대략 2초 후 장비는 결과 줄을 보낸다 (아래를 보라) 

 

추적기(표식) 판독기 장치 켜짐 그리고 평균 계산 사용   

1. “#MCC1”를 시작할 수 있게 새로운 평균 측정 개체로 보냄 

2. 장비는 “MCC:1*3EFB” 와 신속반응 The instrument prompts with “MCC:1*3EFB”  

3. “#DRM” 측정 시작으로 보낸다 

4. 장비는 “DRM:1*4E28 와 신속반응, 명령어 작동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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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비는 “507:1*0713”와 신속반응, RFID 또는 바코드추적기를 읽을 준비가 되었음을 표시, 장비는 “507:1*0713” 다음 

동작 때까지 신속히 반복하라.(만약 판독기가 감지 되지 않으면 “507:0*xxxx” 신속히 반응 

6. 판독기를 추적기(표식) 또는 바코드에 가급적 가까이 데라 

7. 장비는 추적기(표식)이 읽었으면 “507:2*0814” 신속하게 반응 

8. 장비를 표지 판 위에 놓고 “#DRM”를 측정으로 보내라 

9. 장비는 “DRM:1*4E28 와 신속반응, 명령어 작동되었음 

10. 대략 2초 후 장비는 결과 줄을 보낸다 (아래를 보라) 

 

8 번 스텝에서 10 번 스텝까지 대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측정을 반복 하라. 

 

 

 

결과 예 줄: (한 줄 모두!) 

4;2007/04/19 09:54:46;0;0;0;0;MES;DELTA BT;64;5552.46167N;01229.75111E;07;1;1.09;WGS84;073735;0.12;0.00;0.00;1;E0078120ADD1501D*680B 

 

BT 연결 상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명령어  

( <#> 과 통신 시작 그리고 돌아오는 코드 <CR>과 함께 끝내야 한다 

 

#DRM  R’ 측정 시 추적기(표식) 판독기 사용 가능 

DRM:0*4D27 장비 교정 안 됨 

DRM:1*4E28 측정 실행 

결과 줄*xxxx (한 줄) 

 

 

#DRM  R’ 측정 시 추적기(표식) 판독기 사용 가능 

DRM:0*4D27 장비 교정 되지 않았음 

DRM:1*4E28 측정 실행 

507:0*xxxx 판독기 장치 없음 

507:1*xxxx 추적기(표식) 읽기 위한 준비 

507:2*xxxx 추적기(표식) 읽기, 측정 준비 

 

 

#DRM  두 번째 측정한 R’  

DRM:1*4E28 

결과 줄*xxxx (한 줄) 

결과 줄 예: (각 선위의 한 결과!) 

0;2007/04/19 11:17:49;0;0;0;0;MES;DELTA;77;5552.46178N;01229.75047E;09;1;0.81;WGS84;090036;0.29;0.09;0.12;3;E0078120ADD1501D*7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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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  버리기 위한 저장 헤더 선택 의문 

#LHS n 버리기 위한 저장 헤더 선택 

  n=0 일반 저장 헤더(내정 값) 

  n=1 전체 저장 헤데(TBD) 

  n=2 특정 저장 헤더(TBD) 

   

  n=0 저장 헤더: 

  Index,  저장 기록 

  Date and time, 측정 시간 

  R0.2,  R’ 0.2º  

  R0.5,  R’ 0.5º 

  R1.0,  R’ 1.0º 

  Status,  장비 상태 (4 HEX char) 

  Mode,  작동 모드 

  Seq_ID,  개체 ID 

  ID_cnt,  개체 수 

  Lat,  위도 N/S 

  Long,  경도 E/W 

  #Sat,  위성 수 

  Fix,  고정 타입 

  HDOP,  HDOP 정보 

  DATUM  GPS 데이터 

  UTC  GPS 국제 시간 코드 

  M0.2  R’ 0.2º 계산 된 평균 값 

  M0.5  R’ 0.5º 계산 된 평균 값 

  M1.0  R’ 1.0º 계산 된 평균 값 

  M_Cnt  평균 값을 계산 된 측정 수 

  TAG,  추적기(표식) 코드(20 알파벳 문자까지) 

 

#LHS:n*xxxx  

s*xxxx 저장 명령에 의해 사용 된 저장 해데 포함 줄 

 

#LOG n m  버림 n 기록 시작 m 아래에 기록 

   생략 n 그리고 최신 저장 입력 m으로 돌아가라 

   생략 m 위로부터 기록 n으로 돌아가라 

   선택 된 헤더에 따라 저장 버림(LHS) 

 

#LOG   최근 입력 된 저장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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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n* 

 

#LOG n   버림 n 위로부터의 기록 

LOG:n* 

 

#LOG n m  버림 n 기록 시작 m 아래로 기록 

LOG:n;m*xxxx 

 

#LNR   안 읽은 저장 기록 의문 

LNR:n*xxxx  안 읽은 저장 기록 번호 돌아가기 

 

 

#LRR   읽은 저장 기록 표시 

#LRR:1*xxxx 

 

#LST   총 저장 기록 횟수 의문  

LST:n*xxxx 

 

 

#MCC   평균 계산 상태 의문 그리고 재 설정 

#MCC n   평균 계산 조절 사용/불가  

   n=0 사용 불가 

   n=1 사용 가능 

MCC:0*xxxx   꺼진 상태 그리고 재설정 

MCC:1*xxxx  켜진 상태 그리고 재설정 

#QVB   충전지 전압 의문 

QVB:n*xxxx    n in Volt 

 

#QID   개체 ID 의문 

QID:ssssssssssss*xxxx 개체 ID 줄   

 

 

#SIDssssssssssss 개체 ID 줄 설정  

SID:ssssssssssss*xxxx 

 

 

 

#QII   장비 정보 의문 

QII:info string*xxxx e.g.RS-GR3;2.0;DELTA;18-04-2007*56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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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V   펌웨어 버전 의문 

QFV:s*xxxx  s = (type;ver;firm;cdate) 

 

 

#RFI   추적기(표식) 판독기 가능 상태 의문 

#RFI n   판독기 사용가능/불가 상태 설정 

   n=0 사용 못함, n=1 사용 가능 

RFI:n*xxxx 

 

  

#TSO   센서가 꺼진 상태 

TSO:1*xxxx  센서가 꺼지고 있는 상태 

TOS:s1;s2,s3;s4*xxxx 메모리에 써지는 상태 s = 0 오류 없음 

 

 

#QAS   장비 의문 상태 

QAS:s1;s2;s3;s4*xxxx s1=status[0] (se 아래) 

    s2=status[1] 

    s3=status[2] 

    s4=statu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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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상태 코드 

 

상태[0]은 일반적인 저장 기록 문장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 상태. 

상태 무시[1] 상태[3]까지 

 

Status[0]   xxxx.xxxx.xxxx.xxxx 

      ----.----.----.---|-- bit 0 Zero error     0     

      ----.----.----.--|--- bit 1 Calibration error    0 

      ----.----.----.-|---- bit 2 Rm Factor error    0 

      ----.----.----.|----- bit 3 Leak error     0 

            ----.----.---|.------ bit 4 Signal error     0 

            ----.----.--|-.------ bit 5    zero measurement error    0 

            ----.----.-|--.------ bit 6    Using old calibration values   0 

            ----.----.|---.------ bit 7 Error in measurement    0 

            ----.---|.----.------ bit 8 Warning in measurement    0 

            ----.--|-.----.------ bit 9 Low Lamp current    0   

            ----.-|--.----.------ bit 10 Low V-Bat warning under load   0 

            ----.|---.----.------ bit 11 Low V-Bat Warning in idle mode  0 

            ---|.----.----.------ bit 12 Very low V-Bat Error    0 

            --|-.----.----.------ bit 13   TBD      0 

            -|--.----.----.------ bit 14   TBD      0 

            |---.----.----.------ bit 15   TBD      0 

 

      Translates to 0x0000 for normal operation 

 

Bit Description define     comment0 Zero  zero_done 

 1 = no valid zero values 

1 Calib  Calib done  1 = no valid calibration values 

2 Rm  Rm factor Ok  1 = no valib calibration factor 

3 Leak  High Leak  1 = high background signal detected 

4 Signal  High Signal  1 = converter overrun detected 

5 Zero_Error zero_error  1 = converter underrun detected during zero 

6 Old Cal used Old_Cal_Val  1 = using old calibration values 

7 Mes_Error Error in Measurement 1 = error detected in measurement 

8 Mes_Warn Warning in Measurement 1 = warning detected in R’ measurement 

9 Lamp  Lamp Current  1 = lamp current error detected during measurement 

10 Battery Battery warn condition  1 = low battery condition detected during measurement 

11 Bat_Warning Battery low warning 1 = the battery voltage is getting very low 

12 Bat_Error Battery low error 1 = the battery voltage is to low to perform a measurement 

13 TBD  TBD   0 

14 TBD  TBD   0 

15 TBD  TBD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