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오디오 옵션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옵션 등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사용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지할 수 있는 외장 스피커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EQUINOX Series 감지기는 헤드폰이 없이도

오디오

4. 트위스트 록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샤프트의 위치를 고정합니다.

3. 같은 방식으로 샤프트 중앙을 상단에
부착합니다.

2. 샤프트의 하단에 위치한 스프링 핀을 눌러
핀이 조절 구멍에 닿을 때까지 샤프트의
중앙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핀이
찰칵하며 구멍에 들어갈 것입니다.
1. 트위스트 록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느슨하게 합니다.

2. 샤프트 조립하기

3.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 상태 LED가 계속 켜진 상태가 됩니다.

2. 자석 충전기 연결장치를 감지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뒤쪽에 있는 소켓에 연결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왼쪽 상단에 있는 충전 상태 LED가 지속해서 깜박일 것입니다.
1. 자석 충전기 케이블 USB 연결장치를 아무 표준 발전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EQUINOX Series 감지기는 내부 리튬 이온 재충전 배터리가 장착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기 전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도록 합니다. 빠른 충전을 위해서는 충전 동안 감지기를 끄도록 합니다.

배터리 충전하기
4

3

3. 코일을 일직선으로 두고 컨트롤 박스의
뒷면에 위치한 소켓에 꽂는데 이때 가볍게
조여주어 링은 유지하도록 합니다.
2. 제공된 벨크로 탭을 사용하여 코일
케이블을 샤프트에 고정합니다.

1. 코일 케이블을 샤프트 하단 및
중앙에 느슨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감싸줍니다.

2

1

3
2

4. 코일 연결하기

1

4. 플라스틱 볼트를 매되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합니다.
3. 플라스틱 볼트를 요크와 요크 브래킷에
삽입합니다.

1

2

스프링 핀을 샤프트 하단 밑에 위치합니다.

2. 요크를 코일의 맨 위에 있는 요크 브래킷에
밀어 넣습니다.
1. 두 개의 고무 와셔를 요크의 한쪽 구멍에
삽입합니다.

3

4

3. 벨크로가 있는 면이 위를 향하게 하고
팔걸이의 끈을 팔걸이 양쪽 구멍에
감습니다. 끈의 끝을 팔의 바깥쪽을 향해
단단히 매도록 합니다.

3

2. 나사를 스탠드, 샤프트 상단, 그리고
팔걸이에 삽입합니다. 나사를 조심히
조입니다.

1. 팔걸이를 샤프트 상단 꼭대기에 놓습니다.
팔걸이를 팔꿈치의 바로 밑에 둔 후
팔걸이의 중앙 구멍을 샤프트의 가장
가까운 구멍과 나란히 둡니다.

1. 코일을 샤프트 하단에 부착

1

3. 팔걸이 및 스탠드 부착

2

조립 | 다음과 같이 EQUINOX Series 감지기를 조립합니다

사양

EQUINOX 600
EQUINOX 800
파크, 필드, 비치
파크, 필드, 비치, 골드
6 × 사용자 검색 프로필
8 × 사용자 검색 프로필
멀티, 5, 10, 15
멀티, 5, 10, 15, 20, 40
3.5mm (1/8") / Bluetooth® / aptX ™
3.5mm (1/8") (32 ohms)
Low Latency
네, WM 08 포함하지 않음
네, WM 08 포함
3 m(10 -ft.)까지 방수
12시간, 완전 충전 시간 ≈ 4시간
EQX 11 더블-D 스마트 코일

검색 모드

작동 주파수(kHz)
표준 헤드폰

WM 08 호환 가능
방수
배터리 수명(근사치)
표준 코일

완전한 제품 사양 및 사용 안내를 위해서는 www.minelab.com에
마련된 상세한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 조항

자세한 보증 조항 및 조건은 www.minelab.com/
warranty-conditions 에서 확인하십시오. register.
minelab.com
규정 준수

사용자를 위한 정보(FCC 제 15조.105)

작동은 다음 두 가지 상황을 조건으로 합니다.
(1) 이 장치는 유해한 혼신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며 (2) 원치않는 작동을 유발할 수도 있는
혼신을 포함한 그 어떠한 혼신도 수락해야
합니다.
비고: B급 장치

이 장비는 시험을 거쳐 FCC 규정 제 15조에
따른 B급 디지털 장치의 한계를 준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거주용 설치의
유해한 혼신에 대해 합리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 되었습니다.

호주 및 아시아 태평양

시작 설명서

이 장비는 라디오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발산할 수 있으므로 설명서대로 설치되지
않을 무선 통신에 유해한 혼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한 설치에서는
혼신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장비가 라디오 혹은 TV 수신에 유해한 혼신을
야기한다면 다음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혼신을
고치도록 합니다. 유해한 혼신은 장비를 끄고
다시 켜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 혹은 위치를 바꿉니다
•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간격을 넓힙니다
• 수신기가 연결된 회로와 다른 회로의 전원에
장비를 연결합니다
• 판매자 혹은 경험이 풍부한 라디오 및 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고: Minelab Electronics의 확실한 승인을 받지
않은 변경 및 수정은 장비에 대한 사용권한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북, 남, 중앙 아메리카
+971 4 254 9995
minelab@minelab.ae

+353 21 423 2352
minelab@minelab.ie

+1 630 401 8150
minelab@minelab.com

+ 61 8 8238 0888
minelab@minelab.com.au

유럽 및 러시아

자세한 내용은 전체 길이 지침서를 참조하십시오. www.
minelab.com에서 다운로드

중동 및 아프리카

Minelab®, EQUINOX®, Wi-Stream™, Multi-IQ®, 5F×8™ 및 3F×3™은 Minelab Electronics Pty의 등록 상표입니다. Ltd. 이미지 및 그래픽은 삽화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상품 배열 및 사양은 보이는 그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 안내를 위해서는 상품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Bluetooth® 워드 마크 및 로고는 Bluetooth SIG, Inc의 등록 상표로 Minelab의 마크 사용은 허가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Qualcomm® aptX™은 Qualcomm Technologies International, Ltd의 상품입니다.

4901-0264-2-KO

세계 최고의 메탈 감지 기술

빠른 시작 | 시작하기 위한 네 가지 빠른 방법

1. 켜기

2. 감지 모드 선택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측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십시오.

감지하는 위치에서 최적의 감지 모드 설정
프로필을 선택하십시오. (EQUINOX 800 표시).

처음 사용하기 전 배터리를 4시간 동안 완전히 충전하도록 합니다.

3. 노이즈 캔슬

설정 메뉴에서 노이즈 캔슬을 선택한 후
을/를 눌러 자동 노이즈 캔슬을 시작하십시오.
완료되기까지는 약 8초가 소요됩니다.

4. 감지 시작!

탐사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버튼)을 누르고,
탐사를 시작하십시오!

감지 모드 | 각각의 감지 모드에는 고유의 기본 설정이 갖춰진 두 개의 조절 가능한 검색 프로필이 있습니다.
파크

필드

가장 일반적인 탐사를 포함하여 쓰레기가
많은 휴양지에 적합합니다.

일반 / 동전

역사적 장소에서 타깃 크기의 가장 넓은
범위를 탐사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작은 보석

동전 / 공예품

작은 동전 / 공예품

사용자 인터페이스 | 감지기를 설정하거나 봅니다.

비치

건식 모래, 습식 모래, 파도, 물 아래 등 모든
염분이 있는 조건에 최적화됨.

습식 / 건식 모래

배터리 상태

전원

LED는 충전 중 충전

백라이트

백라이트의 밝기를 선택하거나*
백라이트를 켜고 끕니다.
백라이트가 켜져 있을 때
백라이트의 아이콘이 나타날
것입니다.

감지 모드

감도 지표

대략의 감도 레벨(25
레벨)을 표시
감지 스크린에서
및
을/를 눌러
감도를 조절합니다.

누르고 5초 동안 가만히 있으면 활성 검색
프로필의 기본 설정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및

설정

노이즈 캔슬
자동 | 수동*

그라운드발란스
자동 | 수동

을/를 눌러 값을

톤 음량
철 | 비철*

타깃음 높이 조절
1, 2, 5, 및 50

톤 피치
철 | 비철*

트래쉬홀드 볼륨 조절
0~25
확인/아니오
50 세그먼트 해상도
리커버리 스피드
1~3 | 1~8*

금속제

배터리 아이콘이 깜박이기
시작하면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금속제 버튼을 눌러 선택된 식별 패턴을 켜고 끔으로써
타깃을 확인합니다.

aptX ™ Low
Latency 헤드폰

1개 장치 조합

깊이 지표

감지된 타깃의 추측
깊이를 표시합니다.
(5개 레벨)

WM 08 무선

오디오 모듈

3개 장치 조합

추적

추적 그라운드발란스가
활성화되었음을 표시합니다.

사용자 프로필*

사용자 프로필 버튼을 오래 누르면 현재 감지 설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짧게 누르면 저장된 사용자 프로필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노치 식별

정확하고 안정적인 타깃 확인을 위한 고해상도 50 세그먼트
(–9~40) 식별 스케일
타깃이 감지되면 즉각 확인/아니오 버튼을
누르십시오.

설정 메뉴를 통해 식별 패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을/를 눌러 세그먼트로 이동한 후 확인/아니오
버튼을 누릅니다.
타깃 ID –9~0은 철을 표시,
예) –5.

트래쉬홀드 피치*
0~25

아이런 바이어스
0~3 | 0~9*

무선 버튼을 짧게 누르면 무선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무선 오디오 장비들의 짝을 맞춥니다.

무선 장치 4개까지 짝을 이루어 동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고급 설정

톤 브레이크
철 | 비철*

어려운 지면

<5%

<30%

고급 설정

음량 조절
0 ~ 25

일반 지면

블루투스 헤드폰

설정

설정 버튼을 짧게 누르면 감지 설정 메뉴에
액세스하거나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선택한 후
조절합니다.

지속해서 켜진 상태:
충전됨

수중 / 파도

30%~70%

검색 프로필

감지 설정 메뉴

설정 메뉴에서 길게 누르면 이용 가능한
경우 고급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깜박임: 충전 중

70%~100%

감지 모드

감지 모드 선택: 파크, 필드, 비치 및 골드*
각각 감지 모드는 두 개의 맞춤형 검색 프로필을
갖춥니다.
감지 모드 버튼을 짧게 누르면 감지
모드를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상태를 표시합니다. 여분
배터리처럼 USB 전원 뱅크에
연결되어 있을 때도 평소 때와
같이 감지할 수 있습니다.

금광 채광 장소에서 금광 탐사에 가장
적합합니다.

무선 오디오

안내서에 보이는 별표는 EQUINOX 800 모델에서만 가능한 기능을 표시합니다.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감지기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5초) 감지기를 기본 설정으로 복원합니다.

골드*

타깃 ID 1~40은 비철을 표시,
예) 32.

주파수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를 표시합니다.

언제든 주파수 버튼을 눌러 이용 가능한 활성 검색
프로필의 주파수를 스크롤 합니다.

핀포인트

리커버리 전 타깃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일을
돕습니다.

핀포인트/감지 버튼을 눌러 핀포인트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다시 한번 더 누르면 감지 스크린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선택된 단일 주파수
(kHz)를 표시합니다:
5, 10, 15, 20*, 또는 40*

동시적 다중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직사각형이
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