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omation”의 Qnix8500은 구입후 36개월간(전극 12개월) 제품 보증을 받을 수 

제품은 반드시 제조사가 인정하는 제품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상보증에는 정기 테스트, 성적서 재발행,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한 파손(케이스 파손,

배터리 커버분실 등), 잘못된 방법으로 본체와 전극의 결합, 배터리 누액, 배터리 전극 

혼용, 심각한 루비팁 파손은 제외 됩니다.

제품 구입후 제품에 손상이 발견 되었다면, 7일이내에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단, 사용자 메뉴얼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소비자 과실에 의한 계기 파손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은 보증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조사에서 인증하지 않은 기술자에 의한 계기 분해 및 수리시 발생하는 파손 및

훼손 역시 보증되지 못합니다.

주의 : 계기를 사용하시기 전에 충분히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반드시 제품

        메뉴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조년월일 :          .       .       .

                                                         판매년월일 :

                                                         제품보증기간 : 제품구입일로 부터 3년

있습니다.



메뉴구조

초기화면 ▶ 측정모드 ▶ 소재선택 ▶ Fe

▶ NFe

▶ 다중코팅

▶ Fe/NFe

▶ 측정모드 ▶ 표준측정

▶ 연속측정

▶ 상한값 ▶ 설정 ▶ 상한값 입력

▶ 삭제 ▶ OK /취소

▶ 하한값 ▶ 설정 ▶ 하한값 입력

▶ 삭제 ▶ OK /취소

▶ 평균계산 ▶ OFF

▶ 측정횟수 입력 ◆

▶ 메모리 ▶ 모두삭제

▶ OFF

▶ 새로운 배치 ▶ 배치명입력

▶ 배치선택 ◆ ▶ 선택

▶ 수치표시 ▶ 측정값 ◆ ▶ 정보 ▶ 날짜/ 시간

▶ 삭제 ▶ OK /취소

▶ 정보 ▶ 날짜/ 시간

▶ 상한값 ▶ 설정 ▶ 수치입력

▶ 삭제 ▶ OK /취소

▶ 하한값 ▶ 설정 ▶ 수치입력

▶ 삭제 ▶ OK /취소

▶ 새로운 이름 생성 ▶ 배치명 수정

▶ 삭제 ▶ OK /취소

▶ 통계 ▶ 배치선택 ◆ ▶ 통계 데이터 표시

▶ 교정 ▶ 사용자 교정 ▶ 모두삭제

▶ 초기 교정

▶ 새로운 교정 ▶ 교정명 입력

▶ 교정 선택◆ ▶ 선택

▶ 교정 ▶ One 포인트 ▶ 수치입력

▶ Two 포인트 ▶ 수치입력

▶새로운이름 생성 ▶ 교정명 수정

▶ 삭제 ▶ OK /취소

▶ 0점 평균 ▶ OFF
▶ 측정횟수 입력 ◆

▶ 설정 ▶ 화면표시 ▶ 단위 ▶ um 또는 mil
▶ 분해능 ▶ 낮게

▶ 중간

▶ 매우높게

▶ 조명 ▶ 자동 또는 OFF
▶ 화면표시 ▶ 중간/화면전환

▶ 무선조작 ▶ ON / OFF
▶ 시스템정보

▶ 언어선택 ▶ 언어선택 ◆ ◆  표시된 리스트에서 선택

※ 메뉴구조는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보음 설정 ▶ ON / OFF  QN-8500의 메뉴
▶ 날짜/ 시간 ▶ 시간 설정  QN-8500M의 메뉴

▶ 날짜 설정



01

02

03

04

05

0점교정 방법

0점 교정버튼을 누른다.

전극접촉 메시지가 표시된다.

내부조정 수치가 표시된다 (임의의 수치)

전극을 원소재 위로 들어 올린다.

전극을 원소재 위에 접촉한다

1. 0점 교정버튼을 누른다.

2. 전극접촉 메시지가 표시된다.

3. 전극을 원소재 위에 접촉한다

4. 내부조정 수치가 표시된다(임의의 수치)

5. 전극을 원소재 위로 들어 올린다.

6. 0점 조정완료 메시지가 표시된다.

0점교정 전극접촉

12343

06

0점 조정완료 메시지가 표시된다.

0점교정 
전극들어올림

제품 교정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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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 생성된 모든 블록 선택 

- None : 생성된 모든 블록 선택 해제 

- Create Excel-Worksheet : 선택된 블록 엑셀로 전환 

- Start Online Session : 실시간 측정 데이터 표시 시작 (이 기능을 활성화 하면, 측정 순간 

순간의 측정 데이터가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 Online Session Option : 실시간 측정 설정 

- New Online Session : 새로운 실시간 측정 

- Append values to last Online Session : 마지막으로 실시간 측정 된 데이터를 엑셀에 추가 

 

2-11 엑셀로 전환 및 데이터 추출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 오기 위해서 먼저 원하는 블록을 선택하고 선택된 블록을 엑셀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림2-14) 

 
그림 2-14 

전환된 엑셀 파일은 블록/배치 별로 Sheet 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데이터에는 사용자가 설정한 데이터의 종류 (통계수치, 선형그래프, 막대그래프)가 모두 표시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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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엑셀로 측정 데이터 전환 (Excel-Export) 

측정되어 저장된 데이터는 프로그램으로 불러온 후 엑셀 파일로 전환하여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엑셀로 전환하기 전 전환될 데이터의 표시 방법에 대해 설정 할 수 있

습니다. (그림2-11) 

 

 
그림 2-11 

- Create Statistics : 저장된 데이터의 통계수치 생성 / 표시 

- Create Linegraph : 저장된 데이터의 선형 그래프 생성 / 표시 

- Create Histogram : 저장된 데이터의 막대 그래프 생성 / 표시 

 

측정기 본체에 저장 된 데이터에 대한 표시 방법을 설정하였다면, 이제 원하는 블록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데이터들을 엑셀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그림 2-11) 

 
그림 2-11 

 



※ 무선전극의 완전충전시간은 3~4시간이며, 2000회이상 측정이 가능합니다. 
    완전 방전후 연속 사용을 위해서는 전극충전 연장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구성 안내

계기본체, 전극, 전극(연장) 케이블계기의 구성

전극(연장) 케이블

0점 교정버튼
(측정메뉴 이동)

측정메뉴
(선택)

측정기 정보
(측정메뉴이동)

Fe/NFe
자동선택
(취소)

※ 여러 배치(Batch)를 사용할 경우 좌,우           화살표를 사용하여 배치(Batch) 간의 이동을
    (Basic 모델 제외)

 할 수 있습니다.

B0001 # 10

Fe 0.0um

예)

B0002 # 9

Fe 0.0um

B0003 # 8

Fe 0.0um

B0002 # 9

Fe 0.0um

계기 초기화면에서

버튼설명 (좌) (상) (하) (우)

배치화면 설명

Press

Press

Press

추락방지용
핸드 스트랩

조작
버튼

0.0

계기본체 전극



※ 주의사항 : 무선전극의 완전충전시간은 3~4시간이며, 2000회이상 측정이 가능합니다. 
                 완전 방전후 연속 사용을 위해서는 전극충전 연장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구성 안내

계기본체, 가죽 파우치, 무선(RF)전극, 전극충전(연장) 케이블계기의 구성

전극충전(연장) 케이블무선(RF)전극

가죽 파우치

0점 교정버튼
(측정메뉴 이동)

측정메뉴
(선택)

측정기 정보
(측정메뉴이동)

Fe/NFe
자동선택
(취소)

※ 여러 배치(Batch)를 사용할 경우 좌,우           화살표를 사용하여 배치(Batch) 간의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B0001 # 10

Fe 0.0um

예)

B0002 # 9

Fe 0.0um

B0003 # 8

Fe 0.0um

B0002 # 9

Fe 0.0um

계기 초기화면에서

버튼설명 (좌) (상) (하) (우)

배치화면 설명

Press

Press

Press

가죽 파우치무선측정표시 LED

추락방지용
핸드 스트랩

조작
버튼

0.0

계기본체

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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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측정기 정보 (Gauge Information) 

 

프로그램에서 측정기의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림2-10) 

 

 
그림 2-10 

- Serial Number : 측정기의 시리얼 번호 

- Serial Number of Probe : 측정기에 연결된 전극의 시리얼 번호 

- Voltage of Batterie (Gauge/mV) : 측정기 배터리 잔량 확인 그래프 

- Date/Time : 측정기 설정 날짜 및 시간 변경 

 

 

 

 

 

 

 

 

 

 

 

 

 

※ 모든 메뉴의 설정은 측정기 본체 자체에서도 변경하여 설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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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er Limit, 혹은 Lowe Limit)을 각각의 블록 별로 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여러 개의 배치를 생성하여 사용할 경우, 측정기의 측정 화면에서 ○▶ ○◀  버튼을 

사용하여 각각의 배치 (혹은 블록)로 이동하여 측정 데이터를 저장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측정 설정의 변경은 ○▼  버튼을 이용하여 메인 메뉴로 이동 변경 할 수 있습니다. 

 

2-8 설정 (Setup) 

설정(Setup)에서는 여러 가지 측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그림2-9) 

 
그림 2-9 

- Unit : 단위를 변경 

- Resolution : 분해능 변경 (QNix-8500M 모델에만 적용) 

- Language : 시스템 언어 변경 (현재 적용 안됨) 

- Backlight : 백라이트 설정 변경 

- Orientation : 디스플레이 화면의 위 아래를 전환 

- Buzzer : 경고음/측정음 설정 변경 

 

 

※ 모든 메뉴의 설정은 측정기 본체 자체에서도 변경하여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필름교정 방법

제품 교정설명

01 02

03 4.14

4.24 4.34

05 06

교정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교정을 선택합니다.

새로운 교정을 선택합니다. 새로운 교정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면되시표 가지시메 는라”요세주해정측“택선 를)용적 M0058(트인포 owT/트인포 enO
  교정필름을 측정합니다.

메인메뉴
통계
교정
설정

교정

사용자 교정
0점

교정

One 포인트
Two 포인트

측정해 주세요
포인트 1

사용자 교정

초기교정
[새로운 교정]

이름 재입력

취소 OK
> C 0 0 1 <

교정

취소 OK340 um
교정

취소 346 um OK

기준 필름의 두께를 조정하였다면       버튼
을 이용하여 OK로 이동하여 교정을 종료

측정된 수치가 표시되면 화살표           를
사용하여 기준필름의 두께를 조절합니다.

1. 교정메뉴를 선택합니다.

2. 사용자 교정을 선택합니다.

3. 새로운 교정을 선택합니다.

4.1. 새로운 교정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4.2. One 포인트/Two 포인트(8500M 적용)를 선택

4.3.“측정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교정필름을 측정합니다.

5. 측정된 수치가 표시되면 화살표           를

   사용하여 기준필름의 두께를 조절합니다.

6.기준 필름의 두께를 조정하였다면       버튼

   을 이용하여 OK로 이동하여 교정을 종료



1 QNix8500 제품사용설명서

1. 일반사항

  1.1 전극교체

  1.2 배터리 교환

  1.3 측정기의 조작

  1.4 0점 조정

  1.5 측정모드

  1.6 메뉴버튼

  1.7 계기회면에 표시되는 심볼

2. 측정모드

  2.1 소재선택

  2.2 측정모드

  2.3 상한값

  2.4 하한값

  2.5 평균계산

3. 메모리 모드

  3.1 모두삭제

  3.2 메모리 모드 OFF

  3.3 새로운 배치

  3.4 배치선택 및 구성

4. 통계

  4.1 활성화된 배치의 통계

  4.2 비활성화된 배치의 통계

5. 교정

  5.1 사용자 교정

  5.2 평균0점(8500M)

6. 설정

  6.1 디스플레이

  6.2 무선 인터페이스

  6.3 시스템 정보

  6.4 측정기 언어 선택

  6.5 경보음 선택

  6.6 날짜/시간(8500M)

7. Qnix 소프트웨어를 통한 계기의 설정

8. 무선 전극의 사용

9. 공급되는 표준 부품

10. 제품사양

2

2

2

3

3

3

4

5

5

5

6

6

7

7

7

8

10

10

11

13

14

14

15

15

15

15
16

17

18

  8.1 무선전극을 사용한 측정

  8.2 무선 전극의 최대 사용거리

  8.3 무선전극의 충전

16

16

16

<부록 1> Qnix-8500 Software 및 Dongle, USB Serial Port Driver 설치방법
<부록 2> QN Software 사용자 매뉴얼(Qnix 8500M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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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측정값 평균 (Averaging)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 데이터의 평균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대 19

개의 측정 포인트를 계산하여 측정기 LCD 화면에 평균값을 보여 줍니다. (그림2-7) 

 
그림 2-7 

2-7 메모리 (Memory) 

프로그램에서 메모리 및 배치를 설정하여 측정기에 보낼 수 있습니다. 블록생성 (Create Block)을 

사용하여 연속되는 블록을 생성하고 배치(Batches)에서 배치를 선택하여 측정된 수치 및 설정의 

확인 및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2-8) 

 

 
그림 2-8 

메모리(Memory)의 표시된 시간은 현재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치 혹은 블록을 생성했

을 때의 시간을 의미하며 측정기 및 프로그램의 시간은 프로그램상의 설정(Setup)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측정기 본체에서도 시간 및 날짜 설정에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메모리(Memory)에서 설정된 혹은 변경된 수치 들은 설정데이터 측정기로 보내기 

(Write Setting to Gauge)와 측정기 데이터 불러오기 (Read Setting from Gauge) 버튼을 눌

러 설정된 데이터를 활성화 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메모리(Memory) 에서 설정된 수치를 활성화 한 이후 배치(Batch)에서 순서대로 불러와 한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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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모든 메뉴는 사용자 선택 후 반드시 설정데이터 측정기로 보내기 (Write Setting 

to Gauge)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데이터를 측정기로 보냄으로써 사용자의 설

정을 완료 할 수 있습니다. 

 

2-4 측정 방식 선택 

사용자는 측정모드(Measuring-Mode)에서 측정 방식을 선택하여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측정 방식

의 선택은 QNix-8500M (Premium) 모델에서만 적용이 되는 기능이며, 일반 베이직(Basic) 모델에

서는 지원 되지 않습니다. (그림2-5) 

 
그림 2-5 

- Single : 표준측정 

- Continuous : 연속측정 

 

2-5 측정 한계값(Upper Limit / Lower Limit) 설정 

측정값의 한계(Limit) 수치를 입력하여 최저/최대 수치에서 경고음이 발생 할 수 있게끔 설정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2-6) 

 

 
그림 2-6 

- Upper Limit : 상한값 설정 (ex. 300 um) 

- Lower Limit : 하한값 설정 (ex. 100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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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QNix 8500 은 모듈화 되어있는 전극의 사용으로 교체가 편리합니다. 

   측정기에 사용되는 전용 전극은 목적에 맞게 연장케이블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Nix Software 사용으로 계기의 모든 설정을 사용자의 PC에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8500M)

1.1.전극 교체

    측정기 본체에 전극을 삽입하면 자동으로 잠금 장치가 작동합니다. 

    측정기 본체에서 전극을 제거할 때에는 측정기 뒷면에 있는 버튼을 살짝 눌러 가볍게 앞으로 잡아당

    깁니다.

    전극을 삽입하면 측정기는 자동으로 전극의 정보 (전극 시리얼 번호, 전극 사양, 소프트웨어 버전)를 

    LCD 창에 표시합니다.

1.2.배터리 교환

    QNix 8500 은 두 개의 AA (1.5 V) 알카라인 배터리로 작동됩니다.

    Step 1:          배터리 교환 시기를 의미합니다.

    Step 2:         (작은 기호) 측정은 가능하나 표시부 조명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Step 3:         (큰 기호) 측정 및 표시부 조명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배터리 교환 중에도 계기의 설정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주의 : 2분 내에 배터리를 교환하지 않으면 계기에 설정된 날짜 및 시간이 초기화 됩니다.

1.3.측정기의 조작

    측정기의 전원은 전극을 측정 대상물에 접촉하거나 계기의 버튼을 누르면 전원은 자동으로 켜집니다. 

    약 30초 동안 아무런 조작이 없으면 측정기는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측정기의 전극은 반드시 측정 대상물에 수직으로 접촉하여야 하며 곡면을 가진 측정 대상물의 경우 

    전극의 V 모양의 홈(V가이드)에 맞추어 측정해야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측정 대상물의 두께가 측정기의 측정 범위 이상 혹은 소재 선택(Fe, NFe)이 잘못 설정되었을 경우 

“Infi”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주의 : 자성체 위에서의 측정을 금합니다.

    자기장은 측정 결과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기장은 비자성체(NFe) 

     측정 시 영향을 받습니다.

무선(RF)전극의 완전 충전 시간은 3~4시간이며, 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측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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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점 조정

    ① 측정기를 처음 사용 할때 

    ② 배터리 교환 후

    ③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측정시

    ④ 장시간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0점 조정을 해야합니다.

    먼저 측정화면에서 ▲ 버튼을 누른 후 0점 조정용 철/비철 판 혹은 샘플의 원소재 위에 측정기의 

    전극을 올려놓습니다. 

    측정기 내부에서 자동으로 조정되는 수치를 확인 한 후, 수초 후 전극을 조정판에서 들어 올리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동시에 두 번째 자동 조정 수치가 확인되며 표시부의 수치는 0.0㎛로 표시됩니다. 

    이로써 0점 조정은 완료됩니다.

           주의  : 거친 표면에서의 0점 조정은 5.2 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5. 측정 모드

   

(QNix 8500 메뉴구조 참고)

QNix 8500은 세 가지 측정 모드를 지원합니다.

    (8500과 8500M은 옵션 사항이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측정모드의 설정 및 선택은 2.1 항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메인화면에서  ▶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6. 메뉴버튼

    측정기의 메뉴 구성은 8500(8500M)RF 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뉴의 선택 및 순서는 동일합니다.

    메뉴 모드에서 버튼의 다양한 기능 : 

      ▶         메뉴 선택, 다음 메뉴 레벨로 이동, 아이템의 선택

      ◀         백 스페이스 (Back Space),  선택된 메뉴 “취소”  

      ▲ , ▼   메뉴 선택 창에서의 아래/위 화면이동

      ●         메뉴(아이템)가 선택되었음을 의미

- 다음과 같은 경우 측정기는 0점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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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정 (Calibration) 

별도의 교정이 필요한 경우 교정(Calibration) 메뉴를 사용하여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교정

은 (QNix-8500 사용자 매뉴얼의 교정 참고) 설정하여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정

되어 있는 교정 데이터를 프로그램 상에서 삭제 할 수도 있으며, 교정 파일의 이름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그림 2-3 

 

2-3 측정모드 (Measuring-Mode) 

사용자는 PC 를 사용하여 측정모드 (Measuring-Mode) 에서 측정 어플리케이션을 변경 할 수 있

습니다. (그림2-4) 

 

 
그림 2-4 

소재 선택(Selected Substrate)에서 측정을 원하는 샘플의 소재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 Fe : 철 

- NFe : 비철 (알루미늄, 동, 황동, 스테인리스 스틸 등) 

- Combined : 다중코팅 ( e.g 페인트/아연/철) 

- Fe/NFe : 소재 자동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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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ftware 메뉴설명 

실행 된 프로그램의 제일 상단 부분의 메뉴에서는 측정기 검색 및 데이터 저장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2-1) 

 

 
그림 2-1 

- File : 프로그램 종료 메뉴 (Exit) 선택 

- Gauges : 새로운 측정기 검색 (Search for New Gauges), 및 연결된 측정기와 연결 해제 

(Disconnect gauge) 선택 

- Settings : 단위(Unit), 및 사용자 언어 선택 (Language) 

- Extras : 프로그램 스타일 선택 (Theme), 업데이트 되는 파일 검색(Search Updates : 현재 

지원 안됨) 

 

설정된(할) 데이터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여 측정기로 전송, 설정 할 수 있습니다. (그림2-2) 

 

 
그림 2-2 

설정데이터 측정기로 보내기 (Write Setting to Gauge)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데이터

를 측정기로 보낼 수 있으며, 측정기 데이터 불러오기 (Read Setting from Gauge) 버튼을 눌러 측

정기에 설정된, 혹은 저장된 데이터를 프로그램으로 불러 올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림2-3) 

 
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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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계기화면에 표시되는 심볼

 Fe 강철 혹은 철금속 위의 코팅 측정

 NFe 비철 금속 위의 코팅 측정

 Error 조작 오류

 측정 범위를 벗어났거나 소재의 선택이 잘못되었음

상한값 (Max) 

하한값 (Min)

평균값

α        표준편차

무선 인터페이스 활성화

연속 측정모드 활성화

경보음 OFF

배터리 잔량 부족

배터리 교체 요망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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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드
2.1.소재 선택

   Fe, NFe, 다중코팅(Combined Measurement), Fe/NFe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기는 측정 상물의 소재의 종류에 따라 각각 선택하여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Fe : 철(鐵)금속 소재 위의 비자성(Non-Magnetic) 코팅시에 사용됩니다.

    ② NFe  : 비철(非鐵)금속 위의 비전도성(Non-Conductivity) 코팅시에 사용됩니다.

    ③ Fe / NFe 겸용모드 : 측정 상물의 소재가 다양한 경우 사용됩니다. 

         Fe/NFe모드에서는 Fe, NFe 소재의 측정을 별도의 조작 없이 전극을 소재위에 올려놓는 것만

          으로 자동으로 변경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 철소재(Fe)의 측정 상물을 측정하다가 비철 (NFe)소재를 측정하게 되는 경우 (Ex. 알루

           미늄 등 ), 측정 상물에 전극을 접촉시키면 측정기는 “No-Fe. Repeat!”라는 메시지를 표시하게 

           되고, 다시 동일한 소재에 전극을 접촉 시키면 측정기는 자동적으로 비철 (NFe) 모드로 전환됩

          니다. 이의 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④ 다중측정모드(Combined Measurement) : 이 모드는 오직 철(Fe) 소재 위에 아연도금(혹은 그 이외의 

NFe 소재) 처리가 되어 있고, 그 위의 페인트 도장을 한꺼번에 측정하는 경우에만 사용되며, 

         이 경우 측정기는 페인트의 두께뿐만 아니라 중간층 도금의 두께 역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8500M)

                다중 측정 모드에서 아연도금(혹은 NFe 소재)은 반드시 최소 50㎛이상의 두께 이어야 

                정확한 측정 수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2 mil) 

                      측정모드        소재선택        Fe 또는 NFe 또는 Fe/NFe 또는 다중코팅

2.2.측정모드 (8500M)

     표준측정은 전극을 표면에 놓을때 마다 측정하게 됩니다.

     연속측정에서는 소재 위에 전극이 닿아 있는 동안 연속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연속측정은     기호로 측정화면에 표시됩니다.

              측정모드     측정모드     표준측정 또는 연속측정

2.3.상한값

     상한값 설정 : 상한값은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버튼을 눌러 설정을 종료합니다. 

          측정시에 설정한 상한값을 초과하면 신호음과 함께 계기 표시창에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측정모드     상한값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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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한대의 PC 에서 무선조작이 활성화 되어 있는 여러 대의 측정기를 사용하면, 사용자의 측정기 뿐

만 아니라 활성화 되어있는 모든 측정기를 검색하게 되며, 이 경우 데이터 송수신을 원하는 측정

기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1-4) 

 
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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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화면에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여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실행되

면, 사용자의 PC 는 자동으로 무선조작이 활성화된 주변의 측정기기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림1-2) 

 

 
그림 1-2 

만약,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측정기를 검색하지 못한 다면, F5 버튼을 누르거나 메뉴의 

Gauges 에서 Search for New Gauge(s)를 선택하여 무선조작이 활성화된 측정기를 검색합니다. (혹

은 무선 Dongle 혹은, 드라이버의 설치 유무를 확인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측정기의 검색을 마치면, 자동으로 측정기의 속성을 전송 받습니다. (그림1-2) 측정

기의 특성 전송이 완료되면 소프트웨어의 메뉴가 모두 표시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

림 1-3) 

 

주의 만약 Dongle 을 연결 했음에도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측정기를 찾지 못한다면, 

Dongle 혹은 UBS Serial Port 드라이버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컴퓨터의 속

성에서 장치관리자 옵션의 포트(COM & LPT)혹은 범용 직렬 버스 컨트롤러의 손상된 드

라이버를 확인하여 설치 CD 에 있는 드라이버를 사용, 재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6QNix8500 제품사용설명서

     상한값 삭제 : ▶ 버튼을 눌러 “OK” 혹은 “취소”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OK” 를 선택 한다면 설정된 상한값은 삭제되고, “취소”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상한값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측정모드  ▶ 상한값  ▶ 삭제

2.4.하한값

     하한값 설정 : 하한값은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 버튼을 눌러 설정을 종료합니다. 

          측정시에 설정한 하한값 미만이면 신호음과 함께 계기 표시창에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측정모드 ▶ 하한값 ▶ 설정 

      하한값 삭제 : ▶ 버튼을 눌러 “OK” 혹은 “취소”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OK” 를 

          선택한다면 설정된 하한값은 삭제되고, “취소”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하한값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측정모드  ▶ 하한값  ▶ 삭제

2.5.평균계산 (8500M)

    측정횟수를 설정후, 측정횟수 만큼 측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평균값을 계산하여 표시해줍니다.

    측정횟수는    혹은    버튼을 사용하여 입력하여 평균계산 모드를 활성화 합니다. 선택된 번호는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이 모드는 계기 표시화면에    로 나타나, 활성/비활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 현재의 측정값과 평균값은 함께 표시됩니다.

           측정모드     평균계산     OFF or 수치 입력

중요! 여러 배치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경우 동일한 상한값/하한값을 적용하려면
설정한 후 1번 배치(Batch)로 이동, 최근  배치(Batch)로 다시 이동하여 상한값, 
하한값을 각  배치(Batch)에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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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모리 모드
    이 모드에서 메모리 기능의 ON, OFF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치(Batch) 설정도 가능

    합니다.

        버튼을 눌러 다음 메뉴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① OFF : 메모리 모드를 비활성화할 때 선택

 ② ON : 새로운 배치 혹은 기존에 만들어진 배치선택

3.1.모두 삭제

    저장된 모든 메모리는     버튼을 사용하여 해당 메뉴로 이동,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모두삭제

3.2.메모리 모드 OFF

    OFF를 선택함으로써 메모리 모드를 OFF 시킬 수 있습니다.

            메모리     OFF

3.3.새로운 배치 (8500M)

    ▶ 버튼을 눌러 새로운 배치(Batch)의 번호를 표시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B 0001 <

    커서는 문자의 첫글자에서 깜박거립니다.

    ▶ 버튼을 눌러 다음 문자열로 이동하고 문자열의 끝의 “OK”에서 ▶ 버튼을 눌러 생성될 배치의 

     이름을 저장합니다. 새롭게 생성된 배치는 리스트에 생성되고 활성화 됩니다.

    배치이름은 최대 8자 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은     와     버튼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이름은 ▶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각각의 문자는    버튼으로 이동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의 : 배치 메모리를 모두 삭제했을 경우, 배치의 번호는 초기번호인 B0001로 설정됩니다.

           메모리     새로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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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 Software 사용자 매뉴얼 (QNix 8500M 적용) 
 

QN Software 를 사용하여 QNix-8500M 휴대형 코팅두께 측정기로 측정한 데이터를 사용자의 PC

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QNix-8500M 휴대형코팅두께 측정기와 사용자의 PC는 측정기와 함께 제

공되는 무선 Dongle 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 합니다. 

 

주의 사용자의 PC 와 QNix-8500M 휴대형 코팅두께 측정기와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QN Software 및 Dongle, USB Serial Port 드라이버가 반드시 먼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본 매뉴얼의 QN Software 및 각종 드라이버 설치 관련 설

명을 참고 하여 설치 하신 후 사용하셔야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무선 Dongle 연결 

측정기와의 무선 연결을 위해 PC 의 USB 단자에 무선 Dongle 을 연결합니다. (그림1-1) 

QNix-8500M 코팅두께 측정기의 무선조작 기능을 ON 합니다. 

 

    ○▶  설정 ○▶  무선조작 ○▶  ON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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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PC에 Dongle 드라이버를 설치 했다면, 사용자의 PC 는 자동으로 USB Serial Port Driver 

를 설치합니다. (그림3-1) 

 

 
그림 3-1 

Dongle Driver 와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USB Serial Port Driver 를 설치 합니다. 

이로써 사용자의 PC 는 무선 Dongle 을 사용하여 측정 데이터 및 저장 데이터를 PC 와 측정기 

사이의 송수신 운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QN Software 사용법은 QN Software 사용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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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배치 선택 및 구성 (예:B0001)

    메모리 모드메뉴에서 커서의 위치를 이동하여 원하시는 배치(예:B0001)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치는    혹은    버튼을 눌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B0001(예)

    선택 : 메뉴에서 선택 버튼을 눌러 배치를 활성화 합니다. 현재 배치의 비활성하기 전까지는, 선택한

        배치에 계기 측정값이 저장됩니다.

            메모리    B0001    선택

    측정값표시 : 배치에 저장된 측정값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와    버튼을 사용하여 저장된 수치들을 

        순차적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B0001    수치표시

    정보 : 활성화된 배치의 정보(측정된 날짜 및 시간, 측정한 계수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500M)

            메모리    B0001    정보

    상한값 : 상한값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계기는 마지막으로 측정된 수치를 표시합니다.  이 메뉴에서

        설정한 상한값은 활성화된 배치에만 적용되는 일시적인(Temporary) 설정입니다.(8500M)

 상한값 설정은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측정시에 설정한 상한값을 초과하면 신호음과 함께 계기 표시창에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메모리    B0001    상한값    설정

      상한값 삭제는    버튼을 눌러 “OK” 혹은 “취소”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OK” 를 

      선택한다면 설정된 상한값은 삭제되고, “취소”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상한값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메모리    B0001    상한값    삭제

    하한값 : 상한값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계기는 마지막으로 측정된 수치를 표시합니다. 

        설정한 하한값은 활성화된 배치에만 적용되는 일시적인(Temporary) 설정입니다.(8500M)

        하한값 설정은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버튼을 눌러 설정을 종료합니다. 

        측정시에 설정한 하한값을 미만이면 신호음과 함께 계기 표시창에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버튼을 눌러 설정을 종료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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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B0001     하한값     설정

        하한값 삭제는    버튼을 눌러 “OK “ 혹은 “취소“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OK”  를 선택한다면 설정된 하한값은 삭제되고, “취소“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상한값은 삭제

          되지 않습니다.

             메모리     B0001     하한값     삭제

    배치명변경 :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배치의 이름을 재설정 하는 방법입니다. 입력방법은 새로운 배치를

         참고하십시오. (8500M)

             메모리     B0001     새로운 이름 생정

    삭제 : 현 배치에 저장된 측정값을 삭제하며, 자동으로 배치는 비활성화 됩니다.  (8500M)

             메모리     B000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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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그림2-6) 

 
그림 2-6 

이제 사용자의 PC에 Dongle Driver 가 설치 되었습니다. (그림2-7) 

 
그림 2-7 

3. USB Serial Port 의 드라이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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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계속을 클릭하여 Dongle 드라이버 설치를 진행합니다. (그림2-5) 

 

 
그림 2-5 

설치가 진행되면서 QN Software CD 에서 사용자의 PC로 Driver 가 설치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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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계
4.1.활성화된 배치의 통계

    메모리 모드에는 활성화된 배치의 이 수치들이 새로운 측정이 입력될때 계산되어 변동됩니다.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을 측정과 동시에 계기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만약 배치(Batch)에 저장 가능한 메모리 공간(2000개)를 초과하였다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     통계      B0001

▲ 과    버튼을 이용하여 평균(Average), 최대값(Max), 최소값(Mi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중

      에서 원하는 통계데이터 항목을    버튼을 이용하여 체크 합니다.

주의 : 최소 2개의 수치가 활성화 되어 표시됩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현재 메뉴에서 벗어납니다.

4.2.비 활성화된 배치의 통계

    비 활성화된 배치의 저장 수치를 불러오면 모든 수치가 표시됩니다. 이 메뉴를 선택하면 모든 저장된 

    통계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메모리    OFF

          통계    B0001

        과    버튼을 이용하여 비 활성화된 배치를 선택하고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선택된 배치(Batch)의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값의 통계데이터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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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정
    전극과 계기는 제조시 초기교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 교정은 사용자가 교정 할 수 없습니다.

    일부 특수한 어플리케이션의 측정시 부정확한 경우 사용자 교정을 함으로써 측정값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최대 100개의 교정채널을 생성하고 저장 할 수 있습니다.(8500M) 또한 각각의 교정

    채널은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5.1.사용자 교정

    사용자 교정 모두 삭제 :    버튼을 눌러 메뉴로 들어가    을 이용하여 메뉴 이동, 교정 선택, 

    사용자 교정 선택, 모두삭제를 선택합니다. 이로써 측정기의 전극은 초기 상태(제조시 교정 상태)로 

     돌아갑니다.

           교정    사용자 교정    모두 삭제

    초기상태 (제조시 교정상태) :

         버튼을 눌러 메뉴로 들어가    을 이용하여 메뉴 이동, 교정선택, 사용자 교정 선택, 메뉴에서

      초기교정을 선택하면 계기는 제조시 교정 상태로 돌아가며 표준 측정 모드로 자동 전환됩니다.

           교정    사용자 교정    초기 교정

    사용자 교정 만들기 :

    [새로운 교정] 메뉴를 활성화 하면 교정 번호가 다음과 같은 예로 표시됩니다.

  >C 004 <

    커서는 표시문자의 제일 앞쪽에서 깜박이고    버튼을 이용하여 “OK” 를 선택합니다. 한번 더    버튼

    을 누르면 새로운 교정(C004)이 활성화 됩니다. 표시창에서 교정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장되는 이름 및 번호는 최대 8개의 알파벳 문자로 저장 가능합니다. 각각의 위치에서     과     버튼

     을 조작하여 원하는 문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버튼을 누름으로써 설정이 완료 됩니다. 

    어느 위치에서든     버튼을 누르면 설정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교정     사용자 교정     [새로운 교정]

    사용자 교정 선택 :  [새로운 교정] 메뉴에서 설정된 모든 사용자 교정채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교정 번호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교정 이름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교정채널을 활성화 시킵니다. 원하는 교정 번호에 ● 와 같은 표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8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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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Dongle Driver 는 측정기와 함께 제공되는 QN Software 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시에 따라 설치를 

진행합니다. (그림2-3) 

 

 
그림 2-3 

QN Software 를 삽입한 상태에서 Driver 를 설치 합니다. (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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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 Dongle 설치 

QNix 8500 휴대형 코팅두께 측정기와 QN Software 사이의 연결 수단인 Dongle 의 설치를 진행

합니다. 측정기와 함께 제공되는(옵션) Dongle 을 사용자의 PC USB 단자에 삽입합니다. (그림2-1) 

 

 
그림 2-1 

Dongle 이 삽입되면 사용자의 PC 는 자동으로 Dongle 드라이버의 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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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교정 활성화 : 선택된 교정은     버튼을 누름으로써 활성화 됩니다.

    교정선택 : 보다 정확한 교정/측정을 위하여 측정 대상물의 코팅 처리 전의 원소재  (Base) 위에서의 

    교정 및 0점 조정을 권장합니다. (8500M)

    1점(One-Point) 교정 

    1점 교정으로 측정기가 측정하는 측정값의 정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점 교정을 위해 먼저 원소재 위에 측정 대상물의 두께와 비슷한 필름을 올려놓고 교정을 시작합니다.    
    필름 위에 측정 전극을 올려 놓고     혹은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될 필름의 두께를 조정합니다.

    교정은     버튼을 사용하여 “OK”를 선택하여 완료합니다. 교정 설정 후 측정기는 일반 측정 모드로 

    전환됩니다.

           교정        사용자 교정      만들어진 사용자 교정 (예:C001)     교정      1 점

    2점(Two-Point) 교정(8500M)

    2점 교정으로 측정기가 측정하는 측정값의 정밀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얇은 필름을 측정 대상물의 원 소재 위에 올려 놓고 1점 교정과 동일한 순서로 교정을 진행

    합니다. 다음으로 두꺼운 필름을 측정 대상물의 원 소재 위에 올려 놓고 위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정을 진행합니다.

    교정 설정 완료 후 측정기는 일반 측정모드로 전환됩니다.

          교정     사용자 교정     만들어진 사용자 교정 (예 :C001)     교정       2 점

    사용자 교정명 변경 (8500M)

    설정해 놓은 사용자 교정의 저장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설정된 교정을 선택한 후  Rename 을 

    선택하여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교정    사용자 교정    만들어진 사용자 교정 (예:C001)    새로운 이름 생성    “OK”

    사용자 교정 삭제 (8500M)

    삭제 메뉴를 선택하면 계기는 “OK” , “취소” 선택을 요청합니다. 사용자가 “OK”버튼을 누른다면 

     계기에 설정된 사용자 교정은 삭제됩니다

          교정    사용자 교정    만들어진 사용자 교정 (예:C001)     삭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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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평균 0점 (8500M)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는 샘플의 소재에서 0점을 반복하여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소재의 거칠기가 

    높을수록 반복 교정 횟수도 늘어나야 합니다. 0점 소재의 평균값을 계산하기 전 샘플 (소재의 표면)에

    서 0점을 측정할 횟수를 선택합니다. 

    평균0점 비활성화 : 0점 평균메뉴에서    버튼을 누른 후 OFF를 선택하면 0점평균 기능을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교정      0점 교정      OFF

    평균0점 활성화 : 측정 횟수는        버튼을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횟수는     버튼을 

    누르면 저장되어 실행됩니다.

             교정     0점 평균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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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계에서는 QN Software 의 아이콘 생성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성을 원하는 아이콘

의 위치를 선택 한 후 Next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그림1-6) 

 

 
그림 1-6 

Install 버튼을 눌러 QN Software 를 사용자의 PC 에 설치 합니다. 설치가 완료 되면, 사용자는 

QN Software 의 실행 여부를 사용자에게 묻습니다. 이로써 QN Software 의 설치는 완료 되었습

니다. 이후 QNix 8500 측정기와 QN Software 사이의 통신 수단인 Dongle 의 설치를 시작합니다. 

(그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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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설치 위치를 지정 한 후 Next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그림1-5) 

 

 
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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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설정
6.1. 디스플레이

    측정값의 단위 : 측정 단위는 ㎛ 혹은 mil 단위로 표시, 기본적으로 ㎛ 단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혹은    를 이용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합니다.

           설정      표시방법       단위       ㎛, 또는 mil

    분해능 : 측정값의 분해능은 샘플의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거친 

    표면의 샘플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값이 측정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해능은 낮아져야 

    합니다. (8500M)

 - 낮음 : 1㎛ 

 - 표준 : 0.1㎛

 - 높음  : 0.01㎛

           설정     표시방법     분해능     낮음, 표준 또는 높음

    표시부 조명 선택 : 자동모드에서 백라이트는 측정 후 약 5초간 켜져 있습니다. OFF를 선택하였다면 

    백라이트는 켜지지 않습니다.

           설정     표시방법     백라이트     자동 또는  OFF

    화면변환 : 사용자가 계기를 운용할 때 화면을 180°의 역상전환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의 설정은     혹은     버튼을 이용하여 표준 또는  화면회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표시방법     표시방법     표준 또는 화면 회전

6.2.무선 인터페이스

    옵션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및 동글(Dongle)을 사용하여 무선으로 계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인터페이스를 선택하면 계기의 표시 창에는    와 같은 기호가 표시됩니다. 계기에서 무선으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는 중에는 계기 선택버튼 중앙에 있는 LED가 깜빡이며 사용자에게 데이터 

    전송중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설정     무선조작      ON 또는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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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시스템 정보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계기의 시리얼 번호, 계기의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버전

           설정         시스템 정보

6.4.측정기 언어선택

    계기는 기본적으로 2개 국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영어(English) 그리고 사용자의 국가의 언어에 

    맞출 수 있습니다.(지원 내용은 제조사 및 판매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언어의 변경은 메뉴의 언어선택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설정     언어 선택     한글

     
6.5. 경보음 선택

    경보음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보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기 표시창에는       와 같은 기호가 표시됩니다.

            설정       경보음 설정        ON 또는 OFF

6.6.날짜/ 시간(8500M)

    계기는 측정 날짜 및 시간을 저장하기 위해 시간의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날짜/ 시간의 설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터리 교환 후 재설정 해야 합니다. 배터리 분리 후 약 2분간 설정이 유지됩니다

          ② 섬머타임 적용시

          ③ 국가에 따른 시차 변경시

           설정    날짜/시간    시간설정 또는 날짜 설정

    계기 시간 설정 : 시간 설정은 표시되는 메뉴를 따라 설정하면 됩니다. 시간은         버튼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분으로의 이동은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버튼을 눌러 설정을 

    종료 합니다.

           설정    날짜/시간     시간설정

    계기 날짜 설정 : 시간 설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날짜 역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날짜/시간    날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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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 Software 는 두 개의 소프트웨어를 설치 할 수 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 (QN Software 7.0.2 : 

QNix 8500M 전용 소프트웨어, QN Software 6.21 : QNix 7500M, 1500M 전용 소프트웨어) 를 선택

한 후 Install 버튼을 눌러 설치를 진행합니다. (그림1-3) 

 

 
그림 1-3 

QN Software 설치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Next 버튼을 눌러 설치를 진행합니다. (그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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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ix-8500 Software 및 Dongle , USB Serial Port Driver 설치 방법 
 

QNix-8500M 의 측정 데이터를 사용자의 PC 에서 관리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QN Software 의 

설치를 시작합니다. 

 

1. QN Software (User Software)설치 

QN Software 는 사용자의 PC 에 설치 CD 를 삽입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 됩니다. 사용자의 

PC 에 QN Software 를 삽입하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림1-1) 

 

 
그림 1-1 

기본 설치 지원 언어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입니다. 기본 설치 지원 언어를 선택합니다. 

언어 선택 후 OK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그림1-2)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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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Nix  소프트웨어를 통한 계기의 설정
    제품 소프트웨어 설치 후, 업데이트는 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원 안됨)

특히 특정한 교정명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무선 인터페이스인 동글(Dongle)은 반드시 사용자의 PC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선 인터페이스 사용 전 계기는 반드시 무선 인터페이스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게 되면 PC는  자동으로 사용자의 계기를 찾아서 인식하게 되며 이후 계기는 

무선으로 사용자의 PC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8. 무선전극의 사용

 QNix-8500 R (옵션) 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용상의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8.1 무선전극을 사용한 측정

측정을 전, 반드시 측정기 본체와 연결하여 본체가 무선전극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식 후 전극을 분리 하여     

측정을 시작합니다. 만약 측정기 본체가 전극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전극 분리 후 다시 연결합니다.

   8.2. 무선전극의 최대 사용거리

무선전극은 방해물이 없는 개활지에서 최대 20M 의 측정 유효거리를 보장합니다. 다만, Radio 주파수를 

사용하는 측정기의 특성 상, 공기중의 노이즈 여부에 따라 측정 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8.3. 무선전극의 충전

무선전극은 측정기와 별도로 충전지가 전극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극의 충전은 측정기 본체와 전극을 

결합하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충전 후 최대 6,000회 측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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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급 되는 표준 부품

          ① 계기 연장 케이블

          ② AA 1.5V (알카라인) 배터리

          ③ 사용자 매뉴얼 (한글, 영문) 

          ④ 전극 인증서

          ⑤ 계기를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

          ⑥ 계기 보관 및 이동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케이스

          ⑦ 계기전극 (옵션) 

          ⑧ Fe-전용 전극 2mm (옵션)

          ⑨ Fe-전용전극 5mm (옵션)

          ⑩ NFe-전용전극 2mm (옵션) 

          ⑪ Dual-전극 Fe/NFe 2mm (옵션)

          ⑫ Dual-전극 Fe/NFe 5mm (옵션)

          ⑬ 교정 필름, 0점 표준 시편, 또한 필름과 함께 세트로 공급가능 (옵션) 

          ⑭ 계기 운용에 사용되는 QNix Software (8500M)

          ⑮ 사용자의 PC 와 호환되는 무선 인터페이스 시스템 Dongle (8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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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품 사양

   ① Fe 전극 : 강철, 혹은 철금속 위의 비자성 코팅 측정에 사용되는 전극

   ② NFe전극 : 비철금속, 예를 들어 알루미늄, 아연, 동, 황동 등 위의 비전도 코팅측정에 사용되는 전극

               측정 범위 전극의 사양에 따라 다름

     분해능  0.1 ㎛  - 0 에서 99.9 ㎛ 

                1 ㎛  - 100 에서 999 ㎛ 

               0.01 mm ≥ 1.00 mm 

     정밀도   제조시 16점 디폴트 교정이 되어 있습니다

              ± (1㎛ + 측정값의 2%) 0 에서 2000 ㎛

            ± 3.5%* > 2000㎛ (80 mil)

               제공되는 표준 시편과 필름에서의 1점 교정, 혹은 2점 교정에 따라 정밀도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소측정면적  Fe전극  : 

   NFe전극 :  

     최소측정곡률   볼록면  : 5 mm 

   오목면  : 30 mm 

     소재 최소 두께  Fe전극  : 0.2 mm

   NFe전극 : 0.05 mm 

     메모리 용량       8500                                                                     8500M

     측정값       100                                                   최대 13,000

     배치 수         1                                                                                       999

     교정 가능         1                                                                                       100

     인터페이스 2.4 GHz, 최대 범위 10 m

     보관 온도  -10°C 에서 60°C

     작동 온도    0°C 에서 60°C

     전원공급  AA 1.5V 알카라인 배터리 x 2, 혹은 (AA) 1.2V 충전지 x 2

     계기 크기  124 mm x 67 mm x 33 mm

     계기 무게  120 g (배터리 포함)

    ③ 무선전극 사양

      측정 거리         최대 20M (장애물이 없는 개활지)

      전극 무게         30g

      충전 후 측정 
6,000 번      가능 횟수

      배터리            내장형 전용 배터리 (충전식)

    

최대 

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