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매뉴얼
DS2003, 아나로그&디지털 신호 레벨 측정기
● 주의
1.

계측기에 내장된 Ni-MH 배터리는 14 시간 이상 충전 요.

2.

비정품 어댑터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함.

3.

전계강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서는 측정정확도가 영향을 받음.

4.

3 분간 사용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짐. 배터리전원 사용시간이 30 초남으면 자동으로 꺼짐

5.

배터리의 극성이 올바른지 확인바람.

6.

신호 레벨이 30dBdBµV(-30dBmV)이하이면 “LO”로 표시됨.

7.

RF 입력이 100V 이상이면 계측기가 손상됨.

배터리와 LCD 를 제외한 무상하자보증기간 : 1 년

판넬&디스플레이
RF 입력

LCD

전원 ON/OFF
충전 LED

디지털채널아이콘
영상캐리어
배터리상태

레벨

채널번호

단위

V/A, Tilt

주파수 또는 2 번째채널번호

키패드설명

CH /F 단일채널/주파수,배터리전압
FAV

선호채널/Tilt 토글(Toggle)키
전원(ON/OFF).
3-5 초 누르고 있으면 아나로그 채널모드와 디지털채널모드간의 변경이 가능함
주파수 또는 채널번호 올리기
주파수 또는 채널번호 내리기

I.

단일채널측정
CH/F 를 눌러서 레벨모드(LEVEL mode)로 가면 아래 화면이 나타난다.

좌측상단=채널번호
레벨차이다.

좌측하단=주파수

우측상단=비디오캐리어레벨

우측하단은

비디오와오디오캐리어간의

만일 "
","V / A" 아이콘대신 "QAM"아이콘이 나오면 이 채널은 디지털채널이고 우측에는 디지털
채널파워가 표시된다.
또는

를 누르면 채널번호 이동이 가능하다.

이 기능에서는 영상캐리어레벨과 비디오/오디오캐리어 레벨의 차이값을 동시에 볼 수 있다.

II. 단일 주파수 측정

위의 단일채널측정모드에서
CH/F 키를 다시 누르면 아래와 같이 단일 주파수 측정모드로 이동이 가능하다.

좌측에 “F--“가 나타나고 좌측하단에는 오디오캐리어 주파수가 나타난다. 우측은 오디오캐리어(또는 FM)
레벨이다.
또는
키를 눌러 주파수 가변이 가능하고 가변 주파수의 스텝을 바꿀려면
50kHz, 100kHz,1MHz, 10MHz or 100MHz 로 변경이 가능하다.

키를 누르면 스텝이

이 모드에서는 오디오 캐리어레벨과 FM 레벨 측정이 가능하다.

III.

선호채널 및 틸트측정
FAV 버튼을 누르면 여섯개의 선호채널을 3 페이지로 볼 수 있다

P1 (Page1) : 페이지 1 로 첫번째 두개채널을 표시 .

P2 (Page2) : 두번째 두개 채널을 표시

P3 (Page3) : 세번째 두개채널을 표시
FAV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면 페이지 변경이 가능함.
또는

를 누르면 채널번호 변경이 가능함.

키를 누르면 첫번째 채널과 두번째 채널의 스위치가 가능함. “CH”심볼이 반짝거림
FAV 키를 네번 누르면 아래 그림과같이 틸트측정 (가장 낮은 주파수인 LO 채널과 가장 높은 주파수인
HI 채널간의 레벨차이 보기) 측정이 가능함

FAV 키를 다시 한번 더 누르면 페이지 1 로 돌아감.

1. 증폭기의 밸런스 조정 시 사용
2. 이 기능으로 6 개 채널들간의 레벨 값 차이를 본다.
.

IV.

전압측정
CH/F in 단일주파수 측정모드( SINGLE FREQUENCY TEST)에서 CH/F 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배터리전압을
볼 수 있다.

V.

채널편집

PC 운용프로그램으로 채널들을 편집(아나로그채널,디지털채널지정 또는 주파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VI.

Backlight of the LCD

사용시간 연장을 위하여 전원을 키면 후광등이 켜지고 15 초간 지속된다.

VII.
“

전원공급기

3.6V/2.5AH Ni-MH 재충전 배터리로 12~14 시간 충 전시 4 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화면에 배터리 지시기
” 가 나타난다.

1. 배터리 전압이 3.2V 이하이면 자동으로 전원이 오프된다.

.

2.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충전기만을 사용하라.
3. 24 시간이상 충전 하지 마라

VIII. 제품사양
주파수(Frequency)
Range:
Frequency step:

46MHz~1000MHz
50kHz、100kHz、1MHz、10MHz、100MHz

레벨측정(Level Measurement)
Range:

30dBμV~120dBμV（Analog Level）
40dBμV~110dBμV（Digital Channel Power）

정확도:
분해능도:
Miscellaneous
사이즈(Size):
무게(Weight)
동작온도(Working
Temperature)
배터리(Battery)
내장배터리
작동시간
충전시간

±2 dB (20℃±5℃)
0.5dB
168mm×71mm×42mm
308g (배터리무게포함)
-10℃~40℃
3.6V / 2.5AH Ni-MH
4 시간이상 (후광등 오프시)
12~ 14 시간

부록 : PC 와 연동하여 채널플랜 편집하기

1. 동봉된 채널에디터 CD(CH Edit Setup)를 PC 에 넣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2. 동본된 통신케이블(RS232 케이블+USB 변환케이블)을 PC 와 DS2003 간에 연결한다.
3. DS200 의 전원을 켠다.(USB 변환케이블 드라이버(별도 CD)를 설치한다.)
4. 설치 후 바탕화면 설치된 Channel Editor 를 실행한다.
5. 아래 그림에서 시리얼포트를 서로 호환되게 하고 OK 버튼 클릭한다.(COM1,COM3 가
될 수 도 있음.) 전송레이트는 9600 임.

6. 아래 그림에서 상단메뉴에서 OPEN 을 클릭하고 NCTA 플랜을 불러온다.

7. 아래 그림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마우스 두번 내지 세번 클릭하면 TV,
주파수(Freq), QAM(=디지탈채널모드)등을 편집 할 수 있다. 편집 후 상단메뉴에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DS2003 에 편집한 채널플랜이 다운로드된다. 이때 메뉴상단에도
진행상항을 보여주며 완료되면 PC 에 성공된 메시지가 나타난다. 계측기와 PC 간의
원활한 통신이 진행되는 중에는 계측기의 노란색 LED(전원버튼 바로 밑에 위치)이
2~3 초 간격으로 붉은색으로 변함. 저장(Save)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파일로 저장하여
나중에 이 파일을 불러서 다시 사용이 가능하다.
8. 아래 그림에서 우측의 Favorite / Tilt 는 선호하는 6 개 채널들과 틸트(1st 와 6th)를 설정
하는 기능이다.원하는 채널 ID 를 각각 넣고 우측하단의 다운로드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완료된다.
노란색

이

때도

계측기와

LED(전원버튼

바로

PC
밑에

간의

원활한

위치)이

2~3

통신이
초

되는

간격으로

중에는

계측기의

붉은색으로

저장(Save)버튼을 눌러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면 향후에 다시 사용이 가능하다.

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