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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탐지중 발견하는 타겟에 대하여 귀금속 유물등은 법령에 따라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유실물법

제 조 습득물의 조치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1 ( ) ①

유자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조 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분의 이상 분의 이하의 범위에4 ( ) 100 5 100 20

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조 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일부터 일 이내에 제 조제 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9 ( ) 7 1 1

제 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4 .

제 조 매장물 매장물이 민법 제 조에서 정하는 물건인 경우 국가는 매장물을 발13 ( ) 255② 「 」

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으로 나

누어 국고에서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

의 소유자가 같을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항의 금액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2 6③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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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셈블리

배송 상자에서 모든 부품을 제거하고 조립품 도표를 확인하여 모든 부1.

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광섬유 클레비스 하부로드에 검은 색 고무 와셔를 설치하고 클레비스2. /

하부로드를 루프에 삽입 하십시오 루프 서치 코일을 클레비스 하부로드에. / /

고정하는 데는 동봉된 정품 볼트 및 너트만 사용하십시오.

중간로드 캠락을 풀고 클레비스 하부로드를 중간로드에 삽입하여 스프3. /

링 클립 버튼을 로드의 조정 구멍 중 하나에 걸리도록 합니다 캠락을 돌.

려 단단히 잠급니다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조정 구멍은 평균 크기의 성.

인에게 적합합니다.

루프 케이블을 로드에 감아 돌리고 로드의 상단을 처음으로 돌리고 중4. ,

간로드 상단까지 회전 정도 돌립니다 루프 케이블을 제 위치에 고정 시5 .

키려면 검정색 케이블 타이를 중간로드 상단 부근에 사용하십시오 케이블.

이 컨트롤박스의 앞쪽 끝까지 감깁니다.

손잡이를 잡고 팔보호대에 팔을 끈으로 대고 루프 검색 코일을 바닥 위5. /

로 스윙합니다 착용감이 불편한 경우 스프링 클립 버튼과 캠락을 사용하.

여 하부로드 길이를 재조정하여 탐색 코일을 바닥 가까이에 놓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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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십시오.

검은색 팔보호 패드 두개에서 보호 용지를 제거합니다 팔보호대의 안6. .

쪽 패드를 센터로드 양쪽에 조심스럽게 맞추고 단단히 누르십시오.

팔보호대 스트랩을 조정하여 탐지기를 내려 놓을 때마다 팔을 벌리거나7.

내밀 지 않도록 풉니다 팔보호대 스트랩은 별도의 레버리지 및 제어 기능.

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

배터리 팩을 설치하십시오 배터리 및 충전에 대한 정보는 다음 섹션을8. .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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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및 충전기
에는 기본 전원으로 충전 가능한 배터리 팩과 백업용으로TDI-BH NiMH

표준 알카라인 배터리 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충전되면 볼트. 12

가 약간 더 적을 수 있음 를 공급하고 약 시간 동안 에(NiMH ) 4-6 TDI-BH

전원을 공급합니다 는 배터리가 약 가 될 때까지 작동하며 이때. TDI 8.5V ,

배터리 부족 가 켜집니다LED .

드롭 인 충전 크래들 부품 번호 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509-0036) NiMH

데 사용됩니다 아답터를 크래들에 연결하고 변압기에 꽂은 상태에서.

팩을 크래들에 삽입 하면됩니다 는 충전주기의 상태를 나타냅NiMH . LED

니다 가 꺼지면 충전주기가 완료되고 충전기가 자동으로 세류 모드로. LED

전환됩니다 방전 된 팩의 일반적인 재충전 시간은 시간입니다. NiMH 1-2 .

배터리를 사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충전량이 감소합니NiMH

다 완충된 밧데리로 탐지하십시오. .

알칼라인 베터리 팩은 충전기와 함께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알카라인 배터리를 충전하면 배터리가 터지거나 새어 나올 수 있습니다.

개별 배터리는 알칼라인 트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NiMH .

의 충전 시스템을 사용하여 배터리를 분리하고 충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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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작
기계가 편안한 착용감과 사용을 위해 조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1. .

주파수 오프셋을 중간 점으로 설정하십시오2. .

그라운드 발란스를 로 설정하십시오3. 6-8 .

전원을 켜고 을 로 조정하십시오4. Gain "2" .

트레시홀드와 볼륨을 조정하여 희미한 배경 잡음을 만듭니다5. .

지면에 코일을 두고 움직임 없음 이 들리기 시작할 때까지 게인을 높6. ( )

이십시오 부드러운 트레시홀드를 위해 게인을 약간 뒤로 돌리십시오. .

옵션 트레시홀드 소음의 양을 최소화 하도록 주파수 오프셋을 조정하7. :

십시오.

타겟이 없는 지점을 사용하여 코일을 위아래로 들고내려 그라운드 발란8.

스 제어를 조정하여 오디오 응답을 최소화합니다.

염분이 많거나 광물화된 지역에서 펄스 딜레이를 약9. (mineralization)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15-20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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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 유도의 원리
펄스유도 탐지기는 전통적인 유도균형 설계와 매우 다릅니다(PI) (VLF) . PI

탐지기는 연속파 자기장을 전송하는 대신 주기적으로 자기 에너지의 짧은

펄스를 전송합니다 수신기는 타겟 및 접지 정보에 대한 충동 감쇠를. PI ( )

확인합니다.

고출력 임펄스의 사용은 특히 고도로 광물화 된 토양에서 보다 우수한VLF

침투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많은 가 작동하지 않는 나쁜 곳에서 특. VLF

정 종류의 탐지를 할 때 탐지기가 최상의 선택이 됩니다PI .

특정 유형의 금속을 식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탐지기에는 전통PI

적인 판별 자 가 없습니다 감쇠 응답은 타겟 전도도 다른(discriminator) . (

특성과 함께 에 따라 달라지며 낮은 전도성 타겟은 빠른 감쇠를 가지며 높)

은 전도성 타겟은 느린 감쇠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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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쇠가 샘플링되는 지점을 결정하는 펄스 지연 제어를 사용하여 얇은 포

일과 같은 전도성이 낮은 타겟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을 더 늘리면.

보석과 같은 잠재적으로 좋은 타겟을 제거하는 대신 다른 사소한 쓰레기

표적을 없앨 수 있지만 이 방법은 거절되는 쓰레기 표적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한 에서 사용되는 그라운드 발란스 방법은 타겟 응답에 부작용이 있, TDI

습니다 그라운드 발란스 포인트 아래의 타겟 전도도는 가 높은 톤을. TDI

할당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생성합니다 이 타겟은 일반적으로 작은 너겟. ,

주얼리 및 작은 철조각과 같이 전도성이 낮습니다 그라운드 발란스 포인.

트 위의 목표 전도도는 가 낮은 톤을 할당하는 부정적인 응답을 생성TDI

합니다 이 타겟은 일반적으로 은화 유물 및 대형 철과 같이 높은 전도성. ,

을 가집니다.

스위치는 어느 한 등급의 표적을 없애거나 모두 받아Target Conductivity

들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타겟이 어떻게 반응할지 항상 명확하지.

는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려진 타겟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응답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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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s
트레쉬 홀드

트레쉬 홀드 컨트롤은 배경 오디오 톤이

들리는 레벨을 설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희미한 대상 신호는 트레쉬 홀드 레벨이

낮지만 명확하게 들리는 수준으로 설정되

면 가장 듣기 쉽습니다 트레쉬 홀드 레벨.

이 높으면 오디오 피로가 생길 수 있습니

다 트레쉬 홀드 레벨이 너무 낮으면 청취.

가능한 변경을 생성하기 위해보다 강력한

타겟 신호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트레쉬 홀드 레벨은 잡음이 없는 낮은 게인 설정에서 가장 잘 결정됩니

다 트레쉬 홀드 레벨은 자동 검색 오디오를 발생 시킬만큼 충분히 낮. " "

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디오 피로를 막기 위해 자동.

검색을 선호합니다 이렇게하려면 트레쉬 홀드 레벨 소리가 들리는 지.

점까지 트레쉬 홀드 레벨을 올린 다음 느리게 들리지 않을 때까지 천천

히 뒤로 젖히십시오 필요 이상으로 트레쉬 홀드 레벨을 줄이면 오디오.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 더 강력한 타겟 신호가 필요합니다 게인. (Gain),

그라운드 밸런스 및 주파수 오프셋(Ground Balance) (Freq-

을 포함한 기타 컨트롤은 가청 트레쉬 홀드 레벨로 조정uency offset)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파워 게인/

컨트롤은 수신 신호의 증폭을 증가Gain

또는 감소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이 탐지. ,

기는 탐지기가 타겟을 얼마나 깊이 보았"

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게인을 증가 시" .

키면 타겟 신호의 증폭뿐만 아니라 그라

운드신호 및 전자기 간섭 의 증폭도(EMI)

증가합니다 일반적인 실수는 더 높은 게.

인이 항상 더 나은 깊이를 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에어 테스트에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실이지만 결과는, mineralization

의 양과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면에 코일을 놓은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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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탐지기가 윙 소음을 보일 때까지 게인을 높인 다음 적당히 안정“ ~”

된 트레시홀드 음으로 약간 뒤로 내립니다 주파수 오프셋 제어를 사용.

하여 관련 잡음을 처리하고 적절한 그라운드 밸런싱은 광물 화로EMI

인한 잡음을 최소화합니다 게인 컨트롤은 또한 탐지기를 켜거나 끄는.

데 사용됩니다.

펄스 지연

는 펄스를 전송 한 다음 짧은 시간 지TDI

연 후에 수신 된 신호를 샘플링합니다.

는 이 시간 지연을 마Pulse Delay 10 s (μ

이크로 초 에서 까지 조정할 수 있습) 25 sμ

니다 전송 된 임펄스에 대한 응답으로. ,

모든 타겟은 급격한 감쇠로 반응합니다.

전도도에 관계없이 응답은 샘플 지연이

낮을 때 가장 강력하고 지연이 클수록 약

합니다.
그러나 전도성이 낮은 타겟 또는 얇은 타겟은 전도성이 높거나 두꺼운

타겟보다 빠르게 감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펄스 유도 원리 섹션을 참.

조하십시오.

더 작은 금 너겟이 이전 범주에 속하므로 너겟 탐지는 펄스 지연을 가

능한 한 낮게 설정하려고합니다 동전이나 유물 탐지는 얇은 호일 쓰레.

기를 두드리고 원하는 타겟을 탐지하기 위해 지연을 늘리고 싶어합니

다 대부분의 철 특히 더 큼 은 오래 감쇠로 반응하며 대개 지연 설정. ( )

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도성 염분은 빠른 감쇠로 반응하며 낮은 지연 설정에서 감지 할

수 있습니다 젖은 소금 모래에서 해변 탐지를 한다면 소금 반응을 없. ,

애기 위해 지연을 까지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건조한 소금은 일15 s .μ

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젖은 모래에서 마른 모래로 옮겨 가면

서 작은 보석 품목을 더 잘 감지하기 위해 딜레이를 뒤로 돌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펄스 지연은 그라운드 발란스 포인트에 영향을 미치므.

로 딜레이가 변경 될 때마다 그라운드 발란스를 확인하고 다시 조정해

야합니다 펄스 지연이 클수록 낮은 그라운드 발란스 설정이 필요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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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전도도

목표 전도도는 의 그라운드 발란스 포인트 보다 높거나 낮은 목표의TDI

유도저항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금은 낮은 도체 높은 톤 로 간. ( )

주되고 은은 높은 도체 낮은 톤 로 간주됩니다 철은 종종 높은 톤과 낮( ) .

은 톤 사이에서 앞뒤로 이동하는 혼란스럽고 휘몰아치는 피치를 생성합니

다 그라운드 발란스 노브를 위치로 돌리면 톤 응답이 비활성화 됩. OFF 2

니다.

타깃 전도도는 동일 금속의 타겟 일지라도 상당히 다양 할 수 있음에 유

의하십시오 작은 금 너겟은 일반적으로 낮고 큰 금 너겟은 일반적으로 높.

지만 전환이 일어나는 곳은 금 합금의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낮은 전도도.

모드에서 탐지하면 매우 큰 너겟이 제거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¹⁽ ⁾

유물과 보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총알 버튼 및 대부분의 버. ,

클이 높은 도체로 등록되지만 커프 버튼은 종종 낮은 도체로 반응합니다.

대부분의 작은 보석류는 낮은 도체로 반응하지만 큰 반지는 높은 전도성

범위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미국 센트 및 눌려진 은 또는 매우 작은.

청동 동전과 같은 작거나 가는 동전 같은 대부분의 동전은 높은 범위에

있습니다.

-----------------------------------------------------------
초대형 너겟의 가능성은 탐지하는 곳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1). .

의 금 함유 지역에서 탐지 가능한 금은 전도성이 낮은 표적으로 등록되는

크기가 여러 그램 인 작은 사각 덩어리로 발견됩니다 알래스카와 호주 금.

은 여전히 높은 전도성 타겟으로 반응 할 수 있는 여러 온스 크기의 너겟

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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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 밸런스

이 컨트롤은 지표 에서 신mineralization

호 균형을 이루는 데 사용됩니다.

그라운드 발란스가 없는 직선형 모드PI

에서 가 작동하는 위치가 있습니TDI OFF

다.

의 그라운드 발란스를 최적 상태로 유TDI

지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게인.

을 중간 지점 또는 오디오에서 잡음이 들

리기 시작할 때까지 설정하십시오.
오디오의 변화를 듣는 동안 지상에서 약 인치에서 지상 위의 인1 6-8

치까지 탐지 코일을 위아래로 펌핑 하십시오 가 너무 낮으면 코일. GB

이 지면으로 내려갈 때 오디오의 톤이 높아집니다 가 너무 높으면. GB

오디오의 톤이 낮아집니다 최소한의 오디오 변경 만 위해. Ground

컨트롤을 조정하십시오 대부분의 적당한 광물의 경우 이것은Balance . ,

주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기술은 의도적으로 를 너무"7-8" . GB

낮게 예 설정 한 다음 코일을 펌핑하고 고음이 저음으로 전환되( : 5)

기 시작할 때까지 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GB .

컨트롤이 변경되면 아마도 설정을 다시Pulse Delay Ground Balance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일을 스윙하면서 지면 노이즈 잘못된. (

신호 를 듣기 시작하면 그라운드 밸런스를 점검해야합니다) .

특정 대상이 그라운드 발란스 포인트의 꼭대기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경

우가 있으며 가 이 대상을 전혀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라TDI .

운드 발란스 포인트 에 가까운 타겟은 그라운드 발란스 제어를 조정하

면 반응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타겟은 에서는. , GB = 9

낮은 도체 응답이지만 에서는 높은 도체 응답을 가질 수 있습GB = 5

니다.

그라운드 밸런스를 위치로 돌리면 그라운드 밸런스가 비활성화되OFF

고 는 탐지기로 작동합니다TDI PI .

이는 완벽한지면 그라운드 발란스 설정에 해당하는 타겟에 대한 반응이

약간 개선되지만 는 에 반응하고 전도도를 식별 할TDI mineralization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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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이 컨트롤은 송신기 펄스 속도를 약간 조

정합니다 이것은 라디오 방송국 전자 레. ,

인지 단파 전기 울타리 전력선 번개, , , , ,

폭풍 또는 근처에 사용되는 다른 금속 탐

지기와 같은 외부 전자기 원인으로 인한

간섭을 막는 데 사용됩니다 이 간섭은 오.

디오 트레쉬 홀드가 불안정하거나 반복적

인 펄스에 의해 인식되면 타겟 신호를 감

출 수 있습니다.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주파수 제어를 조정하여 잡담을 최소화하십시오.

가 안정화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정 사이에 몇 초가 걸리는 작은TDI

단계로 조정을 수행 해야합니다 주파수 제어에 간섭을 감당할 수 없다.

면 및 또는 설정을 줄여 합리적으로 안정된 작동, Gain / Threshold

점을 얻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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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TDI
그라운드 발란스 조정

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펄스 유도 깊이를 유지하면서 지표TDI

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개의 감쇠 샘플을mineralization . 2

비교하는 차동 기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컨트롤은. Ground Balance

두 샘플이 동일한 응답을 가질 때까지 조정되어 그라운드 발란스 신호를

취소합니다.

포인트 이하의 타겟은 전반적인 긍정적인 응답을 생성하고 포인트GB GB

이상의 타겟은 전반적인 부정적인 응답을 생성합니다 대체로 두 가지 범. ,

위의 목표는 전도도에 달려있어 가 별 할 수있는 능력을 부여합TDI ᅟᅵᆨ
니다.

드문 경우지만 타겟이 포인트에 가깝게 떨어지면 응답이 전혀 없거나GB

이중 톤 반응을 보입니다.

그라운드 발란스는 감산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라운드 발란스

가 켜지면 약간의 깊이가 손실됩니다 일부 지상 특히 중립적인 해변 모. ,

래는 그라운드 발란스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온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를 끌 수 있으며 는 직선형 모드로 작동합니다Ground Balance TDI PI .

이렇게 하면 깊이는 약간 향상되지만 전도도가 낮은 타겟과 높은 타겟을

구별 할 수는 없습니다.

오디오

에는 다음과 같은 오디오 색조 응답이 있습니다T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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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모든 타겟이 고음 또는 저음 중 하나의 오디Ground Balance = On

오 응답을 제공합니다 신규 사용자는 이 설정을 사용하고 다양한 타겟과.

연습하여 오디오 응답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니켈 또는 작은 금 너겟은 전도성이 낮은 타겟에 대해서는 잘 작동하고

높은 전도성 타겟를 달성합니다 는 동작 탐지기이므로 타겟 응답은 코. TDI

일의 동작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일을 대상 위에 고정 시키면 오디오 응답.

이 트레쉬 홀드 음으로 다시 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 광석이없는 해변 를 요구하기에 충Ground Balance ( : )

분한 광물이 없으며 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Ground Balance .

서는 모든 대상에 대한 오디오 응답이 높습니다.

트레쉬 홀드를 이상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의 최적 결과에 필수TDI

적입니다 각 사람의 청력 및 선호도는 다를 수 있지만 과도한 배경 잡음.

없이 희미한 신호가 최고조에 도달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트레쉬 홀드를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다음은 낮은 도체 응답 높은 도체 응답 및. ,

랜덤 잡음을 포함하여 오디오 응답을 나타냅니다.

이상적인 무소음 응답은 검색 코일을 분리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적인 반응 이상의 모든 것은 높은 톤을 가지며 이상적인 응답 아래의

것은 낮은 톤을 갖습니다 가 많거나 게인이 적극적으로 높게 설정되. EMI

면 오디오 잡음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www.findgold.co.kr
구입문의 : 010-8440-3774

- 16 -

해변 탐지나 금광 탐사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파야합니다" ."

라고 하는 이유는 다양한 종류의 금광과 보석이 생성 할 수 있는 광범위

한 타겟 소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보물 탐지시 직면하는 가장 큰 장.

애물은 켄뚜껑 철 핀 및 기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귀가 가장 좋은 판별 자이며 얼마 동안 를 사용하면 오디오 응답의, TDI

미묘한 부분을 듣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신호의 끝 부분에.

주의하십시오 좋은 타겟은 스윙시 깨끗한 신호의를 생성하는 반면 정크. ,

는 음색의 끝에서 더 많은 변화를 가진 깨지거나 변덕스러운 사운드를 생

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남긴 모든.

신호가 좋은 신호 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처음 시작될 때 모든 신호를 파헤 치면 실제로 기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각 타겟을 파면서 타겟의 소리를 기억하며 정크를 판 후에는. ,

각 타겟의 오디오 지문이 무엇인지를 배우게되어 귀를 기울여보다 효과적

으로 식별화 할 수 있습니다.

트레쉬 홀드는 또한 오디오에 얼마나 많은 노이즈가 전달되는지에 영향

을 미칩니다 보통 트레쉬 홀드는 일부 잡음 통과를 허용합니다 회색 영. (

역의 항목은 모두 표시되지 않음 이 경우 게인 설정에 따라 적당한 정도).

의 소리가 들립니다 약한 타겟 신호는 통과 할 수 있지만 잡음과 구별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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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쉬 홀드가 낮으면 가 더 조용해지고 잡음이 덜 하지만 톤 응답을TDI

생성하려면 더 강력한 목표 신호가 필요합니다.

더 낮은 트레쉬 홀드는 더 높은 게인 설정에 대해 재생할 수 있지만 결과,

가 거의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트레쉬 홀드를 낮게 설정하면 타겟이 감지 될 때 까지 오디오

사운드가없는 자동 검색 오디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점은 감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약한 타겟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물 결과가 여전히 최적으로 조정 된 트레쉬홀드 보다 감도가 낮

지 만 게인을 증가시켜 이를 상쇄 할 수 있습니다.

펄스 지연

전송 된 펄스의 끝에 가깝게 샘플링하면 크기나 전도도에 관계없이 모든

금속 타겟에 가장 높은 감도를 부여합니다 가 로 증가함. Pulse Delay 25 sμ

에 따라 낮은 도전성 타겟이 떨어져서 더 높은 전도성 타겟만 남게됩니다.

전도도가 타겟이 어떻게 반응 하는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크기 두께 및 모양 또한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서브 그램 금 너겟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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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낮은 지연 설정에서만 감지 할 수 있는 반면 동일한 합금 일지라도 큰,

너겟은 높은 지연 설정에서 감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표면 효과.

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작은 얇은 타겟의 반응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

좋은 연습은 서로 다른 펄스 지연 설정에서 다른 타겟을 실험하는 것입니

다 이것은 모든 타겟이 똑같이 톤 반응 없음 소리가 나고 타겟에 대. (2 )

한 감도가 더 쉽게 관찰 될 수 있도록 를 꺼 놓은 상태에Ground Balance

서 가장 잘 수행됩니다 펄스 지연이 신호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한 후에는.

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테스트를 수행하여 타겟이Ground Balance

높은 톤 또는 낮은 톤을 생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소리.

를 확인하여 타겟을 제거하거나 수락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토양에서는 최소 펄스 지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소금물 토양 예 바닷물 서핑 구역 은 낮은 도체 타겟처럼 동작하며( : )

설정에 관계없이 반응합니다 펄스 지연을 약 로Ground Balance . 15 sμ

증가 시키면 젖은 소금 반응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핑 구역에.

서 건조한 모래로 이동하면 건조한 소금 모래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므

로 감도를 최대화하기 위해 펄스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농축의 검은.

모래가 있는 지역에서는 펄스 지연이 증가 할 수도 있습니다.

펄스 지연 설정을 변경하면 그라운드 발란스 포인트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 발란스를 다시 조정해야합니다TDI .

듀얼 필드 코일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면 검색 코일의 크기가 깊이와 감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게됩니다 큰 코일은 더 큰 목표물에서 더 나은 깊이를 제공하지만.

작은 목표 감도를 희생하고 작은 코일은 작은 목표물에 더 나은 감도를

갖지만 깊이는 적습니다.

감지 할 수 있는 금 너겟은 여러 알갱이에서 여러 온스까지 다양 할 수

있으므로 깊이와 감도를 모두 제공하는 코일이 이상적입니다.

는 특허받은 이중 필드 코일을 사용합니다 이 코일은 문자 그대TDI (DF) .

로 큰 대상 깊이에 대해 더 큰 외부 코일과 작은 대상 감도에 대해 더 작

은 내부 코일을 동시에 실행하는 두 가지 크기의 코일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내부 코일이 인치 인 코일조차도 낱알 몇개만 채취 할6 12 "DF

수 있습니다.

적절한 스윙 기술은 모든 탐지기에서 중요하며 코일은 약간의 비틀어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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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추가합니다 원형 코일은 아래 그림과 같이 원추형 감도 패턴을 나타.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깊이에서 적용 범위는 코일 크기보다.

작으므로 연속 스윙이 약 겹치도록 권장됩니다50 % .

코일에는 자체 원추형 감지 패턴이 있는 내부 코일이 추가되어 있습니DF

다 이 코.

일은 더 큰 코일이 놓칠 수 있는 더 얕은 작은 타겟에 가장 민감하므로 이,

러한 타겟에서 가장 좋은 커버리지를 얻으려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부

코일에 의 오버랩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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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스윙을 중첩하는 것 외에도 코일을 지면과 가깝고 평행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윙이 바르지 않으면 깊이가 감소하고 지면 균형이 완. ,

벽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루프 높이의 변화가지면 응답을 생성합니다.

다음 그림은 부적절하고 적절한 코일 스윙 동작을 보여줍니다.

소음 조절

검출기는 광대역 수신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 대역 설계보다PI VLF

잡음 및 간섭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소음을 처리하기위한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에는 전체 맥박을 약간 조정하는. , TDI Frequency Offset

컨트롤이 있습니다 임계 값과 게인을 가벼운 채터 링 지점까지 올리면 채.

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파수 제어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조정하십시오.

일부 소음원은 전기 울타리와 같이 전자적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잡음.

소스를 식별하고 비활성화하십시오 압도적 인 수의 소스로 인하여. EMI

실내 테스트는 감지기로하기가 어렵습니다 컨트롤로 노이PI .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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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를 최소화 할 수 없다면 또는 를 낮추는 것이 최선의, Gain Threshold

방법입니다 과도한 잡담은 대상을 쉽게 마스크하고 오디오 피로를 초래합.

니다 매끄러운 오디오의 감도를 상쇄하여 대상을들을 수 있습니다. .

한글설명서 제작 금상첨화 싸그리: 010-8440-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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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BH Specifications
Operating mode____________________________Pulse Induction

Pulse Frequency____________________________2.6kHz - 3kHz

Pulse Delay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0 s - 25 sμ μ

Search modes_______________________PI, Ground balanced PI

Ground balance___________________________Differential delay

Audio tone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Hi/Lo

Audio output________________________Hard-wired headphones

Search coi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2” Dual Field

(aftermarket coils available)

Weight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5 lbs (12” DF coil)

Length__________________________43 - 48 inches, adjustable

Batteries___________________________(8) AA, NiMH & alkaline

Battery life___________________________5-6 hours typical ²⁽ ⁾

Warranty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 years, transferrable

Waterproof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5ft/7.5m

Customer Support
에 관한 질문입니까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TDI-BH ? .

문의 :

카톡 라인Phone, , : 010-8440-3774 (KOR)

email us: czar94@naver.com

Internet: https://www.findold.co.kr

---------------------------------------------------

(2). 2200mAh NiMH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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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anty
If within two years (24 months) from the original date of purchase, your White s detector fails
due to defects in either material or workmanship, White s will repair or replace at its option, all
necessary parts without charge for parts or labor. Simply return the complete detector to the
Dealer where you purchased it, or to your nearest Authorized Service Center. The unit must be
accompanied by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symptoms of the failure. You must pro-vide proof
of date-of-purchase before the unit is serviced. This is a transferable manufacturer warranty,
which covers the instrument two years from the original purchase date, regardless of the owner.
Items excluded from the warranty are nonrechargeable batteries, accessories that are not
standard equipment, shipping/handling costs outside the continental USA, Special Delivery costs
(Air Freight, Next Day, 2nd Day, Packaging Services, etc.) and all shipping/handling costs inside
the continental USA 90 days after purchase.
White s registers your purchase only if the Sales Registration Card is filled out and returned to
the factory address by your dealer, soon after origi-nal purchase for the purpose of recording
this information, and keeping you up-to-date regarding White s ongoing research &
development. The warranty does not cover damage caused by accident, misuse, neglect,
alterations, modifications, unauthorized service, or prolonged expo-sure to corrosive compounds,
including salt. Duration of any implied war-ranty (e.g.,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hall not be longer than the stated warranty. Neither the manufacturer or the
retailer shall be liable for any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Some states however, do not
allow the limitation on the length of implied warranties, or the exclusion of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Therefore, the above limitations may not apply to you. In addition, the
stated warranty gives you specific legal rights, and you may have other rights which vary from
state-to-state. The foregoing is the only warranty provided by White s as the manufac-turer
of your metal detector. Any extended warranty period beyond two years, which may be
provided by a Dealer or other third party on your detec-tor, may be without White s authority
involvement and consent, and might not be honored by White s Electronics, Inc.

구입일로부터 년 개월 이내에 의 탐지기가 재료 또는 제작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고장난 경2 (24 ) White
우 는 부품 또는 인건비를 불필요하게 필요한 모든 부품을 수리 또는 교체합니다, White .
전체탐지기를구입한판매점이나가까운공인서비스센터에반환하십시오 고장증상에대한자세한설명.
을첨부해야합니다 장치를수리하기전에구입날짜의증거를제출해야합니다 이것은양도가가능한제조업. .
체보증이며 소유자와상관없이원래구입일로부터 년동안보증됩니다, 2 . 보증에서제외되는항목은일회용
이아닌배터리 표준장비가아닌액세서리 미국이외의운송 취급비용 특별운송비용 항공화물 다, , / , ( ,
음날 일차 포장 서비스 등 및 모든 구입 후 일 이내에 미국 본토 내에서의 운송 취급 비용, 2 , ) 90 / .

는 판매 등록카드가작성되어이정보를기록할목적으로원래구입직후판매자의공장주소로White 's
반송 된 경우에만 구입을 등록하고 의 진행중인 연구 개발 보White & . 증은 사고 오용 방치 개조 개조, , , , ,
무단 서비스또는염분을포함한부식성화합물에대한장기간의노출 묵시적보증기간 예 상품성및. ( :
특정목적에대한적합성은명시된보증보다길어서는안됩니다) . 제조업체또는소매업체는부수적또는
파생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앞의 내용은 귀하의금속탐지기 제조사로서 가제공 한유일한보증입니다 년을 초과하는 연장White . 2 "
보증 기간은 판매점이나 기타 제 자에 의해 귀하의 수취인이 제공 할 수 있으며 화이트" 3 ,
의 권한 참여 및 동의가 없을 수 있으며 는 이를 존중할 수 없습니White's Electronics,Inc.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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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 BH
Treasure Hunter s Code of Ethics

트레져 헌터의 윤리 강령
검색하기 전에 항상 현지 법률을 확인하십시오1. .
사유 재산에 접근하기 전에 항상 소유자의 허가를 얻어야합니다2. .
모든 구멍을 다시 채우고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3. .
발견 된 모든 쓰레기를 제거하고 처리하십시오4. .
습득한 귀중품은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에 습득신고를 하십시오5. .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보물을 파괴하지 마십시오6. .
자연 자원 야생 생물 및 재산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보호하십시오7. , .
취미 생활을 위한 대사로 활동한다 사려 깊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십시오8. . .

White’s metal detectors are proudly designed,

built, and tested in Sweet Home, Oregon USA

by the employees of White’s Electronics.

화이트 메탈 디텍터는 자랑스러운 의 직원들에 의해White Electronics

미국 오리건 주 스위트 홈에서 설계 제작 및 테스트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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