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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실물법� �

제1조(습득물의�조치)�①�타인이�유실한�물건을�습득한�자는�이를�신속하게�유실자�또는�소유자,�경찰서에�제출하여야�한다.

제4조(보상금)�물건을�반환받는�자는�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하의�범위에서�보상금을�습득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아니한� 자는� 제4조의�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취득할� 권

리를�상실한다.

제13조(매장물)� ②� 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서� 정하는� 물건인� 경우� 국가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상당한�금액을�반으로�나누어�국고에서�각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다만,� 매장물을�발견한�자와�매장물이�발견된�토지의�소유자가�같을�때에는�그�

전액을�지급하여야�한다.

③�제2항의�금액에�불복하는�자는�그�통지를�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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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지기�켜기 2 5초간�대기 3 탐지시작

탐지�모드 탐지�모드�버튼을�눌러�다음�탐지�모드를�선택하십시오.

� � VANQUISH� 440�및� 540에는�각각의�고유한�타겟�분리�및�깊이�기능이�있는� 4개의�탐지�모드가�있습니다.�

� � 적절한�탐지�모드를�선택하면�원하는�타겟을�더�많이�찾을�수�있습니다.

동전�모드 쥬얼리�모드

전�세계의�공원과�해변에서�동전을�찾으십시오.

코인� 모드는� 모든� 모드� 중에서� 최고의� 타겟� 분리� 능력을� 가

지고� 있기�때문에� 쓰레기가� 많은� 지역� 탐지시� 권장� 됩니다.�

이것은� 철� 쓰레기� 바로� 옆에� 묻힌� 좋은� 타겟을� 놓치지� 않을�

것임을�의미합니다.

이� 모드의� 기본� 식별� 패턴은� 모든� 철� 타겟을� 거부하고� 포일

과�같은�작은�비철�쓰레기를�거부합니다.

잃어버린�귀중한�반지등�쥬얼리를� �찾으십시오.

쥬얼리� 모드는� 타겟� 분리와� 깊이의� 균형을� 유지하여� 유물� 모

드와�동전�모드�사이에�탁월한�성능을�발휘합니다.�

다른� 모드와�달리,� 쥬얼리� 모드는� 고급� 금� 보석이� 쓰레기로�분

류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따라서� 쥬얼리� 모드는� 모든� 모양,�

크기�및�금속�구성의�쥬얼리를�찾는�데�이상적입니다.

이�모드의�기본�식별�패턴은�철�타겟만�거부합니다.

유물�모드 사용자�모드

들판과�산에서�잊혀진�유물을�찾으십시오.

유물� 모드는� 모든� 모드에서� 최고의� 탐지� 깊이를� 가지지만�

타겟� 분리� 능력이� 약간� 감소합니다.� 즉,� 오랫동안� 잃어버린�

보물을�찾기�위해�가능한�한�깊이�탐지�할�수�있습니다.

이� 모드의� 기본� 식별� 패턴은� 모든� 철� 대상을� 거부하고� 포일

과�같은�작은�비철�쓰레기를�거부합니다.

사용자�정의�모드.

이� 모드는� 선호하는� 탐지� 모드와� 고유한� 식별� 패턴을� 저장하

기� 위한� 것입니다.� 탐지기의� 전원을� 끌� 때� 변경� 사항을� 잃지�

않고� 이� 모드에서� 식별� 패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침은� "

사용자�정의�탐지�모드�저장"페이지와� 13을�참조하십시오.

기본� 식별� 패턴은� 모든� 철� 타겟을� 거부하고� 포일,� 풀탭� 및� 병�

뚜껑과�같은�광범위한�비철�쓰레기를�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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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1.� 백라이트�켜짐� /�꺼짐� (540� only)

백라이트를�켜거나�끕니다� (6� 페이지).

7.� 수락� /�거부

개별� 식별� 세그먼트를� 설정� /� 해제하여� 타겟을� 수락하거

나�거부합니다� (12�페이지).
2.� 전원�켜기� /� 끄기

탐지기를�켜거나�끕니다.

꺼짐� (7� 초)을� 길게� 눌러� 공장� 설정� 값을� 복원하십시오�

(20�페이지).

8.� 식별�패턴�편집

식별� 패턴을� 편집할� 때�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개별�

식별�세그먼트를�선택합니다� (13�페이지).

3.� 볼륨�조절

오디오�볼륨�레벨을�조정합니다� (6�페이지).
9.� 탐지모드

사용�가능한�다음�탐지�모드를�선택합니다� (3� 페이지).

길게� 누르면� 현재� 탐지� 모드� 식별� 패턴을� 사용자� 정의� 탐

지�모드� (13�페이지)에�저장할�수�있습니다.
4.� All‑Metal
철분을�포함한�모든�금속�타겟을�탐지하기�위해�모든� All�

metal� 식별�패턴을�켜거나�끕니다� (14� 페이지).

길게�눌러� Iron� Bias� (540� only)를�전환하십시오� (7�페이

지).

10.Bluetooth� On� /� Off� (540� only)

무선� 헤드폰� 연결을� 위해� Bluetooth를� 활성화합니다� (11�

페이지).

새� 헤드폰을� 연결하기� 위해� Bluetooth� 페어링을� 활성화하

려면�길게�누르십시오� (11� 페이지).

5.� 정확한

길게�누르면�복구�전에�대상의�정확한�위치를�찾을�수�있

습니다� (8� 페이지).

11.� 타겟�식별�안내서

해당� 타겟� 식별� 세그먼트에� 대해� 찾을� 수� 있는� 타겟� 유형

을�나타내는�참조�안내서.

6.�감도

감도�레벨을�조정합니다� (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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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1.� 배터리�잔량

현재�배터리�잔량을�나타냅니다� � (15� 페이지).

7.� 타겟�식별�번호

탐지�된�타겟의�숫자�값을�나타내어�타겟을�파기�전에�물

체를� 식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25센트는� 항

상�동일한�타겟�식별� (ID)�번호가�표시됩니다.

음수는�철이며,� 양수는�순금� (낮은� ID)에서� 은� (높은� ID)에�

이르기까지�비철입니다.

2.� 백라이트�표시기� (540� only)

백라이트가�켜져�있음을�나타냅니다� (6� 페이지).

3.� Bluetooth� 표시기� (540� only)

Bluetooth� 무선� 오디오가� 켜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11�

페이지). 8.� 깊이�게이지

탐지� 된� 타겟의� 대략적인� 깊이를� 나타냅니다� (10� 페이

지).
표준�블루투스

Bluetooth� Qualcomm® aptX�™� � 저�지연을�위한�최적의�

무선�오디오�성능 9.� 탐지모드

활성�탐지�모드를�표시합니다� (3�페이지).

4.� 볼륨�레벨

� 탐지기�오디오�볼륨을�표시합니다� (6� 페이지).
10.� 식별�세그먼트

타겟� 식별� 번호� 그룹을� 스케일의� 단일� 세그먼트로� 나타냅

니다.� 식별� 패턴을� 생성하기� 위해� 세그먼트를� 켜거나� 끌�

수�있습니다� (12�페이지).

식별�세그먼트는�타겟�식별�안내서와�일치합니다.

5.� 감도�수준

감도�레벨을�표시합니다� (7�페이지).

6.� Iron� Bias�지시기� (540� only)

감도�레벨을�조정합니다� (7�페이지).

11.� 핀� 포인트�지시기

핀�포인트가�활성화되었음을�나타냅니다� (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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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기�설정

음량
음량�조절은�타겟�신호의�음량을�변경합니다.

음량�-�및�+� 버튼을�사용하여�음량�레벨을�조정하십시오.�

누를�때마다�음량이�한�단계씩�감소�또는�증가합니다.

백라이트
VANQUISH� 540에는� 저조도� 상황에서� 탐지하기� 위한�

적색� 백라이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위해�탐지기를�켤�때�백라이트는�꺼져�있습니다.

백라이트� 버튼을� 눌러� 백라이트를� 켜거나� 끕니다.� 백라

이트가� 켜지면� 디스플레이에� 백라이트� 표시기가� 나타납

니다.
음량�조절�버튼

백라이트�버튼 백라이트�표시기

최대�또는�최소�음량�레벨에�도달하면�저음이�울립니다.

화면의�음량�레벨� 표시기에�현재�대략적인�음량�레벨이�표시

됩니다.�각�막대는�두�가지�수준을�나타냅니다.

최대� 음량을� 표시하는� 음량� 레벨� 표시기�

(레벨� 9�또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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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기�설정

감도
VANQUISH� 시리즈� 탐지기는� 매우� 민감하며� 감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탐지� 조건에� 대해� 올바른� 감도� 수준을� 설

정하면�탐지�깊이가�최대화됩니다.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려면� 항상� 가장� 안정적인� 감도�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화면의�감도�레벨�표시기는�현재�감도�레벨을�보여줍니다.�각�

막대는�하나의�수준을�나타냅니다.

자동�노이즈�캔슬

VANQUISH� 시리즈� 탐지기에는� 탐지기� 전원을� 켤� 때마다� 발

생하는� 자동� 소음� 제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지�않도록�탐지기를�보정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자동� 노이즈� 캔슬이� 완료� 될� 때까지�

(타겟� ID� 번호� 영역에� 두� 개의� 큰� dash로� 표시)� 코일이� 지면�

바로�위에�고정되어�있어야합니다.

최대� 감도� (레벨� 10)를� 표시하는� 감도� 레벨� 표

시기� (540� 표시)

IRON� BIAS
IRON� BIAS� 기능은�기본적으로�높음으로�설정되어있어�탐지기

에서� 녹슨� 못� 또는� 병마개� 같은� 크고� 복잡한� 철� 타겟을� 철로�

올바르게�분류할�수�있습니다.

VANQUISH� 540을� 사용하면� IRON� BIAS� 레벨을� Low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탐지기는� 밀집된� 철� 쓰레기� 중� 동

전을�더�잘�식별�할�수�있습니다.

감도�조정

1.� 코일을� 고정한� 다음� Sensitivity� Plus� 버튼을� 사용하여� 잘

못된�신호가�발생하기�시작할�때까지�감도를�높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감도�조정�버튼

IRON� BIAS를�낮음�설정� (540� only)

VANQUISH� 540� Iron� Bias는� 탐지기� 전원을� 켤� 때마다� 기본�

설정으로�돌아갑니다.

1.� All-Metal� 버튼을�약� 2�초간�길게�누릅니다.

2.� 잘못된� 신호가� 사라질� 정도로� 감도� -� 버튼을� 눌러� 감도�

수준을�줄입니다.

3.� 깨끗한� 지면� 위로� 코일을� 스윙하고� 지면� 노이즈가� 발생하

면�감도�레벨을�더�줄입니다.

� � � � � � � � � � � �
All-Metal� 버튼�

(Iron� Bias의�경우�길게�누름)과도한� Noise

때로는�탐지하는�동안�과도한� Noise가�발생합니다.

이는� 전선케이블,� 휴대� 전화� 기지국,� 다른� 금속� 탐지기와� 같

은�환경�전자기�간섭� (EMI)으로�인해�발생할�수�있습니다.

노이즈가� 문제인� 경우� 노이즈가� 제거� 될� 때까지� 다음� 단계를�

순서대로�시도하십시오.

1.� 전자기�간섭� (EMI)의�지역에서�멀리�떨어지십시오.

2.� 탐지기를� 다시� 시작하고� 자동� 노이즈� 캔슬� 프로세스가� 완

료�될�때까지�기다립니다.

3.� 탐지기를� 다시� 시작해도� 과도한� 소음이� 제거되지� 않으면�

감도�수준을�낮추십시오.

2.� Iron� Bias� 표시기가� Target� Identification� Number� 왼쪽의�

화면에� 표시되어� Iron� Bias가� Low로� 설정되었음을� 나타냅니

다.

� � � � � � � � � � � � Iron� Bias� 표시기

3.� Iron� Bias� 설정을� High로� 되돌리려면� All-Metal� 버튼을�약�

2� 초간� 길게� 누릅니다.� Iron� Bias가� High로� 설정되면� Iron�

Bias� 표시기가�꺼지고�아이콘이�표시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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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

핀� 포인트를� 사용하면� 묻힌� 타겟의� 위치를� 신속하게� �

정확한�위치를�결정할�수�있습니다.

톤과� 음량의� 차이는� 타겟의� 위치와� 깊이를� 찾는데� 도움

이�됩니다.

핀�포인트로�타겟�위치�찾기
1.� 코일을� 대략적인� 타겟�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

서� 핀� 포인트� 버튼을� 길게� 눌러� 핀� 포인트를� 활성화합니

다.�핀포인트�표시기�십자선이�화면에�나타납니다.

핀�포인트�버튼

핀�포인트�표시기�십자선

2.� 코일을� 지면과� 평행하게� 유지하고� 코일을� 타겟� 위치

에서� 두세� 번� 천천히� 스윙하십시오.� 보다� 정확한� 오디오�

응답을�위해� Pinpoint� 기능을�보정합니다.

3.� 가장� 큰� 신호를� 듣고� 디스플레이에서� 핀� 포인트� 화면

을�보고�타겟의�중심을�찾으십시오.

Pinpoint� 기능은� 매우� 좁은� 타겟� 응답만� 남을� 때까지� 각�

스윙에서� 감도를� 줄여� 타겟� 응답을� 확인합니다.� 이는� 타

겟의�정확한�위치를�식별하는데�도움이�됩니다.

4.� 식별� 척도의� 모든� 세그먼트가� 켜져� 있으면� 타겟이� 코

일�중심�아래에�있게됩니다.

핀�포인트�화면�보기
Pinpoint가�활성화되면�타겟�신호�강도가�식별�세그먼

트에�표시됩니다.�이는�매장된�타겟을�정확하게�찾는데

도움이됩니다.

코일의� 중심선이� 타겟에� 접근하면� 식별� 세그먼트가� 외

부에서� LCD� 중심을� 향하여� 채워집니다.� 식별� 세그먼트

가� 모두� 켜져� 있으면� 타겟이� 코일의� 중심선� 바로� 아래

에�있습니다.

약하거나�벗어난�타겟�신호� :� 식별�세그먼트가�더�적습니다.�

타겟은�코일�범위�밖에�있습니다.

가장� 강한� 목표� 신호� :� 모든� 식별� 세그먼트가� 켜져� 있습니다.�

타겟은�코일�중심선�바로�아래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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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

타겟위치�수동�확인
Pinpoint를� 사용하지� 않고� 대상을� 성공적으로� 찾을� 수�

있지만�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원하는� 타겟이�

쓰레기로�둘러싸여�있을�때�필요할�수�있습니다.

1.� 코일을� 지면과� 평행하게� 유지하면서� 코일을� 타겟�

위치에서�천천히�스윙하십시오.

2.� 가장� 큰� 타겟� 신호� 응답을� 확인하여�타겟의� 중심을�

찾으십시오.

3.� 위치를� 메모하거나� 신발이나� 스쿱으로� 지면에� � 표

시하십시오.

4.� 코일을�타겟�위로�직각으로�초기�방향으로�통과시킬�

수�있도록�한쪽으로�이동하십시오.

5.� 새� 위치에서� 1� 단계와� 3�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타

겟은�두�개의�가상선이�교차하는�곳에�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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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게이지

깊이� 게이지는� 탐지된� 타겟의� 대략적인� 깊이를� 나타냅

니다.

깊이� 게이지는� 가이드일� 뿐입니다.� 화살표가� 적을수록�

타겟이� 얕아지고� 화살표가� 많을수록� 타겟이� 깊음을� 나

타냅니다.� 정확도는� 타겟의� 유형과� 지면� 조건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타겟이� 탐지된� 후에는� 깊이� 게이지가� 최대� 5초� 동안�

또는�다음�타겟이�탐지�될�때까지� LCD에�유지됩니다.

탐지가� 없으면� 깊이� 게이지� 아이콘과� 화살표가� 꺼집니

다.

다음은� 깊이� 게이지� 판독� 값의� 예와� 미국� 25센트� 동전

의�대략적인�타겟�깊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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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오디오� (540� only)

모든� 표준� Bluetooth®� 헤드폰� 또는� 이어버드를�

VANQUISH� 540과�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최적의� 무

선� 오디오� 성능을� 위해서는� aptX� ™� 저� 지연� 헤드폰�

(예� :� Minelab� ML� 80� 무선�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ML� 80� 무선�헤드폰

VANQUISH� 540� Pro-Pack은� Qualcomm®� aptX� ™�

저�지연�오디오로�구동되는� Minelab� ML� 80�

Bluetooth®� 헤드폰과�함께�제공됩니다.� 이�헤드폰은�

액세서리로도�제공됩니다.

블루투스�켜기� /� 끄기
Bluetooth� 버튼을�눌러� Bluetooth를�켜거나�끕니다.

Bluetooth� 버튼� (2.5� 초)을� 길게� 눌러� 페어링을� 시작

하십시오.

� � � � � � � � 블루투스�버튼
Minelab� ML� 80� 무선�헤드폰

(충전�케이블�및�옵션�오디오�케이블과�함께�표시)

5� 분� 이내에� 연결이� 없으면� Bluetooth가� 자동으로� 꺼

집니다.

Bluetooth가�켜져�있으면� Bluetooth�아이콘이�화면에

표시됩니다.� 화면상태에�따라� 현재� Bluetooth� 연결�상

태를�표시합니다.

페어링� 및� 기타� 컨트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헤드폰

과�함께�제공된�지침을�참조하십시오.

빠르게� 깜박임� :� 탐지기가� Bluetooth�

장치와�페어링�하려고합니다.

켜짐� :� 탐지기가� Bluetooth� /�

Bluetooth� aptX-LL� 헤드폰에� 연결되었

습니다.

느리게� 깜박임� :� 탐지기가� 기존�

Bluetooth� /� Bluetooth� aptX-LL� 헤드

폰� (이전에� 페어링� 된)과� 다시� 연결� 하

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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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식별

타겟�식별�번호
타겟� 식별� (타겟� ID)� 번호는� 9에서� 40� 사이이며� 철�

타겟은�9에서� 0� 사이입니다.

타겟이�탐지되면�화면의� 타겟�식별�번호� 영역에� 나타나

는� 숫자로� 표시됩니다.� 빠르고�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타

겟의�철�또는�비철�속성을�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미국� 25센트� 동전의� 타겟� ID는� 29입니다.�

이는� ID가� 29� 인� 타겟이� 탐지� 될� 때마다� 미국� 25센트�

동전이�될�가능성이�높다는�것을�의미합니다.

식별�세그먼트
식별�세그먼트는� LCD�상단에�있습니다.

영역으로�그룹화된�타겟� ID를�표시합니다.

각� 타겟� 식별� 번호에는� 해당� 식별� 세그먼트가� 있어� 해

당� ID를�가진�타겟이�탐지될�때�깜박입니다.

식별� 세그먼트를� 설정� (허용)� 또는� 해제� (거부)하여� 식

별�패턴을�만듭니다� (13� 페이지).

수락� /�거부

탐지된�타겟�거부

1.� 허용된� 타겟� ID가� 탐지되면� 타겟� 응답이� 있으며� 타

겟� ID�번호가�표시됩니다.

2.� 번호가� 여전히� 표시된� 상태에서� 수락� /� 거부� 버튼을�

눌러� 탐지된� 타겟을� 거부합니다.� 해당� 식별� 세그먼트로�

표시되는�타겟� ID� 범위의�타겟은�더이상�응답을�제공하

지�않습니다.
타겟이� 탐지되면� 타겟� ID� 번호가� 나타납니다.� 이� 예는� 미국�

25센트� 동전이� 얕은�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탐지시� 해

당�타겟� ID� 세그먼트가�깜박입니다� (회색으로�표시). � � � � � � � 수락� /�거부�버튼

마지막으로� 탐지된� 타겟� ID는� 5� 초� 동안� 또는� 다른� 타

겟이� 탐지될� 때까지� 화면에� 유지됩니다.� 감지가� 없거나�

탐지기가� 거부한� 타겟을� 지나가면� 화면에� 두� 개의� 큰�

dash가�표시됩니다.

3.� 탐지기의� 전원을� 켤� 때마다� 식별� 패턴이� 기본� 패턴

으로� 돌아� 갑니다� (사용자� 정의� 탐지� 모드� 제외).� 변경�

사항을�잃지�않으려면�저장�기능을�사용하여�설정을�사

용자� 지정� 모드에� 저장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3� 페

이지� "사용자�정의�탐지�모드�저장"� 을�읽으십시오

감지가� 없을� 때� 타겟� 식별� 번호� 영역에� 두� 개의� 큰� dash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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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식별

식별�패턴
식별� 세그먼트는� 타겟을� 감지하거나� 무시하기� 위해� 켜

거나� 끌� 수� 있습니다.� 켜져있는� 모든� 세그먼트는� 들리며�

(수락� 됨)� 꺼져있는� 모든� 세그먼트는� 들리지� 않습니다�

(거부�됨).

수락된� 세그먼트와�거부된�세그먼트의�조합을�식별�패턴

이라고�합니다.

� � � � � � � � � � � � � � � � � � 식별�패턴�편집�버튼� (왼쪽� /� 오른쪽�화살표)

4.� 수락� /� 거부� 버튼을� 눌러� 선택한� 세그먼트를� 켜거

나�끕니다.

5.� 식별� 패턴을� 만들� 때까지� 3� 단계와� 4� 단계를� 반

복하십시오.

6.� 3초�동안�활동이�없으면�편집�화면이�종료됩니다.

사용자�정의�탐지�모드�저장
모든� 탐지� 모드� (동전,� 유물� 또는� 쥬얼리)는� 사용자�

정의� 탐지� 모드� 슬롯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탐

지기� 설정� 및� 식별� 패턴이� 빠른� 액세스를� 위해� 저장

됩니다.

탐지� 모드의� 고유한� 타겟� 분리� 및� 깊이� 특성은� 사용

자�정의�탐지�모드가�저장될�때도�저장됩니다� (각�탐

지�모드의�속성은� 3� 페이지의� "탐지�모드"참조).

1.� 저장하려는�탐지�모드를�선택하고�편집하십시오.

2.� 탐지� 모드�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5� 초).� 'St'가�

Target� ID� Number� (대상� ID� 번호)� 화면에� 나타나고�

확인�음이�울립니다.

수락된�세그먼트� (� � � )� 및�거부된�세그먼트� (� � � � )를�보여주는�

식별�패턴의�예입니다.

식별�패턴�편집
고유한� 식별� 패턴을� 작성하여� 특정� 타겟� 유형을� 감지하

거나�무시할�수� 있으므로�더�많은� 보물을� 찾고� 쓰레기를�

줄일�수�있습니다.

각� 탐지� 모드에� 대한� 사전� 설정� 식별� 패턴을� 편집� 할�

수� 있습니다.� 동전,� 유물� 및� 쥬얼리� 모드의� 변경� 사항은�

탐지기의� 전원을� 켤� 때마다� 사전� 설정된� 식별�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변경� 사항을� 잃지� 않으려면� 저장� 기능을� 사용하여� 설정

을� 사용자� 지정� 모드에� 저장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

사용자�정의�탐지�모드�저장"을�읽으십시오.

1.� 탐지� 모드에서� 타겟을� 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락�

/� 거부� 버튼을� 누릅니다� (예� :� 타겟� ID� 번호가� 표시되지�

않음).

� � � � � � � � � � � � � 수락� /� 거부�버튼
타겟� ID� 번호� 표시에� 'St'가� 나타납니다.� 사용자�정의�

탐지� 모드� 아이콘과� 소스� 모드� 아이콘이� 두� 번� 깜박

입니다.2.� 식별� 패턴이� 편집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Ed'가� 타겟�

ID� 번호�영역에�나타납니다. 3.� 새로� 저장된� 사용자� 정의� 탐지� 모드가� 활성화되어�

언제든지�편집�할�수�있습니다.

� � � � � � � � � � � � � 타겟� ID� 번호�영역에서� 'Ed'.

3.� 식별�패턴�편집�화살표�버튼을�사용하여�조정할�세그

먼트로�이동하십시오.� 선택된�세그먼트가�깜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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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METAL
All-Metal� 기능은� 모든� 식별� 세그먼트를�켜서�철을� 포함

한�모든�금속�타겟을�탐지합니다.

식별� 패턴(탐지� 모드� 사전� 설정� 패턴� 포함)은� 일반적

으로� 철� 타겟을� 무시합니다.� 대부분� 타겟이� 쓰레기이

기�때문입니다.� 일부�국가에는�철�동전이�있으므로�실

수로� 숨겨지지� 않도록� 찾으려는� 동전의� 타겟� ID를� 확

인하는�것이�좋습니다.

타겟� ID� 번호� 목록을� 사용하여보다� 생산적인� 탐지를�

위해� 해당� 타겟� ID를� 구체적으로� 수락(탐지)하는� 식

별�패턴을�작성할�수�있습니다.

VANQUISH� 540� All-Metal� 식별�패턴.

All-Metal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탐지하는� 것은� 더� 많은�

쓰레기를�탐지하더라도�중요한�타겟을�놓치지�않는�전략

입니다.

All-Metal이� 활성화된�경우� Accept/Reject� 버튼과�식별�

패턴�편집�버튼을�사용할�수�없습니다.
타겟�음
타겟� ID� 그룹에는� 피치가� 다른� 타겟� 음이� 지정되므로�

조작자가� 화면을� 보지� 않고도� 타겟� ID를� 광범위하게�

분류할�수�있습니다.

VANQUISH� 440에는� Low,� Mid,� High의� 세� 가지� 타

겟�음이�있습니다.

VANQUISH� 540에는� T1� ~� T5의� 5� 가지� 타겟� 음이�

있습니다.

톤� 브레이크� 위치는� 타깃� 톤이� 한� 피치에서� 다른� 피

치로� 변하는� 식별� 스케일상의� 포인트입니다.� 정확한�

톤� 브레이크� 위치는� 각� 탐지� 모드� 마다� 약간씩� 다릅

니다.

모든�금속�사용
1.� All-Metal� 버튼을� 눌러� All-Metal을� 활성화하십시

오.                
� � � � � � � � � � � � � � � � 모든�금속�버튼

2.� 모든� 식별� 세그먼트가� 켜지고� 모든� 금속이� 감지됩니

다.

3.� All-Metal을� 비활성화하려면� All-Metal�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식별�패턴은�마지막�사용�상태로�돌아갑니다.

All‑Metal을�사용하여�타겟�확인
All‑Metal을� 사용하여� 비철� 감지를� 확인하여� 철성분도�
포함하고�있는지�확인할�수�있습니다.

All-Metal이� 활성화된� 후� 타겟이� 혼합된� 반응� (비철� 및�

철� 모두)을� 제공하는� 경우� 타겟이� 대형� 철� 물체이거나�

병뚜껑일�가능성이�있습니다.

반복된� 비철� 반응이� 있는� 경우� 타겟에� 철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타겟이� 좋은(비철)� 타겟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것을�의미합니다.

자신의�식별�패턴�만들기
원하는�타겟(예� :� 동전,� 쥬얼리)을�구해서�각각의�높이에

서� 탐지기� 코일� 위로� 흔듭니다.� 각� 타겟의� 타겟� ID가�

표시됩니다.

이� 과정에서� 타겟이� 식별되지� 않도록� All-Metal을� 활성

화해야�할�수도�있습니다.

VANQUISH� 440� 톤� 브레이크�위치� (대략).

VANQUISH� 540� 톤� 브레이크�위치� (대략)

타겟�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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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및�충전

VANQUISH� 시리즈는� 충전식� 및� 비� 충전식� AA� 배터리

와�호환됩니다.

배터리�작동� /� 충전�시간
Minelab� 충전식� AA� NiMH� 배터리는� 대략� 8� 시간� 충

전�하여�약� 11� 시간�사용할�수�있습니다..
경고� :� 비� 충전식�배터리와�충전식�배터리를�혼

용하여� 탐지기에�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탐

지기나�배터리가�손상될�수�있습니다.

재충전� 할� 수� 없는� AA� 알카라인� 배터리의� 사용시간

은�약� 10� 시간입니다.

충전식�배터리
VANQUISH� 540� 및� VANQUISH� 540� Pro-Pack에는�

충전식� AA� NiMH�배터리� 4� 개와�배터리�충전기가�함

께�제공됩니다.� 이�액세서리는�별도로�구매할�수도�있

습니다.

경고� :� 잘못된� 종류의� 배터리를� 사용하면� 폭발

의�위험이�있습니다.

배터리�잔량
배터리�잔량�표시기는�현재�배터리�잔량을�보여줍니다.

� � � � � � � � � � � � � � � � � � � � � 배터리�잔량�표시기

Minelab� AA� NiMH

배터리�충전기

Minelab� 충전식

AA� NiMH�배터리
충전식� 배터리와� 비� 충전식� 배터리의� 방전율은� 서로� 다

르므로�배터리�잔량�표시는�대략적인�것�입니다.
Minelab� AA� NiMH� 배터리� 충전기에� 대한� 자세한� 지

침,� 준수� 및� 안전� 정보는� 충전기에� 포함된� 지침을� 참

조하십시오.배터리�부족
재충전� 할� 수� 없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 종료�

전에�배터리�잔량�표시기가�약� 20� 분� 동안�깜박입니다.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배터리� 수준� 표시기는�

자동� 종료� 전에� 약� 20� 분� 동안� 단일� 배터리� 세그먼트를�

표시합니다.

자동�셧다운
배터리�잔량이�매우�부족하면�탐지기가�자동으로�종료됩

니다.� 자동� 종료� 5� 초� 전에� 종료음과� 함께� 'bF'가� 타겟�

ID� 번호에�표시됩니다.�

경고� :� Minelab� NiMH� 배터리� 충전기는� NiMH�

충전�배터리를�충전�할�때만�사용�해야합니다.

� � � � � � � � � � � � � � � 타겟� ID� 번호�영역의� 'bF'

일부� 브랜드� /�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 종

료�전에�탐지기에� 'bF'가�표시되지�않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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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기�관리�및�안전

l 자외선� 차단제나� 방충제를� 발랐다면� 탐지기를� 다루

기�전에�손을�씻으십시오.

l 솔벤트를� 사용하여� 청소하지� 마십시오.� 중성� 세제를�

적신�젖은�천을�사용하십시오.

l 탐지기가� 휘발유� /� 석유� 또는� 기타� 석유계� 액체에�

닿지� 않도록�하십시오.
l 샤프트와� 고정� 장치� (예� :� 코일� 요크� 조립품� 및� 캠

록)에� 모래가� 끼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부분에� 모래

가�쌓이면�젖은�천으로�깨끗하게�닦아야합니다.

l 긁힘이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탐지기나� 액세

서리를�날카로운�물체에�닿지� 않도록�하십시오.
l 샤프트가� 눈에� 띄게� 긁힌� 경우� 젖은� 천으로� 철저히�

닦으십시오.

l 탐지기를� 필요� 이상으로� 너무� 차갑거나� 뜨겁게� 두지�

마십시오.� 사용하지� 않을� 때� 덮으면�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뜨거운�차량에�두지�마십시오.

l 코일� 케이블의� 상태가� 과도한� 힘을� 받지� 않도록� 하

십시오.

l 탐지기를� 운반하거나� 보관할� 때� 주의하십시오.� 탐지

기는� 최고� 품질의�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엄격한� 내구

성� 테스트를� 거쳤지만� 화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

면�긁힘이나�심각한�손상이�발생할�수�있습니다.
l 탐지기를� 극한의� 온도� 조건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보관� 온도� 범위는� -20°C� ~� +� 70°C� (-4°F� ~�

+� 122°F)입니다.

l 액체� /� 습기� 또는� 과도한� 습도에� 방수로� 표시되지�

않은�액세서리를�노출�시키지�마십시오.

l 어린이가� 탐지기나� 액세서리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십시오.�작은�부품은�질식�위험이�있습니다.

l 제공된� 지침에� 따라� 충전식� 배터리와� 액세서리만� 충

전하십시오.

l 극한의�온도�조건에서는�충전식�배터리와�액세서리를�

충전하지�마십시오.

l 항공운송시�배터리를�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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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코드

일부� 탐지기� 오류는� 타겟� ID� 번호� 영역에� 오류� 코드를�

표시합니다.� 공인�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기� 전에� 아래에�

표시된�권장�조치를�시도하십시오.

코일�분리

코일� 분리� 오류가� 발생하면� 타겟� ID� 번호

에� 'Cd'가�나타납니다.

코일�분리�오류가�발생하면�다음�단계를�수행하십시오.

1.� 코일� 커넥터가� 제어� 장치의� 뒷면에� 올바르게� 연결되

어�있는지�확인하십시오.

2.� 코일�케이블의�손상�여부를�점검하십시오.

3.� 코일� 커넥터� 핀에� 먼지나�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십

시오.

4.� 코일에�눈에�띄는�손상이�있는지�확인하십시오.

5.� 사용� 가능한� 코일이� 있으면� 다른� 코일을� 사용해보십

시오.

6.� 탐지기의�전원을�끄고�공장�초기화를�수행한�다음�전

원� 버튼을� 7초� 동안� 누릅니다� (20� 페이지의� "초기화"참

조).

7.� 그래도� 오류가� 지속되면� 탐지기를� 가장� 가까운� 공인�

서비스�센터에�수리를�요청하십시오.

시스템�오류
시스템� 오류� 코드� 'E'는� 오류� 코드� 번호� (예� :� 'E2')와�

함께� 표시됩니다.� 시스템� 오류� 보고� 5초� 후� 탐지기가�종

료됩니다.

타겟� ID� 번호에�오류�코드� 'E2'가�표시

AUTHORISED� SERVICE� CENTRES시스템�오류가�발생하면�다음�단계를�수행하십시오.

1.� 오류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하려면� 탐지기를� 다

시�시작하십시오.

2.� 코일이�올바르게�부착되었는지�확인하십시오.

3.� 탐지기의�전원을�끄고�공장�초기화를�수행한�다음�전

원�버튼을� 7� 초� 동안�누릅니다� (20� 페이지의� "초기화"참

조).

4.� 그래도� 오류가� 지속되면� 탐지기를� 가장� 가까운� 공인�

서비스�센터에�수리를�요청하십시오.

SNS� KOREA� Co� Ltd

Incheon,� Republic� of� Korea
T:� +82-10-6224-7990
E:� snskorea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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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코드

탐지기가�켜지거나�꺼지지�않습니다� (� 'bF'� 표시�유무에�관계없이)
1.� 배터리를�충전하거나�교체하십시오.

불규칙한� /�과도한�소음
1.� 전자기�간섭� (EMI)의�원인에서�멀리�떨어지십시오.

2.�탐지기를�다시�시작하고�자동�소음�제거가�완료될�때까지�기다립니다.

3.�감도�레벨을�줄입니다� (7�페이지).

소리가�들리지�않음��유선�헤드폰
1.�탐지기가�켜져�있는지�확인하십시오.

2.� 헤드폰이�연결되어�있는지�확인하십시오.

3.� 볼륨이�들릴�정도로�설정되어�있는지�확인하십시오.

4.� 헤드폰을�분리하고�탐지기�스피커에서�음이�들리는지�확인하십시오.

5.�가능하면�다른�헤드폰�세트를�사용해보십시오.

소리가�들리지�않습니다��ML� 80� 헤드폰
1.� 헤드폰이�켜져�있는지�확인하십시오.

2.� 탐지기� Bluetooth가� 켜져�있고� Bluetooth� 헤드폰과�페어링�되어�있는지�확인합니다� (예� :� Bluetooth� 아이콘이�

계속�켜져�있음).

3.� 헤드폰이�충전되어�있는지�확인하십시오.

4.� 볼륨이�들릴�정도로�설정되어�있는지�확인하십시오.

5.� 헤드폰의�볼륨�컨트롤이�들을�수�있는�수준으로�설정되어있는지�확인하십시오.

6.�다른� Bluetooth� 헤드폰�세트를�사용해보십시오.

7.� 유선�헤드폰을�사용해보십시오.

ML� 80� 헤드폰이�페어링되지�않습니다
1.� ML� 80�헤드폰의�전원을�끈�다음�다시�페어링하십시오.

2.� 헤드폰과� 탐지기� (본인� 포함)�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지� 헤드폰이� 탐지기� 제어� 장치에서� 1미터� 이내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휴대폰과�같은�간섭�원을�피하십시오.

4.� 근처에�다른� Bluetooth� 장치가�많은�경우�페어링�시간이�더�걸릴� 수�있습니다.� 해당�지역에서�벗어나�다시�페

어링을�시도하십시오.

5.� 헤드폰에서�공장�초기화를�수행하고�탐지기와�다시�페어링을�시도하십시오.

6.�탐지기를�다른� Bluetooth�헤드폰과�페어링한�다음� ML� 80� 헤드폰을�탐지기에�다시�페어링하십시오.

Bluetooth를�통해�연결하면�ML� 80�헤드폰에서�왜곡� /� 딱딱�소리가�들립니다.
1.� 왜곡이�제거�될�때까지�헤드폰의�볼륨을�줄입니다.� 필요한�경우�탐지기�볼륨을�늘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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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PECIFICATIONS

탐지모드� � Coin,� Jewellery,� All‑Metal Coin,� Relic,� Jewellery,� Custom

All‑Metal� � No� Yes

Custom� User� Search� Profile� No� Yes

Operating� Frequencies� (kHz) Multi-IQ

Noise� Cancel Auto� (19� Channels)

Bluetooth� Audio No� Yes

Iron� Bias High� High� (default),� Low

Sensitivity 4� levels� 10� levels

Volume 3� levels 10� levels

Target� Tones 3� tones� (Low,� Mid,� High) 5� tones

Discrimination� Segments 5� segments 12� segments 25� segments

Discrimination� Notch No� Yes

Pinpoint� Mode� No� Yes

Target� ID’s� 9� to� 40

Depth� Indicator� 4� levels� 5� levels

Length� Extended:� 145� cm� (57� in)� Collapsed:� 76� cm� (30� in)

Weight� (incl.� batteries)� 1.2� kg� (2.6� lbs)� 1.3� kg� (2.8� lbs)

Display� Monochrome� LCD�
Monochrome� LCD�

with� red� backlight

Supplied� Coil� V10� 10"×7"� Double-D� V12� 12"×9"� Double-D

Audio� Output�
In-built� loudspeaker

Wired� 3.5� mm� (1/8")� headphones

In-built� loudspeaker

Wired� 3.5� mm� (1/8")�

headphones

Bluetooth� wireless� audio

Supplied� Headphones� —� Wired� 3.5� mm� (1/8")� headphones

Supplied� Batteries� � 4� ×� AA� Alkaline� non-rechargeable 4� ×� AA� NiMH� rechargeable

Additional� Included�

Accessories�
Getting� Started� Guide

Getting� Started� Guide

Rain� Cover

Armrest� strap

V10� skidplate

Getting� Started� Guide

Rain� Cover

Armrest� strap

V12� skidplate

Waterproof� Coil� to� 1� m� (3.3� ft)

Water� Resistant� Control� box� (with� Rain� Cover� attached)

Operating� Temperature� Range �10°C� to� +40°C� (+14°F� to� +104°F)

Storage� Temperature� Range� 20°C� to� +70°C� (4°F� to� +158°F)

Key� Technologies� Multi-IQ�
Multi-IQ,� Bluetooth,�

aptX™� Low� Latency

VANQUISH� 540� Pro-Pack은� VANQUISH� 540을�기반으로�다음과�같은�구성품이�포함됩니다.� Bluetooth�

무선�헤드폰�및� V8� 8� "×� 5"Double-D� 코일�및� V8� 스키드�플레이트가�포함됩니다.�

유선� 3.5mm� (1/8� ")� 헤드폰은�제외합니다.

장비는� 탐지기와� 함께� 주문한� 모델� 또는� 품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Minelab은� 언제든지� 디자인,� 장비및� 기술� 기능의� 변경� 사항을� 도입하여�

지속적인�기술�진보에�대응할�권리를�보유합니다.

VANQUISH�탐지기에�대한�최신�사양은� www.minelab.com을�방문하십시오.



DISCLAIMER
이� 사용� 설명서에� 설명된� Minelab� 금속� 탐지기는� 고품질� 금속� 탐지기로� 명시적으로� 설계� 및� 제조� 되었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보물� 및�

금�탐지에�권장됩니다.� 이�금속�탐지기는�지뢰�탐지기�또는�실탄�탐지�도구로�사용하도록�설계되지�않았습니다.

Bluetooth®� 워드�마크�및�로고는� Bluetooth� SIG,� Inc.� 소유의�등록�상표이며�Minelab은�라이센스하에�이러한�마크를�사용합니다.

Qualcomm� aptX는� Qualcomm� Technologies,� Inc.� 및� /� 또는� 그� 자회사의� 제품입니다.� Qualcomm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된�

Qualcomm� Incorporated의� 상표입니다.� aptX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등록된� Qualcomm� Technologies� International,� Ltd.의� 상표입

니다.

COMPLIANCE� STATEMENT� FOR� CANADA

This� product� meets� the� applicable�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technical� specifications.

INFORMATION� RÉGLEMENTAIRE
Avis� de� conformité canadien� Le� présent� produit� est� conforme�
aux� spécifications� techniques� retenues� par� l’Innovation,� Sciences�
et� Développement� économique� Canada� (IS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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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초기화

출고시� 재설정� 기능은� 모든� 탐지기� 설정,� 탐지� 모드� 및�

식별�패턴을�출고시�사전�설정�상태로�되돌립니다.

1.� 탐지기가�꺼져�있는지�확인하십시오.

2.� 전원�버튼을�약� 7� 초� 동안�누르고�있습니다.

전원�버튼

3.� 공장� 출하시� 사전� 설정이� 복원되었음을� 나타내는�

'FP'가�타겟� ID�화면에�나타납니다.

공장� 사전� 설정이� 복원되면�타겟� ID� 화면에�

'FP'가�나타납니다.

4.� 전원� 버튼을� 놓습니다.� 공장� 초기화가� 완료되면� 자동�

노이즈�캔슬이�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