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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 / 음소거 / 확인 버튼 : 
* 핀 포인트 : 탐지화면에서 
핀포인트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 음소거 : 탐지 화면에서 한번 
짧게누릅니다.
* 확인 : 
1) 그라운드 밸런스 기능 :
그라운드 밸런스()에 있는 동안을 
누르면 자동 그라운드 밸런스가 
유지됩니다. (       ).
2) 타겟 거부/수락 :
노치 식별 설정 ()에서 타겟을 
거부하거나 수락하려면 한 번 
누릅니다. (        ).

타겟 ID 스케일

ID 노치
(5 IDs 그룹)

모드
(들판/공원1 /공원2/해변/올메탈)

깊이 표시기

배터리 표시기

감도 표시기

타겟 ID

광화 표시기

* 노치 식별 및 모드 선택의 왼쪽 
탐색

* 모든 설정 값을 변경하십시오.

설정 버튼 :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바의 다음 
설정이 선택되고 해당 값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감도 증가 / 뒤로
메인 화면에서 위쪽 화살표는 

감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고 설정 
메뉴에서는 설정을 종료하고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노치 판별 및 모드 선택의 오른쪽 
탐색

* 모든 설정 값을 변경하십시오.

* 켜기 / 끄기 : 약 3 초 동안 누르고 있습니다.
* 감도 감소 : 하나씩 누릅니다.

퀵 가이드 QGSP_KO



셋팅 :

볼륨: (4 단계, + 나 - 로 변경)

그라운드 밸런스 : 핀포인트/확정 버튼을 누르면서 자동으로 그라운드 밸런스를 잡으면서 코일을 위아래로 펌핑합니다.

철 볼륨 : 낮은 철 톤의 볼륨을 조정하거나 끕니다 (3 단계, + 및-를 사용하여 변경).

임계값 : 올메탈 모드에서 각 감도 수준의 임계값 설정은 다른 지형에서 최상의 성능을 제공하도록 최적화됩니다. (+와-를 
사용하여 -50 +50 사이에서 조정)

노치 식별 : 쓰레기와 같은 탐지를 원하지 않는 금속을 제거합니다. 각 상자는 5 개의 ID 그룹을 나타냅니다. 이 상자의 조합은 
거부하거나 수락할 수 있습니다.

자동 :

1) 제거하려는 금속 위로 탐지 코일을 스윙하십시오. 해당 금속의 ID 그룹을 나타내는 상자가 검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2) 확정 버튼을 누릅니다.

수동 :

1) 화면 상단의 ID 표시줄 아래에 작은 화살표 커서와 함께 X 및 확인 표시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2) 더하기 (+) 및 빼기 (-) 버튼을 사용하여 화살표 커서를 이동하고 제거하려는 ID가 포함 된 상자를 선택하십시오.
3) 확정 버튼을 누릅니다. 상자가 검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주파수 변경 : EMI 제거 (3 단계, + 및- 를 사용하여 변경)

무선 : 0 = 끄기 / 채널 1-5 (+ 및- 를 사용하여 변경)

진동 : 켜기 / 끄기 (+ 및- 를 사용하여 변경)

밝기 : LCD 및 키패드 백라이트를 조정합니다. 0 = 끄기 / 1-4 / A1-A4 = 자동 (타겟이 탐지되거나 메뉴를 탐색한 후 꺼지면 잠시 
동안만 켜집니다).

LED 플래쉬라이트 : 켜기 / 끄기 (+ 및- 를 사용하여 변경)

탐지기를 켜고 그라운드 밸런스 후에 코일을 스윙하십시오. SIMPLEX +와 함께 행복한 금속 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