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SING 컨트롤 콘솔
사용자 매뉴얼



제품 개요
CHASING 컨트롤 콘슬은 고급 전문 사용자를 위해 설계된 전문 제어 플랫폼입니다. 알루미늄 합금 쉘은 튼튼하고 우수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내장된 13.3인치 1080p 디스플레이는 직사광선에서도 ROV에 장착된 카메라 화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여러개의 스위치, 버튼 및 인터페이스를 갖춘 인체 공학 제어 플랫폼은 ROV와 USV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으며, AC 전원 공급 장치,

USBL, 로봇암, 음파 탐지기, 외부 조명 및 기타 전문 장비들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콘솔 하부에 4개의 다리를 별도로 장착하고 각각의 지형에 맞게 길이를 조절해 사용할 수 있으며,

하단에 바퀴가 장착되어 작업 완료 후 캐리어 처럼 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부위별 설명
1. 전원 스위치: 컨트롤 콘솔 전원을 켜거나 끄려면 길게 눌러주십시오.
2. 인터페이스: 컨트롤 콘솔 충전 / 리모컨 / ROV 테더 소켓
3. ROV 피치 제어: ROV의 피치 각도를 제어 하는데 사용합니다.
4. USV 좌측 조종 스틱: USV를 조종할 때 사용합니다.
5. ROV 왼쪽 조종스틱: ROV를 조종할 때 사용합니다.
6. RJ45 인터페이스 1: 10/100Mbps 이더넷
7. RJ45 인터페이스 2: 10/100Mbps 이더넷
8. 리프팅 플랫폼: USV의 ROV 리프팅 플랫폼을 작동합니다.
9. USB 포트 1: USB 2.0
10. USB 포트 2: USB 2.0
11. USB 고속 충전 포트: QC3.0 충전 포트
12. USV 기능 키 영역
13. 사용자 정의 기능 키 영역
14. ROV 마운트 1: ROV 마운트에 장착된 연결 장비 작동 버튼
15. 사진 / 영상: 사진 촬영 (짧게 누름), 영상 촬영 녹화 및 종료 (길게 누름)
16. 잠금 해제: 모터 작동 / 중지
17. ROV 마운트 2: ROV 마운트에 장착된 연결 장비 작동 버튼
18. 원 키 재설정: ROV 위치 초기화 (짧게 누름), 제어 모드 전환 (길게 누름)
19. LED 전원: 켜짐 및 꺼짐 (0% - 50% - 100%)
20. 12V DC 포트: 12V DC / 3A 출력 포트
21. AC 전원 출력 포트: ROV AC 전원 포트
22. AC 전원 소켓: AC 전원 입력)
23. AC 전원 스위치: I (켜기), O (끄기)
24. ROV 롤 제어: ROV의 롤 각도를 제어하는데 사용합니다.
25. USV 우측 조종 스틱: USV를 조종할 때 사용합니다.
26. ROV 우측 조종 스틱: ROV를 조종할 때 사용합니다.
27. AC 전원 보호 스위치: 공기압 보호 및 누전 차단 보호
28. 신호 표시등: 컨트롤 콘솔, ROV 및 USV 표시등, 정상 작업 시 녹색 표시등이 켜져있습니다.
29. 디스플레이 버튼: 디스플레이 설정
30.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
31. 햇빛 가림막
32. 바퀴
33. 다리: 컨트롤 콘솔을 스탠딩 방식으로 사용할 때 장착하십시오.
34. 컨트롤 콘솔 스위치: 컨트롤 콘솔을 켜고 끄는데 사용됩니다.
 

1

6

9
10

11

32

33

12

14 15 16
21

20

29

30

31

22
23

24
25

26

17 18 19

13

27

28

7
8

2
3

4

5



장착 방법 ① 브라켓 장착
컨트롤 컨솔 구성품에서 4개의 다이 브라켓을 꺼낸 뒤 브라켓을 가장 긴 길이로 늘여줍니다.
(상황에 따라 길이 조절 가능)
컨트롤 콘솔 아랫면의 소켓 위치를 정렬 시켜주고 브라켓을 시계 방향으로 조여주어
설치를 완료합니다.

② ROV - 컨트롤 콘솔 연결
2-1) AC 전원 공급 장치 사용하지 않음:
ROV 커넥터에 테더를 연결하고 적절한 길이로 조절 후 ROV 상단 고리에 걸어줍니다.
반대편 테더 커넥터는 컨트롤 콘솔 커넥터에 체결합니다.

2-2) AC 파워 시스템 사용
(1) 도킹 스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경우 랜치가 있는 AC 테더의 한쪽 끝을 ROV의
        AC 파워 시스템에 장착합니다.
(2) 도킹 스테이션을 사용할 때 먼저 도킹 스테이션을 ROV에 설치하고 연결하십시오.
        그 다음 랜치가 있는 AC 테더의 한쪽 끝을 도킹 스테이션의 AC 테더 커넥터에 장착합니다.
        적절한 길이로 조절하고 케이블 헤드의 후크를 ROV 후면 후크 브라켓에 걸어
        조여줍니다. AC 테더의 반대편 포트를 컨트롤 콘솔의 21번 위치에 장착 후 AC 220V 전원
        케이블을 컨트롤 콘솔 AC 전원 소켓인 22번에 장착해줍니다.

③ 전원 켜기
3-1) AC 전원 공급 장치 사용하지 않음:
컨트롤 콘솔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1초동안 길게 눌러주시면
ROV가 자체 테스트 소리와 함께 전원을 켜고 제어 콘솔의 터치 스크린이 켜지는 동안
터치 스크린이 완전히 활성화 될 때 까지 기다려줍니다.
CHASING GO 1 앱을 찾아 선택하여 앱 제어 인터페이스로 들어가면 실시간 이미지가 송출되고
ROV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3-2) AC 파워 시스템 사용
전원 버튼 “I”를 눌러 “AC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지 않음”단계를 눌러줍니다.

참고: AC 전원 공급 기능을 사용하려면 ROV가 성공적으로 연결된 후 APP에서
AC 전원 옵션을 켜주셔야 합니다.



제품 사양
컨트롤 콘솔

충전 안내 사항
1. CHASING 컨트롤 콘솔은 25.2V 2.9A 및 25.2V 8A 충전기를 지원합니다.
2. 빨간색 표시등은 충전중, 녹색 표시등은 완충을 의미합니다.
3.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충전기를 빼고 상온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전력을
전부 소진하지

마십시오.

크기 484*375*178mm

AC 입력 200V ~ 240V

AC 출력 220V

무게 11kg

작동 온도 -10℃ ~ 45℃

화면

크기 13.3인치

해상도 1920*1080

밝기 1000 cd / m2

배터리

작동 시간 8시간

용량 226.8Wh

충전 시간 3A 충전기: 4시간 30분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RJ45 *2
USB 2.0 *2
QC 3.0 USB *1

전력 25% 미만일 때
즉시 충전하십시오.

사용하지 않을 때
배터리 용량을

50~70%을
유지하십시오.

작동 온도:
-10℃ ~ 45℃

점검 사항
1. 누수 방지 스위치 우측 상단의 알약 모양의 버튼을 눌러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화면이나 기타 부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컨트롤 콘솔을 조심하게 다뤄주십시오.
3. 하드웨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컨트롤 콘솔에 물이나 액체가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본 매뉴얼은 헬셀에서 재제작한 매뉴얼이며 무단 배포 및 수정을 금지합니다.
       무단 배포 및 수정 적발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helse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