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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사용전에 본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읽고 난 뒤에는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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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Pia TLG 제품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의 올바른 사용과 유지를 위해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제품의 사용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www.nexpiatlg.co.kr A/S 및 구매문의 : 02.490-9588

 제품규격

nexPia TLG 무선센서

제품명
모델명

주요기능

nexPia WEB Wireless
NexUA-3001
• 유량, 수분, 온도 센싱
• 유류플롯/수분플롯/센싱함체/밧데리함체/ 안테나로 구성
• 센싱 데이터는 유무선 통합 컨트롤러(nexPia COM)로 전송
• 무선 Zigbee 통신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송신

nexPia TLG 무선중계기

제품명
모델명

주요기능

nexPia REP
NexUA-3201
• nexPia TLG 무선 센서 적용시 옵션 품목으로 해당 Station의 무선통신 환경이
열악할 경우 무선 Zigbee 무선통신 커버리지의 확장기능을 제공

• nexPia TLG 무선 센서(nexPia WEB-Wireless)로부터 수신된 주요 데이터를
유무선 통합 컨트롤러(nexPia COM)로 중계

제품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약간의 규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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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Pia TLG 제품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의 올바른 사용과 유지를 위해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제품의 사용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www.nexpiatlg.co.kr A/S 및 구매문의 : 02.490-9588

 제품규격

nexPia TLG 유선센서

제품명
모델명

주요기능

nexPia WEB Wired
NexUA-3011
• 유량, 수분, 온도 센싱
• 유류플롯/수분플롯/센싱함체로 구성
• 센싱 데이터는 유무선 통합 컨트롤러(nexPia COM)로 전송
• RS-485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데이터 송신

유무선 통합 컨트롤러

제품명
모델명

주요기능

nexPiaCOM
NexUA-3113
• nexPia 유선센서(nexPia WEB-Wired)로의 전원 공급 및 데이터

수신 RS-485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데이터 수신
• nexPia 무선센서(nexPia WEB-Wireless)로의 데이터 수신

무선 Zigbee 통신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수신
• 센싱 데이터는 유무선 통합 컨트롤러(nexPia COM)로 전송

무선 Zigbee 통신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송신
A Type USB를 이용한 데이터 송신

제품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약간의 규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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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전 필독

 맨홀 수분 제거

nexPia TLG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맨홀 내 수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Housing 상판과 하판은 기본적으로 수분 유입을 막기 위해서
Gasket을 사용하여 마감 처리되어 있어 일시적인 맨홀 침수에
대해서 수분 유입을 막을 수는 있으나 지속적인 침수상태에서는
Housing 안으로 수분이 유입되어 전자부품의 고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경우, 전자기판을 수리가 아닌 교체를 통해서 장애를 해결할 수
있으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exPia TLG 설치 마감 기밀 확인

맨홀 침수 시 nexPia TLG 센서 수분 유입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nexPia TLG 설치 시 마감처리한 부분으로 Tank 안쪽으로
수분이 유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nexPia TLG 센서를 신규 또는 A/S 후 설치할 경우 반드시
마감처리 부분의 기밀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센서 입선 관리

nexPia TLG 유선센서의 경우 맨홀에서 주유소 사무실까지 입선을
하여 통신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유소 지반에 입선에 필요
한 관로를 매설하지만, 지반 침하 또는 관로 결로로 인한 수축, 팽
창의 반복으로 단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로를 다시 매설하거나 유선센서를 무선센서로 변경하
여 장애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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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전 필독

 유선센서 보호를 위한 Safety Barrier

유선센서에 제공되는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신호를 정확하
게 받기 위해서 유선센서 방폭인증 범위를 Safety Barrier까지 규
정하고 있습니다.
Safety Barrier에는 과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폭용
퓨즈를 사용하여 주유소의 전원공급이 불안정할 때 자동으로 끊
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afety Barrier는 필요 시 구매해야 하는 소모품입니다.

 nexPia TLG 설치 마감 기밀 확인

맨홀 안에서는 통신이 불가한 무선센서의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맨홀 옆 1~20cm 거리에 원형 패치안테나를 시공합니다.
차량 통행이 빈번한 맨홀일 경우, 차량 이동으로 인한 파손이 우려
됩니다.
내구성을 높인 자재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이지만 오랜시간 사용
하다보면 노후화로 인하여 파손될 수 있으며 별도로 구매해야 하
는 소모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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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의 이름 및 기능

센서 메인보드 및 서브보드를 보호합니다.

오일플롯, 수분플롯, 온도센서 신호를 처리하여
유선 또는 무선통신으로 컨트롤러에 전달합니다.

파이프 내부에 있는 센서 와이어, 온도센서 등을 보호합니다.

유량의 높이를 측정합니다.

수분의 높이를 측정합니다.

센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컨트롤러에 전달합니다.

센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TLG Manager III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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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준비 : 제품확인

 유선센서 제품구성

 무선센서 제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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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확인

 유선센서 설치

① 맨홀 내 수분제거

맨홀 뚜껑을 오픈 후 맨홀 내부의 수분을 제거합니다.

② 센서 설치공간 확인

내부 맨홀 뚜껑에 nexPia WEB(유선) 센서 설치 공간 유무를 확인합니다.
센서를 설치할 센서 배관 100Pie 또는 50Pie 닛플 또는 소켓의 존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닛플 또는 소켓이
있을 경우 ③~⑦항의 과정을 생략합니다.

③ 주유배관 내 유류 탱크 이동

센서 배관이 존재하지 않고 주유배관이 있을 경우, 모든 주유배관의 뚜껑을 열어 주유배관 내 유류를 탱크로
이동시킵니다.
→ 배관상태의 노후화(녹, 부식 등)에 대해 설치자와 주유소 관리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선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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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확인

 유선센서 설치

④ 주유배관 및 내부 맨홀 분리

주유배관을 분리하고 뚜껑을 분리합니다.

⑤ 내부 맨홀 천공작업

분리된 내부 맨홀에 nexPia WEB(유선) 센서 설치를 위하여 천공작업을 진행합니다.
→ 천공 및 용접작업은 주유소 외부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실시
(단, 공간 확보가 힘든 경우 안전관리자와 주유소 관리자의 협의 하 안전한 장소를 확보)
→ 가스 집합장치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
→ 용접 작업장에는 분말 소화기와 같은 적절한 소화기를 비치

⑥ 닛플 용접

천공된 홀에 닛플을 끼워 용접합니다.

유선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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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확인

 유선센서 설치

⑦ 주유배관 및 내부맨홀 재설치

내부 맨홀 주유배관 재조립 이후 누유여부에 대해 주유소 관리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⑧ nexPia WEB(유선) 설치

nexPia WEB(유선)을 탱크와 수직이 되게 하고 센서의 Stopper 부분이 탱크 바닥까지 닿도록 하여
설치합니다.

⑨ nexPia WEB(유선) 통신케이블 포설

유류 탱크 맨홀과 사무실 사이에 통신케이블을 설치합니다.
→ nexPia WEB(유선)이 설치된 맨홀에서 nexPia NET(컨트롤러)가 위치할 사무실 까지 통신선 배관이 1:1로

연결되어야 하고 통신선 배관은 HI-PIPE 전선관(16pie 이상)으로 가설한다.
→ 공배관과 사무실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 중간 맨홀을 이용하여 통신케이블을 포설한다.
→ 요비선을 활용하여 통신케이블을 입선한다.

[ 요비선과 통신케이블 연결 후 맨홀 내 입선 ]

유선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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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확인

 유선센서 설치

[ 중간맨홀 요비선 입선 ]

→ 입선된 통신선과 출하된 통신선을 케이블 배열에 맞게 연결 후 방수커넥터를 센서에 연결한다.

[ 통신케이블 입선 및 센서부 연결된 상태 ]

⑩ nexPia WEB(유선) 통신선 포설

각 센서와 연결이 완료된 통신케이블과 nexPia COM(유무선통합컨트롤러)를 4-Pin 컨넥터를 이용하여
연결한다.

[ 4-Pin Connector 연결 및 nexPia COM 연결 ]

케이블 배선 및 nexPia COM(유무선통합컨트롤러) 구성에 대한 상세정보는
“ nexPia COM 설치 ”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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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확인

 유선센서 설치

⑪ 주유기 배관 확인

주유배관 분리 후 재설치 시 nexPia TLG 센서 설치 완료 후 주유배관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주유기
테스트를 통하여 주유소 관리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유선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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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확인

 nexPia COM 설치

① nexPia WEB(유선) & 통신케이블 연결

제품 출하 시 센서쪽에 연결되는 방수커넥터 작업이 완료된 1.5m 케이블이 아래와 같이 출하됩니다.

출하된 케이블의 방수커넥터를 nexPia WEB(유선)에 연결하고 케이블의 다른 한쪽을 입선된 통신 케이블을
아래와 같은 결선 배열로 결선합니다.

[OPERATION CABLE 4C X 24AWG ]

검정 1 번 라인 : GND(-) 
힌색 2 번 라인 : TX 
녹색 3 번 라인 : RX
빨강 4 번 라인 : VCC(+)

② 통신케이블 & nexPia COM(유무선통합컨트롤러) 연결

nexPia COM(유무선통합컨트롤러)과 통신케이블 연결작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케이블 배열은 위와 동일
하며 통신 케이블 4 가닥에 4-Pin 커넥터 연결 후 nexPia COM(유무선통합컨트롤러)에 연결한다.

유선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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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확인

 무선센서 설치

① 맨홀 내 수분제거

맨홀 뚜껑을 오픈 후 맨홀 내부의 수분을 제거합니다.

② 센서 설치공간 확인

내부 맨홀 뚜껑에 nexPia WEB(유선) 센서 설치 공간 유무를 확인합니다.
센서를 설치할 센서 배관 100Pie 또는 50Pie 닛플 또는 소켓의 존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닛플 또는 소켓이
있을 경우 ③~⑦항의 과정을 생략합니다.

③ 주유배관 내 유류 탱크 이동

센서 배관이 존재하지 않고 주유배관이 있을 경우, 모든 주유배관의 뚜껑을 열어 주유배관 내 유류를 탱크로
이동시킵니다.
→ 배관상태의 노후화(녹, 부식 등)에 대해 설치자와 주유소 관리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선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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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확인

 무선센서 설치

④ 주유배관 및 내부 맨홀 분리

주유배관을 분리하고 뚜껑을 분리합니다.

⑤ 내부 맨홀 천공작업

분리된 내부 맨홀에 nexPia WEB(유선) 센서 설치를 위하여 천공작업을 진행합니다.
→ 천공 및 용접작업은 주유소 외부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실시
(단, 공간 확보가 힘든 경우 안전관리자와 주유소 관리자의 협의 하 안전한 장소를 확보)
→ 가스 집합장치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
→ 용접 작업장에는 분말 소화기와 같은 적절한 소화기를 비치

⑥ 닛플 용접

천공된 홀에 닛플을 끼워 용접합니다.

무선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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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확인

 무선센서 설치

⑦ 주유배관 및 내부맨홀 재설치

내부 맨홀 주유배관 재조립 이후 누유여부에 대해 주유소 관리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⑧ nexPia WEB(무선) 설치

nexPia WEB(무선) 센서를 탱크와 수직이 되게 설치하고 배터리를 장착합니다.

⑨ 무선 안테나 설치

유류 탱크 맨홀 옆 사무실 방향 10cm 정도 떨어진 지점의 바닥을 절단 및 타설
→ 기존 원형드릴(원형날 100 파이)을 이용하여 설치하였으나 레미칼이 타설 부분과 잘 융합되지 않음
→ 현재 함마드릴(6 각 17mm)을 이용하여 역삼각형 구조로 12cm 정도의 직경으로 타설
→ 안테나 케이블 포설을 위해 코어드릴(12.7mm)을 이용하여 홀을 생성

Ex) SUNPOWER 12.7*505
→ 함마드릴 및 코어드릴 사용장비 예시 : BOSCH GSH 388

무선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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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센서 설치

→ 안테나 케이블 삽입 후 안테나를 안착하여 양생

[ 맨홀 외부 안테나 장착 ]

→ 안테나 상판 표면 내 화살표 방향이 사무실 내 설치된 nexPia PC(PC 수집기) 방향으로 설치
→ 레미칼과 급결 방수제를 1:1 비율로 혼합하여 장착 및 방수처리
→ 맨홀 내부 방수처리 : 3M 방수제(현재 일반 실리콘 주사 처리)를 이용하여 방수처리
→ 단, 이중배관, 이중탱크로 시공된 주유소는 공급업체 및 회사 관련 팀과 협의하여 맨홀 내부 방수처리
→ 안테나 시공 완료 후 맨홀 외부 및 내부의 방수(마감)상태를 주유소 관리자의 확인을 받음

[안테나 케이블을 센서와 안테나에 연결 후 배터리 선을 연결 ]

→ 고무판을 덮고 하루 정도 굳어야 하므로 안전판 설치요구(안정적인 양생을 위함)

무선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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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센서 설치

⑩ 주유기 배관 확인

주유배관 분리 후 재설치 시 nexPia TLG 센서 설치 완료 후 주유배관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주유기
테스트를 통하여 주유소 관리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무선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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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Pia TLG Manager v3.0 Software의 설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Important : nexPia TLG Manager Software를 설치하는 사람은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관리자 권한을 부여 받은 사용자이어야 합니다.

1. nexPia TLG Manger 설치 이전 확인사항

nexPia TLG Manager 설치 전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nexPia TLG Manager v3.0 Installation 파일을 준비합니다.

• nexPia TLG Manager v3.0 Implementation Guide를 준비합니다.

• nexPia TLG Manager가 설치될 PC의 USB단자에 nexPia COM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있고
USB 포트가 정상적으로 인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nexPia TLG Manager 3.0 설치

nexPia TLG Manager는 Windows Installer EXE File로 제공되며, nexPia TLG Manager Database, 설치
구성요소, 응용 프로그램 제거 및 업그레이드 구성요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Note : nexPia TLG Manager Software의 설치 전 Customization Policy 설정을 원하시
는 경우 “Appendix A : Customizing the Application ”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nexPia TLG Manager v3.0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nexPia Manager3-setup.exe를 더블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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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Step 2 :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3 : ‘동의함’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4 : ‘Browse’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할 폴더를
지정 후 ‘Install’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치폴더는 C:\nexPia\tlg-manager3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Step 5 : 설치 진행중 Node.js 설치가 진행됩니다. 
‘Next’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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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 ‘Finish’ 버튼을 클릭하여Node.js 설치를 완료 합니다.

Step 7 : Node.js설치 완료되면 TLG Manager 구동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설치합니다. 

Step 8: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TLG Manager 설치를
완료 합니다.

Step 9 : Edge브라우저를 실행하여, nexPia TLG Manager 
구동을 위한 주요설정(주유소 설정, 장비설정, 
탱크설정, 탱크테이블 등록 등)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TLG Manager는
Edge, Chrome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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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 : 윈도우nexPiaCore 서비스 등록이 되어 있고
‘실행중’인지 확인합니다.

이를 확인하기위해 먼저 “윈도우키 + R “을
눌러서 실행창을 열고 services.msc를 입력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처럼 서비스 창이 열리고 nexPiaCore서비스를
확인합니다.
좌측의 “서비스 중지”, “서비스 다시 시작” 을
클릭하여 프로세스를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nexPia TLG Manager v3.0의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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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 nexPia TLG Manager Software를 최초 구성하고 설정하기 위해서 각종 정보를 생성
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ID인 ‘nexpia’를 사용해야 합니다.

 nexPia TLG Manager v3.0의 운영을 위한 구성 및 설정 절차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 nexPia TLG Manger의 구성 및 설정

nexPia TLG Manager 설치 전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유소 설정을 위한 주유소정보(사이트코드, 주유소명/사업자명 등)

• 장비설정을 위한 주요 장비정보(장비종류, 장비버젼, 장비코드, 장비설명, 장비시리얼번호)

• 탱크설정을 위한 주요 탱크정보(탱크높이, 탱크상한치, 탱크하한치,  센서 GAIN 값, 센서의 오일플롯 및
수분플롯 보정 값 등)

• 기타 주요 설정

Note : nexPia TLG Manager 프로그램의 접속 계정은 관리자 계정과 사용자 계정으로
분리되며 nexPia TLG Manger의 주요 설정을 위해서는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
하셔야 합니다.

[nexPia TLG Manager 로그인 화면]

nexPia TLG Manager 접속을 위하여 [시작  프로그램  nexPia TLG Manager v3.0  nexPia TLG 
Manager ] 선택 후 기본적으로 부여된 관리자계정(nexpia)으로 로그인 합니다.

2. nexPia TLG Manager의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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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xPia TLG Manager의 설정

nexPia TLG Manager의 주요설정 화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nexPia TLG Manager 초기 화면 ]

[nexPia TLG Manager 주요설정 절차]

주유소 설정 연동설정 장비설정 탱크설정 탱크테이블설정

TLG Manager  서비스 재시작

nexPia TLG Manager의 주요설정은 반드시 위의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재시작은 설치 부분의 Step 1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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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유소 정보 설정

가) 주유소 설정

Step 1 : 좌측 메뉴의 설정관리 부분의
[환경설정 > 주유소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Step 2 : 메인 화면 좌측의 STATION INFO란의 각 필드에
해당 주유소의 주요 설정 정보를 입력 후
‘Submit’ 버튼을 클릭합니다.

항 목 내 용

주유소
코드

해당 주유소에 부여된 유일한 주유소 코드
(사이트코드) 입력

제품 출하 시 첨부되어오는 Quality Check 
Sheet 상의 Site Code 입력

→ 해당 사이트 코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수신 불가

주유소 명 해당 주유소의 이름 입력

관리자 명 해당 주유소의 관리자 또는 이름 입력

주소 해당 주유소의 주소 입력

전화번호1 해당 주유소의 전화번호 입력

전화번호 2 해당 주유소의 전화번호 또는 팩스번호 입력

TOMS 
TOMS 관리시스템과의 접속 여부 체크 (check
:접속, uncheck 비접속)

TOMS
TOKEN

TOMS가입 신청 및 TOMS 관리자 승인 후 부
여 받은 토큰 번호이며 주유소/사이트마다
유일한 고유 값임

→ 토큰은 TOMS접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

→ TOMS-TOKEN을 부여 받았다면 입력 바람

Step 3 : 아래와 같이 ‘Submit’ 버튼 클릭 시
“저장 되었습니다.”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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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네트워크 설정 (LAN 환경을 지원하는 컨트롤러가 연결된 경우)

 컨트롤러(nexPia COM)가 USB로 연결된 경우, 
주유소 코드만 변경하고 기본 정보 그대로 유지합니다. 
LAN연결용 컨트롤러인 경우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아
설정 합니다.

항 목 내 용

SSG Serial No 컨트롤러의 시리얼 번호

SSG IP Address 기본 값 유지

Gateway IP Address 기본 값 유지

주유소 코드 주유소/사이트 코드 입력

Step 1 : [주유소설정] 화면의 우측에 NETWORK INFO
에서 설정 합니다.

Step 3 : 아래와 같이 ‘Submit’ 버튼 클릭 시
“저장 되었습니다.”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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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간 설정

3.2 연동설정

Step 1 : 좌측 메뉴에서 [환경설정 → 연결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아래와 같이 센서종류 테이블 리스트의 TLG 를
클릭하여 선택 합니다.
선택 시 연한 녹색으로 반전 되며 아래 해당
하는 내용이 채워 집니다.

항 목 내 용

TLG 기본 값 유지

패킷
저장시간

유입되는 TLG 센서 데이터의 저장 간격을
분(60초)단위로 입력

연동
데이터
저장

POS또는 ERP와 연동하는 데이터에 대한
저장 간격을 분 (60초 ) 단위로 설정함 .
데이터 저장 여부가 체크 되어 있다면 입력
된 시간간격으로 데이터를 저장(덮어쓰기)

데이터는 TLG Manager3설치 디렉토리의
data폴더에 저장

저장하는 파일 명 : nowData.txt

나) 컨트롤러 연동 설정 (USB 연결 환경인 경우)

TLG컨트롤러(nexPia COM)이 연결된 USB에 대한
설정 입니다.
아래와 같이 상단의 TLG 항목을 클릭 하여 선택
하면 아래의 값이 채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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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센서
종류

기본 값 ‘TLG’ 유지

TCP

PORT
기본 값 유지

SERIAL

USB가 연결된 시리얼 포트 이름을 대문자
로 입력

본 메뉴얼의 컨트롤러 설치 방법에서 설명
한 장치 관리자 화면에 있는 USB연결 정보
를 참고

nexPia COM이 인식된 Port로써 nexPia
TLG Manager 3가 설치된 PC 에서
시작 →설정 → 제어판 → 시스템 → 하드웨
어 → 장치관리자 메뉴 클릭 후, 
인식된 Port 확인

 운영체제가 Linux인 경우:  
“/dev/ttyUSB0” 를 입력

 Mac OSX 인 경우:  “/dev/cu.SLAB_USB

toUART”를 입력

BAUD 기본 값 유지

DATA 

Bit
기본 값 유지

Flow 

Control
기본 값 유지

저장
데이터
수신

기본 값 유지

응답
전송

기본 값 유지

암호화 기본 값 유지

데이터
암호화

기본 값 유지

암호화
키

기본 값 유지

수정 후 하단의 ‘Submit’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하며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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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의 MACHINE LIST에는 장비리스트가 표시되며
우측은 장비 리스트에서 선택한 내용이 출력되며,
해당 장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장비 리스트 클릭시 선택/선택 해제로
토글(toggle) 됩니다.

3.3 장비설정

Step 1 : 좌측 메뉴 설정관리의 [장비설정] 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Step 2 : 장비를 추가하기 위해서 선택한 장비를 선택
해제 후 오른쪽의 항목들을 입력합니다.

 SAVE : 입력한 장비를 추가하거나 저장 합니다.

 CLEAR : 우측의 장비 상세 내용
(MACHINE SETTING)을 지웁니다.

 DELETE : 선택된 장비를 삭제 합니다. 
삭제시 모달창이 팝업 됩니다.

Step 3 : 아래와 같이 각 필드에 장비의 생성을 위한 주요
설정정보를 입력 후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항 목 내 용

장비
종류

설정할 장비의 종류를 선택

장비
버전

설정할 장비의 버전을 입력

장비
코드

[Important] nexPia WEB일 경우 필수 입
력사항으로 해당 장비의 MAC ID를 입력
해당 장비의 MAC ID는 Quality Check
Sheet 상의 ID를 탱크별로 입력
ex)0001

장비
설명

해 당 장 비 에 대 한 설 명 을 입 력
ex) Tank 1 TLG 센서

시리얼
번호

해당 장비에 대한 Serial Number를 입력
ex) NEX-WEB-201904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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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정상 처리시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 됩니다.

Step 5 : 좌측의 MACHINE LIST에 정상적으로 장비가
생성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3.4 탱크설정

Step 1 : 좌측 메뉴 설정관리에서 [탱크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화면 상단에는 등록된 탱크 리스트(TANK LIST)가
출력됩니다.

하단에는 탱크 정보 입력 창(TANK SETTING)이
출력됩니다.

Step 2 : 탱크 정보 입력 창(TANK SETTING)에서 탱크
정보를 입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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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각 필드에 탱크의 생성을 위한 주요 설정 정보를
입력 후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항 목 내 용

탱크
번호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센서
번호

‘장비설정’에서 추가한 ‘센서번호’와 ‘센서종
류’가 리스트 됩니다.

탱크
정보

>

탱크
높이

해당 탱크의 높이를 입력
→ 내부 맨홀의 높이 입력

탱크
정보

>

용량

해당 탱크의 실제 총 용량을 입력

탱크
정보
>

상한치

해당 탱크의 상한치를 리터 단위로 입력
EX) 50000 용적 → 45000 ~ 47000

40000 용적 → 35000 ~ 37000
해당 탱크의 상한치 설치는 주유소 담당자
확인 후 설정

탱크
정보
>

하한치

해당 탱크의 하한치를 입력
→ 3000 ~ 5000 사이의 값으로 설정
해당 탱크의 하한치 설치는 주유소 담당자
확인 후 설정

유종

해당 탱크의 유종을 입력

항 목 내 용

탱크
색상

해당 탱크의 색상을 ‘칼라픽커’에서 선택
선택된 칼라는 V표가 나타남

센서
높이
(mm)

해당 탱크에 설치된 센서길이를 입력
→ Quality Check Sheet 상의

센서길이를 입력

센서
GAIN
(mm)

해당 탱크에 설치된 센서의 환산GAIN값을
입력
→ Quality Check Sheet 상의

해당 장비 GAIN 값을 입력

오일
보정값
(mm)

해당 탱크의 오일보정값을 입력
→ 초기 0으로 셋팅 후 잣대 실측값이

200 이고 프로그램 출력 값이 190 이면
10입력.

잣대 실측값이 190 이고
프로그램 출력값이 200 이면
-10 입력

온도1
보정값
(℃)

해당 탱크 온도 1 센서의 보정값을 입력
→ Quality Check Sheet 상의 T1 보정값을
입력

온도2
보정값
(℃)

해당 탱크 온도 2 센서의 보정값을 입력
→ Quality Check Sheet 상의 T2 보정값을
입력

온도3
보정값
(℃)

해당 탱크 온도 3 센서의 보정값을 입력
→ Quality Check Sheet 상의 T3 보정값을
입력

사용
온도계

nexPia TLG Monitor 화면상에 출력될 온도
센서를 선택
→ 온도1에 체크

 그래프 출력 및 모니터링 화면에서 선택된
칼라로 표시 되므로 탱크별 중복되지 않게
선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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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수분
알람값
(mm)

해당 탱크의 수분알람값을 입력
→ 1mm 로 입력

배터리
알람
(v)

해당 탱크에 설치된 센서의 배터리 알람값
을 입력
→ 5.5 입력

신호
알람
(db)

해당 탱크의 RSSI 알람값을 입력
→ 80dBm으로 입력

RSSICC

해당 탱크에 설치된 센서의 무선Chip 종류
를 선택
→ 구형 nexPia WEB 일 경우 CC2420 선택
→ 신형 nexPia WEB 일 경우 CC2520 선택

Step 3 : 모두 입력 하였다며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4 :화면 상단의 탱크 리스트(TANK LIST)에 정상적
으로 탱크 리스트가 출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5 탱크테이블 설정

Step 1 : 좌측 메뉴 설정관리의 [탱크테이블 > 텡크테이
블설정] 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좌측은 등록된 탱크리스트(TANK LIST)가 우측은
선택한 탱크의 탱크 테이블이 출력됩니다.

 선택한 탱크의 탱크 테이블이 없으면 우측에 탱크
테이블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화면 하단은 선택한 탱크의 탱크테이블을 엑셀파일
로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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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설정 하고자하는 탱크를 선택하고 화면 하단
우측의 ‘탱크테이블’ 항목의 ‘Browse’버튼을
클릭합니다.

Note : 탱크테이블의 파일 포멧은 반드시
.xls 또는 .xlsx 인 엑셀 포맷이어야 합니다. 
탱크테이블 작업 시 반드시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로드될 엑셀파일의 내용 포멧은 다음과 같으며,
탱크별로 탱크 테이블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번째 컬럼은 테이블 업로드 시 인식하지 않습니
다.

 2번째 컬럼은 10mm 단위의환산 부피가 산출된
테이블이어야 합니다.

Step 3 : 탱크테이블 파일을 지정 하면 파일선택입력
하단에 파일명과 입력 수가 인식되어 출력
됩니다.

Step 4 : UPLOAD버튼을 클릭하면 테이블이 저장되며
화면 우측 상단에 탱크 테이블 리스트가
즉시 출력됩니다.

버튼을 클릭 하면 업로드한 탱크 테이블을 엑셀로
저장 할 수 있습니다.

nexPia TLG Manager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설정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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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Pia TLG Manager 내, 유류재고관리의 핵심 프로그램인 nexPia TLG Monitor를 이용한 주요 운영방법
및 사용절차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nexPia TLG Monitor에 대하여

nexPia TLG Monitor는 유류탱크(Oil Tank)내 설치된 TLG 센서(nexPia WEB)에서 전송된 탱크정보(유량, 수분량,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nexPia TLG Manager내 핵심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nexPia TLG Monitor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설 명

Oil Tank Level Monitoring

해당 탱크의 유량, 수분량, 온도 등(유종, 높이, 재고량, DRUM,
수분높이, 온도, 배터리(V), 메시지)을 모니터링
• Graphic Mode : Graphic 기반 재고량 모니터링
• Total Stock : 유종별 총 재고량 모니터링

Oil Tank Event Reporting 해당 탱크의 주요 이벤트를 리포팅

기본기능

• TOMS 연결여부 확인기능 제공
• Com Port 연결여부 확인 및 재 연결기능 제공
• Printing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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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ing the nexPia TLG Monitor

nexPia TLG Monitor 프로그램 실행을 위하여 [시작 → 프로그램 → nexPia TLG Manager v3.0 → nexPia TLG
Monitor ] 메뉴를 선택합니다.

Note : nexPia TLG Monitor 프로그램은 PC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사용자들에 의하여 실행될 수 있습니다.

 Oil Tank Level Monitoring

Oil Tank Level Monitoring 프로그램 실행을 위하여 좌측 메뉴의 TLG Monitor버튼을 클릭합니다.

 Oil Tank Level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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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 출력정보(Basic Output Value)

해당 모드에서 기본적으로 출력되는 주요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설 명

주유소명 주유소명과 주유소/사이트코드 출력

유종별 총재고 유종별 총 재고 출력, 유종별로 합산한 탱크 용량, 입고 가능량

재고(liter) 해당 탱크 내 재고량을 Liter 단위로 출력

DRUM 해당 탱크 내 재고량을 DRUM 단위로 출력

수분(mm) 해당 탱크 내 수분의 높이를 출력

온도 해당 탱크 내 온도를 출력

배터리(v) 해당 탱크 내 설치된 TLG 센서의 배터리 전압을 출력

메시지 해당 탱크 내 주요 이벤트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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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벤트 확인(Event Confirm)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하여 사운드(스피커 연결 필요)및 칼라로 표시되며 이벤트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벤트명 설 명

넘침경보

해당 탱크 내 유량이 상한치를 초과한 경우

- 출력 사운드: “Warning! Overflow! (오버플로우)”

- 화면 알람 : 해당 탱크 표시부가 짙은 오렌지색 으로 반전됨

부족경보

해당 탱크 내 유량이 하한치 미만일 경우

- 사운드 알람 : “Warning! Shortage! (쇼티지)”

- 화면 알람 : 해당 탱크 그래프 표시부가 오렌지색 으로 반전됨

배터리알람
TLG센서의 배터리 전압이 설정 기준치 미만일 경우

- 화면 알람 : 해당 탱크 그래프 표시부가 회색 으로 반전됨

수분알람

해당 탱크 내 수분이 발생한 경우.

- 사운드 알람 : “Warning! Water Detected! (워터 디텍티드)”

- 화면 알람 : 해당 탱크 그래프 표시부가 파란색 으로 반전됨

고온경보

온도센서가 일정 온도(섭씨 38도) 이상이면 고온 경보 발생

- 사운드 알람 : “Warning! High Temperature! (하이 템퍼러춰)”

- 화면 알람 : 해당 탱크 그래프 표시부가 붉은색 으로 반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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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ing the nexPia TLG Monitor

nexPia TLG Manager 내 nexPia TLG의 운영을 위한 핵심 응용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nexPia TLG Manger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Important : nexPia TLG Manager 응용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 사용자 권한을
부여 받은 ID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 합다.

 nexPia TLG Manger 운영 제공기능

nexPia TLG Manager 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비모니터링 : nexPia TLG Monitor의 Oil Tank Level Monitoring 기능과 동일

 환경설정 : 환경설정정보 확인

 자료조회 : 대시보드, 재고조회, TLG 자료조회, 재고 그래프, 탱크테이블조회

 시스템관리 : 시스템 자원사용 현황, TOMS접속 상태 등

 nexPia TLG Manager의 로그인

nexPia TLG Manager 접속을 위하여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주소창에 http://localhost:8080 을 입력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 합니다.

Note : nexPia TLG Manager 프로그램의 접속 계정은 관리자 계정과 사용자
계정으로 분리되며 nexPia TLG Manger의 주요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자
계정으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nexPia TLG Manager 로그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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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Pia TLG Manager의 운영

① 대시보드

대시보는 유종별 탱크별 재고 및 이벤트 알람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구성된 화면 입니다.

[대시보드 화면 예시]

우측 상단의 ‘종’ 아이콘을 선택하면 최근 탱크별 이벤트 내용을 아래 그림과 같이 팝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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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의 라인 그래프는 최근 12시간의 유종별 재고 현황을 표시(Refresh약8분)
 하단의 Bar형 그래프는 유종별 입고 가능량 합계를 표시
 최근 24시간 동안의 탱크별 재고 그래프와 총 저장용량 대비 그래프를 표시
 그래프는 설정한 탱크의 칼라별로 라인이 표시되며 마우스 오버시 범례 표시
 대시보드 하단에는 최근의 이벤트 정보를 상세하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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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측 사이드 화면

 화면의 오른쪽 상단의 햄버거 모양 메뉴를 클릭하면 사이드 탭이 Toggle 됨
 좌측 탭은 TOMS연결 상태를 표시하고, 우측 탭은 시스템 자원 사용현황이 표시됨
 TOMS와 연결이 된 경우에는 스위치가 ON으로 되어 있으며, 연결이 해제된 경우 OFF로 표시
 TOMS Connection Status 스위치가 Off인 경우 Connect TOMS버튼이 활성화 되며 클릭 시 TOMS

에 접속
 TOMS에 연결하여 원격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TOMS계정을 부여 받아야 함
 우측 탭은 시스템 사용현황을 일시적으로 보여줌
 시스템 자원 소요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Auto Refresh스위치를 ON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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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고 조회

가. TLG Data 조회

[TLG DATA] 메뉴를 클릭합니다.

 상단의 탱크를 선택하면 최근 1000개의 센싱 데이터를 하단의 테이블에 표시

나. 재고 변동 그래프 조회

[재고변동 그래프] 메뉴를 클릭합니다.

 탱크별 재고 또는 온도 변동 현황을 24시간 단위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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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유종의 재고 변동 그래프를 24시간 단위로 표시

다. TLG 이벤트

[TLG 이벤트] 메뉴를 클릭하면 이벤트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상단의 알람 이벤트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Search 버튼을 클릭 하면 하단의 조회조건
에 맞는 이벤트 내역이 출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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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TLG 유지보수

[TLG 유지보수]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nexPia 제품군을 사용 중이라면 본 화면에서 유지보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필요한 제품 구분, 연락처, 요청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 ‘유지보수 요청

등록’ 버튼을 클릭 합니다.
 요청 내용은 접수, 확인, 방문예정일, 조치 등의 처리상태 단계를 본 메뉴에서 확인 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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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S 가입 및 원격관리

② TOMS 가입 하기

TOMS를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주유소를 관리하려면 로그인 화면의 TOMS계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① TOMS 접속하기

TOMS URL은 https://toms.nexpiatlg.com:8000 입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TOMS 사용자 등록 요청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각 입력 항목을 입력한 후 하단의 계정 생성
요청을 클릭 하여 등록합니다.
TOMS관리자 확인 후 기입한 연락처로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TOMS 사용자는 사이트 관리자와
대리점 관리자로 구분됩니다.

• 여러개의 주유소를 TOMS를 이용해서
원격관리 하고자 한다면

에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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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S (TLG On-line Management System) 사용

 TOMS 이용 방법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주소창에 TOMS 접속 URL(https://toms.nexpiatlg.com:8000) 을 입력합니다.

 TOMS계정 생성이 승인된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로그인시 TOMS Login을 체크 해야 합니다. 
 본 장에서는 대리점 관리자 권한으로 설명합니다.

[TOMS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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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S (TLG On-line Management System) 사용

 TOMS 이용 방법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주소창에 TOMS 접속 URL(https://toms.nexpiatlg.com:8000) 을 입력합니다.

 TOMS계정 생성이 승인된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로그인시 TOMS Login을 체크 해야 합니다. 
 본 장에서는 대리점 관리자 권한으로 설명합니다.

[TOMS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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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LIST : 본인이 속한 그룹 코드 및 그룹명 표시
 SITE LIST : 그룹을 선택하면 해당 그룹의 사이트 리스트 표시
 USER LIST : 해당 그룹 또는 대리점 사용자로 등록된 TOMS사용자 리스트
 유지보수 현황 : 각 사이트/주유소에서 등록한 유지보수 요청/처리 현황

 버튼은 모니터링 화면으로 이동

 SITE 리스트의 로그인 표시된 레코드를 선택하면 선택한 사이트를 원격으로 관리 할 수 있음

TOMS (TLG On-line Management System)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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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우측 상단의 사이트 이름을 클릭하면 현재 유종별 재고 현황이 그래프로 표시 됨

 종 모양을 클릭하면 최근 알람 정보를 보여줌

 맨 우측의 햄버거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해당 사이트의 원격 관리 메뉴가 나타
남

TOMS (TLG On-line Management System)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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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관리 메뉴의 우측 하단에는 탱크별 재고 현황이 표시
 각 메뉴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
 설정 정보는 조회만 가능하며 원격에서 등록, 수정, 삭제가 불가능
 설정정보의 수정 삭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이트에 로컬 접속 해야함
 그룹 대시보드의 사이트 리스트에서 선택 해제 하면 우측 메뉴는 사라짐

TOMS (TLG On-line Management System)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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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신고 전에 확인 하십시오

A/S를 요청하시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품 고장은 아니지만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사소한 원인으로 nexPia TLG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이런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점검하신다면 서비스 센터의 도움 없이도 간단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항목에 대해 점검하시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비스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현상 1. TLG Manager3 프로그램 실행이 안됩니다. 

 PC 프로그램 중 [서비스] 에서 “nexPiaCore” 서비스를 재시작한 후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저사양 PC의 경우 서비스 구동이 다소 느릴 수 있으니 PC 부팅 후 5분, 서비스 재시작 후 3분 이후에 TLG 

Manager 3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현상 2. TLG Manager3 프로그램 실행 후 Tank 재고정보 조회가 안됩니다.

 nexPiaCOM 전면에 표시되는 DATA 수신 확인 LED가 깜빡이는지 확인합니다.

→ DATA LED가 깜빡이면, 센서에서 nexPiaCOM까지의 통신상태는 정상입니다.

 nexPiaCOM과 PC를 연결하고 있는 A-Type USB 케이블을 교체해 봅니다.

 PC 프로그램 중 [장치관리자]에서 포트 항목에 “Silicon Labs CP210x USB to UART Bridge(COMX)”가 인식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현상 3. 특정 Tank 재고정보 조회가 안됩니다.

 유무선 센서 공통으로 모든 체결된 케이블의 접촉불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유선센서 : 맨홀 내 설치된 센서 상단의 케이블 체결부위 확인, nexPiaCOM 후면 베리어 체결부위

→ 무선센서 : 맨홀 내 설치된 센서 상단의 케이블 체결부위 확인(전원연결, 통신연결)

맨홀 내 설치된 센서 옆 부착된 BAT 체결부위 확인

→ nexPiaCOM : PC와 연결된 케이블 체결부위 확인

 유선센서의 경우 nexPiaCOM 후면부에 확인 가능한 베리어 방폭 퓨즈가 끊어진 것으로 A/S를 통해 베리

어 교체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무선센서의 경우 맨홀에 설치된 센서와 연결되어 있는 BAT가 방전된 것으로 A/S를 통해 BAT 교체 서비스

를 받아야 합니다.

※ 베리어, BAT는 현장방문서비스가 아니라 부품만 구매하여 서비스 센터 통화를 통해서 손쉽게 교체가 가능

합니다.

 무선센서 BAT를 교체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맨홀 옆에 설치되어 있는 패치안테나 고장일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 현장방문서비스를 통하여 교체 받아야 합니다.

※ 무선센서가 설치된 주변으로 대형 차량 등이 장시간 주차되어 있을 경우 통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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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제언

 시스템 재부팅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환경 마련

TLG Manager 3가 구동되는 Windows System 환경의 특성상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스템 재부팅을
해야합니다. 유류재고관리를 하지 않는 시간대에 맞춰 시스템 재부팅을 요청드립니다.

※ Windows 작업 스케줄러를 활용하면 손쉽게 시스템 재부팅이 가능합니다.

PC도 오작동과 느려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Windows 작업 스케줄
러”를 활용하면 손쉽게 사용자가 정해 둔 시간마다 자
동으로 PC를 재부팅 시킬 수 있습니다.
(Windows 10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Windows 작업 스케줄러 활용 Tip

Step 1 : 작업 스케줄러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제어판]
→[관리 도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윈도 10에서는 시작 아이콘 오른쪽의
돋보기 모양의 검색창을 활용해 ‘작업 스케줄러’
를 검색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편리합니다.

Step 2 : 오른쪽 상단에 ‘기본 작업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Step 3 : 이름에 “PC 재부팅“이라 작성하고 설명에 이해
하기 쉽게 설명을 작성합니다.
작성을 완료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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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제언

Step 4 : 트리거(Trigger)에서는 재부팅 명령을 작동시킬
간격을 설정합니다.
사용자마다 적당한 간격을 선택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자주 재부팅 해주는 게 좋으므
로 ‘매일’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Step 5 : 실행 간격 선택 후 실행 시간을 지정합니다.
원하는 시간대를 설정하시되 가급적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를 설정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참고. 설정한 시간은 PC의 시간 설정이 기준
이므로, 현재 PC의 시계가 한국 표준 시간대와
정확히 동기화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함)

Step 6 : 수행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PC에 내장된 종료
프 로 그 램 을 사 용 할 것 이 므 로 초 기 값 인
‘프로그램 시작’을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Step 7 : 프로그램/스크립트 창에
“shutdown -r -c “PC 재부팅” -t 10 -f”
그대로 적어줍니다.

인수 사용에 관한 알림창이 뜨면 ‘예’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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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제언

Step 8 : 모든 설정을 마치면 처음에 봤던 작업 스케줄러
창의 목록에서 ‘PC 재부팅’이란 명령을 확인합
니다. 해당 명령을 더블클릭하면 기존 내용 수정
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삭제나 일시중지
가 가능합니다.

설정 내용을 최종 확인 후 마침을 눌러 종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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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서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3길 19

대표전화 : 02-490-9588  팩스 : 02-267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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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확인서

Site Code 검사결과

생산일자 납품일자

제품명

Tank ID 사이즈 마감 Offset Gain 온도보정 비고

No. 검수내역 확인 비고

1 제품 외관 파손 확인

2 오일 / 수분 / 온도 측정 수치

3 10시간 이상 Aging Test

4 전원공급 이상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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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서

아래와 같이 보증합니다.

1. 본 제품은 엄정한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2. 본 제품의 보상기준은 재정경제원 고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릅니다.

3. 보증기간 중 고객이 정상으로 사용함에 있어 제품상의 이상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무상수리를 하여 드립니다.

4. 서비스를 받으실 때는 본 보증서를 꼭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서는 재발행 되지 않으므로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제품의 A/S는 구입처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품질보증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상수리합니다.]

가.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의 경우

나. 당사의 서비스요원이 아닌자가 제품의 구조/성능/기능을 개조 또는

이동, 변조하여 발생된 고장

다. 유선 TLG 제품의 경우, 사용전원의 이상에 의한 고장

라. 사용방법의 부족, 제품의 파손, 재설치와 관련한 사항

마.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의 고장 또는 결함의 경우

※ 무상 보증기간 경과 후의 정기점검, 고장수리는 보수계약 및 보수요청에

의해 실시하며 유상으로 보수합니다.

모델

보증기간 제품설치일로부터 12개월 설치일 년 월 일

고객

성명 연락처

주소

판매점

구입처 연락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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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서

1. 상호 (성명) :

2. 사업자등록번호(주민번호) :

3. 주소 : 

납품장소

모 델 명

보증조건 제품에 대한 보수

보증내용

납품 후 1년 이내 하자부분 무상 보수

서비스 최대 3일 이내 시행

특약사항

하자기간 이후 서비스 시행(서비스 비용 발생)

임의적인 파손에는 서비스 비용 발생

설치 지역에서 이동 했을 경우 하자보수 부분 불인정

년 월 일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3길 19

대표전화 : 02-490-9588  팩스 : 02-2676-5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