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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 HA-508 에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고,
통신 케이블로 HA-508 과 PC 를 연결합니다.
2. PC 프로그램에서 시공자등록정보와 공사정보 등을
설정하고 아래의 버튼을 누릅니다.
3. HA-508 의 영점버튼을 눌러서 음압 밸런스를
영(0)으로 맞춥니다.
4. 그래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5. 실시간 그래프창에서

3. [HA508.exe]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계측을 시작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HA-508 내부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HA-508 에 USB 메모리가 꽂혀 있다면 메모리에도
함께 저장합니다

i.
4. 프로그램에서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1. PC 와 연결하기

HA-508 에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고,
통신 케이블로 HA-508 과 PC 를 연결합니다.

5. [시리얼포트] 창에서 장치관리자에서 확인한 COM
번호를 선택하고 [적용]버튼을 누르면 PC 와의 연결이
완료됩니다.

1. 음압기와 PC 연결이 바로 되지 않으시면 하나이프
www.hana1004.net 홈페이지에서 [STM CD Driver]를
다운받아 설치하십시오.
2. [장치관리자]에서 포트의 COM 이 몇번으로 표시되는
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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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실행하기

3-1. 설정: 기본정보(공사 바뀌면 설정)

1. [HA508.exe]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기본정보는 공사가 바뀌면 꼭!! 다시 설정합니다.
1. HA-508 의 전원을 켭니다.
2. 프로그램에서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기본정보]창에서 시공자 등록정보와 공사정보를
기입한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2. 아래의 그림처럼 프로그램 화면이 나타납니다.

참조) 아이콘 위로 커서가 가면 도움말이 나타나니
참조하십시오.

참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편리합니다.

(회사명은 정확히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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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정: 시리얼포트

3-3. 설정: 음압기

1. HA-508 의 전원을 켭니다.

1. HA-508 의 전원을 켭니다.

2. 프로그램에서 설정

2. 프로그램에서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시리얼포트] 기본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에 맞게 체크하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음압기설정]창에서 설정한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단위는 mmH2O 와 inH2O 중에 선택된
단위값으로 출력되고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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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간 데이터를 그래프로 보기

▶ 계측 시작과 정지시 주의
프로그램에서 시작했을 경우에 프로그램에서
정지해야하며, HA-508 에서 시작했을 경우는 HA-508
에서 정지해야합니다.
참조) HA-508 에서 계측을 시작했을 경우에 실시간
그래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1. 그래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실시간 챠트 창이 뜹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계측이 시작되면서
HA-508 내부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HA-508 에 USB 메모리가 꽂혀 있다면 메모리에도
함께 저장합니다.
저장되는 데이터 파일명은 날짜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예) 2020 년 06 월 24 일에 계측하는 경우 저장되는
데이터 파일명은 20200624.dat 가 됩니다.
여러 날에 걸쳐서 계측하는 경우도 파일명은 하루
단위로 생성됩니다.

※ 참고 사항 : 그래프 화면 확대, 축소,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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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A-508 의 내부 데이터 불러오기

6. PC 에서 USB 데이터 불러오기

1. HA-508 의 전원을 켭니다.

1. 음압 계측 파일이 들어 있는

2. 아래의 순서대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USB 메모리를 PC 에 꽂습니다.
2. 아래의 순서대로 파일을 불러옵니다.

3. 불러 온 데이터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3. 읽은 데이터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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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바탕화면에 아이콘 만들기(참고)
아래의 그림 순서대로 실행하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Page8

HA-508

1. HA-508 의 전원을 켭니다.

9. HA-508 에서 날짜, 시간 등 설정

설정창

2. 영(0)점 버튼을 누릅니다.
3. 시작/정지 버튼를 누르면 계측을 시작합니다.
HA-508 내부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HA-508 에 USB 메모리가 꽂혀 있다면 메모리에도
함께 저장을 합니다.

1.

노브를 돌려서

노브를 누르면 설정화면으로 바뀝니다.
(적색으로깜빡이는 글자는 노브를 돌려서 변경하고,
눌러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아래 그림에 표시되는 설정 부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HA-508 명판

1. HA-508 명판 설명

2. 메인창

설정 아이콘으로 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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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A-508 계측하기

11. 데이터 파일 보기

저장되는 데이터 파일명은 날짜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데이터 보기창

생성됩니다.

계측을 정지한 상태에서 기기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

예) 2020 년 06 월 24 일에 계측하는 경우 저장되는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명은 20200424.dat 가 됩니다.
여러 날에 걸쳐서 계측하는 경우도 파일명은 하루

참고)

단위로 생성됩니다.

노브를 누르면 선택됩니다. 적색으로 깜빡이는 글자는

노브를 돌리면 LCD 화면에서 이동(적색)하고,

노브를 돌려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HA-508 에 전원과 호스를을 연결하고 전원을 켭니다.

계측정지 상태에서 노브를 돌려서

데이터보기

아이콘으로 이동한 후, 노브를 누르면 HA-508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2. 영점버튼을 눌러서 음압
밸런스를 영(0)으로
잡습니다.

1. 시작/정지 버튼을 누르면
계측이 시작됩니다.

주의) 휴지통이 깜빡일 때 노브를 누르면 파일이
지워지니 조심합니다.

12. 프린트하기
시작과 동시에 HA-508 내부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HA-508 에 USB 메모리가 꽂혀 있다면 메모리에도 함께
저장합니다.
참고)

데이터보기로 가면 실시간 측정 데이터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측 시작과 정지시 주의
HA-508 에서 시작했을 경우 HA-508 에서 정지해야하며
프로그램에서 시작했을 경우 프로그램에서
정지해야합니다.

1.

프린터 아이콘에서

2. 노브를 누르면 프린트와 동시에 계측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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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과 동시에 HA-508 내부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HA-508 에 USB 메모리가 꽂혀 있다면 함께
저장합니다.

2.

프린터 아이콘에서 다시 한번 노브를 누르면
프린트와 계측을 중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