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시작 안내서

Flex Gel센서

캡에 센서 삽입

캡의 밑면을 유지하면서 설치하려는 구멍 주변의 모든 방향

으로 재료를 팽팽하게 한 다음 센서를 구멍에 맞추고 앞쪽

으로 밀어서 재료가 아래쪽 절반으로 가도록 한다.. 센서가 

완전히 고정될 때까지 재료를 조정한다. 원하는 구성에서 

모든 센서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한다.

Flex Gel센서

A-Q 라벨은 케이블이 장착되는 센서 옆에 쓰여 있다.

주의: 케이블은 길이가 32cm인 A-H 라벨이 있다. J-Q는 
크기가 16cm이고 컨트롤 박스(머리쪽 방향)에 더 가깝게 
위치하도록 설계된다. 이 점은 캡에 센서를 장착할 때 명심
해야 한다.

케이블 A-Q와 DRL 참조 (오른쪽) 및 CMS 참조 (왼쪽)는 
케이블 자체에 표시되어 있으며 센서를 캡에 장착한 후 커
넥터를 삽입하면 컨트롤 박스의 지정된 위치와 일치한다.

센서 위치 구성

EPOC Flex 캡에는 72 개의 개구부가있어  자체 조립 방법

에 따라  센서를 맞출 수 있다. 채널 A-H의 와이어 길이는 

32cm이며 추가 길이로 인해 이마 앞쪽 (Fp), 전면 (F) 및 

임시 (T) 센서에 가장 적합한다. 채널 J-Q의 길이는 16cm

이며 정수리 (P) 또는 후두 (O)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캡 개구부는 아래와 같이 보편적인 10-20 시스템 위치이

다.

캡에 부착할 수있는 32 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용하지 않는 센서를 제거할 수 있음). EEG 캡에 센서를 

부착하기 전에 특정 실험에 사용하려는 채널 (AQ)을 배치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은 나중에 EmotivPRO에 복사

할 필요한다. 왼쪽과 오른쪽을 미러 이미지로 유지하는 것

이 좋다.이것이 조정과 검사를 더 쉽게 하기 때문이다.

센서가 배치되면 EmotivPRO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구성 

옵션을 사용하여 각 센서에 올바른 레이블을 할당한다. 구

성 페이지에 액세스하려면 헤드셋이 연결되어 있어야한다.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구성을 저장할 수 있다. 구성은 변경

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다.

컨트롤 박스를 제자리에 놓기

컨트롤 박스는 캡의 상단 또는 후면에 있는 두 개 주머니 중 

하나에 위치할 수 있다. 맨위 위치는 의자에 머리 받침이 필

요한 개인 (예 : 휠체어)에 대한 연구 또는 사람들이 누워있

을 때 연구(수면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권장된다.

후면 상단 위치에서, EMOTIV 로고는 스위치와 케이블 포

트를 아래 가장자리를 따라 수직으로 향해야 한다. 맨위 위

치에서 스위치와 케이블 포트는 뒤쪽 가장자리를 따라야 한

다.

EMOTIV 로고가 바깥쪽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상자를 제

자리에 고정시키는 컨트롤 박스의 원형 부분을 둘러싸는 홈

에 천을 팽팽하게 당긴다.

컨트롤 박스에 케이블 연결

컨트롤 박스의 오른쪽에 흰색 커넥터 (모든 빨간색 케이블

에 연결됨)를 꽂는다. 커넥터는 한 방향으로만 맞물리므로 

커넥터들이 잘 맞는다면, 컨트롤 박스를 성공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왼쪽(파란색 케이블)도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모든 케이블

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자세히 확인하며- 거의 모든 준비

가 되어 있다!

와이어 고정

와이어를 고정해야 할 경우 제공된 블랙 카드 핀과 래치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잠그고 원치 않는 움직임을 방지한다. 

이것은 재료에 카드를 꿰매는 것과 같다. 이 핀들은 옷에 가

격표를 부착하는데 사용되는 핀이며, 만약 당신이 태그 와

이어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은 또한  와이어를 고

정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제품

군에 제공되는 두 개의 케이블도 커넥터 전면의 모든 와이

어를 묶는 데 도움이된다.

이전 과정을 반복하고 두 개의 재료 층을 통해 모든 

방향으로 래치를 민다

래치를 천천히 당겨 빼면서 검은색 T자가 래치에서 미끄러

지기 시작해야 하며, 케이블이 와이어 양쪽에 장착될 때까

지 래치를 계속 당겨야 한다. 만약 장치가 원하는 대로 작동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비 래치 장치를 첨부하여 공급했

다.

기록할 준비가 되었을 때- 젤 센서 준비

참가자의 경우 캡을 끼운 다음:

참가자의 머리 위에 캡을 놓고 10-20 시스템(나시온과 이

니온 사이)에 따라 Cz를 조정한다.

면봉을 사용하여 알코올과 같은 탈지제로 센서 개구부 아래

의 피부를 청소한다 (목재 면봉 끝을 알코올에 담그고 그 자

리에서 회전시켜 피부에 탈지한다).

연마 젤에 담근 면봉으로 면봉을 고리 모양의 전극 구멍으

로 돌려 피부를 닦는다.

주사기를 사용하여 방금 준비한 두피에 구멍을 통해 충분한 

양의 전해질 젤을 바른다.

모든 센서에 대해 반복하고 각 센서 뒤에 있는 

EmotivPRO에서 신호 품질을 검사하여 녹색 표시 여부를 

확인하여 접촉 품질을 평가한다.

주의: 대부분의 전해질 젤이 피부에 스며들기 때문에 신호 
품질을 확인하기 전에 모든 전극을 채우는 것이 가장 좋다. 
대부분의 문제는 피부와 젤 또는 젤과 센서 사이의 불충분
한 접촉으로 인한 것이다. 주의: CMS 및 DRL 참조 센서와 
최소한 하나의 다른 센서가 모두 장착될 때까지 신호 품질
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하나의 녹색 표시기가 표시
될 때까지 참조 센서와 첫 번째 센서 모두를 개선할 수 있
다. 결과적으로 작업중인 센서를 개선하기 만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