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시작 안내서

Flex Saline 센서 (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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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에 센서 삽입

식염수 센서가 젤 센서보다 약간 크기 때문에 센서 주변의 

캡 재료를 길게해야 캡이 손상되지 않지만 구멍이 늘어날 

것이다.

식염수 펠트 패드가 안쪽을 향한 상태에서 설치하려는 센서 

구멍 위에 놓다. 캡을 뒤집어 놓고 센서 위로 구멍을 펴서 

재료가 플라스틱 홈에 튀어 나오게 한다.

대부분의 센서는 외부에 있어야하며 펠트는 안쪽을 향하게

되므로 캡이 제자리에있을 때 두피에 닿게 된다. 모든 센서

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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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센서에는 그림과 같이 표시된대로 센서 옆에 AQ 레이블 

및 센서의 참조 (CMS 및 DRL)가 붙어 있다. 와이어의 압착 

단이 커넥터의 해당 위치에 삽입된다.

고무막 추가(옵션)

만약 당신이 장시간의 기록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금 용액의 증발을 줄이기 위해 고무막을 제

공한다. 이 막들은 캡 하단에 부착되어야 하며- 가장 간단한 

옵션은 모든 센서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전선이 묶여 있으

면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캡 안의 센서를 회전시키면 

막이 떨어질 수 있다.

컨트롤 박스를 제자리에 놓기

컨트롤 박스는 캡 상단 또는 후면에 있는 두 개 주머니 중 

하나에 넣을 수 있다. 맨위 위치는 의자에 머리 받침이 필요

한 개인 (예 : 휠체어)에 대한 연구 또는 사람들이 누워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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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상자의 원형 부분을 둘러싸는 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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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를 수화한다

식염수 센서는 기록 할 준비가되면 수화되어야한다. 첫 번

째 수화는 캡 밑면에서 펠트 패드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좋

다. 또한 모든 펠트를 컵에 담아 소금 용액에 담그고 가볍게 

짜서 잔류물을 제거한 다음 센서 위치에 장착할 수 있다.

센서들이 건조하거나 특별히 긴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당

신은 센서 꼭대기의 구멍을 통해 센서를 다시 수화시킬 수 

있다. CQ가 파란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충전

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주의: Flex Saline 시스템은 각 센서 내부에 부착할 수 있
는 막을 포함한다. 이 막들은 증발량을 줄이고 여분의 액체
를 사용하면 액체가 퍼지는 것을 감소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