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시작 안내서

전원 전용 모드

SD카드 기록 모드

통과 모드

USB 드라이브 모드

하드웨어 활성화

익스텐더는 무선 통신 시 EMOTIV 헤드셋의 배터리 수명을 늘리도록 설계된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128Hz와 256Hz EEG 모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매우 유용한다.

익스텐더를 기록 장치로 사용하기 전에, 당신은 포맷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아래 그림과 텍스트에 표시된 지침을 따라야 한다.

통과 모드는 플러그를 꽂는 동안 EMOTIV 헤드셋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익스텐더를 헤드셋과 함께 통과 장치로 작동시키려면 다음 단계를 따른다.

당신은 외부 카드 판독기가 없어도 microSD  메모리 카드 상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 단계에서 설명된다.

비고: SD 카드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며 원시 데이터를 암호화하려면 EMOTIV Cortex 애플리케이션 및 PRO 허가증이 필요한다.

익스텐더의 하드웨어 활성화 기능은 추가 분석을 위해 외부 

사건을 높은 정확도로 표시할 수 있게 해준다. 입력 트리거 

펄스가 작동과 샘플 사이의 지연을 샘플 1개 내에서 최소화

하도록 헤드셋  데이터 흐름에 삽입된다. 트리거 입력에서 

데이터 흐름에 표시될 때까지 60ms의 안정적인 고정 지연

이 있다.

트리거 펄스는 EmotiVPRO에 분홍색 선으로 표시되며 파

일을 출력할 때 하드웨어 열에도 저장된다.

EMOTIV는 모든 익스텐더에 대해 맞춤형 1m 트리거 케이블을 제공했다. 케이블에는 외부 자극에 연결할 수있는 빨간색과 검은색의 선 2 개가 있으며, Opto 절연 트리거 입력에 Vishay 

VOL628A를 사용하여 백투백 출력 다이오드가 있기 때문에 트리거의 입력극이 역전할 수 있다 (데이터 시트). 이 부분은 최소 1mA의 현재 및 최대 60mA의 전환이 요구된다. 입력 설계에

는 1kOhm의 내부 제한 저항이 있다.  트리거 입력 전압은 2,5-15V 범위이며 병렬 포트 또는 아르뒤노에서 직접 제어된다. 아래 Arduino의 예를 참조하십시오.

익스텐더 켜기

단계 1

버튼을 2 초 동안 눌러 익스텐더를 켜면 상태 LED가 녹색

으로 바꿀 것이다.

헤드셋 켜기

단계 2

헤드셋을 켜고 안전 박스(USB 수신기)  또는 BLE 장치에 

연결한다.

익스텐더 켜기

단계 2

버튼을 2 초 동안 눌러 익스텐더를 켜면 상태 LED가 녹색

으로 바꿀 것이다.

헤드셋 켜기

단계 4

익스텐더가  헤드셋을 감지하면 녹색 상태 LED가 주황색으

로 바뀌며 데이터를 기록할 준비가 된다. 

익스텐더를 열린 USB 소켓에 꽂기

단계 2

PC 연결은 익스텐더의 왼쪽 가장자리에있는 작은 미니 B 

USB 포트이다.

헤드셋 연결

단계 4

제공된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여 익스텐더의 기타 USB 포

트에 헤드셋을 연결한다.

EMOTIV애플리케이션 시작

단계 6

애플리케이션은 익스텐더를 통해 연결된 Insight의 존재를 

등록해야합니다.

익스텐더를 PC에 연결

단계 2

컴퓨터는 그것을 일반적인 USB 드라이브로 인식하며, 잠

시 후에 당신은 그것을 하나의 드라이브로서 볼 것이다. 이

제 디스크에 암호화된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다.

 헤드셋 연결

단계 3

제공된 헤드셋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여 익스텐더의 기타 

USB 포트에 헤드셋을 연결한다.

헤드셋은 잠시 동안 연결이 끊어지고 다시 연결되며, 그렇

지 않으면 이어폰의 펌웨어가 파손되었을 수 있다.

상태 LED가 주황색으로 바뀌고 헤드의 충전 LED도 주황색

으로 표시된다.

익스텐더에 MicroSD 카드 삽입

단계 1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여 헤드셋을 익스텐더에 연결.

단계 3

헤드셋은 USB 앞에 무선 연결되며, EMOTIV의 모든 일반 

USB 수신기를 분리하고  이전에 헤드셋에 연결된 BLE 장

치를 비활성화해야 한다.

기록 

단계 5

기록을 시작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면 상태 LED가 빨간색으

로 바꿀 것이다. 

녹화를 중지하려면 버튼을 다시 누른다. 상태 LED가 이제 

주황색으로 돌아갈 것이다.

모든 EMOTIV USB 수신기의 플러그 뽑기

단계 1

헤드셋은 USB 앞에 무선 연결되며, EMOTIV(안전 상자)의 

모든 일반 USB 수신기를 분리하고 이전에 헤드셋에 연결

된 BLE 장치를 비활성화해야 한다.

익스텐더 켜기

단계 3

버튼을 2 초 동안 눌러 익스텐더를 켜면 상태 LED가 녹색

으로 바꿀 것이다.

헤드셋 켜기

단계 5

장치의 USB 감지 시스템은 USB EMOTIV 수신기를 시뮬

레이션하는 새로운 USB 단절 및 연결을 등록해야한다.

익스텐더 켜기

단계 1

버튼을 2 초 동안 눌러 익스텐더를 켜면 상태 LED가 녹색

으로 바꿀 것이다.

헤드셋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트리거 케이블

익스텐더의 트리거 입력에는 소켓에 맞도록 외경이 6 

8mm 미만인 2,5mm 오디오 커넥터가 필요한다.

EMOTIV는 모든 익스텐더에 1m 트리거 케이블을 제공했

다. 한쪽 끝에 필요한 로우 프로파일 연결 기능가 있으며 트

리거 소스에 연결하기위한 2 개의 박스 와이어(빨간색과 검

은색)이 있다. 우리는 아르뒤노 시나리오의 예들에 대한 몇 

가지 연결을 제공했다.

1s  펄스：1초 간격으로 100개의 펄스를 생성한다.

연속 활성화：아르뒤노 직렬 포트에 활성화 문자를 수신할 

때마다 활성화 펄스를 전송한다.

MATLab

https://www.vishay.com/docs/82401/vol628a.pdf
https://app.gitbook.com/@emotiv/s/extender-manual/hardware_triggering/test
https://app.gitbook.com/@emotiv/s/extender-manual/hardware_triggering/example-2-serial-triggering
https://app.gitbook.com/@emotiv/s/extender-manual/hardware_triggering/example-3-mat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