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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의 파이프와 케이블의 심도는 지금 정확하게 비용 절감적으로 확인
됩니다. - 심지어 안전한 굴착을 할 수 있도록! RD사의 캣 앤 제니는
견고한 내장형 LCD가 있으며 이것은 제니(송신기)를 가지고 사용시
지장에 잠재적 위험물이 어느 깊이에 있는지와 묻혀 있는 시설물들의
정확한 위치 찾기를 지원하며 막대 그래프는 시각적인 표시를 제공해
줍니다.
모든 특징들이 혼합된 이 장비는 RD사의 로케이터에 대한 염원의 소산
입니다. 캣(수신기)은 정확하지 않았던 파이프와 케이블의 심도를 제공
합니다. 시설 관리 회사, 지역 당국, 빌딩 업자, 건축 업자들은 여러 장
점으로 인하여 이익을 창출할 것이며 이 새로운 기구는 계획 중인 노선
과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LCD는 지중 시설물들의 심도와 위치에
대한 시각적 지시를 보여 줍니다.

캣(수신기)
캣은 조작자가 뛰어난 특징들을 명심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 견고한 LCD는 신호의 세기를 보여 주며 제니와 함께 사용시 심도 표시가
주어 집니다.
♣ 대다수의 운영은 장갑을 끼고 서도 손가락 끝으로 동작이 가능 합니다.
♣ 사용하지 않을 시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 용이한 작동을 위해 3개의 별개 작동 모드가 있습니다.
♣ 명확한 청각적인 음은 파이프와 케이블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 소음 조건에서의 사용을 위해 탐지할 수 있는 음 확장 스피커
♣ 소형이며 경량
♣ 모든 조건의 기후 및 환경 내의 매일 험한 현장 사용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니(송신기)
파이프 또는 케이블에 독특한 신호를 적용 함으로써 제니 송신기는 캣이 심도 표
시가 나타나도록 하며, 복잡한 지역이나 도로를 따라 위치 추적을 하도록 합니다.
이 개선된 버젼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어집니다.:
♣ 보다 강한 신호를 위해 보다 강한 출력
♣ 악세 서리들을 위해 내장형 간막이와 함께 소형으로 고안
♣ 자동적으로 선택된 연결 모드가 있는 누름 버튼 조작
♣ 기본으로 공급되는 연결 선, 대지 선과 접지 봉

악세서리들
적용성을 더욱 높여 줍니다.
신호 클램프는 제니의 신호가 전기적 접촉 없이 활선이나 사선에 대한 안전하고
선택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며, 여러 적용에 적합 하도록 다양한 사이즈의 클램프
가 제공됩니다. 연장 로드는 닿기 힘든 케이블에 클램프를 적용할 때 사용됩니다.
하수구 부착 시 마우스 손드는 비 금속 관로 및 도관의 위치 탐지 시 사용됩니다.
3개의 핀 플러그 연결기는 제니의 신호를 살아 있는 2전력 소켓으로부터 서비스
케이블에 적용 합니다.

귀사는 이 제품을 선택 함으로서 비용 절감과
놀라운 성능에 만족 하실 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