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CTION
MANAGEMENT
SOFTWARE DMS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TSI Quest 여러 환경측정 장비와 함께 운영되는 프로
그램으로 산업현장의 여러 환경적 위험의 노출을 기
록, 챠트를 편집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능 및 장점
++측정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가능
++지사가 많은 기관이라도 일관된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공
++단순화된 아이콘 및 메뉴구성으로 사용이 편리하다
++광범위한 교육이 필요치 않고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음
++필요에 따라 다양한 차트 및 그래프 생성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템플릿 기반 보고서

적용
++개인별 누적 소음노출량 측정
++주파수 분석/조사
++열쾌적성 모니터링
++적분형 소음수준측정
++산업 시설 및 지역사회 소음 조사
++실내 공기 품질 (IAQ) 평가
++온열환경(Heat Stress)모니터링

사양
DETECTION MANAGEMENT SOFTWARE DMS

글로벌 플랫폼
지원 언어: 중국어, 체코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터키어
단일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동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지역역/부서별 간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해준다.
올인원 소프트웨어 솔루션
현재 생산중인 TSI Quest Detection 데이터 로깅 장치
모델을 통합
음향, 열 스트레스 및 환경 모니터링 카테고리 전반에 대한노출
데이터를 중앙에서 구성하고 접근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간편한 전환으로 시간 절약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직관적 조작, 유용한 아이콘 및 간단한 그래프 작성 도구
효율적인 사용 가능 “클릭, 드래그 앤 드롭” 만으로 보고
서 작성, Data Finder는 저장된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광범위한 교육이 필요 없이 학습하고 쉽게 사용
강력한 분석 툴
로깅 데이터, 초과, 필터 요약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빠른
차트 생성
준비된 차트 템플릿은 안전프로그램 규정준수 업무를 지원하
기 위해 효과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시스템 요구 사항
++펜티엄 4, 3GHz 이상
++2GB RAM
++윈도우 XP, SP2 이상, 윈도우 7, 8, 32 및 64비트
시스템
++1280 x 1024 픽셀 x 32 비트 컬러 디스플레이
++135 MB의 디스크 공간 필요
++키보드
++마우스 또는 포인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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