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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nd Screen 연결 방법 (월령이 40 넘는 경우) 

 

1. Dome 내부의 Dome 스위치 on 

2. 돔 내부에 있는 Dome control box의 Shutter control 스위치를 Remote에서 Local로 변경 

 

3. Scissor lift를 사용해 돔에 붙어있는 Shutter control system box의 제어 스위치를 Remote

에서 Local로 변경, Sequence 스위치를 UPR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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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pen 버튼을 눌러 아래 사진과 같이 wind screen에 연결바가 닿지 않게 돔 상단 슬릿을 

들어올리고 핀을 뽑음 – 돔 셔터 좌우의 핀을 전부다 뽑아야 함 

 

5. Shutter control system box의 open close버튼을 사용해 wind screen과 wind screen의 연결

바의 핀 구멍을 맞춰준다. 

 

6.  연결 핀을 꽂아 wind screen을 연결 – 반드시 돔 셔터 좌우에 있는 양쪽 핀을 모두 연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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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hutter control system box의 제어스위치를 Remote로 돌리고 Sequence 스위치를 UPR과 

LWR사이의 가운데로 위치시킨다. 

 

8. 돔 내부 Dome Control box의 Shutter Control 스위치를 Remote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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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ind Screen 연결 해제 방법 (월령이 40 이하인 경우) 

 

1. AUX computer의 KMTNet Controls software를 이용해 Dome을 전부 닫는다. 

2. 돔 내부에 있는 Dome control box의 Shutter control 스위치를 Remote에서 Local로 변경 

 

3. Scissor lift를 사용해 돔에 붙어있는 Shutter control system box의 제어 스위치를 Remote

에서 Local로 변경, Sequence 스위치를 UPR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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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ind screen 연결핀을 뽑는다. – 돔 셔터 좌우에 위치한 2개의 핀을 모두 뽑는다. 

 

5. 사진과 같이 wind screen 쪽의 연결 부분을 바닥으로 눕히고, 돔 상단 슬릿을 약간 들어

올리고 핀을 꽂는다. – 돔 셔터 좌우에 위치한 2개의 핀을 모두 꽂는다. 

 

6. Shutter control system box의 제어스위치를 Remote로 돌리고 Sequence 스위치를 UPR과 

LWR사이의 가운데로 위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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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돔 내부 Dome Control box의 Shutter Control 스위치를 Remote로 변경 

 

8. AUX 컴퓨터에서 KMTNet Control SW를 사용해 돔 셔터를 닫아준다. 

9. Wind Screen이 구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구겨진 곳을 잘 펴준다. 

※ Wind Screen의 연결을 해제하고 관측 시 AUX 컴퓨터의 KMTNet Control SW에서 돔 셔

터 싱크를 하지 않고 관측한다. – 그림의 빨간색 원 내부의 버튼을 눌러 돔 셔터 싱크 또는 

싱크 해제 (돔을 완전 개방한 상태로 관측) 

 

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