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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며 

 AND전자저울을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취급설명서를 BM시리즈 분석용 전자저울을 이해하고 충분히 

사용하기 위해 사용전에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구성 

 기본편  ....................... 기본적인 조작・계량방법과 주의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울의 적성화  ............. 「저울의 사용환경(바람이나 진동)에 따라서 표시 응답 특성(안정도)을 조정하는 

방법, 실온상태에서 온도변화가 있어도 계량 정밀도를 유지하는 방법, 저울 교정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능 활용  ................... 저울이 갖추고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터페이스 활용 ........... 저울 계량값과 데이터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에 관한 설명입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또는 옵션･프린터가 필요합니다. 

 보수관리  .................... 저울의 보수방법과 트러블(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대처하는 설명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1. 특장 

 바람을 발생시키지 않는 직류식 이오나이저（제전기）를 내장하고 있으며, 대전할 계량물을 계량전에 전기를 제거

하여 정전기에 의한 오차를 줄입니다.  

 이오나이저의 방전 전극 유닛은 탈부착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청소, 교환이 가능합니다.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내장 분동에서 교정할 수 있습니다.(자동교정) 

 사용환경(바람,진동)에 따라서 계량표시의 응답특성(안정도)를 자동 조정합니다.(자동 환경 설정) 

 계량값과 교정이력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데이터 메모리 기능) 

계량값만 있을 경우, 최대 200데이터를 기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량값은 설정한 시간마다 

데이터 메모리에 기억시킬 수 있습니다.(인터벌 모드) 

 GLP/GMP등에 대응한 보수기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내장되어 있는 시계기능에서 날짜・시각이 첨부된 계량값을 프린터 등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비중측정과 자성체 측정에 편리한 언더후크를 표준장비로 갖추고 있습니다.   

 ７종류의 계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램), (밀리그램), (개수계량), (퍼센트 계량), (캐럿), (돈), (비중계 모드) 

 BM-２２는 충족 범위 내에서 용기 값을 제외한 정밀 단위(최소표시 1μｇ)로 계량할 수 있는 스마트 

레인지 기능을 표준 장비로 하고 있습니다. 

 BM-20, BM-22에는 마이크로 튜브를 계량하기 위한 홀더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비중계 모드에서는 공중 및 혈중 계량치부터 고체 비중(밀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별도 옵션 

필요) 

 저울의 계량치나 데이터를 출력하는 RS-232C 인터페이스와 USB 인터페이스의 표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RS-232C에서 프린터로 인쇄 데이터를 보냄과 동시에 USB 인터페이스에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또한, RS_232C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통신 소프트웨어 WinCT를 사용하여 

OS가 Windows 컴퓨터와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WinCT의 최신팬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USB 인터페이스로 케이블 접속만으로도 Excel과  Word에 직접 계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소프트 인스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옵션 이더넷 인터페이스(별매품 BM-08)로 이더넷을 통해 컴퓨터와 접속할 수 있습니다. BM-08은 

LAN접속용 데이터 통신 소프트웨어가 표준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다만, BM-08은 USB 인터페이스와 

같은 곳에 장착하기 때문에 USB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장착할 수는 없습니다.  

 

 부속 계량 데이터 수집기(AD-1688)을 사용함으로써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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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구성(각 부분 명칭), 포장내용 

 본 제품은 정밀기기입니다. 개봉시 취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품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

해 주십시오. 포장박스 등은 수리시 배송 등에 필요하므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종별 부속품 

BM-２０,BM-２２ BM-２５２ 
BM-２００,BM-３００, 

BM-５００ 
 
 
 
 
필터용 계량팬(소) 필터용 계량팬(대) 

 
 
 계량팬 팬서포트 
 마이크로튜브홀더 
 
 
 
 내부 방풍막(小) 내부 방풍막 (大) 

 
 
 
 
 
 먼지 플레이트 핀셋 
  ＡＸ－ＭＸ－３６ 
 

 (대) φ１５ (중) φ１２ (소) φ８ 
 ０.８  ０.３  ０.０５  
 분석용 알루미늄 둥근팬 각10개 

 

 

 

 

 

 

 

 

 

 

 
 
 
 

 계량팬 팬서포트 

 

 

내부 방풍막 (大) 
 
 
 
 

방풍링 
 
 
 
 
 
 
 

더스트 플레이트 

 
 
 
 

계량팬 

 

 
 
 

팬서포트 
 
 

방풍링 
 
 
 
 
 
 
 

더스트 플레이트 

      

 

슬라이드 방풍 

ＡＸ－ＢＭ－０３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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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부속품 

 

 

 

 

 

 

 

１００Ｖ용ＡＣ어댑터 

ＡＸ－ＴＢ２４８ 

ＡＣ어댑터 식별 스티커 계량 데이터 기록장치 

ＡＤ－１６８８ 

RS-232C에 접속하여 계량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ＵＳＢ케이블 

 

 

 

 

 

표시커버 

 

 

 

칸막이 

출하시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떼어낼 수 있습니다

. 

핀셋 

ＡＤ－１６８９ 

분동 전용 핀셋입니다. 

분동을 상하게 하지 않으며 체온 전

달이 어렵습니다. 또한 칭량실에 손

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교정작

업이 가능합니다. 

 

 

 

 

 

 

 

 

 

AC어댑터 식별 
라벨 부착 위치 

Ｄ－Ｓｕｂ９핀 

본체 커버 

보관시에 먼지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AC 어댑터, 그 외 케이블이 접속한 상태에서도 이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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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나이저(제전기) 

방전 전극 유닛 

칸막이 
필요에 따라 떼어낼 수 있습니다.。 

이음손잡이 
오른쪽(왼쪽)의 유리문 손잡이에 

채결하면, 왼쪽(오른쪽)의 이음손잡이를 

통하여 유리문을 개폐 조작할 수 

있습니다. 

수평기 

수평발 

손잡이 

이음손잡이에 연결 

가능합니다.。 

제전실 

방풍막 손잡이 

표시 

키 

표시커버 

이오나이저ＬＥＤ 

ＢＭ２０ 구조 

칭량실 

접지 단자 

도난방지 링 

AC 어댑터 입력 잭 

USB 인터페이스 

외부입력단자 
외부입력단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부속 고무 
뚜껑을 끼워주세요. 

ＲＳ－２３２Ｃ인터페이스 

콘센트 예 

접지선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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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와 주의 

3-1. 조립・설치 

1 저울을 설치할 장소에 대해서는 「3-2. 계량전 주의」를 참고해 주십시오.  

 

2 다음 항을 참고하여 칭량실내를 준비합니다. 

 BM-２００, BM-３００, BM-５００  BM-２５２  
 

 

 

 

 

 

 

 

  

 

 

 

 

 

 

 

 

 BM-２０, BM-２２  
 

 

 

 

 

 

 

 

 

 

 

 

 

 

 

 

 

 

 

 

 

팬서포트 

계량팬 

내부 방풍막(小) 

더스트 플레이트 

내부 방풍막 

필터용 계량팬(대) 

필터용 계량팬(소) 

필터용 계량팬은 필터 사이즈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튜브 홀더 

마이크로 튜브 홀더는 

마이크로 튜브나 직경 

12mm 이하의 시험관을 

사용한 계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량팬 

방풍링 

먼지 플레이트 

내부 방풍막은 최소표시 0.01ｍｇ에서 계량할 때 바람에 의한 

오차를 방지하고 보다 정확하게 계량하기 위해서 방풍링과 바꾸어 

주십시오. 

팬서포트 

단면도 

내부 방풍막 

내부 방풍막 

먼지 플레이트 
장착 방향에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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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량실 조립 
 

 

 

 

 

 

 

 

 

 

 

 

 

 

 

 

 

 

 

 

 

 

3 칸막이는 필요한 경우에 나사를 돌려서 풀 수 있습니다. 

   나사 푸는 방법은 다음 페이지 “칸막이 분리하는 법”을 참고

해 주십시오. 

 

4 수평기 빨간 원안에 기포가 들어가도록 레벨풋을 돌려서 저울

의 수평을 맞추어 주십시오. (p.11 수평기 조정방법 참조) 

 

5 저울 뒤쪽의 AC어댑터 입력잭에 AC어댑터를 꽂아넣고, 다른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 주세요. 

 

반드시 지정된 100V용 AC어댑터(AX-TB248)을 사용해 주십시오. 

다른 종류의 AC어댑터를 꽂으면 고장날 수 있습니다. 

 

나사 

훅 

수평기 

레벨풋 

ＢＭ－２００､ＢＭ－３００､ ＢＭ－２５２ 
ＢＭ－５００､ＢＭ－２５２ 

ＢＭ－２２､ＢＭ－２０ 



ＢＭシリーズ 9 

슬라이드 방풍 설치 방법 (BM-20, BM-22 용) 

슬라이드 방풍(도어) 

계량팬/팬서포트 

(주의 2） 

슬라이드 방풍(베이스) 

슬라이드 방풍(베이스)을 

대각선으로 한 상태에서 

스펀지 부분을 후면에 

누르면서 붙인다. 

 

 

  

  슬라이드(AC-BM-035)방풍은 주위 환경의 영향을 경감시키고 더욱더 정확하게 계량하기 위한 방풍입니다. 

  BM-20, BM-22 칭량실 에 붙여서 사용합니다. 

1 슬라이드 방풍(베이스) 후부에 있는 스펀지 부분을 BM-20, BM-22 벽면에 대각선으로 누르면서 베이스의 

구멍이 계량팬/ 팬서포트 부착부에 맞게 위치를 정합니다. 

2 계량팬/팬서포트와 슬라이드 방풍(도어)를 답니다. 

 

 

 

 

 

 

 

 

 

 

 

 

 

 

 

 

 

 

 

 

 

주의 1 슬라이드 방풍을 부착한 직후에는 슬라이드 방풍 온도가 주변온도에 융화되지 못하여 계량값이 

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주변 온도에 익숙해진 다음에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주의 2 BM-20, BM-22 에 부속되어 있는 계량팬, 팬서포트 또는 필터용 계량팬(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량팬/팬서포트 필터용계량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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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분리하는 법・부착하는 법 

칸막이를 탈착할 때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분리하는 법 
1 손으로 받치면서 나사를 풉니다. 

2 살짝 들어올려서 훅을 풉니다. 

3 기울입니다. 

4 기울인 채로 꺼냅니다. 

 

부착하는 법 
분리하는 법과 순서를 반대로 하여 화살표를 반대로 돌려서 칸막이를 삽입합니다. 

5 기울인 채로 삽입합니다. 

6 수평으로 돌립니다. 

7 훅을 겁니다. 

8 손으로 받치면서 나사로 고정합니다. 

 

 

 

 

 

3-2. 계량전 주의(설치조건과 계량준비） 

 전자저울의 성능을 충분히 끌어내기 위해서 다음의 설치조건을 정비해 주십시오. 

   특히 BM-20, BM-22는 감도가 높으므로 설치 환경에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설치조건은 20℃±２℃이며 습도45~60％ＲＨ의 안정된 환경입니다. 

 먼지가 적은 방에 설치해 주십시오. 

 특히 미량 계량을 할 경우에는 불순물의 혼입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칭량실이나 계량 공간을 청소해 주십

시오. 

 견고한 저울대를 사용해 주십시오. 

 진동을 피하십시오. 진동은 방의 중앙보다 구석이 작으며 2층보다 1층이 작습니다. 

 에어컨 근처에 저울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실내의 바람을 피하십시오. 탁상 방풍(AD-1672)를 이용함으로

써 바람의 영향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해 주십시오.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십시오. 

 자기를 띤 기기 근처에 저울을 두지 마십시오. 

 수평기의 빨간 원 안에 기포가 들어가도록 레벨풋을 돌려서 저울의 수평을 맞추어 주세요. 

 사용전에는 1시간 이상 전류를 통하게 하십시오.（ＡＣ어댑터를 전원에 접속한 상태） 

 저울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장소를 바꾼 경우나 계량을 시작할 때에는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

도록 반드시 교정을 실시해 주십시오. “7. 교정”을 참조해 주십시오. 

 

 

 부식성 가스, 인화성 가스가 나오는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훅 

칸막이 

나사 

순서 1 

순서 1 
순서 2 

순서 3 

순서 3 

순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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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포가 왼쪽에 있을 때： 

뒷편 오른쪽 레벨풋을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수평기 

 

 

기포가 오른쪽에 있을 때： 

뒷편 왼쪽 레벨풋 를 시계방향을 돌립니다. 

 

 

수평기 

 

 

기포가 뒤쪽에 있을 때： 

뒷편에 있는 2 개의 레벨풋을 동시에 

반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수평기 

 

 

기포가 앞쪽에 있을 때： 

후방에 있는 2 개의 레벨풋을 동시에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수평기 

 

 

 

 

 

 

 

 

 

                           

              붉은 원 

기포 

 

 

 

 

 

 

 

 

 

 

 

 

 

 

 

 

Up 

레벨풋 
Down 

Down 

레벨풋 
Up 

수평기 

 

 

OK       NG 

 

수평기 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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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량중 주의 (보다 정밀한 계량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계량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정전기의 영향으로 계량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위 습도가 45%RH 

이하가 되면 플라스틱 등의 절연물은 정전기를 띄기 쉽습니다. 필요에 따

라서 다음과 같은 대처를 해 주십시오  

  BM시리즈는 바람이 발생하지 않는 직류식 이오나이저를 내장하고 있

습니다. “5-3 이오나이저(제전기)를 참조하여 대전된 시료의 정전기를 

직접 제거해 주십시오. 

  저울을 설치하는 장소에 상대 습도를 높여주십시오. 

  시료를 전도성 금속제 용기 등에 넣어서 계량하십시오. 

  플라스틱 등의 대전물은 젖은 천으로 닦아서 정전기를 억제하십시오. 

 자기의 영향으로 계량값에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성체(철 등)을 측정하

는 경우는 “12. 언더후크” 방법으로 저울 본체와 시료를 떨어트려 주십시오.  

 주위 온도와 계량물(포장을 포함) 온도에 차이가 있으면, 계량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온 20℃일 때, 40℃의 플라스크 주위에는 대류가 

발생하며, 원래 무게보다도 가볍게 표시됩니다. 계량물을 직접 손으로 잡고 

측정한 경우도 체온에 의해 계량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

빈다. 계량물이나 포장은 가능한 한 주위 온도에 익숙해진 다음에 측정해 주

십시오. 또한, 계량물은 손으로 잡지말고 핀셋 등으로 조작해 주십시오. 

 계량팬에 물건을 올릴 때는 충격적인 하중이나 칭량을 넘어선 하중을 가하지 

마십시오. 또한 계량물은 팬 중앙에 올려주십시오. 

 계량조작은 정확하고 재빠르게 하십시오. 측정에 시간이 걸리게 되면 계량 

실내의 온도,습도의 변화, 공기가 흐트러지거나, 시료의 반응, 습도 흡수에 

의해 계량값에 포함되어 오차요인이 많아지게 됩니다.  

 BM-252의 계량(최소표시 0.01ｍｇ)에는 바람에 의한 계량 오차를 방지하기 위

해서 칸막이의 장착(출하시 상태), 내부 방풍막을 사용하십시오. 

 BM-20 , BM-22의 계량(최소표시 0.002 ｍｇ, 0.01 ｍｇ)에서는 바람에 의한 

계량오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칸막이의 장착(출하시 상태), 내부 방풍막과 내

부 방풍막(소)을 사용하십시오. 또한, 유리문은 최소필요한의 개폐를 함으로

써 바람의 영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의 영향을 경감시켜

서 더 정확하게 계량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 방풍을 칭량실내에 설치하여 사

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BM-20, BM-22는 감도가 높고 안정 마크 점등 후, 값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안정 마크 점등 후 일정하게 읽어내는 시간(10초 등)을 정해서 계량값을 

읽는 것을 권장합니다.  

 불순물 혼입이 문제가 되는 계량은 칭량실내에서의 시료가 튀어서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칭량실내 밖에서 시료 샘플링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측정 결과에는 공기의 부력오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기의 부력은 시료체

적이나 대기압, 온도, 습도에 의해 변합니다. 정밀한 측정을 할 때에는 부력 

보정을 실시하십시오. 

 키를 누를 때는 펜처럼 앞이 뾰족한 물건으로 누르지말고 손가락으로 키 중

앙을 누르세요. 。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계량전에 반드시  RE-ZERO  키를 누르십시오. 

 저울 내부에 이물질(분체, 액체 금속편 등)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４０℃ ２０℃ 

대류 

계량판 

자성체 

접지 

금속 케이스 

대전된 시료 

접지선 단자 

내부 방풍막 

ＢＭ－２５２ 

내부 방풍막(소) 

내부 방풍막 

ＢＭ－２０ 
ＢＭ－２２ 

충격 

슬라이드 방풍 

BM－20 

BM－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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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계량후 주의(저울의 보존관리) 

 저울에 충격을 가하거나 떨어트리지 마십시오. 

 저울을 분해하지 마십시오. 

 강력한 유기용제로 청소하지 마십시오. 

청소시에는 세제를 적신 부드러운 헝겊을 사용하십시오. 

 저울 내에 이물질(분체, 액체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3-5. 전원에 대한 주의 

 전원 투입 직후나 내장 분동에 의한 교정 도중이나 내장 분동이 동작중일 때에는 AC어댑터를 빼지 

마십시오. 내장 분동이 교정되지 않는 상태가 되며 저울을 이동할 때 기구부를 파손할 우려가 있습

니다. AC어댑터를 뺄 경우에는 반드시  ON:OFF  키를 누르고 계량 모드로하여 표시가 0인지 확인

해 주십시오.  

 이 전자저울은 AC어댑터가 접속되어있는 한 항상 통전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저울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계량하기 위해 항상 통전상태로 둘 것을 권장합니다. 

   BM-20, BM-22는 항상 통전상태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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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시와 키의 기본조작 (기본동작) 

표시내용 

  

 

 

 

 

 

 

 

 

 

 

 

 인터벌모드：계량값을 일정 간격으로 기억하는 기능. “11. 데이터 메모리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키 조작 
 키를 눌러서 바로 떼는 경우와 계속 누르는 경우는 저울의 동작이 

다릅니다. 통상의 계량조작은 키를 눌러서 바로 떼는 것 입니다. 

필요하지 않는 한 키를 계속 누르고 있지 마십시오.  
  

키 키를 누름(눌러서 바로 뗌) 키를 계속 누름 

 

표시를 온오프하는 키입니다. 표시를 끄면 스탠바이・인디케이터만 표시합니다. 

표시를 켜면 계량 모드가 됩니다. 패스워드 기능이 유효한 경우, 패스워드 입력표시가 됩니다

.”14-3. 계량 시작시의 패스워드 입력방법”을 참조해 주십시오.   ON:OFF  키는 언제나 유효합

니다. 조작중에  ON:OFF  키를 누르면 무조건 표시가 꺼집니다. 

 

내장분동에 의한 교정을 개시합니다. 내

부 설정 모드시에는 조작을 취소합니다. 
교정 관련 메뉴를 표시합니다. 

 

내부설정을 등록한 단위를 바꿉니다.（ 

, , , , ,  ） 
자동환경설정을 실행합니다. 

 

 계량표시중（ , , , ）을 누르면최

소표시 자리수를 온오프 합니다. 

 개수・퍼센트 표시중에 누르면 등록 모

드로 들어갑니다. 

 내부설정 메뉴를 표시합니다. 

“9.내부설정”을 참조하십시오. 

 반복성 확인 기능을 실행합니다. 

“5-8. 반복성 확인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안정시에 계량값을 출력(또는 기억) 합

니다. 

 출하시 설정에서는 계량값을 출력합니

다. 

내부설정 변경에 의해 다음 기능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GLP/GMP등에 대응한 “제목”,”종료”를 출력합니다. 

 데이터 메모리 기능의 메뉴를 표시합니다. 

“10. GLP와 ID넘버”를 참조하십시오. 

출하시 설정에서의 기능은 없습니다.  

 
제로로 표시합니다.(re zero) 

 
이오나이저를 온오프합니다. 

 

날짜・시각・환경센서(온도, 습도, 기압)을 일정시간 표시합니다. 

“5-7. 시각시계・환경센서 표시참조하십시오. 
 

누름 
（눌러서 바로 뗌） 

계속 누름 

환경설정상태(응답특성) 
(계량개시 후, 약 30 초간 표시합니다) 

데이터 메모리 기능으로 기억한 데이터 
수 습도 표시 

인터벌 모드 스탠바이 

이오나이저 동작 인디케이터 

단위표시 
、 、 (개수)、 (퍼센트)､ 
(캐럿)､ (돈)､ (섭씨) 

인터벌모드 가동중 

처리중 마크 

자동교정예고 

계량값 안정 마크 

표시중의 데이터 넘버 

전원 스텐바이・인디케이터 

점멸중 표시 

계량값을 기억한 데이터 표시 

비중계 모드 
표시고정기능 처리중 마크 

좌우 유리문 개폐 표시 
기압 표시(h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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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량 

사용중 주의 
 계량물은 계량팬 중앙에 조용히 올려주십시오. 

 측정중, 진동이나 급격한 온도변화가 생기면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리문 개폐와 계량 조작은 정확하고 빠르게 하십시오. 

 대전물이나 자성체 등의 계량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저울을 통전상태로 두십시오.(AC어댑터를 전원에 접속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계량하기 위해서 저울을 교정하십시오.”7.교정”을 참조하십시오. 

 BM-20, BM-22는 계량전에 분동 및 샘플 등으로 예비계량을 해두면, 더 정밀한 계량을 할 수 있습니다. 

 계량할 때”3.설치와 주의”도 참고하십시오. 

 

5-1. 기본적인 계량 （g,mg,ct,mom） 

 조작하기 전에 전항인”4. 표시와 키의 기본조작(기본동작)”을 확인하십시오. 

조작 예로는 BM-300을 기재했습니다.  

 

주의 

 용기 등을 올린 채로  ON:OFF  키로 표시를 켠 경우, 자동적으로 무게를 감지해서 제로 표시가 됩니

다. 

 

조작순서 

1  ON:OFF  키로 계량모드로 합니다.(표시를 켭니다.) 

 

 

2  MODE  키로 , ,  또는  단위를 선택합니다. 

 

 

 

 

3 용기 등을   올리고   RE-ZERO  키를 눌러 제로로 표

시합니다. (RE-ZERO 조작) 

 

 

 

 

4 계량물을 실어서 유리문을 닫습니다. 

    내부설정을 도어 검출 기능을 켜고 있을 경우, 좌

우 유리문이 열려있으면 경고 표시    가 뜹니

다. 

  

5 안정 마크  표시 후, 계량값을 읽어냅니다. 

 

6 계량 후, 계량팬에 놓인 것을 덜어내십시오. 

 

용기 

계량판 

안정마크 

계량물 

안정 마크 

유리문이 
열려있을 때 

유리문을 닫음 

계량판에서 
덜어냄 

경고 표시 

제로표시 

단위선택 

RE-ZERO 조
작 

표시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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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스마트 레인지 기능 

 BM-22 는 표준 레인지와 정밀 레인지(고분해능 레인지) 2 개의 레인지가 있습니다. 

 스마트 레인지 기능 

 표준 레인지와 정밀 레인지(고분해능 레인지)를 표시값에 의해 자동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무거운 용기를 실어도  RE-ZERO  키를 눌러 제로 표시로 하면, 정밀 레인지에서 계량을 할 수 

있습니다. 

  RANGE  키로 레인지를 표준 레인지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조작예 
1 정밀 레인지에서 계량개시합니다. 

 RE-ZERO  키를 눌러, 제로 표시로 하여 정밀 

레인지합니다.  

 

 

2 용기를 올립니다. 

표시가 정밀 레인지의 범위를 넘을 경우, 표준 레인지로 

바꿉니다.  

 

 

 

3  RE-ZERO  키를 눌러 제로를 표시하여 정밀 레인지 

합니다.。 

 

4 계량물을 올립니다. 

표시가 정밀 레인지 범위를 넘지않을 경우, 정밀 

레인지에서 계량할 수 있습니다. 

 

 

 

BM-22 정밀 레인지／표준 레인지 계량범위 

 
정밀 레인지 범위 

(  RE-ZERO  키를 누른 후) 
표준 레인지 범위 

 그램  0.000000  ~ 5.100009   5.10001  ~ 22.00084  

 밀리그램  0.000  ~ 5100.009   5100.01  ~ 22000.84  

 캐럿  0.00000  ~ 25.50005   25.5000  ~ 110.0042  

 돈  0.000000  ~ 1.360002   1.360000  ~ 5.86689  

 

 

 

정밀 레인지 

 

 

 

 

표준 레인지 

 

 

 

 

정밀 레인지 

 

 

 

 

정밀 레인지 

용기 

計量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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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이오나이저（정전기 제거 장치） 

 저울에는 대전된 정전기를 중화 제전한 이오나이저 의 방전전극 유닛이 4 개 내장되어 있습니다. 

   미리 계량물을 제전함으로써 계량값의 안정성과 오차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화제전 : 중화제전은 이오나이저 의 방전전극에서 직류 코로나 방전에 의해 균형이 잡힌 양극성 이온을 

계속 생성시키고, 대상물의 대전극성과 관계없이 이온을 대상물에 조사하여 이루어집니다. 

 정전기 : 일반적으로 분체, 필터, 약봉지, 플라스틱 등의 절연물은 습도 45%RH이하가 되면 대전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영향에 의해 계량시에는 수mg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오나이저 를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제전할 수 있습니다. 

 

조작순서 
1 제전하는 계량물을 칸막이 중앙(원형 금속팬의 중앙)위에 둡니다. 

2  ION  키를 누릅니다. 표시부의  마크와 이오나이저 LED가 점멸하

여 제전이 시작되고, 내부 설정에서 설정되어 있는 시간(출하시 3초간

)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멈춥니다. 

 

 BM-20, BM-22, BM-252는 이오나이저 동작중에는 0.1mg의 최

소표시가 되며 종료 후에 원래 계량 표시로 돌아갑니다.  

 이오나이저 동작중에  ION  키를 누르면 제전이 중지됩니다.  

 

주의 

 계량물을 극단적으로 방전 전극 가까이에 두지 마십시오. 계량물

을 대전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오나이저와 제전하는 계량물 사이에는 장애물을 두지 마십시오. 

 

 

이오나이저 보존 

 이오나이저를 장시간 사용하면 방전전극침 주위에 먼지 

등이 부착하여 제전 능력이 저하하게 됩니다. 성능을 유

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마른 면봉 등으로 방전 전극 

유닛 내의 전극침을 청소하십시오. 

 방전전극 유닛 내의 전극침 끝이 마모되어 침을 청소해도 

제전 능력이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전 전극 유닛 4

개를 새로운 별매품으로 교환하십시오. 방전 전극 유닛의 

수명은 약 10,000시간입니다. 

 

교환 순서 
1 방전 전극 유닛을 반시계 방향으로 45° 돌려서 떼어냅니다. 

2 새로운 4개의 방전 전극 유닛을 삽입합니다. 

 감전하기 때문에 이오나이저 동작중에는 방전 전극 유

닛 교환이나 탈착･청소를 하지 마십시오. 

3 방전 전극 유닛을 시계 방향으로 45° 돌려서 삽입합니다. 

 

방전전극 
유닛 

① 

② 

청소 

전극침 

이오나이저 

이오나이저ＬＥＤ 

계량물 

칸막이 

키 

제전중 

계량표시 

ＢＭ－２０표시 예 

계량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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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나이저의 외부제어 

BM에 접속 가능한 외부 컨트롤러(AD8922A)나 풋 스위치

(AX-SW137-PRINT. AX-SW137-REZERO)에 의해 BM의 방전 기능을 제

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부 컨트롤러 AD-8922A의  MODE  키에  ION  키를 할당할 수 있

습니다. 

설정 방법은 내부 설정 “정전기 기능”의 “AD-8922A제어”에 「on」（

ionfnc  8922 on）을 지정합니다.  

  

 내부설정”제전기 기능(ionfnc）”의 “외부입력제어(e-5）” 선택에 의해 

AX-SW137-PRINT(별매품)  또는 AX-137-REZERO(별매품) 단자에 키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제전기 기능과 외부입력제어 설정 AX-SW137-PRINT AX-137-REZERO 

 ionfnc e-5 0   PRINT  키   RE-ZERO  키 

 ionfnc e-5 1   PRINT  키   ION  키 

 ionfnc e-5 2   ION  키   RE-ZERO  키 

 

 

ＡＤ－８９２２Ａ에 ION  

키를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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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모드전환 

 사용 가능한 모드는 내부 설정에서 사전에 등록된 (그램), (밀리그램), (개수개량), (퍼센트계량

), (캐럿), (돈), (비중 모드) 7가지 종류입니다. 

 

  MODE  키를 누를 때마다 계량 모드가 전환됩니다. 

 

 BM-２０,BM-２２의 출하시 설정은  MODE  키를 누를 때마다 

, , (개수개량), (퍼센트 계량), (캐럿), (돈) 순으로 표시됩니다. 

 

 BM-２５２,BM-５００,BM-３００,BM-２００ 출하시 설정에서는  MODE  키를 누를 때 마다  

, , (개수 개량), (퍼센트 계량), (캐럿), (돈) 순으로 표시됩니다. 

 

 비중 모드를 사용할 경우는 내부 설정에서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중계 모드로 들어가면 단위는  이며왼쪽 윗부분  이 점멸됩니다. 

 

 표시되는 단위와 그 순서는 내부설정에서 사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9-7. 단위등록(모드) 해설”을 참조하십시오. 

  

개수계량 

퍼센트 계량 

캐럿 

돈 

비중계모드 

 ＢＭ－２５２ 
 ＢＭ－５００ 
ＢＭ－２０ ＢＭ－３００ 
ＢＭ－２２ ＢＭ－２００ 

표시를 켭니다.(출하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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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개수계량（개수 모드） 

 물건 개수를 조사하는 계량방법입니다. 기준이 되는 샘플의 단위질량(1개 무게)에 대하여 계량한 물건이 몇 

개 해당하는지를 계산하고 표시합니다. 이 경우, 샘플의 질량단위의 편차가 적을수록 정확하게 계수(물건의 

개수를 새는 것)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에 나와있는 ACAI기능을 사용함으로써 개수를 계량하면서 계수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  

 개수계량을 실행하는 샘플의 단위질량은 1mg이상의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샘플의 단위질량의 편차가 큰 경우는 정확하게 개수계량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수계량의 오차가 큰 경우, 자주 ACAI를 하고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측정하는 방법 등을 시도하십시오. 

 

개수 모드로 전환 
1  MODE  키를 눌러서 단위를    로 합니다.（  ＝ 개수） 
 

단위 질량 등록 
2  RANGE  키를 눌러서 단위 질량 등록 모드에 들어갑니다. 

 

3 또  RANGE  키를 누르면, 등록시의 샘플 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１０,２５,５０,１００개. 예로서는 25 개를 선택합니다.） 

알림  

 샘플 단위질량은 통상 다소 편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등록할 때 샘플 수가 많은 편이 정확하게 수를 셀 수 있습니다. 

 

4 필요에 따라서 용기 등을 올려서  RE-ZERO  키를 눌러  25  0  

표시를 합니다.(25 개의 예) 

 

5 지정한 수의 샘플을 올립니다. 
 

 

6  PRINT  키를 누르면, 단위 질량을 등록하여 계수 표시를 합니다. 

 （２５개일 때  25    ） 

주의 

 올려진 샘플의 중량이 너무 가벼운 것으로 판단되는(계수 오차가 크게

됨) 경우는 샘플 

올려진 샘플의 중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는(계량 오차가 커짐)경

우에는 샘플 추가가 지시되므로 지시된 샘플수가 되도록 추가하여 

다시 한번  PRINT  키를 누르십시오. 정상적으로 등록되면 계수 표

시가 됩니다.  

 단위 질량이 너무 가벼워서 등록 불가능인 경우(0.1mg 미만)는    lo   

을 표시합니다. 

 등록된 단위질량은 전원을 꺼도 기억됩니다. 

 

개수의 계수 
7 동록한 단위질량에 의해 계수가 가능합니다. 

계수 종료 후, 계량팬에 놓여있는 것을 덜어내 주십시오. 

계량팬 

용기 

샘플25개 

계량물을 
올림 

계수된  
개수를 표시 

ACAI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순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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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ＣＡＩ 
 ACAI(계수 정밀도 자동 향상 기능)은 샘플 수를  더할 때마다 계수 정밀도를 자동으로 

향상시키는(샘플 1 개 1 개의 편차가 평균화 하여 오차를 줄이는) 기능 입니다.  

 

 순서 6 의 단위 질량 등록한 후, 아래의 순서 8 을 진행해 주십시오. 

 

8 샘플을 조금 추가하면 처리중 마크가 점등합니다. 

 

알림 

 오동작을 막기 위해서 3개이상 추가 하십시오. 또한 많이 

올리게되면 점등하지 않습니다. 표시 개수와 비슷한 정도

로 추가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샘플 질량의 편차가 큰 경우, 추가하는 개수

를 적게 하십시오.  

 

9 처리중 마크가 점멸하는 동안은 샘플을 움직이지 

마십시오.(정밀도가 갱신중입니다.) 

 

10 처리중 마크 소등 후, 정밀도는 갱신됩니다. 이 작업을 

반복할 때 마다 계수 정밀도는 더욱 향상됩니다. 또한 

100 개를 넘어섰을 때부터 ACAI 의 범위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표시 개수와 비슷한 정도로 추가 

하십시오.  

 

11 ACAI 에서 사용한 샘플을 전부 내리고 계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앞 페이지 
순서 6부터 

샘플을 
조금 추가 

처리중 마크 점등 
적정범위 

처리중 마크 점등 
정밀도 갱신중 

처리중 마크 소등 
정밀도 갱신 완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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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퍼센트 계량(%모드ド） 

 기준이 되는 샘플 질량을 100%라고 할 때, 이에 대해 계량한 것이 몇 %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합니다.목표 

중량을 넉넉하게 계량한 경우나 시료의 편차를 알아볼 때에 유용합니다. 

 

％계량 모드로 전환 
1  MODE  키를 눌러서 단위를      로 합니다.(%=퍼센트) 

 

100% 질량 등록(퍼센트 계량 준비) 
2  RANGE  키를 눌러, 100% 질량 등록 모드로 들어갑니다. 

 

 

3 필요에 따라서 용기 등을 올려  RE-ZERO  키를 눌러서 

 100  0   표시로 바꿉니다. 

 

 

4 100%에 해당하는 샘플을 올립니다. 

 

5  PRINT  키를 눌러 100%질량을 등록합니다. 

100% 값  100.00   을 표시합니다. 

주의 

 최소표시는 기준이 되는 샘플 질량(100%질량)에 의해 변화합니다. 

BM-２５２,BM-５００, 
BM-３００,BM-２００ 

BM-２０,BM-２２ 

１００％질량 최소표시 100%질량 최소표시 

0.0100 g ~ 0.0999 g 1 %  0.0010 g ~ 0.0099 g 1 % 

0.1000 g ~ 0.9999 g 0.1 %  0.0100 g ~ 0.0999 g 0.1 % 

1.0000 g ~  0.01 %  0.1000 g ~  0.01 % 

 100%에 해당하는 샘플질량(100%질량)이 너무 가벼워서 등록 불가

인 경우 (0.01g 미만)   lo    을 표시합니다. 

 등록한 값은 전원을 꺼도 기억됩니다. 

 

퍼센트 계량 
6 등록한 100%질량에 의해 퍼센트 계량이 가능합니다. 

   계량종류 후, 계량팬에 놓여있는 것을 덜어내 주십시오. 

 

 

계량팬 

용기 

100%질량 

계량물을 올린다 

계량물의%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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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시계・환경센서 표시 

 저울에는 시계와 환경 센서(온도, 습도, 기압)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측정시에 계량값 외에 시계와 환경 센서 표시(또는 온도 출력)를 취할 수 있습니다. 

   

환경 센서 사양 
 측정 정밀도 측정 범위 적용 범위 

온도 센서 ±1.5 °C  5 °C ~ 40 °C 

 5 °C ~ 40 °C 습도 센서 ±10 %  0 % ~ 100 % 

기압 센서 ±10 hPa  300 hPa ~ 1100 hPa 

주의 

 환경 센서는 저울 케이스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의 설치환경과 다소 다릅니다. 

 저울의 사용 환경은”17.사양”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표시방법 
 계량 모드에서  SELECT  키를 누릅니다. 

시각・날짜・환경센서 순으로 일정 시간 표시하며, 

계량 모드로 돌아갑니다. 

 시각・날짜・환경 센서 표시중에  SELECT  키를 

누르면, 다음 항목이 표시됩니다. 

 시각・날짜・환경 센서 표시중에  CAL  키를 

누르면 계량 모드로 돌아갑니다. 

 

 

 

알림 

 시각・날짜 설정은 “9-8. 시각시각・날짜 확인과 설정방법 

 시각・날짜 출력을 할 경우는 “9.내부 설정”의 “데이터 

출력(dout), 시각･날짜 부가(5-td)”를 설정하십시오. 

 온도 출력을 할 경우는”9.내부 설정”의 “데이터 출력(dout), 

온도 부가(5-tp)를 설정하십시오. 

 

 

계량모드 
 
 

 

시각표시 
5 초간 

 

날짜표시 
5 초간 

 

환경 센서 표시 
10 초간 

 

계량 모드 

기압 습도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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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반복성 확인 기능 

 반복성이란 동일한 질량을 반복하여 저울에 올렸다가 내렸을 때 측정값의 편차 지표이며, 통상 

표준편차로 나타냅니다. 

   반복성능 확인 기능에서는 내장 분동을 사용하여 10 회 측정한 데이터를 얻어, 그 표준 편차를 

표시합니다. 저울을 설치하여 이 성능을 사용하면, 설치 환경에서의 반복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 표준편차＝０.２ｍｇ 은 동일한 계량물을 반복하여 측정한 결과가 약 

68% 빈도로 ±０.２ｍｇ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의 

 이 기능의 결과는 저울의 내장 분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17.사양”의 

반복성 조건과는 다르므로, 참고값으로써 취급해 주십시오. 

기 종 내장분동 질량값 

BM-20, BM-22 약 20g 

BM-252, BM-500, BM-300, BM-200 약 190g 

 

 

1 계량 모드에서  RANGE  키를 계속 눌러서  

 rep te5t  가 표시되었을 때 뗍니다. 

 

2  rep te5t  를 표시하면 데이터 수집이 

자동적으로 시작됩니다. 데이터 수집중,  "r"e"p  

가 점멸하며 현재 횟수가０ ~ １０으로 

표시됩니다. 

 중지할 경우 CAL  키를 누르십시오. 계량 

모드로 돌아갑니다. 

주의 

 데이터 수집중에는 올바른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서 바람이나 진동을 가하지 마십시오. 

 

3 데이터 수집이 종료되면, 

반복성(표준편차)가 표시됩니다. 

 

4  CAL  키 또는  PRINT  를 누르면, 

계량 모드로 돌아갑니다. 

  

   

계속 눌러서 ､ 

뗀다 

데이터 수집중 

중지 

또는 

측정결과 표시 
반복성(표준편차) 

횟수 

ＢＭ－２０ 표시예 

계량 모드 

계량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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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설정 

 저울을 설치한 장소의 바람이나 진동이 계량에 미치는 영향을 자동적으로 판단하여 안정 표시 시키는 기능

입니다. 설정은 3단계 입니다. 또한, 수동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표시 내부설정 계량 속도 안정성 

FAST Cond 0 응답이 빠름 진동이 약함 

 

응답이 느림 안전된 표시 

MID. Cond 1 

SLOW Cond 2 

 

 

 

6-1. 자동환경설정 

 내장분동을 이용하여 사용 환경을 자동적으로 판단하여, 응답 특성 설정값을 갱신합니다. 

 

1  MODE  키를 RESPONSE 가 표시될 때 까지 계속 눌러 주십시오. 

 

 

2 자동적으로 저울의 동작 점검을 시작합니다. 자동으로 응답 특성을 

설정합니다. 그 사이 저울에 진동 등을 가하지 마십시오. 

 

3 방치하면   end   가 표시된 계량 표시로 돌아가며, 응답 특성 갱신 

결과를 약 30 초간 표시합니다. 

 

 

알림 

 자동설정이 불가능한 경우  CH  ng  표시가 됩니다.（「CHECK NG」를 나타냅니다） 

 CAL  키를 누르면 계량 표시로 돌아갑니다. 진동, 바람, 계량팬의 접속 등, 주위 환경을 체크하여 

순서 1부터 다시 실행해 주십시오. 

 팬에 무언가 실려있는 경우는  CH  0  표시가 됩니다. 팬에 올려져 있는 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CAL  키를 누르면, 계량 표시로 돌아갑니다 순서 1부터 다시 실행해 주십시오. 

 자동 환경 설정에 의한 설정값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페이지의 “수동 환경 설정”을自시

도해 주십시오. 

 

 

환경설정 

계속 눌러서 

 

 

 

 뗀다 

갱신결과 표시 



 26 ＢＭシリーズ 

 

6-2. 수동환경설정 

1  MODE  키를 RESPONSE 가 표시될 때 까지 계속 눌러서 

표시가 되면 바로   MODE  키를 누르십시오. 

 

 

 

2  MODE  키를 눌러서 설정을 선택 하십시오. 

 （ FAST ,MID. 또는 SLOW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 방치하면,   end   가 표시되는 계량 모드로 돌아가며を

응답 특성의 갱신 결과가 약 30 초간 표시됩니다. 

 

 

 

알림  

 환경 설정의 설정값은 내부 설정 “환경・표시”의 “응답특성(Cond)”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설정 방법은 “9.내부설정”을 참조하여 실행하십시오. 

 

 

 

계속 눌러서、 

 

 

떼고 

바로 누른다 

누를때마다 변경 

갱신결과 표시 

변경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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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정(저울 교정) 

교정 
온도 변화에 의한 자동 교정 .................................  사용 환경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장 분동

을 사용하여 저울을 교정합니다. 

내장 분동에 의한 교정 .........................................  원터치로 내장 분동을 사용하여 저울을 교정합니다. 

소지하신 분동에 의한 교정 ...................................  소지하신 분동을 사용해서 저울을 교정합니다. 
 

교정・테스트 
내장 분동에 의한 교정･테스트 ..............................  내장 분동을 사용하여 계량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결

과를 출력합니다. 

소지하신 분동에 의한 교정･테스트 ........................  소지하신 분동을 사용하여 계량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결과를 출력합니다. 
 

주의 
 교정중에는 특히 진동이나 바람, 온도 변화에 주의 하십시오.。 

 “교정・테스트”에서는 교정을 하지 않습니다. 

  교정 및 교정・테스트에서는 GLP/GMP등에 대응한 저장 기록 출력이 이루어집니다. GLP/GMP등의 보존 기록

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내부 설정 “데이터 출력(Dout)의 “GLP출력(info)”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ＧＬＰ

출력에는 컴퓨터 또는 옵션・프린터가 필요합니다. ＧＬＰ출력은 저울에 탑재되어있는 시계 기능에 의해 날

짜, 시각을 출력합니다. 날짜,시각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9-8.시각, 날짜 확인과 설정 방법”을 참조하여 

시계를 맞추어 주십시오.  

 교정・테스트는 GLP/GMP등에 대응한 저장 기록 출력을 설정하고 있을 때만 유효한 기능입니다. 

 내부설정 “데이터 메모리 기능(data)를 변경(교정 이력을 기억)하는 것으로, 교정의 교정 실행 기억”및교

정・테스트에 의한 “교정 상태”를 데이터 메모리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11.데이터 메모리 

기능”을 참조 하십시오. 
 

소지하신 분동을 사용할 때의 주의점 
 교정에서 이용되는 분동의 정확성이 교정 후의 저울의 정밀도를 좌우합니다. 

 소지하신 분동에 의한 교정이나 교정・테스트에 사용되는 분동은 아래의 표에서 골라 주십시오. 

기종 사용가능 교정분동 입력가능한 계기오차 범위 

BM-２０  1 g 2 g 5 g 10 g 20 g* 
 -3.000 mg ~ +3.099 mg 

BM-２２  1 g 2 g 5 g 10 g 20 g* 

BM-２５２  10 g 20 g 50 g 100 g 200 g*  -15.00 mg ~ +15.99 mg 

BM-２００  50 g 100 g 200 g* 

 -30.0 mg ~ +30.9 mg BM-３００  50 g 100 g 200 g* 300 g 

BM-５００  50 g 100 g 200 g* 300 g 500 g 

 * 는 출하시에 설정되어있는 교정 분동값입니다. 

 

 내장 분동 주의점  
 내장 분동은 사용 환경/시간 등에 의한 질량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7-6. 내장

분동값의 보정”을 실행하십시오. 또한, 보다 적절한 계량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지하신 분동 에 의한 교

정을 정기적으로 실행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표시 
저울이 교정 데이터를 읽고있는 마크”입니다. 마크가 표시되고 있을 때는 저울이 진

동이나 바람 등의 영향을 받지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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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온도변화에 의한 자동교정(온도 변화에 의한 교정) 

 사용환경의 온도변화에 의해 자동적으로 내장분동을 사용하여 저울을 교정합니다. 표시가 꺼져도 

작동합니다. GLP출력을 설정하는 경우, 교정 후에 “교정 실행 기록”을 출력하거나 데이터 메모리에 

기억합니다. 

 

주의 

 항상 올바르게 교정된 상태를 유짛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계량팬에 물건을 올리지 마십시오. 

 계량팬에 물건이 올려져있는 경우, 저울은 사용중으로 판단하여 자동교정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계량팬에 물건이 올려져 있는 채로 장시간 계량하는 경우나 자동기 등에 넣어 사용할 경우, 혹은 

데이터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자동교정 기능을 꺼주십시오.”8-1. 기능선택”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계량팬에 물건을 올리지 않고  ON:OFF  키를 눌러 계량을 시작한 상태에서 0.5g이상의 물건을 올리면, 

저울은 물건이 올려져 있다고 판단하여 자동교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동교정 예고 마크（  마크 점멸）입니다. 사용중이 아닌 경우 점멸이 시작되고 

잠시 후에 내장 분동에 의한 보정이 시작됩니다. 점멸 시간은 사용 환경에 의해  

달라집니다. 

 

  「저울이 교정 데이터를 읽고있는 상태」입니다. 진동이나 바람등을 저울에 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종료하면, 자동적으로 원래 표시대로 돌아옵니다. 

 

 마크가 점멸하고 있어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계량 정밀도 유지를 위해서 가능한 한 교정 후 

사용하십시오. 

“8. 기능 선택과 초기화” 설정에 의해 “자동 교정 금지” 또는 “자동 교정 사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2. 내장 분동에 의한 교정(통상의 교정방법) 

 내장 분동을 사용하여 원터치로 교정합니다.(저울을 교정합니다) 

 

1 계량팬에 아무것도 올리지말고 1 시간 이상 통전하십시오. 

2  CAL  키를 주르면,  Cal in  이 표시됩니다. 

3 내장분동을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교정합니다. 

진동 등을 가하지 마십시오. 

4 교정 후, GLP 출력을 설정하는 경우, 

“교정 실행 기록”을 출력하거나 데이터 메모리에 기억됩니다. 

(내부 설정 GLP 출력(info)와 데이터 메모리 기능(data)를 참조) 

5 종료하면, 자동으로 계량 표시로 돌아갑니다. 

6 제대로 교정이 되었는지는 교정･테스트(CC in)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ＧＬＰ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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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내장 분동에 의한 교정・테스트 

 내장 분동을 사용하여 계량의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GLP/GMP등에 대응한 저장 기록 출력을 설정

할 때만(dout info 1 또는 2) 유효한 기능입니다.(교정은 하지 않습니다) 

 

1 계량팬에 아무것도 올리지 말고 1시간 이상 통전하십시오. 

 

2 “9. 내부설정”을 참조하여 dout info 1또는2로 설정하십시오. 

 

3  CC  in  가 표시될 때 까지  CAL  키를 계속 누릅니다. 

 

 

 

4 0점을 확인합니다. 진동 등을 가하지 마십시오. 

 

 

5 확인한 0점을 표시합니다. 

 

 

6 풀 스케일을 확인합니다. 진동 등을 가하지 마십시오. 

 

 

7 확인한 풀 스케일을 표시합니다. 풀 스케일의 표준값은 아래와 같습

니다. 풀 스케일 표시가 오차 범위이면, 내장 분동에 의해 올바르게 

교정된 상태인 것을 나타냅니다. 

기종 풀 스케일 기준값 오차범위 

BM-20, BM-22  20.00000 g  ±0.02 mg 

BM-252, BM-200 
BM-300, BM-500 

 200.0000 g  ±0.2 mg 

 

8 GLP/GMP등에 대응한 “교정상태”를 출력하거나 데이터 메모리

로 기억됩니다. 
 

알림 

 내장분동의 ＧＬＰ출력(info)과 데이터 메모리 기능(data)를 참조하십시오. 

 

 

9 자동으로 계량표시로 돌아갑니다. 

 

 

 

계속 누르다가 

 

 

 뗀다 

ＧＬＰ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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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소지하신 분동에 의한 교정 

 소지하신 교정 분동을 사용하여 교정합니다. (저울을 교정합니다 

 

1. 계량팬에 아무것도 올리지 말고 1시간 이상 통전하십시오. 

 

 

2  CAL  키를 계속 누릅니다. Cal out  이 표시되면 키를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3 교정 분동(27 페이지의 교정 분동이 사용 가능)을 설정하는 경우, 

 RANGE  키를 눌러 순서 4 로 넘어갑니다. 

교정 분동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순서 5 로 넘어갑니다. 

 

4 다음 키로 교정 분동값을 설정하십시오. 

 RANGE  키 ....................  교정 분동 선택(전체 점멸)과 계기 오차 선택을 

바꿉니다. 

 RE-ZERO (＋) 키 ...........  

 MODE (－) 키 

사용하는 교정분동(전체 점멸시)이나 계기 

오차를 변경합니다.(27 페이지 참조) 

 PRINT  키 .....................  변경된 교정 분동을 등록합니다. 등록한 값은 

전원을 꺼도 기억합니다. 

 CAL  키 ........................  설정을 중단합니다.（ Cal  0  표시로 

돌아갑니다） 

 

 

5 계량팬에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PRINT  키를 

눌러주십시오. 0 점을 계량합니다. 진동 등을 가하지 마십시오. 

 

 

 

6 계량팬에 교정 분동을 올려  PRINT  키를 누르십시오. 분동을 

계량합니다. 진동 등을 가하지 마십시오. 

 

 

 

7 계량팬에서 분동을 꺼내십시오. 

 

 

8 교정 후, GLP 출력을 설정하는 경우, “교정 실행 기록”을 출력하거나 

데이터 메모리에 기억됩니다.  

(내부 설정 GLP  출력 (info) 와 데이터 메모리 기능(data) 를 참조) 

 

9 자동으로 계량표시로 돌아갑니다. 

 

10  교정분동을 다시 올려서 올바르게 교정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확하게 교정할 수 없는 경우는 주위 환경에 주의하여 순서 2 부터 다시 한번 실행해 주십시오. 

계속 누르다가 

 

 

 뗀다 

분동 선택 

교정분동

을 올린다 

교정분동

을 내린다 

계기차 변경 

ＧＬＰ출력 

예)변경된 분동값 
100.0012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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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소지하신 분동에 의한 교정・테스트 

 소지하신 교정 분동을 사용해서 계량의 정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출력합니다. 

 GLP/GMP등에 대응한 저장 기록 출력을 설정할 때만(dout info 1또는 2) 유효한 の

기능입니다.(교정은 하지 않습니다) 

  

1 계량팬에 아무것도 올리지 말고 1 시간 이상 통전하십시오. 

 

2  CAL  키를 계속 누릅니다. CC  out  가 표시되면 키를 

누르지 마십시오. 

 

3 교정분동(27 페이지 교정분동 사용가능)을 설정하는 경우, 

 RANGE  키를 눌러 순서 4 로 넘어가십시오. 

교정분동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순서 5 로 넘어가십시오. 

 

4 다음 키에서 교정분동값을 설정하십시오. 

 RANGE  키 ....................  교정분동 선택(전체 점멸)과 계기 오차 

선택을 바꿉니다. 

 RE-ZERO (＋) 키 ...........  

 MODE (－) 키 

사용하는 교정분동(전체 점멸시)또는 계기 

오차를 변경합니다.(27 페이지 참조) 

 PRINT  키ー ..................  변경한 교정 분동을 등록합니다. 등록한 값은 

전기를 꺼도 기억됩니다. 

 CAL  키 ........................  설정을 중단합니다.（ CC  0  표시로 

돌아갑니다.） 

 

 

 

5 계량팬에 아무거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PRINT  키를 

누르십시오.0 점을 계량합니다. 진동 등을 가하지 마십시오. 

 

6 0 점의 계량값을 몇초간 표시합니다. 계량팬에 교정 분동을 올리고  

PRINT  키를 누르십시오. 분동을 계량합니다. 진동 등을 가하지 

마십시오. 

 

 

 

 

7 분동의 계량값을 몇초간 표시합니다. 

계량팬에서 분동을 제거하십시오. 

 

 

 

8 계량 후, GLP/GMP 등에 대응한 “교정 상태”를 출력하거나 데이터 

메모리를 기억합니다. (내부설정 GLP 출력(info)과 데이터 메모리 

기능(data)를 참조) 

 

9 자동적으로 계량 표시로 돌아갑니다. 

계속누르다가 

 

 

 뗀다 

분동 선택 

교정분동

을 올린다 

교정분동

을 내린다 

계기오차변경 

ＧＬＰ출력 

예 변경한 분동값 
100.0012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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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내장 분동값의 보정 

 저울은 내장분동값을 아래의 보정 기준치에 의한 보

정 범위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소지하신 분동에 맞

출 경우에 사용하십시오. 설정한 값은 AC어댑터를 

빼도 기억합니다. 

기종 보정기준치 보정범위 

BM-20, BM-22  20 g ±1.5 mg 

BM-252, BM-200 
BM-300, BM-500 

 200 g ±1.5 mg 

 

1 내장 분동에 의한 보정을 한 뒤, 소지하신 분동을 올려서 보정량을 확인합니다. 

 예 BM-３００을 소지하신 분동２００.０００６ｇ에 맞추어 ２００ｇ에서＋０.６ｍｇ을 보정합니다. 소지하신 

분동이１００ｇ에서＋０.６ｍｇ보정할 경우, 보정기준치２００ｇ에 맞추어 보정량은＋１.２ｍｇ이 됩니다. 

 

2 표시를  off 로 합니다. 

 

3  PRINT  와  RANGE  키를 누르면서  ON:OFF  키를 누르면   p5    

가 표시됩니다. 

 

4  PRINT  키를 눌러, 다음 키로 “내장 분동 보정”스위치와 

“내부 설정 스위치”를 “1”로 하십시오. 

  RANGE  키 .......... 스위치（점멸하는 자리）를 선택합니다. 

  RE-ZERO  키 ....... 점멸중인 스위치값을 변경합니다. 

  PRINT  키 ............ 등록하면 계량표시로 바뀝니다. 

  CAL  키 .............. 캔슬하면 계량표시로 바뀝니다. 

 

 

 

 

5 계량표시할 때 RANGE  키를 계속 눌러서  ba5fnc  를 

표시합니다. 내부설정에 들어갑니다. 

 

6  C5 in  가 표시될 때 까지  RANGE  키를 수 차례 누릅니다. 

 

 

7  PRINT  키를 눌러, 다음 키에서 선택하십시오. 

  RE-ZERO (＋) 키....... 보정값을 선택합니다. 

  MODE (－) 키 ........... 보정값을 선택합니다. 

  PRINT  키 ................. 등록하여 다음 항목(id)을 표시합니다. 

  CAL  키 ................... 캔슬하여, 다음 항목(id)를 표시합니다. 

 

 

8  CAL  키를 누르십시오. 계량 표시로 돌아갑니다. 

 

9  CAL  키를 눌러, 내장분동에 의한 교정을 실행합니다. 

 

10 소지하신 분동을 올려서 올바르게 보정된 것을 확인합니다. 

제대로 보정되지 않은 경우 다시 한번 보정값을 조정하십시오. 

ＧＬＰ出力 

 

200g 200g 

내장 분동값을 

보정하고내장분동에 의한 

보정을 실시합니다. 

보정값:200g＋０.６ｍｇ 

같은 분동으로 계량 

200.0000 

g 

200.0006 

g 

소지하신 분동에 
맞추어보정한 값 

누르면서 누른다 

계속누른다 

계량표시 

계량표시 

내부설정 스위치 

기능선택모드 
 

내부설정모드 

내장분동교정 

등록 

내부설정스위치 
출하시설정 1 

내장분동교정스위치 
출하시설정  0 

보정값 

표시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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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능선택과 초기화 

8-1. 기능선택 

 저울은 부주의하게 변경하면 안되는 데이터(정확하게 계량하기 위한 교정 데이터, 사용환경에 적합

하기 위한 데이터, RS-232C 인터 페이스를 제어하는 데이터 등)을 기억합니다. 이들 데이터를 보호

할 목적으로 “기능 선택 스위치”가 달려있으며, “변경 금지” 또는 “변경 가능(사용 가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경 금지”로 설정하면, 기능 작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주의한 변경을 방지합니다. 

“기능 선택 스위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내부 설정, 내장 분동에 의한 교정, 소지하신 분동 에 의한 교정, 자동 교정, 내장 분동 보정 

 

설정방법 
1 표시롤 off 로 합니다. 

2  PRINT  와  RANGE  키를 누르면서  ON:OFF  키를 누르면   p5   를 표시합니다. 

3  PRINT  키를 누르고 다음 키로 기능을 선택하십시오. 

  RANGE  키 ............... 점멸중인 자리(스위치)를 선택합니다. 

  RE-ZERO  키 ............ 점멸중인 스위치 상태를 선택합니다. 

  「0」은 변경금지/사용불가 

 「1」은 변경가능/사용가능 

  PRINT  키 ................. 등록하여 계량모드로 돌아갑니다. 

 CAL  키 ................... 조작을 취소합니다.（   Clr   을 표시합니다.） 

한번 더  CAL  키를 누르면 계량표시로 돌아갑니다. 

 

 

 

 

 

 

 

 

 

 

 

 

 

 

 

 

 

내부설정 
 0 내부설정을 금지합니다. 

 1 내부설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내장분동에 의한 교정(원터치・교정) 
 0 내장분동에 의한 교정을 금지합니다. 

 1 내장분동에 의한 교정을 사용가능하게 합니다. 
 

소지하신 분동에 의한교정 
 0 소지하신 분동에 의한 교정을 금지합니다. 

 1 소지하신 분동에 의한 교정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자동교정（온도변화에 의한 교정） 
 0 온도변화에 따른 자동교정을 금지합니다. 

 1 온도변화에 의한 자동 교정을 사용합니다. 
 

내장분동 값 보정 
 0 내장분동값 보정을 금지합니다. 

 1 내장분동값 보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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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초기화 

 저울의 각 설정값을 공장 출하시의 값으로 돌리는 기능입니다. 초기화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정 데이터 

 내부설종(시계・날짜 설정을 제외함) 

 단위질량(개수계량), 100% 질량값(퍼센트 계량모드) 

 데이터 메모리 기능에 의해 기억된 데이터 

 소지하신 교정분동값 

 기능선택 상태(“8-1.기능선택”참조) 

 비중계 모드에서의 액체 밀도, 수온 

 

주의 초기화 후, 반드시 교정을 실행하십시오. 

 

설정방법 
1 표시를  off 합니다. 

 

2  PRINT  와  RANGE  키를 누르면서  ON:OFF  키를 누르면,  

  p5   를 표시합니다. 

 

 

3  RANGE  키를 눌러서   Clr   를 표시합니다. 

 

 

4  PRINT  키를 누릅니다. 

취소할 경우에는  CAL  키를 누릅니다. 

 

5  RE-ZERO  키를 누릅니다. 

 

 

6  PRINT  키를 누르면 초기화를 실행합니다. 

 실행 후, 계량 표시로 바뀝니다. 

 

 

  

누르면서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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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내부설정 

 내부설정에서는 저울의 동작을 사용방법에 적합한 설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값은 AC어댑터를 빼도 기억되며, 갱신할 때 까지 유효합니다. 

   내부 설정 메뉴 구조는 분류 항목 안에 각 설정 항목이 있으며, 각 설정 항목에는 한 개의 설정 값

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9-1. 설정방법 

내부설정 표시와 조작키 
 

 
「 」 마크는 현재 유효한 설정값으로 표시됩니다. 

 

계량 표시에서 계속 누르면 내부 설정 메뉴로 들어갑니다.(분류 항목 표시) 
분류 항목 또는 설정 항목을 선택합니다.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분류항목에서 설정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설정값을 등록하여 다음 분류 항목으로 진행합니다. 

 

설정항목 표시중에는 설정을 취소하여 다음 분류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분류항목 표시중에는 내부 설정을 종료하여 계량 표시가 됩니다.  

  

 

설정순서 
1 계량 모드에서 RANGE  키를 계속 눌러서  ba5fnc  표시로 합니다. 

 

2  RANGE  키에서 분류항목을 선택합니다. 

 

3  PRINT  키에서 선택한 분류 항목에 들어갑니다. 

 

4  RANGE  키에서 설정항목을 선택합니다. 

 

5  RE-ZERO  키에서 선택한 설정항목의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6 동일 분류 항목에서 별도의(복수의) 설정항목을 변경할 경우, 순서 4,5를 반복합니다. 

동일 분류 항목의 설정 변경을 종료하는 경우, 순서 7로 넘어갑니다. 

 

7 그 분류항목을 설정을 등록하는 경우, PRINT  키를 눌러, 다음 분류항목을 표시합니다. 

분류 항목 설정을 취소할 경우,  CAL  키를 눌러, 다음 분류항목을 표시합니다. 

 

8 다른 분류 항목에서 설정 항목을 변경할 경우, 순서 2로 넘어갑니다. 

설정변경을 종료하는 경우,  CAL  키를 누릅니다. 계량 표시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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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계량표시 

분류항목 

종료, 계량표시 

설정항목 

설정항목 
“데이터메모리”기능 

설정값 
“계량데이터”를 기록 

설정값 
“1 분마다” 

설정항목 
“인터벌 시간” 

순서 1 

을 계속누른다 

순서 2 

여러번 누른다 

 

순서 3 

순서 4 

여러번 누른다 

순서 4 

순서 5 

2 회 누름 

순서 7 

순서 8 

순서 6 

순서 5 

5 회누른다 

설정 예와 메뉴 구조  
“데이터 메모리 기능”을 “계량 데이터를 기억”하는 설정으로 하고, “인터벌 시간”을 “1 분 단위”로 설정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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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항목일람 
 

분류항목 설정항목 설정값 내용・용도 

basfnc 
환경･표시 

Cond 
응답특성 

 0 응답이빠르다.진동이약하다FAST 
 MID. 

응답이 느리다.안정된 표시SLOW 

환경설정에서도 변경됩니다.  1 
 2 

5t-b 
안정검출폭 

 0 엄밀하게 판정 (±1 디지트) 
 (±2 디지트) 주１ 
원만하게 판정 (±3 디지트) 

일정시간내의 계량표시 
변동폭이기준치 미만이면 
안정마크를 표시. 

 1 
 2 

ploc 
표시고정기능 

 off 오프 피펫 용량 측정 등에서 사용되는 
표시 홀더 기능  on 온 

trc 
제로트랙 

 0 오프 

0 점을 추적하여 0 점 표시를 
유지하는 기능 

 1 통상의 0점 추적  

 2 조금 약한 0점 추적 

 3 강한 0점 추적 

5pd 
표시개서주기 

 0 ５ 회／초 
표시 갱신 주기 

 1 １０회／초 

pnt 
소수점 

 0 ． （포인트） 
소수점 형태 

 1 ， （comma） 

p-on 
오토 파워 온 

 off 오프 AC어댑터를 연결하면, 계량 
모드에서 시작합니다.  on 온 

beep 
비프 

 off 오프 
키 조작시 비프음. 

 on 온 

Cl adj 
시계 

“시각･날짜 확인과 설정방법”을 참조 
시각・날짜는 GLP출력시나 

데이터출력시에 사용됩니다. 

dout 
데이터 출력 

prt 
데이터 출력 모드 

 0 키 모드 
안정표시일 때,  PRINT  키로 
출력(또는 기억)합니다. 

 1 
오토 프린트 Ａ모드 
 기준＝0점 

0점에서 ap-p, ap-b의 범위를 
넘어서 안정표시 되었을 때 
출력(또는 기억)합니다.. 

 2 
오토 프린트 Ｂ모드 
 기준＝저번 안정값 

기준보다 ap-p.ap-b의 범위를 
넘어서 안정표시 되었을 때 
출력(또는 기억)합니다. 

 3 
스트림 모드／ 
인터벌 모드 

Data 0일 때, 데이터를 연속 
출력합니다. Data1일 때 인터벌 
시간마다 데이터를 출력하여 저울 
본체에도 기억합니다.(데이터 
메모리 기능) 

ap-p 
오토 프린트 극성 

 0 플러스만 표시가 기준보다 크다 

 1 마이너스만 표시가 기준보다 작다 

 2 양극성 기준과 대소 관계 없이 

ap-b 
오토 프린트 폭 

 0 10 디지트 
기준과 표시의 차분을 지정 
*주2 

 1 100 디지트 

 2 1000 디지트 

data 
데이터 메모리 
기능 

 0 사용하지 않음 
관련설정 prt,int,d-No, 
5-td,info 

 1 계량 데이터를 기억 

 2 교정이력을 기억 

   은 출하시 설정입니다.  

주의 표시되어있는 최소표시가 1 디지트입니다. 

예 BM-300에서  RANGE  키를 눌러 1mg 표시를 선택한 경우, 1mg 이 1 디지트입니다. 

 저울이 선택가능한 최소표시가 1 디지트입니다. 

예 그램 단위인 경우, BM-252 는 0.00001g, BM-300 은 0.0001g 이 1 디지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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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목 설정항목 설정값 내용・용도 

dout 
데이터 출력 

int 
인터벌 시간 

 0 표기개서마다 

인터벌 모드의 인터벌 시간을 
설정합니다.(prt3. Data1일 때 
설정) 

 1 ２초 마다 

 2 ５초 마다 

 3 １０초 마다 

 4 ３０초 마다 

 5 １분 마다 

 6 ２분 마다 

 7 ５분 마다 

 8 １０분 마다 

d-No 
데이터 넘버 부가 

 off 데이터 넘버 출력안함 
“11. 데이터 메모리 기능” 참조 

 on 데이터 넘버 출력함 

5-td 
시각・날짜 부가 

 0 시각・날짜를 출력안함 계량 데이터 출력시의 시각･날짜 
출력을 선택. 시각･날짜 설정은 
“9-8. 시각시각・날짜 확인과 설정
방법 

 1 시각출력 

 2 날짜출력 

 3 시각・날짜출력 

5-id 
ＩＤ넘버 부가 

 off ＩＤ넘버 출력하지 않음 
데이터 출력시, ID넘버 출력 선택 

 on ＩＤ넘버 출력함 

pU5e 
데이터 출력 간격 

 off 간격을 두지 않음 
출력 간격을 선택합니다. 

 on １.６초 간격을 둠 

at-f 
오토 피드 

 off 실행안함 
데이터 출력 후 자동지 전송 선택 

 on 실행함 

info 
ＧＬＰ츌력 

 0 출력 안함 GLP/GMP 등에 대응한 데이터 출
력방법 선택 
GLP출력에 관해서 “10.GLP와 ID
넘버”를 참조하십시오. 

 1 AD-8121포맷 

 2 범용 포맷 

ar-d 
데이터 출력 후
 auto rezero 

 off 실행 안함 
데이터 출력 후, 자동으로 re-zero

를 거는 기능  on 실행함 

5-tp 
온도 부가 

 off 온도출력 안함 데이터 출력 시, 온도 데이터 출
력선택｡  on 온도출력 함 

5if 
시리얼 
인터페이스 

bp5 
보율 

 0  ６００ ｂｐｓ 

 

 1  １２００ ｂｐｓ 

 2  ２４００ ｂｐｓ 

 3  ４８００ ｂｐｓ 

 4  ９６００ ｂｐｓ 

 5  １９２００ ｂｐｓ 

btpr 
비트 길이,반전성 

 0 ７ 비트 ＥＶＥＮ 

  1 ７ 비트 ＯＤＤ 

 2 ８ 비트 NOＮＥ 

Crlf 
차단기 

 0 ＣＲ ＬＦ ＣＲ：ASCII  0Dh 코드 
ＬＦ：ASCII  0Ah 코드  1 ＣＲ 

type 
데이터 포맷 

 0 Ａ＆Ｄ표준포맷 

“9-5.데이터 포맷 해설”을 참조. 

 1 ＤＰ 포맷 

 2 ＫＦ 포맷 

 3 ＭＴ 포맷 

 4 ＮＵ フ포맷 

 5 ＣＳＶ 포맷 

t-Up 
커맨드 타임 아웃 

 off 제한 없음 
커맨드 수신중의 대기 시간을 선택 

 on １초간 제한있음 

erCd 
ＡＫ,에러 코드 

 off 출력 안함 
ＡＫ：ASCII  06h 코드 

 on 출력함 

d5 fnc 
밀도계기능 

ldin 
액체밀도입력방법 

 0 수온입력 단위등록에서 비중계를 등록했을
때만 표시합니다.  1 밀도직접입력 

   는 출하시 설정입니다. 

주의 보율이나 계량데이터에 추가되는 데이터(날짜, 시각, ID넘버 등)의 유무에 따라서는 표시개서마다 

데이터를 전부 출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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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목 설정항목 설정값 내용・용도 

 
Unit 
단위등록(모드) 

  그램 

 
9-7. 단위등록(모드)해설”을 참조 

  미리그램 

  개수계량 

  퍼센트 계량 

  캐럿 

  돈 

  비중계 

C5 in 
내장분동값 보정 

"7. 교정”을 참조 
“기능선택”과 관련합니다. 
통상 표시하지 않습니다. 

id 
ＩＤ번호 설정 

“10. GLP와 ID넘버”를 참조  

ionfnc 
제전기능 

ion 
제전동작시간 

 0 ３초 
“5-3. 이오나이저（정전기 제거 장

치）”를참조 
 1 10초 

 2 수동(최대10분) 

8922 
AD-8922A제어 

 off AD-8922A에서 제전기를 제어하지 않음  

 on AD-8922A의  MODE  키에  ION  키를 할당합니다.  

e-5 
외부입력제어 

 0  PRINT  키,  RE-ZERO  키를 할당합니다.  

 1  PRINT  키,  ION  키를 할당합니다.  

 2  ION  키,  RE-ZERO  키를 할당합니다.  

door 
도어검출기능 

d-dt 
도어 검출 

 off 검출하지 않음 
“5-1. 기본적인 계량”을 참조 

 on 검출함 

locfnc 
패스워드 기능 

 off 무효 표시를 켰을 때, 패스워드를 입력
하는 기능  on 유효 

loc No. 
패스워드 설정 

“14-2. 패스워드 설정(변경)”을 참조  

  는 출하시 설정입니다. 

 

 

9-3. 환경・표시 해설 

응답특성（Cond）특성과 용도 
 하중 변동에 대해 예민하게 표시가 반응합니다. 

 분말이나 액체 성상의 극히 가벼운 샘풀의 계량이나 계량값의 안정도 보다 작업 능률을

 우선할 경우, 설정값을 작게 합니다. 설정 후, FAST 로 표시됩니다.  

 하중 변동에 대해 천천히 표시가 변화됩니다. 

                 사용환경에 의해 계량값이 안정되기 어려운 경우, 설정값을 크게 합니다. 설정 후,  

SLOW 로 표시됩니다. 

 

안정검출폭（5t-b）의 특성과 용도 
 계량값이 안정되었다고 판정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일정 시간내의 계량값의 변동 폭이 변동값 미만이 되면 

안정 마크를 표시하며, 내부설정(dout, data 등의 설정)에 의해 계량값의 출력(또는 기억)이 가능합니다. 이 

설정은 오토 프린트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표시되는 최소표시가 1디지트 입니다. 

(예) BM-300에서   RANGE  키를 눌러서 １mg표시를 선택한 경우, 1mg이 1디지트입니다. 

 계량값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으면, 안정 마크를 표시하지 않고 작은 계량값의

변동에도 안정 마크가 사라집니다. 

정밀하게 계량할 경우, 설정값을 작게 합니다.  

 하중의 아주 작은 변동에 대한 반응을 하기 어려워 집니다. 

 사용 환경 등에 의해 계량값이 안정되기 어려운 경우, 설정값을 크게 합니다. 

 

Cond 0 
 
 
 
 
 

Cond 2 

5t-b 0（±１디지트） 
 
 
 
5t-b 2（±３디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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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고정 기능(ploc)의 특성과 용도 
 피펫의 토출량을 측정할 때에 표시를 고정하는 기능입니다.  

   내부설정에서 “표시 고정기능을 사용하는(ploc on)”을 선택하여 피펫에서 시험액을 계량용기에 토출하여, 

계량값이 안정되면, 일정시간 계량값을 평균화하여 계량값을 표시(고정표시)합니다. 

 소량 측정에 표시 고정 기능을 사용하면, 증발에 의한 오차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 습도유지용기를 사용해도 0.05mg/분(0.05 /분) 정도의 증발은 방지할 수 없습니다.  

  RE-ZERO  키를 누르면 표시고정은 해제됩니다. 

 

 

 

 평균화 중 고정표시 중 

 

제로트랙(trc)특성과 용도 
 표시가 0일 때, 사용 환경 등의 영향으로 0점이 아주 조금 변동할 경우, 자동적으로 0점을 추적하여 0

표시를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0표시가 안정되지 않은 경우, 설정값을 크게 해주십시오. 계량값이 극소

량인 경우, 제로트랙을 꺼두는 편이 정확화게 계량할 수 있습니다. “디지트”는 최소 표시의 단위. 

 제로 트랙을 사용하지 않음. 계량값이 수 디지트 정도인 경우, 제로 트랙을 사용하지 마

십시오. 

 통상 0점 추적。 

 조금 강한 0점 추적 

 강한 0점 추적 

 

표시 개서 주기(5pd) 해설 
 표시 갱신 속도(개서 주기)의 설정입니다. 이 설정은 “보율”, “데이터 출력 간격”, 등과 함께 스트림 

모드에서의 데이터 출력율에 관계됩니다.  

 

소수점（pnt）해설 
 표시 및 출력 소수점 형태를 선택합니다. 

 

오토 파워 온（p-on）해설 
 ＡＣ어댑터에서 전원을 투입했을 때,  ON:OFF  키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계량 표시가 되는 설정입니

다. 저울을 자동기기에 넣는 경우 등에 사용합니다. 다만, 올바르게 계량하기 위해서는 전원 투입 후, 1시간 

이상 통전이 필요합니다.  

 

 

trc 0 

 

trc 1 

trc 2 

trc 3 

처리중 마크 점멸 처리중 마크 점등 

안정 마크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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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데이터 출력 해설 

 내부 설정 “데이터 출력 모드(prt)”는 데이터 메모리 기능(“데이터 메모리 기능(data)을 “계량 데이터를 기

억(data1)” 함) 에서의 동작과 RS-232C로 데이터를 출력할 때의 동작에 적용됩니다.  

 

키 모드 
 안정 마크가 표시되어 있을 때,  PRINT  키를 누르면, 계량값을 1회 출력(또는 기억)합니다. 이 때, 표시를 

누르면 1회 점멸 시켜 출력(또는 기억)한 것을 알립니다.  

필요한 설정  dout prt 0 키 모드 

 

오토 프린트 A 모드 
 계량값이 기준인 “제로 표시”보다 “오토 프린트 극성”과 “오토 프린트 폭”에서 지정한 범위를 넘어, 

안정 마크를 표시했을 때, 계량값을 1회 출력(또는 기억)합니다. 또한, 안정 마크가 표시되어 있을 때  

PRINT  키를 누르면, 계량값을 1회 출력(또는 기억)합니다.  이 때, 표시를 1회 점멸 시켜 출력(또는 

기억)한 것을 알립니다. 

사용 예  “데이터 출력 후의 오토 re-zero 를 유효하게 하는(ar-d1)”으로 설정하여, 샘플을 

추가할 때 마다 계량값을 자동적으로 출력합니다.(또는 샘플을 제거할 때 마다 

계량값을 자동적으로 출력합니다) 

필요한 설정  dout prt 1 Ａ모드 

 dout ap-p 오토 프린트 극성 

 dout ap-b 오포 프린트 폭 

 dout ar-d on 데이터 출력 후 오토 re-zero 

 

오토 프린트 B 모드 
   계량값이 기준의 “바로 직전의 안정 마크를 표시한 값” 보다 “오토 프린트 극성”과 “오토 프린트 폭”에서 

지정한 범위를 넘어서, 안정 마크를 표시했을 때, 계량값을 1 회 출력(또는 기억)합니다. 또한, 안정 마크를 

표시하고 있을 때, PRINT  키를 누르면 계량값을 1 회 출력(또는 기억)합니다. 이 때 표시를 1 회 점멸 시켜 

출력(또는 기억)한 것을 알립니다. 

 

사용 예  샘플을 추가하면서 계량값을 자동적으로 출력한다. 

필요한 설정  dout prt 2 Ｂ모드 

 dout ap-p 오토 프린트 극성 

 dout ap-b 오토 프린트 폭 

 

스트림 모드 
 표시가 안정 유무와 관계없이 표시를 고쳐 쓸 때 마다 계량값을 출력합니다. 표시 개서 주기가 5회/초(5pd 

0)인 경우, 데이터 출력 횟수도 5회/초가 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표시 점멸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메모리 기능(“데이터 메모리 기능(data)”를 “계량 데이터를 기억(data1)”로 함)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인터

벌 모드가 됩니다. 

사용 예  컴퓨터에서 계량값을 상시 모니터링 합니다. 

필요한 설정  dout prt 3 스트림 모드 

 dout data 0 데이터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음 

 ba5fnc 5pd 표시 개서 주기 

 5if bp5 보율 

 

주의 보율이나 계량 데이터에 부가되는 데이터(날짜, 시각, ID 넘버 등)의 유무에 따라서는 표시개서마다 데이

터를 전부 출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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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벌 모드 
 정기적으로 계량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데이터 출력(dout)의 데이터 메모리 기능(data)”을 “계량 데이터를 

기억(data1)”로 설정하면, 정기적으로 계량 데이터를 메모리에도 기억됩니다.  

사용 예  컴퓨터를 점유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계량, 기록하여 일괄적으로 출력합니다.  

 5-td 에서 시각・날짜를 붙여줍니다. 

필요한 설정  dout prt 3 인터벌 모드 

 dout data 1 데이터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dout int 인터벌 시간 

 

 

 

9-5. 데이터 포맷 해설 

 내부 설정 “5if type데이터 포맷”에 의한 계량 데이터 출력 포맷과 계량 데이터에 부가되는 데이터 

포맷의 해설입니다.  

 

Ａ＆Ｄ표준 포맷 5if type 0 
 주변기기와 접속하는 표준 포맷입니다. 컴팩트 프린터 AD-8121B는 MODE1, MODE2를 사용합니다. 

 １데이터는 15문자 또는 16문자(차단기 비포함)입니다. BM-20, BM-22, BM-252에서 소수점을 뺀 숫자가 8

문자인 경우, 16문자가 됩니다.  

 처음 2문자의 헤더가 있고, 데이터의 종류・상태를 나타냅니다. 

 데이터는 부호가 붙어있으며 상위의 불필요한 제로도 출력합니다. 

 데이터가 제로일 때, 극성 플러스입니다. 

 단위는 3문자로 표시합니다. 

 

 

 

 

 

 

 

 

 

 

ＤＰ포맷（덤프 프린트） 5if type 1 
 컴팩트 프린터 AD-8121B는 MODE3을 사용합니다. 

 １데이터는 16문자(차단기 불포함) 고정입니다. 

 계량 오버 이외는 제일 처음에 헤드 2문자가 있으며, 데이터 종류・상태를 나타냅니다. 

 계량 오버도 제로도 아닌 계량값에서는 수치 앞에 극성이 붙습니다.  

 데이터 윗부분의 불필요한 제로는 빈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단위는 3글자로 표시됩니다. 

 

 

 

 

 

 

헤더 데이터 단위 차단기 

안정시 헤더 개수계 모드 안정시의 헤더 

불안정시 헤더 

W T      + 0 . 1 2 7 8   g CR LFT

W T

U S

Q T

헤더 데이터 단위 차단기 

수치가 8 문자인 데이터 예 단위 차단기 

안정시의 헤더 개수계 모드 안정시의 헤더 

불안정시의 헤더 

과잉 하중시의 헤더 

C R L F S T , + 0 0 0 . 1 2 7 8     g 

S T 

U S 

O L 

Q T 

C R L F S T , + 1 0 0 . 0 1 2 7 8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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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넘버    데이터 넘버    날짜           시각          계량값 

LAB-0123, No,012, 2004/07/01, 12:34:56, ST,+0000.1278,~~g<CR><LF>

CR LF

S T , + 0 0 0 . 1 2 7 8 ,  g CR LF

O L , + 9 9 9 9 9 9 9 E + 1 9 , g

ＫＦ포맷 5if type 2 
 칼-피셔 수분계용 포맷입니다. 

 １데이터는 14문자(차단기 포함하지 않음)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헤더는 없습니다. 

 계량 오버도 제로도 아닌 계량값에서는 수치 앞에 극성이 붙습니다. 

 데이터 윗부분의 불필요한 제로는 빈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안정시에는 단위를 출력합니다. 불안정시에는 단위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ＭＴ포맷 5if type 3 
 타사 제품 접속시에 사용합니다. 다만, 접속 여부는 보증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음수일 때만 부호가 있습니다.  

 ２문자 헤더가 있습니다. 

 데이터 윗부분의 불필요한 제로는 빈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１데이터 문자수는 단위 문자 수로 변합니다. 

 

 

 

 

 

 

 

ＮＵ포맷 5if type 4 
 수치만 출력하는 포맷입니다. 

 데이터는 10자리 (차단기를 포함하지 않음) 고정입니다. 

 극성 1자리, 수치９자리인 구성입니다. 

 상위 제로도 출력합니다. 

 제로인 경우, 정극성입니다. 

 

 

 

ＣＳＶ포맷 5if type 5 
 A&D 표준 포맷 데이터부와 단위부를 선별기 “，”로 구분한 것입니다. 오버시에도 단위가 붙습니다. 

소수점을 콤마”,”로 표시한 경우, 선별기는 “；”이 됩니다. 계량값에 ID 넘버, 데이터 넘버, 날짜, 시각을 

부가할 경우, 계량값 까지가 1 개의 데이터가 됩니다.  

 

 

 

 

 

 

+ 0 0 0 0 . 1 2 7 8 CR LF+

 데이터 차단기 

헤더 데이터 단위 차단기 

안정시 헤더 

불안정시 헤더 

과잉하중시 헤더 

S             0 . 1 2 7 8   g C R L F 

S 

S D 

S I 

 데이터 단위 차단기 

안정시 단위 있음 

불안정시 단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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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LF+ 0 3 . 4 C2

CR LF1 2 : 3 4 : 5 6

데이터 넘버 차단기 

N o . 0 0 1 CR LF

ID 넘버 dout 5-id on 
 저울의 식별번호입니다.  ８자리 고정입니다. 

 

 

 

데이터 넘버 dout d-No on 
 데이터 메모리 기능에서 메모리한 계량값을 RS-232C에서 출력할 때, 그 직전 데이터 넘버를 부가할 수 있

습니다.  

 데이터 넘버는 ６자리(차단기를 포함하지 않음) 고정입니다. 

 CSV포맷 선택시(5if type 5) “.”는 “,”이 됩니다. 

 

 

 

 

날짜 dout 5-td 2 또는 3 
 년／월／일 순서는 설정에 따릅니다. “9-8. 시각시각・날짜 확인과 설정방법 

 년은 ４자리로 출력합니다. 

 

 

 

시각 dout 5-td 1 또는 3 
 ２４시간제 입니다. 

 

 

 

온도 dout 5-tp on 
 온도를 출력합니다. 단위로는 “C”를 출력합니다. 

 주의 온도와 기압은 출력할 수 없습니다. 

 

 

 

L A B - 0 1 2 3 CR LF

2 0 1 0 / 0 9 / 0 1 CR 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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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데이터 포맷 출력 예 

  

안정시 
 

 

 

 

 

 

불안정시 
 

 

 

 

 

 

오버 시 
（플러스 오버） 

 

 

 

 

오버 시 
（마이너스 오버） 

 

 

 

 

 

단위코드 A&D DP KF MT 
 

 

 

 

 

 

 

 

 

 

 

 

 

 

A&D 
 
DP 
KF 
MT 
NU 
 
A&D 
 
DP 
KF 
MT 
NU 
 
A&D 
DP 
KF 
MT 
NU 
 
A&D 
DP 
KF 
MT 
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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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단위 등록(모드) 해설 

 내부설정 “단위등록(Unit) 해설입니다. 다음 순서로 등록한 단위(모드)는 계량 표시할 때   MODE  키로 선

택할 수 있습니다. 단위 순서를 변경할 때나 필요없는 단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등록한 

단위는 AC어댑터를 빼도 기억되며, 변경할 때 까지 유효합니다.  

 

 

설정순서 
1  RANGE  키를 계속 눌러서  ba5fnc  표시로 합니다. 

 

 

 

2  RANGE  키를 여러번 눌러서 Unit  표시로 합니다. 

 

 

 

3  PRINT  키를 누릅니다. 

 

 

4 다음 키에서 필요한 단위를 표시시키는 순서를 지정해 나갑니다. 

  RANGE  키 ............. 단위를 선택합니다. 

  RE-ZERO  키 .......... 단위를 지정하여 안정 마크  를 표시합니다. 

단위 표시 

그램  
 

밀리그램  
 

개수계량  
 

퍼센트 계량  
 

캐럿  
 

돈  
 

비중계 모드  
 

 

5  PRINT  키를 눌러 등록합니다. 

  end   표시 후, 다음 항목의 표시가 됩니다. 

 

 

6  CAL  키를 누르면, 선택한 단위의 계량표시가 됩니다. 

 

 

      

선택 키 

지정한다 
 

ール 

 

등록한다 

계속 누른다 

여러번 누른다 

단위 지정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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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예 (그램) → (개수계량)순서로 단위등록 합니다. 

 

설정순서 
1  RANGE  키를 계속 눌러서  ba5fnc  표시로 합니다. 

 

 

2  RANGE  키를 여러번 눌러서  Unit  표시로 합니다. 

 

 

 

3  PRINT  키를 누릅니다. 

 

 

4  RE-ZERO  키를 눌러서 단위를 지정하고  를 표시합니다. 

 

 

5  RANGE  키를 여러번 눌러서  Unit    표시로 합니다. 

 

 

 

6  RE-ZERO  키를 눌러서 단위를 지정하고  를 표시합니다. 

 

 

7  PRINT  키를 눌러서 지정한 단위를 등록합니다. 

 

 
 

8  CAL  키를 누르면, 계량 표시로 돌아가며, 단위는 처음에を

선택한   단위가 됩니다. 

 

9  MODE  키를 누를 때 마다 과 단위가 바뀝니다.   

数回押す 

여러 번 누른다 

지정한다 

 

 

등록한다 

지정한다 

계속 누른다 

여러 번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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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시각・날짜 확인과 설정방법 

 저울에는  시각・날짜 기능을 내장하고 내부설정 “시각・날짜

(dout, 5-td) 를 지정하면, 계량값 출력에 시각・날짜를 부가할 

수 있습니다. 하기 조작으로 시각・날짜의 확인 및 변경할 수 있

습니다.  
 

확인・설정 순서 
1  RANGE  키를 계속 눌러서  ba5fnc  표시로 합니다. 

2  RANGE  키를 눌러서  Cl adj  표시로 합니다. 

3  PRINT  키를 누르면, 시각・날짜 확인과 설정을 실행하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시각 확인 

4 현재 시각이 표시됩니다.(전체자리 점멸） 

 시각을 변경하는 경우, RE-ZERO  키를 누르십시오. 순서 5 로 넘어갑니다. 

 날짜를 확인하는 경우, RANGE  키를 누르십시오. 순서 6 으로 넘어갑니다. 

 설정을 종료하는 경우,  CAL  키를 누르십시오. 순서 8 로 넘어갑니다. 
 

시각 설정 

5 아래의 키로 시각을 설정하십시오.(24 시간제) 

  RE-ZERO (＋)키 ..... 점멸한 자리의 수치를 변경합니다. 

  MODE (－)키 .......... 점멸한 자리의 수치를 변경합니다. 

  RANGE  키 ............ 점멸시키는 자리를 이동합니다. 

  PRINT  키 .............. 시각을 등록하여   end   표시 후, 순서 6 으로 

넘어갑니다. 

  CAL  키 ............... 설정된 시각을 취소하여 순서 6 으로 넘어갑니다. 

 

날짜 확인 

6 현재 날짜가 표시됩니다.(전체자리 점멸） 

 년 “서기 아래 2 자리”(y), 월(m), 일(d)순서를 변경할 때,  MODE  키를 

누르십시오. 년,월.일 순서는 날짜 출력시에 반영됩니다. 

 날짜를 변경할 경우,  RE-ZERO  키를 누르십시오. 순서 7 로 넘어갑니다. 

 설정을 종료할 경우, CAL  키를 누르십시오. 순서 8 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 번 시각 확인을 할 경우,  RANGE  키를 누르십시오. 순서 4 로 넘어갑니다. 
 

날짜 설정 

7 아래의  키로 날짜를 설정하십시오. (년은 서기 아래 2 자리에서 설정합니다) 

  RE-ZERO (＋)키 ..... 점멸한 자리의 수치를 변경합니다. 

  MODE (－)키 .......... 점멸한 자리의 수치를 변경합니다. 

  RANGE  키 ............ 점멸 시키는 자리를 이동합니다. 

  PRINT  키 .............. 날짜를 등록하여  end   표시 후, 순서 8 로 

넘어갑니다. 

  CAL  키 ................ 설정된 날짜를 취소하고 순서 8 로 넘어갑니다. 
 

확인・설정종료 

8 다음 항목（dout）이 표시됩니다. CAL  키를 누르면 종료합니다. 
 

 

날짜 등록 

시각 등록 

시각 확인 

시각 설정 

날짜 확인 

날짜 설정 

계속누른다 

여러 번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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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LP 와 ID 넘버 

10-1. 주요 용도 

 GLP/GMP 등에 대응한 데이터 출력을  RS-232C에서 옵션・프린터나 컴퓨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GLP/GMP등에 대응한 데이터 출력은 저울 브랜드 명(A&D). 기종명, 시리얼 넘버,  ID넘버, 날짜, 시각 및 사인란을 포함합니다

. 

 RS-232－232Ｃ에서 다음의 GLP/GMP등에 대응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교정실행기록 (내장 분동에 의한 교정시 출력) 

  교정실행기록(소지하신 분동에 의한 교정시 출력) 

  교정상태（소지하신 분동에 의한 교정・테스트 출력） 

  일련이 계량값을 알기 쉽게 관리하기 위한 구분(“표제”.”종료”) 

 내부설정을 변경함으로써, 교정실행기록, 교정상태를 일단 데이터 메모리에 기억해 두고 일괄적

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알림 

 상세한 내용은 “11.데이터 메모리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ID넘버는 저울의 유지 관리시, 저울 식별 넘버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ID넘버는 AC어댑터를 뽑아도 유지되며 새롭게 등록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시각・날짜 확인・조정은 “9-8. 시각시각・날짜 확인과 설정방법 

 

 

 

10-2. ID 넘버 설정 

1  RANGE  키를 계속 눌러, 내부 설정 모드에 들어가서  ba5fnc  표시로 합니다. 

2  RANGE  키를 여러번 눌러  id   표시로 합니다. 

3  PRINT  키를 누르면, 다음 키에서 ID 넘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RE-ZERO  키 ............. 점멸하는 자리의 문자를 변경합니다. “표시 대응표”를 참조. 

  RANGE  키 ................ 점멸하는 자리를 이동합니다. 

  PRINT  키 .................. 변경을 등록하고  ba5fnc  을 표시합니다. 

  CAL  키 .................... 변경을 취소하고 ba5fnc  를 표시합니다. 

 

 표시 대응표 

 

 

 

 

4  ba5fnc  를 표시할 때 CAL  키를 누르면 계량 표시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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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ＧＬＰ출력 

 GLP/GMP등에 대응한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내부설정info 1（AD-8121용 포맷）또는 info 2(범용

포맷)에 설정합니다. 

 

주의 컴팩트 프린터 AD-8121Ｂ에 출력하는 경우 

 접속에 관해서는 “15-2. 주변기기와의 접속”을 참조하십시오. 

 컴팩트 프린터 AD-8121Ｂ는 MODE3을 사용합니다. MODE1에서 계량값을 인쇄하는 경우, AD-8121Ｂ의  

STAT.  키를 눌러서 일시적으로 덤프 프린트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출력 데이터에 포함되는 날짜・시각이 맞지 않는 경우는 “9-8. 시각시각・날짜 확인과 설정방법・시각을 

맞추어 주십시오. 

 

 

내장분동에 의한 교정시의 출력 
 내장분동을 사용하여 저울을 교정했을 때의 GLP출력입니다. 

 

키에 의한 출력방법 

1  CAL  키를 누르면, Cal in  을 표시하여 내장분동을 사용한 교정을 자동적으로 실행합니다. 

2 GLP출력하는 경우, glp  로 표시하여 “교정실행기억”을 출력합니다. 

3 교정을 종료하면 계량 표시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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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분동에 의한 교정・테스트시의 출력 
 내장분동을 사용하여 저울의 계량 절밀도를 확인할 때의 GLP출력입니다. 
 

키에 의한 출력방법 

1  CAL  키를 계속 눌러서  CC in  표시일 때 키에서 손을 뗍니다. 

2  CC   를 표시하여 자동적으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3 제로 점을 계량하여 약 2초간 계량값을 표시합니다. 

4 내장분동을 계량하여 약 2초간 계량값을 표시합니다. 

5 GLP출력하는 경우, glp  로 표시하여 “교정상태”를 출력합니다. 

6 종료 후, 계량 표시로 돌아갑니다. 
 

커맨드에 의한 출력방법 

 TST 커맨드로 교정・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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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하신 분동에 의한 교정시 출력 
 소지하신 분동을 사용해서 저울을 교정했을 때의 GLP출력입니다.(교정은 하지 않습니다) 
 

키에 의한 출력방법 

1  CAL  키를 계속 눌러서  Cal out  표시일 때 키에서 손을 뗍니다. 

2  Cal 0  을 표시합니다. 

3 교정 분동값을 지정할 경우,  RANGE  키를 눌러 순서4로 넘어가십시오. 

 교정 분동값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순서 5로 넘어가십시오. 

4 다음 키로 분동값을 지정하십시오. 

  RANGE  키 ............... 변경하는 자리를 선택합니다. 

  RE-ZERO  키 ............ 점멸중인 자리 값을 변경＋키 

  MODE  키................. 점멸중인 자리 값을 변경－키。 

  PRINT  키 ................. 교정 분동값을 등록합니다. 

5  PRINT  키를 누르면, 제로점을 계량하며 약2초간 계량값을 표시합니다. 

6 표시한 분동을 올려서  PRINT  키를 누르면 약 2초간 계량값을 표시합니다. 

7   end   를 표시한 후, 팬에 올려져있는 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8 GLP를 출력할 경우, glp  로 표시하여 “교정실행기록”을 출력합니다. 

9 종료 후, 계량표시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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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하신 분동에 의한 교정・테스트시의 출력 
 소지하신 분동을 사용하여 저울의 계량 정밀도를 확인할 때의 GLP출력입니다.(교정은 하지 않습니다

) 
 

키에 의한 출력방법 

1  CAL  키를 계속 눌러  CC out  표시일 때 키에서 손을 뗍니다. 

2  CC  0  을 표시합니다. 

3 타겟 분동값을 지정할 경우, RANGE  키를 눌러 순서4로 넘어가십시오. 

 타겟 분동값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순서 5로 넘어가십시오. 

4 다음 키에서 분동값을 지정하십시오. 

  RANGE  키 ............... 변경할 자리를 선택합니다. 

  RE-ZERO  키 ............ 점멸중의 자리 값을 변경＋키 

  MODE  키................. 점멸중의 자리 값을 변경－키 

  PRINT  키 ................. 타겟 분동값을 등록합니다. 

5  PRINT  키를 누르면, 제로점을 계량하며 약 2초간 계량값을 표시합니다. 

6 표시한 분동을 올려서  PRINT  키를 누르면 약 2초간 계량값을 표시합니다. 

7   end   를 표시한 후, 팬에 올려있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8 GLP를 출력할 경우,  glp  로 표시하여 “교정상태”를 출력합니다. 

9 종료 후, 계량 표시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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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와 종료 출력 
용도・동작 

 “일련의 계량값”의 관리방법으로써 계량값 전후에 “표제”와 “종료” 부분을 추가합니다. 

 PRINT  키를 계속 누르는 조작으로 “표제”와 “출력”을 상호 출력합니다. 

 

주의 

 컴팩트 프린터 AD-8121Ｂ에 데이터를 출력할 경우, AD-8121Ｂ는 MODE3에 

설정하십시오.MODE1에서 통계 연산할 경우, 1STAT.1 키를 눌러 일시적으로 덤프 프린트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데이터 메모리 기능을 사용하고있는 경우,(data 0 이외일 때) 표제와 종료는 출력할 수 없습니다. 

 

키에 의한 출력방법 

1 계량값이 표시되어 있을 때  PRINT  키를 계속 눌러  5tart  표시로 하면, “표제”가 출력됩니다. 

2 계량값을 출력시킵니다. 출력방법은 데이터 출력 모드 설정에 따릅니다. 

3  PRINT  키를 계속 눌러  rECend  표시가 되면 “종료”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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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데이터 메모리 기능 

 데이터 메모리는 계량값이나 교정이력 등을 저울에 기억시켜 데이터 확인이나 일괄 출력을 나중에 실행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억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래의 5종류 입니다. 

 

계량값 
날짜･시각없음 최대 200 개 

날짜･시각있음 최대 100 개 

교정이력 

내장분동에 의한 교정실행기록 

내장분동에 의한 교정・테스트 결과(교정상태) 

소지하신 분동에 의한 교정실행기록 

소지하신 분동에 의한 교정・테스트 결과(교정상태) 

최신 50 개 

 

 

 

11-1. 데이터 메모리 사용상의 주의사항 

 데이터 메모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부설정의 설정항목 “데이터 

메모리 기능(data)” 및 계량값인 경우, “시각・날짜 부가(5-td)” 변경이 필요합니다. 

변경 방법은 “9. 내부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시각・날짜 부가(5-td)”가 시각・날짜를 출력하지 않음(5-td 0)”와 그 이외에서 기억 

데이터의 종류 및 최대기억량이 다릅니다. 

 데이터를 기억할 때에 데이터 메모리에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남아있는 경우는 표시

부 왼쪽 상단에 "C"l"r이 점멸 표시되므로 아래 방법으로 일단 오래된 메모리를 클리

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계량값을 기억하는 경우, 저번 교정이력이 남아있는 경우에 점멸표시합니다. 

 기억하고 있는 데이터가 망가진 경우, 표시 우측 상단에 "e"r"r 를 점멸표시합니다. 

에러 표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아래 방법으로 오래된 메모리를 클리어 하십시오. 

 

 

“Clr” 표시 “err”표시 해제방법 
1 "C"l"r 이 점멸 표시하고 있을 때에  PRINT  키를 계속 눌러  Clr "n"o  를 표시합니다. 

2  RE-ZERO  키를 눌러서  Clr "g"o  를 표시합니다. 

3  PRINT  키를 주르면 기억한 데이터를 전부 해제합니다. 

4 종료하면  end    표시 후, 계량 표시로 돌아갑니다. 

 

표시부 우측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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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데이터 메모리 사용방법・계량값인 경우 

특징 
 계량값 만 기억할 경우, 최대 200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날짜, 시각을 부가할 경우 최대 100개 가능합니다

. 데이터는 전원을 꺼도 기억됩니다.  

 계량값을 저울이 기억함으로써 프린터나 컴퓨터가 없어도 계량 작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계량값을 저울이 기억함으로써 프린터나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도 계량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한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서 저울 표시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한 데이터를 일괄하여 출력(옵션・프린터나 컴퓨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내부설정의 설정내용에 따

라 데이터 넘버, 시각, 날짜, ID넘버 부가 유무 및 출력 포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억방법 
알림  

 데이터 기억시에 표시부 왼쪽 상단에 "C"l"r 가 점멸표시된 경우는 “11-1.데이터 메모리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일단 오래된 메모리를 삭제하십시오. 

1 내부설정의 설정항목 “데이터 메모리 기능(data）를 “계량 데이터를 기억(data 1)”에 설정합니다. 

“9.내부설정” 참조 

2 내부설정의 설정항목“시각･날짜 부가(5-td）에 의해 “날짜・시각을 부가함/하지않음”을 설정합니다. 

3 계량값의 기억방법은 내부설정의 설정항목 “데이터 출력 모드(prt)”의 동작에 의합니다. 

동작방법(모드)에는 4 종류가 있습니다. 

 키 모드 계량값이 안정되어 있을 때,  PRINT  키를 누를때마다 계량값을 기억합니다. 

 오토 프린트 A모드 제로점 오토 프린트 극성과 오토 프린트 폭에 의한 범위를 넘어 안정 표시 

되었을 때 계량을 기억합니다.  

 오토 프린트 B모드 이전 안정표시에서 오토 프린트 극성과 오토 프린트 폭에 의한 범위를 넘어 

안정 표시했을 때 계량을 기억합니다. 

 인터벌 모드 계량값을 “인터벌 시간(int)”로 설정한 일정 시간마다 자동적으로 기억하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의 시작과 정지는  PRINT  키로 실행합니다. 

 

표시와 기호 
 

 

 

 

 

 

 

 

주의 

 계량값을 기억할 때 동시에 RS-232C로부터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fUl은 풀메모리를 기억합니다. 기억한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는 한 새롭게 계량값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 

 인터벌 메모리가 가동중일 때 온도변화에 의한 자동 교정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다음 커맨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Ｑ 즉시 계량 데이터를 출력한다. 

 Ｓ 안정 후, 계량 데이터를 출력한다. 

 ＳＩ 즉시 계량 데이터를 출력한다. 

 ＳＩＲ 계속되는 계량 데이터를 출력한다. 

계량표시중 

기록된 계량값 표시중 

인터벌 모드 
스탠바이 

인터벌 모드 
가동중 

기억된 데이터 수 

표시되어있는 

계량값의 데이터 넘버 

풀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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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설정 준비 
동작방법 별 내부설정 

 설정항목 
모드명 

데이터출력 
모드 

오토 프린터 
극성과 폭 

데이터 메모리 
기능 

인터벌 
시간 

키 모드 prt 0 관계 없음 data 1 

관계 없음 오토 프린트 Ａ모드 prt 1 ap-a 0 ~ 2 

ap-b 0 ~ 2 

data 1 

오토 프린트 Ｂ모드 prt 2 data 1 

인터벌 모드 prt 3 관계 없음 data 1 int 0 ~ 8 

 

 

데이터 넘버, ID 넘버, 시각・날짜 출력 유무 

데이터 넘버 
첨부 안함 d-No off  

시각・
날짜출력 

출력 안함 5-td 0 － 

첨부함 d-No on  시각 출력함 5-td 1 
기억할 수 있는 

최대데이터 수는 
100 개 입니다. ＩＤ넘버 

첨부 안함 5-id off  날짜 출력함 5-td 2 

첨부함 5-id on  시각・날짜 출력함 5-td 3 

 

 

데이터 메모리 기능을 유효하게 한다 
1  RANGE  키를  ba5fnc  가 표시될 때 까지 계속 누르십시오. 

2  RANGE  키를 계속 눌러서  dout  를 표시합니다. 

3  PRINT  키를 누릅니다. 

4  RANGE  키를 여러번 눌러  data  를 표시합니다. 

5  RE-ZERO  키를 눌러서  data 1  를 표시합니다.  

6  PRINT  키를 눌러서 기억시킵니다. 

7  CAL  키를 누르면 계량 표시로 돌아갑니다. 

 

 

기억된 계량값의 표시 방법 
 

주의 내부설정의 설정항목 “데이터 메모리 기능(data)”를 “계량 데이터를 기억(data1)”에 기억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십시오. 

1  PRINT  키를  rECall  가 표시될 때 까지 계속 누르십시오. 

2  PRINT  키를 누르면, 기억 데이터 표시 모드에 들어갑니다. 

표시부 왼쪽 상단에 -d- 또는 d-t “계량값 종류”가 표시됩니다. 

다음 키로 조작 가능합니다. 

  RE-ZERO  키 ........... 다음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MODE  키 ................ 1 개 앞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PRINT  키 ................ 표시 데이터를 RS-232C 에서 출력합니다. 

  RANGE  키를 누르면서  CAL  키를 누릅니다. 

표시 되어있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CAL  키 .................. 기억 데이터 표시 모드를 종료합니다. 

3  CAL  키를 누르면 계량 표시로 돌아갑니다. 

 

 

표시부 왼쪽상단 

시각・날짜가 없는 계량값 

또는 

시각・날짜가 있는 계량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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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한 계량값을 일괄 출력 
 

주의 일괄 출력하기 위해서는 내부설정의 시리얼 인터페이스(5if)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9. 내부설정”과 “15-2. 주변기기와의 접속”을 참조하십시오. 

 

1  PRINT  키를  rECall  이 표시될 때 까지 계속 누르십시오. 

2  RANGE  키를 눌러서  out  을 표시합니다. 

3  PRINT  키를 누르면  out  "n"o  을 표시합니다. 

4  RE-ZERO  키를 눌러서  out  "g"o  을 표시합니다. 

5  PRINT  키를 누르면 기억한 데이터를 전부 RS-232C 에서 출력합니다. 

6 종료하면  Clear  를 표시합니다.  CAL  키를 누르면 계량표시로 돌아갑니다. 

 

 

기억한 계량값의 일괄 삭제 
 

1  PRINT  키를  rECall  이 표시될 때까지 계속 누르십시오. 

2  RANGE  키를 여러번 눌러  Clear  를 표시합니다. 

3  PRINT  키를 누르면  Clr  "n"o  를 표시합니다. 

4  RE-ZERO  키를 눌러서  Clr  "g"o  을 표시합니다. 

5  PRINT  키를 누르면 기억한 데이터를 전부 삭제합니다. 

6 종료하면   end   를 표시 후, 계량 표시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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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데이터 메모리 사용방법・교정 이력인 경우 

특징 
 언제, 어떤(내장 분동/소지하신 분동) 교정을 하였는지 교정・테스트 결과는 어땠는지를 메모리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상기 결과를 일괄 출력(옵션・프린터나 컴퓨터)할 수 있습니다. 

 최신 50분간의 교정이력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알림  

 50회를 넘은 경우, fUl표시가 점등됩니다. 

출력 포맷은 “10. GLP와 ID넘버”를 참조하십시오. 

 

 

기억방법 
주의 데이터 기억시에 표시부 왼쪽 상단에 "C"l"r가 점멸 표시된 경우는 “11-1. 데이터 메모리 사용상의 주

의 사항”을 참고하여 일단 오래된 메모리를 삭제하십시오.   

1 내부설정의 설정항목 “데이터 메모리 기능(data)”를 “교정이력을 기억(data2)”에 설정합니다. “9.내부 

설정” 참조 

2 내부설정의 설정항목 “GLP 출력(info)”에서 출력 포맷을 설정하십시오. (info1 또는 info2) 

3 이 상태에서 통상의 교정, 교정・테스트를 실행하는 것에 의해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기억합니다. 

 

 

기억한 교정이력의 출력방법 
주의 일괄 출력하기 위해서는 내무설정의 시리얼 인터페이스(5if)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9. 내부설정”과 “15-2. 주변기기와의 접속”을 참조하십시오. 

 내부설정의 설정항목 “데이터 메모리 기능(data)”를 “교정 이력을 기록(data2)”에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1  PRINT  키를  out  이 표시될 때 까지 계속 누르십시오. 

2  PRINT  키를 누르면  out  "n"o  을 표시합니다. 

3  RE-ZERO  키를 눌러서  out  "g"o  을 표시합니다. 

4  PRINT  키를 누르면 기억한 데이터를 전부 RS-232C 에서 출력합니다. 

 종료하면  Clear  을 표시합니다.  CAL  키를 누르면 계량 표시로 돌아갑니다. 

 

 

기억한 교정이력 삭제 
1  PRINT  키를  out  이 표시될 때까지 계속 누르십시오. 

2  RANGE  키를 눌러서  Clear  을 표시합니다. 

3  PRINT  키를 누르면  Clr  "n"o  를 표시합니다. 

4  RE-ZERO  키를 눌러서  Clr  "g"o  를 표시합니다. 

5  PRINT  키를 누르면 기억한 데이터를 전부 삭제합니다. 

 종료하면 계량 표시로 돌아갑니다. 

 

  

표시부 왼쪽상단 

표시부 왼쪽상단 

표시부 왼쪽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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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부 계량 

 표준 장비인 언더후크는 자성체 측정이나 비중계 등으로 하부 계량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주의 

 후크 걸이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방진을 위해 필요없는 한 커버를 닫아주십시오. 

 언더후크에 기구물을 걸어 인력 측정만 가능합니다. 

 저울을 크게 기울이면 계량실내의 계량팬 등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언더후크 커버를 분리하면 바람이 저울 안으로 들어가기 쉬

워져서 저울에 영향을 줍니다. 저울 주위 환경을 충분히 정

비해 주십시오. 

 

사용방법 
1 저울 바닥의 커버를 분리하면 언더후크가 보입니다. 

2 언더후크에 계량용 팬을 실로 매달아 주십시오. 

저울을 구멍이 뚫린 견고한 받침대에 설치하십시오. 

 

 

 

 

 

 

 

 

 

 

  

저울 바닥 

언더 후크 

커버 

구멍뚫린 견고한 받침대 

계량용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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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밀도(비중)측정 

 저울은 공기중의 무게와 엑체중의 무게로부터 고체의 밀도를 계산하는 “비중계 모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측정하기 위해서는 별매품 AD-1653비중계 키트 사용을 추천합니다. 
 

주의 

 공장 출하시 설정에서는 비중계 모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중계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부설

정을 변경하여 비중계 모드를 등록하십시오. “9-7. 단위등록(모드)의 해설”을 참조하십시오. 

 비중계 모드 선택시는 자동 환경 설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중계 모드에서는 계량값의 최소표시가 0.0001g으로 고정됩니다. 

 

 

 

밀도 계산식 
 밀도는 다음식에 의해 산출됩니다. ρ ： 시료 밀도 

  Ａ ： 공기중 무게 

  Ｂ ： 액체중 무게 

  ρ０ ： 액체 밀도 

 

 

 

（１）측정전 준비(내부설정 변경) 
 

 밀도(비중)을 측정하기 전에 저울의 내부설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1 비중계 모드를 등록한다 

 비중계 모드는 단위 하나로써   MODE  키로 선택합니다. 공장출하시 설정인 채로는 비중계 모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9-7. 단위등록(모드)해설”을 참조하여 비중계 모드를 등록하십시오. 

  

2 액체 밀도 입력방법을 선택한다. 

 액체의 밀도설정은 수온입력에 의한 방법과 빌도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으며, 아래의 내부 설정에 의해 

입력방법을 선택합니다.  
 

주의 아래의 비중계 기능(d5 fnc)은 비중계 모드가 유효하지 않으면 내부 설정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비중계 모드를 등록하는” 작업을 내부설정의 단위등록(Unit)에서 실행하십시오. 

      비중계 모드가 유효하면 “d5fns” 는 “5if” 다음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내부설정 변경의 조작방법은 “9.내부설정”을 참조하십시오. 

 

분류항목 설정항목과 설정값 내용・용도 

d5 fnc 

비중계기능 

ldin 

액체밀도 입력방법 

 0 수온입력 

 1 밀도직접입력 

  는 출하시 설정입니다. 

 

 

 

 

 

 

 

 

ρ= ρ０

  

A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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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액체 밀도 입력 
 

 내부설정의 설정항목(din)의 설정에 의해 “수온입력” 모드가 ‘밀도직접입력”모드로 선택됩니다. 

각각의 내용은 아래외 같습니다. 
 

1 계량 모드에서  MODE  키를 눌러 비중계 모드*1 을 선택합니다. 

비중계 모드에서  MODE  키를 계속 눌러*2 액체 밀도를 입력하는 

“수온 입력” 또는 “밀도직접입력” 모드로 들어갑니다. 

다른 계량 모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MODE  키를 누릅니다. 

주의 

*1 단위는 (그램)이며 왼쪽 상단  가 점멸합니다. 

*2 비중계 모드에서는 “자동환경설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수온 입력”모드인 경우(ldin 0) 

  MODE  키를 주르면 현재 설정되어있는 수온(단위℃, 출하시 설정 25℃)가 

표시됩니다. 아래의 키 조작에 의해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가능 

범위는 0℃~99℃이며 1℃ 단위입니다. 다음 표에 “수온과 밀도 대응표”를 

참조하십시오.  

  RE-ZERO (＋)키 ...... 수온을 변경합니다. (1℃단위, 99℃ 다음은 0℃가 됩니다) 

  MODE (－)키 ........... 수온을 변경합니다.(-1℃단위, 0℃다음은 99℃가 됩니다) 

  PRINT  키 ............... 설정값을 기억하고   end   표시후, 비중계 모드로 돌아갑니다.(순서 1 상태로 

돌아갑니다) 

  CAL  키 ................. 설정값을 기억하지 않고 비중계 모드로 돌아갑니다.(순서 1 상태로 돌아갑니다) 

 

 수온과 밀도 대응표 

℃ +0 +1 +2 +3 +4 +5 +6 +7 +8 +9 

0 0.99984 0.99990 0.99994 0.99996 0.99997 0.99996 0.99994 0.99990 0.99985 0.99978 

10 0.99970 0.99961 0.99949 0.99938 0.99924 0.99910 0.99894 0.99877 0.99860 0.99841 

20 0.99820 0.99799 0.99777 0.99754 0.99730 0.99704 0.99678 0.99651 0.99623 0.99594 

30 0.99565 0.99534 0.99503 0.99470 0.99437 0.99403 0.99368 0.99333 0.99297 0.99259 

40 0.99222 0.99183 0.99144 0.99104 0.99063 0.99021 0.98979 0.98936 0.98893 0.98849 

  ｇ/ｃｍ３  

 

 “밀도 직접 입력” 모드인 경우(ldin 1) 

  MODE  키를 누르면 현재 설정되어있는 밀도(출하시 설정 1,0000g/cｍ３) 

표시됩니다. 아래의 키 조작에 의해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가능범위는 0.0000~1.9999/cｍ３입니다. 

  RE-ZERO (＋)키 ...... 점멸하고 있는 자리의 수치를 변경합니다. 

  MODE (－)키 ........... 점멸하고 있는 자리의 수치를 변경합니다. 

  RANGE  키 ............. 점멸 자리를 이동합니다. 

  PRINT  키 ............... 설정값을 기억하고   end   표시 후, 비중계 모드로 돌아갑니다.(순서 1 상태로 

돌아갑니다) 

  CAL  키 ................. 설정값을 기억하지 않고 비중계 모드로 돌아갑니다.(순서 1 상태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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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밀도(비중) 측정방법 
주의 측정 도중에 액체의 온도가 변하는 경우나 액체의 종류를 바꾸었을 때 등, 필요에 따라서 앞의 페이지 

“(2) 액체의 밀도 입력”에서 액체의 밀도를 재설정하십시오.  

        밀도 표시는 소수점 이하 4자리 고정입니다.  RANGE 키에 의한 최소표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밀도측정은 공기중의 무게 측정, 액체중의 무게  

밀도 측정은 공기중의 무게 측정, 액체중의 무게 측정을 거쳐 밀도를 고정표시합니다. 

각 상태와 표시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측정순서 
1 공기중의 무게 측정 모드(g 점등  점멸)을 확인합니다. 

 공중 계량팬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고  RE-ZERO  키를 

눌러서 표시를 제로로 합니다. 

 

 

2 공중 계량팬에 시료를 올려 표시가 안정되기를 

기다립니다. 시료 계량을 출력(또는 기억)할 경우, PRINT  

키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RANGE  키를 눌러서 공기중의 무게를 

확정하고 액체중의 무게 측정 모드(g 점등  점등)을 

합니다. 

주의 마이너스 또는 E 표시(칭량을 넘은 경우)일 때 

RANGE  키는 무효합니다. 

 

 

 

3 공중 계량팬에서 액체중의 계량팬에 시료를 옮겨 

표시가 안정되기를 기다립니다. 시료 계량을 출력(또는 

기억)할 경우,  PRINT  키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RANGE  키를 눌러서 액체중의 무게를 

확정하고, 밀도 표시 모드( g 소등, 점등)을 합니다. 

주의 Ｅ표시(칭량을 넘는 경우)일 때  RANGE  키는 

무효합니다. 

 

 

4 밀도를 출력(또는 기억)할 경우  PRINT  키를 누릅니다. 

다른 시료를 측정할 경우,  RANGE  키를 눌러 공기중의 

묵 측정 모드에서 시작합니다. 밀도 단위는 입니다. 

 

 

5 측정 도중에 액체 온도가 변하는 경우나 액체 종류를 

바꾸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서 앞 페이지”(2) 액체 

밀도의 입력”에서 액체 밀도를 재설정 하십시오.  

 

6  MODE  키를 누르면 다른 계량 모드가 됩니다. 

 

 

액체 밀도 
입력에 의해 

공중 계량판에 
시료를 올린다 

공중 계량판에서 

액체중의 계량판으로 

시료를 옯긴다 

시료를 제거한다 

출력(또는 기억) 

출력(또는 기억) 

출력(또는 기억) 

공기중 무게 측정 모드 
g 점등 점멸 

공기중 무게 
g 점등  점멸 

액체중 무게 
g 점등  점등 

밀도 표시 
g 소등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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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패스워드 기능 

 패스워드 기능은 관리자가 자유롭게 고유의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것에 의해 사용자를 한정하는 것이 가능

한 기능입니다. (패스워드 기능이 유효한 경우 올바른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는 한 저울은 계량 상태가 되

지 않습니다) 

 패스워드는 4키(  MODE , RANGE , PRINT , RE-ZERO  ) 4자리 설정입니다. 

（４×４×４×４＝256） 

 출하시 설정에서 패스워드 기능은 무효합니다. 

 패스우드 기능의 유효/무효, 패스워드 설정은 내부설정에서 실행합니다. 

 

 

 

14-1. 패스워드 기능을 유효하게 한다 

 내부 설정의 “패스워드 기능(locfnc)”에서 패스워드 기능의 유효/무효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ㅏ. 

 

 

1 계량 모드에서  RANGE  키를 계속 눌러  ba5fnc  를 표시합니다. 

 

 

2  locfnc  가 표시될 때 까지  RANGE  키를 여러번 

누릅니다. 

 

 

3  PRINT  키를 누르면  pa55 "o"f"f  가 표시됩니다. 

（취소할 경우는  CAL  키를 누릅니다.） 

 

 

4  RE-ZERO  키를 눌러서  pa55 "o"n  을 표시합니다. 

 

 

 

5  PRINT  키를 눌러서  5ure :ye5 " "   을 표시합니다.（No 선택중은 No점멸） 

 

 

6  RE-ZERO  키에서 YES／No를 바꿀 수 있습니다. 

 

 

7  5ure :"y"e"5   표시로 합니다.(YES선택중은 YES점멸） 

 

8 YES선택중에  PRINT  키를 누르면 패스워드 기능이 유효하게 

됩니다.（표시가 on 일 때 패스워드 입력이 요구됩니다） 

 

 

 

계속 누른다 

여러 번 누른다  

ＹＥＳ／Ｎｏ변환 

Ｎｏ선택중 

ＹＥＳ선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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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패스워드 설정(변경) 

 내부설정의 “패스 설정(loc No. )”에서 패스워드 설정(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량 모드에서  RANGE  키를 계속 눌러서  ba5fnc  을 

표시합니다. 

 

2  loc No.  가 표시될 때 까지  RANGE  키를 여러번 

누릅니다. 

 

3  PRINT  키를 눌러서 현재의 패스워드를 표시합니다. 

(출하시 패스워드는  RE-ZERO  키를 4 번 눌러  2222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4 다음의 키조작으로 새로운 패스워드를 입력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중에 10 분간 키 조작이 없는 경우, 

표시가 꺼집니다. 

 MODE  키 ............... m 입력 

 RANGE  키 .............. r 입력 

 PRINT  키................  p 입력 

 RE-ZERO  키 .......... 2 입력 

 CAL  키 .................. １문자로 돌아가는 경우 

 

5 ４번 키를 입력한 후 새로운 패스워드가 표시됩니다. 

 

6  5ure :ye5" "   가 표시됩니다. (No선택중은 No점멸） 

(  CAL  키를 누르면 4 문자 입력으로 돌아갑니다.) 

 

7  RE-ZERO  키에서  5ure :"y"e"5   표시로 합니다. 

(YES선택중은 YES점멸) 

 

8 YES 선택중에  PRINT  키를 누르면 새로운 패스워드가 

설정됩니다. 

 

 

 

 

 

주의 패스워드를 잊어버리면 저울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설정한 패스워드를 기록하여 보관해 두십시오. 

 

 

 

계속 누른다 

여러번 누른다 

ＹＥＳ／Ｎｏ변환 

현재 패스워드 표시 

1 문자 돌림 

4 문자 째 입력 

10분간 

키조작 없음 

표시 off 

Ｎｏ 
선택중 

ＹＥＳ 
선택중 

설정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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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계량 스타트시 패스워드 입력방법 

 패스워드 기능이 유효한 경우, 계량표시가 되기 전에 패스워드 입력을 요구합니다. 

 

 

1 표시 off 상태에서  ON:OFF  키를 누릅니다. 

 

2   pa55   표시 후, 패스워드 입력 표시   "    가 

됩니다. 

 

3 다음 키조작에서 패스워드를 4 자리 입력하십시오. 

10분간 키조작이 없는 경우, 표시가 꺼집니다. 

 MODE  키 ............... m 입력 

 RANGE  키 .............. r 입력 

 PRINT  키................ p 입력 

 RE-ZERO  키 .......... 2 입력 

 CAL  키 .................. １문자로 돌아가는 경우 

 

 

4 패스워드가 올바른 경우, 전체 점등 표시 후, 

계량표시가 됩니다. 패스워드가 틀린 경우,  fail   

표시에서 부저음이 3 번 울리고 표시가 off 상태가 

됩니다.  

 

 

 

 

 

 

 

14-4. 패스워드를 잊어버린 경우 

 만일 패스워드를 잊어버린 경우, 저울을 사용할 수 없게되어 버립니다. 

 패스워드 해제에 관해서는 판매점에 상담하십시오. 

 

 

1 문자 돌아감 

표시 off 

10분간 

키조작 없음 

계량표시 

4 자리입력 

패스워드 

일치 

패스워드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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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터페이스 사양(표준) 

15-1. RS-232C 

 본 기기는 DCE입니다. 컴퓨터(DTE) 는 스트레이트 케이블로 접속합니다. 

 전송방식 EIA RS-232C 

 전송형식 조보동기식(비동기), 쌍방형, 반이중전송 

 데이터 전송률 10회／초 또는 5회/초 (표시 개서와 같은 횟수/초) 

 신호형식 보율 600, 1200, 2400, 4800, 9600, 19200bps 

  데이터 비트 ７비트 또는 8비트 

  반정성 EVEN, ODD （데이터 길이 ７비트） 

   NONE （데이터 길이 ８비트） 

  스탑비트 １비트 

  사용코드 ASCII 

 

  １캐릭터 포맷 

 

 

 

 

 

D-Sub9 핀 배치 
핀 No． 신호명 방향 의  미 

１ － － N. C. 

２ TXD 출 송신 데이터 

３ RXD 입 수신 데이터 

４ － － N. C. 

５ SG － 시그널 그라운드 

６ DSR 출 데이터 세트 레디 

７ RTS 입 송신 요구 

８ CTS 출 송신 허가 

９ － － N. C. 

 TXD, RXD이외는 DTE측 명칭입니다. 

 

 

 

 

 

 

 

 

 

 

 

 

스타트 비트 

데이터 비트 

반정성 비트 

스탑 비트 

－５Ｖ ～ －１５Ｖ 

＋５Ｖ ～ ＋１５Ｖ 

인치 나사 #4-40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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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주변 기기와의 접속 

컴팩트 프린터 AD-8121Ｂ와의 접속 
 컴팩트 프린터AD-8121Ｂ를 접속ㅎ여 데이터를 프린트 할 경우, 저울의 내부설정을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분류항목 설정항목 
출하시 

설정값 

AD-8121ＢMODE 
1인 경우 

AD-8121ＢMODE 
2인 경우 

AD-8121ＢMODE 
3인 경우  

dout 

데이터출력 

prt 
데이터 출력 모드 

0 0,1,2 3 0,1,2 

ap-p 
오토 프린터 극성 

0 
*1) 참조 설정 불필요 *1) 참조 

ap-b 
오토 프린터 폭 

1 

5-id 
ＩＤ넘버 부가 

on off off off,on 

d-No 
데이터 넘버 부가 

on off off off,on 

5-td 
시각・날짜 부가 

0 0 0 0,1,2,3 

pU5e 
데이터 출력 간격 

0 off off off,on *2) 참조 

at-f 
오토 피드 

0 off off off,on 

5if 

시리얼 
인터페이스 

bp5 
보율 

2 2 2 2 

btpr 
비트 길이, 반정성 

0 0 0 0 

Crlf 
차단기 

0 0 0 0 

type 
데이터포맷 

0 0 0 1 
 

*1 데이터 출력 모드가 오토 프린터 모드(prt 1 또는 prt 2)일 때, 설정하십시오. 

*2 ＩＤ넘버 부가 등으로 여러 행을 인쇄할 경우 설정을 1로 하십시오. 

 

알림 

 프린트 샘플은 “10. GLP와 ID넘버”를 참고하십시오. 

 AD-8121Ｂ 설정 

모드 
AD-8121Ｂ 
뎁 스위치 説明 

MODE 1 
 

데이터 수신시 인쇄 
표준 모드, 통계 연산 모드 

MODE 2 
 

DATA  키,내장 타이머에 의한 인쇄 
표준 모드, 인터벌 모드, 챠트 모드 

MODE 3 
 

데이터 수신시 인쇄 
뎁 프린트 모드 

 

 뎁 스위치 3은 비안정 데이터 취급 

 ＯＮ 비안정 데이터를 인쇄함. 

 ＯＦＦ 비안정 데이터를 인쇄하지 않음. 
 

 뎁 스위치 4는 데이터 입력사양 

 ＯＮ 커런트 루프에서 데이터 입력 

 ＯＦＦ RS-232C에서 데이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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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접속 (RS-232C 인터페이스) 

특장 
 저울의 RS-232C 인터 페이스는 컴퓨터와 접속 가능한 DCE（Data Communication Equipment）입니다. 접속시에

는 접속하는 기기의 취급 설명서 등을 충분히 읽고 사용하십시오. 접속용 케이블은 모뎀용 또는 음향 커플

러 등과의 접속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사용하십시오.(스트레이트 케이블) 

데이터 통신 소프트 웨어 WinCT 를 이용한 접속 
 ＯＳ가 Ｗｉｎｄｏｗｓ 컵퓨터 (이하ＰＣ)인 경우, WinCT를 사용함으로써 계량 데이터를 간단하게 PC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WinCT 최신판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Ｗｉｎｄｏｗｓ버전에 대해서는 소프트 웨어 다운로드 시에 확인하십시오.  

 WinCT 인스톨 방법 등의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WinCT셋업 방법, 취급 설명서를 보십시오. 

“WinCT”의 통신방법은 “RsCom”, “RsKey”, “RsWeight” 3종류입니다.  

「RsCom」 
 컴퓨터(PC)로 부터의 커맨드에 의해 저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RS-232C를 통해 저울과 PC사이에서 데이터 송신, 수신이 가능합니다. 양방향 통신이 가능합니다. 

 송신, 수신한 결과를  PC 화면상에 표시하거나 텍스트 파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와 접속되어 있는 프린터에 해당 데이터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PC의 복수 포트 각각에 저울을 접속한 경우, 각 저울과 동시에 통신할 수 있습니다.(다중실행)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동시에 실행이 가능합니다.(PC를 점유하지 않습니다.) 

 저울의 GLP출력 데이터도 PC가 수신할 수 있습니다. 

「RsKey」 
 저울에서 출력된 계량 데이터를 다른 어플리케이션(Excel 등)에 직접 전송할 수 있습니다. 

 표계산(Excel), 텍스트 에디터(메모장, Word)등 어플리케이션 종류는 상관 없습니다. 

 저울의 GLP출력 데이터도 PC가 수신할 수 있습니다. 

「RsWeight」 
 저울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고 실시간으로 그램프화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표준편차, 변동계수 등을 계산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WinCT」의 이용예 
 계량 데이터 집계 

 「RsKey」를 사용하면, 계량 데이터를  

Excel 워크 시트상에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후는 Excel 기능에 의한 데이터 합계, 평균, 표준편차

,MAX, MIN 등의 집계, 그래프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 분석이나 품질 관리 등에 편리합니다. 

  컴퓨터(PC)에서 각 지령을 내고 저울을 컨트롤.  

“RsCom”을 사용하면 PC에서 “RE-ZERO지령” 이나 “데이터 입력 지령”(커맨드)를 저울에 송신하여 저울

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소지하신 프린터에 저울 GLP데이터를 인쇄,기록. 

 저울에서 GLP데이터를 소지하신 프린터(PC에 접속한 프린터)에 인쇄시킬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 마다 계량 데이터를 입력  

 예를 들어 1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력하여 시료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저울의 데이터 메모리 기능 활용 

 계량값을 저울에 입력해 두고(저울의 데이터 메모리 기능을 활용) 이 후에 일괄적으로 PC 에 전송하여 데

이터 처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PC를 외부표시기로써 활용 

 “RsKey” 의 “테스트 표시기능”을 이용하면, PC를 저울으 외부표시기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저울은 스트

림 모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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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의 접속 (ＵＳＢ인터페이스) 

특장 
 컴퓨터에 저울을 USB접속하여 계량값을 컴퓨터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대상OS는 Windows98 이후 버전입니다. 

 Windows 표준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복잡한 전용 드라이버의 인스톨이 불필요하며 접속하는 것만으

로 계량값을 송신할 수 있습니다. 

 Windows의 Excel이나 Word, 메모장 등 어떤 어플리케이션에도 송신할 수 있습니다. 
 

주의 

 컴퓨터로 송신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계량값만 가능합니다. 헤더, 단위는 송신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에서 저울로 커맨드를 보낼 수 었습니다. 커맨드에 의해 저울을 제어할 경우, RS-232C에서 접

속하거나 별매품의 USB 변환(AX-USB-9P)를 사용하십시오.  

 컴퓨터의 스크린 세이버, 서스펜드 모드는 꺼주십시오. 

 

 

사용방법 
1 컴퓨터의 전원을 켜서 Windows를 기동합니다. 

저울에 AC어댑터를 접속하여 ON:OFF  키에서 표시를 켭니다. 

2 부속 USB케이블에서 저울과 컴퓨터를 접속합니다. 

주의 USB케이블 접속은 저울의 데이터 출력 모드를 스트림 모드 이외의 설정에서 실행하십시오. 

3 처음 접속할 경우, 드라이버가 인스톨됩니다. 2번째 이후 부터는 이 순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계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컴퓨터 어플리케이션(Excel등)을 기동합니다. 

키보드의 입력모드를 반각으로 설정하십시오. 

계량 데이터를 송신하고 싶은 위치로 커서를 맞춥니다. 

5 저울의  PRINT  키를 누르면,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에 계량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6 종료할 때는 그대로 USB케이블을 뽑습니다. 

 

 

사용예, 응용예 
 계량 데이터 집계１ 

 저울의 데이터 출력 모드: 키 모드(출하시설정),  dout 0 

 저울의  PRINT  키를 눌러 컴퓨터에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기본적인 사용방법입니다. 

 

 계량 데이터 집계２ 

 저울의 데이터 출력 모드： 오토 프린터 모드, dout 1 또는 dout 2 

 저울에 샘플을 올려, 안정되었을 때 컴퓨터로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반복해서 물건을 얹어서 계량값을 기록하는 경우에 편리합니다. 

 

 계량 데이터의 정기적인 수집 

 저울의 데이터 출력 모드 : 인터벌 출력 모드 dout 3 

 일정 간격으로 컴퓨터에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계량값의 시간적인 변화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출력 간격은 인터벌 시간(int）설정에 의해 

표시 개서마다 2초, 5초, 10초, 30초, 1분, 2분, 5분, 10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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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커맨드 

커맨드 일람 

 저울에 커맨드를 보낼 때, 내부 설정의 “시리얼 인터페이스(5if)” – “차단기(Crlf)”에서 지정한 차단기（<CR> 

또는<CR> <LF>）을 커맨드에 부가하십시오. 

 

 계량값을 요구하는 커맨드 내용 

Ｃ S, SIR 커맨드 해제를 요구한다. 

Ｑ 즉시 하나의 계량 데이터를 요구한다. 

Ｓ 안정 후, 하나의 계량 데이터를 요구한다. 

ＳＩ 즉시 하나의 계량 데이터를 요구한다. 

ＳＩＲ 즉시 계속된 계량 데이터를 요구한다.(반복) 
 

 저울을 제어하는 커맨드   내용 （계량표시에서 기능） 

ＣＡＬ  CAL  키 （내장분동에 의한 교정） 

ＯＦＦ 표시를ＯＦＦ한다. 

ＯＮ 표시를ＯＮ한다. 

Ｐ  ON:OFF  키 （표시의ＯＮ,ＯＦＦ） 

ＰＲＴ  PRINT  키 

Ｒ  RE-ZERO  키 （제로표시 *1） 

ＲＮＧ  RANGE  키 （최소 표시 변환） 

ＴＲ 용기 값 입력 *1 

ＴＳＴ 내장분동에 의한 교정･테스트를 실행한다. 

Ｕ  MODE  키 （단위 변환） 

 

 데이터를 요구하는 커맨드   내용 

？ＩＤ ＩＤ넘버를 출력한다. 

？ＰＴ 용기 값을 출력한다 *1 

？ＳＮ 시리얼 넘버를 출력한다. 

？ＴＮ 기종명을 출력한다. 

 

 데이터를 설정하는 커맨드   내용 

ＰＴ：＊＊＊．＊＊＊＊   ｇ 용기 값을 설정한다 *1 

 

 

*1  Ｒ커맨드에서는 해당 중량 값을 ‘0’으로 되돌립니다.  

  표시값이 제로보다 클 경우, TR커맨드에 의해 용기 값 입력이 가능합니다. TR커맨드에서 입력한 용

기 값을 ?PT커맨드를 통하여 읽어낼 수 있습니다. 

  ＰＴ：커맨드에서는 용기 값을 직접 디지털로 설정하므로 아래의 조작으로 저울 표시를 마이너스 

목표로 하여 표시가 제로가 될 때 까지 충전하는 사용법이 가능해집니다.  

① 용기를 올린다. 

② Ｒ커맨드에서 표시를 제로로 한다. 

③ ＰＴ：커맨드에서 목표값을 설정한다. 

  ＰＴ：커맨드 사용 예는 7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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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코드와 에러코드 검출 

 내부설정의 “시리얼 인터 페이스(5if)”－”ＡＫ,에러 코드(erCd)”를 “출력하는(on)”으로 설정하면, 모든 커

맨드에 반드시 어떠한 응답이 있으며 통신의 신뢰성이 향상됩니다.  
 

erCd on 인 경우 
 데이터를 요구하는 커맨드를 저울에 송신했을 때, 저울로 요구되는 데이터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이 

에러 코드(EC，Ｅｘｘ)를 보냅니다. 저울에 요구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요구된 데이터를 보

냅니다. 
 

 저울을 제어하는 커맨드를 저울에 송신했을 때, 저울이 그 커맨드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러 코드

(EC,Exx)를 보냅니다. 저울이 보낸 커맨드를 실행할 수 업는 경우는 <AK>코드를 보냅니다. 

 <AK>코드는 ASCII 코드06H입니다. 
 

 다음 커맨드는 커맨드를 수신할 때 뿐만 아니라, 처리 종료시에도 <AK>코드를 보냅니다. 안정 대기 에러 

등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에러 코드(EC, Exx)를 보내며, 이 때는 “CAL” 커맨드에서 에러를 

해제합니다. 

  CAL커맨드 （다만, 내장분동에 의한 교정을 실행하는 경우） 

 ON커맨드 

 P커맨드 （다만, 표시를 on으로 할 경우） 

  R커맨드 （다만, 표시를 제로로 하는 re-zero동작을 할 경우） 

 TR커맨드 

  TST커맨드 
 

 노이즈 등에 의해 송신한 커맨드가 원래 상태로 바뀌어 버린 경우나 통신상의 에러(반정성 에러 등)이 발생

한 경우에도 에러 코드를 보냅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번 더 커맨드를 송신하는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설정 

 저울에는 RS-232C 출력과 관련하는 내부설정의 “데이터 출력(dout)”과 “시리얼 인터페이스(5if)”가 있습니다. 사

용방법에 따라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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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맨드 사용예 

 이 예에서는 <AK>코드가 출력되도록 내부설정 5if의 erCd on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AK>코드는 ＡＳＣＩＩ코드 06H 입니다. 

 

”ON”커맨드의 예（표시를 on 으로 한다） 

PC 시간 저울 
 
ＯＮ 커맨드 

  
offv표시 상태 
 
 
수신확인 
 
전체 점등 
 
 
종료확인 
 
제로표시 
 

 

 

”R” 커맨드의 예  （제로 표시로 한다） 

PC 시간 저울 
 
Ｒ 커맨드 

  
실행전 
 
 
수신확인 
 
처리중 
 
종료확인 
 
제로표시 
 

 

 

“CAL” 커맨드의 예 （내장분동에 의한 교정） 

PC 시간 저울 
 
CAL 커맨드 

  
제로표시 
 
 
수신확인 
 
 

종료확인 
 
제로표시 
 

 

 

전체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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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코드의 출력예 
 Ｒ 커맨드 실행중에 에러가 된 경우의 예입니다. 예를 들면, 5if의 erCd on(에러 코드를 출력)으로 설정합니

다. 저울은 명령 받은 커맨드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 에러 코드를 출력합니다.   

PC 시간 저울 
 
R 커맨드 
 
 
 
 
 
 
 
 
 
CAL 커맨드 

 
비안정・계량표시 
 
 
수신확인 
 
커맨드 실행중 

저울은 비안정 상태이므로 커맨드를 완
료할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에러 코드출력 

 
 
CAL 커맨드를 받으면  
평소 계량으로 돌아갑니다. 
종료확인, 계량표시 

 

 

용기를 이용한 계량방법의 예 
 ＜AK＞코드가 출력되도록 내부설정 5if의 erCd on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AK＞코드는 ASCII코드 06H 입니다. 

PC 시간 저울 
 
R커맨드 
 
 
 
 
 
 
 
 
 
 
 
 
 
 
 
TR커맨드 
 
 
 
 
 
 
 
 
 
 
 
 

S커맨드 
 
 
?PT커맨드 
 

  
 
 
 
제로 표시로 한다 
 
수신확인 
 
처리중 
 
종료확인 
 
제로표시 
 
용기을 올린다 
 
 
 
용기 값 취득을 실행한다 
 
수신확인 
 
처리중 
 
종료확인 
 
제로표시 
 
 
 
 
 

（알맹이값
） 
 
（포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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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중량을 마이너스 표시하여 제로 표시가 될 때까지 충전하는 방법의 예 
 ＜AK＞코드가 출력되도록 내부설정 5if의 erCd on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AK＞코드는 ASCII코드 06H 입니다. 

PC 시간 저울 
 
R 커맨드에서 제로점을 설정한다. 
 
 
 
 
 
 
 
 
 
PT：커맨드에서 10g을 목표중량으로 한다. 
 
 
 
 
 
 
 
 

  
용기를 올린다 
 
 
실행전 
 
수신확인 
 
처리중 
 
종료확인 
 
제로표시 
 
수신확인 
 
목표중량표시 
 
 
표시가 제로가 될 때까
지 시료를 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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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저장 

16-1. 관리 

 오염되었을 때는 중성세제를 조금 묻힌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유기 용제나 화학 걸레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저울은 분해하지 마십시오. 

 수송시에는 전용 포장 상자를 사용하십시오. 

 “3. 설치와 주의”를 유의해서 저울을 다루십시오. 

 

16-2. 에러 표시（에러 코드） 

에러 표시 에러 코드 내용과 대응예 

 EC, E00 
저울 내부 에러 

계속 표시되는 경우, 수리를 의뢰하십시오. 

 EC, E11 

계량값이 불안정 

계량값이 불안정하므로 제로로 표시하거 나 교정 등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팬 주위를 점검하십시오. 계량중의 주의”를 참조하십시오. 설치 장소 

환경(진동, 바람, 정전기 등)을 개선하여 자동 환경 설정을 시도하십시오.  

CAL  키를 누르면  계량 표시로 돌아갑니다 . 

 EC, E16 

내장분동 에러 

내장 분동이 승강해서 규정 이상의 중량 변화는 없었습니다. 팬 위에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조작하십시오. 

 EC, E17 

내장분동 에러 

내장 분동의 가제 기구가 이상합니다. 

다시 한 번 조작하십시오. 

 EC, E20 

CAL 분동불량(正) 

교정 분동이 너무 무겁습니다. 팬 주위를 확인 하십시오. 교정 분동의 

질량을 확인 하십시오.  CAL  키를 누르면 계량 표시로 돌아갑니다. 

 EC, E21 

CAL 분동 불량(負） 

교정 분동이 너무 무겁습니다. 팬 주위를 확인 하십시오. 교정 분동의 

질량을 확인 하십시오.  CAL  키를 누르면 계량 표시로 돌아갑니다. 

  

하중 초과 에러 

계량값이 칭량을 넘었습니다. 

팬 위에 물건을 제거하십시오. 

  

하중 부족 에러 

계량값이 너무 무겁습니다. 계량팬, 팬서포트가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십시오.  ON:OFF  키를 2 번 눌러 다시 한 번 계량 상태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정 하십시오. 

  

샘플 질량 에러 

개수, 퍼센트 계량의 샘플 등록 중, 샘플 질량이 너무 무거운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해당 샘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샘플 부족 

개수계 모드에서 샘플 질량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대로 등록하게 되면, 

계수 오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샘플을 추가하지 말고 PRINT  키를 

누르면 계수 표시가 되지만, 정확한 계수를 하기 위해서 표시 되어있는 

숫자가 되도록 샘플을 추가하여  PRINT  키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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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시 제로점 에러 

자동환경설정 변경중, 팬에 물건이 올려져 있습니다. 팬 위에 올려져 있는 

물건을 제거 하십시오. CAL  키를 누르면 계량 표시로 돌아갑니다. 

 
 

갱신시 값 불안정 

자동 환경 설정 갱신 중, 계량값이 불안정하므로 갱신할 수 없습니다. 

(CHECK NG 를 나타냅니다.) 사용 환경을 안정시키십시오. 

 주위 진동・바람을 한번 더 체크하십시오. 

 주위 대전물이나 강한 자기를 제거하십시오. 

 팬이 올바르게 셋팅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CAL  키를 누르면 계량 표시로 돌아갑니다. 

 
 

시계 배터리 에러 

시계의 백업 전지가  전부 닳았습니다 . 아무키나 누른 후, 날짜・시각 

조정을 하십시오. 시계의 백업 전지가 없어져도 저울이 통전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동작됩니다. 민감하게 에러가 발생되는 경우는 수리를  

의뢰하십시오. 

 LOW 배터리(전압저하)에러 

저울의 공급 전압이 저하되었습니다. 

올바른 AC 어댑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점멸） 

풀메모리 

기억한 계량값 수치가 상한에 달했습니다. 새로운 계량값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11.데이터 메모리 기능” 참조. 

 （점등） 

풀메모리 

기억된 교정이력이 50 개에 달했습니다. 이 이상 기억될 경우 오래된 이력이 

삭제됩니다. “11.데이터 메모리 기능”참조. 

  

메모리 종류 에러 

설정되어 있는 메모리와 기억되어 있는 메모리가 다릅니다. “11. 데이터 

메모리 기능” 참조. 

  

메모리 데이터 에러 

기억된 데이터가 망가졌습니다. 메모리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데이터를 전부 삭제하시고, 에러를 해제하십시오. “11-1. 데이터 메모리 

사용상의 주의사항 

EC, E00 

커뮤니케이션 에러 

통신상이 에러를 검출했습니다. 

포맷이나 보율 등을 확인하십시오. 

EC, E01 

미정의 커맨드 에러 

정의되지 않은 커맨드를 검출했습니다. 

송신한 커맨드를 확인하십시오. 

EC, E02 

실행 불능 상태 

수신한 커맨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예 계량표시가 없는데 Ｑ커맨드를 받은 경우 

RE-ZERO 실행중에 Ｑ커맨드를 받은 경우 

송신하는 커맨드의 타이밍을 확인하십시오. 

EC, E03 

타임 오버 

t-Up on 으로  설정했을  때 , 커맨드  문자를  수신중에  약  1 초간  이상  

대기시간이  발생하였습니다 . 통신을  확인하십시오 . 

EC, E04 
캐릭터 오버 

수신한 커맨드의 문자수가 허용치를 넘어 송신한 커맨드를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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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E06 

포맷 에러 

수신한 커맨드의 기술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 수치의 자리수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예 수치 중에 알파벳이 기술된 경우 

송신한 커맨드를 확인하십시오. 

EC, E07 

설정값 에러 

수신한 커맨드의 수치가 허용치를 넘었습니다. 

커맨드 수치의 설정범위를 확인하십시오. 

그 외 에러 표시 
이 이상 에러 표시가 날 때, 또는 상기 에러가 해소되지 않는 때는 가까운 

판매점에 연락 주십시오. 

 

 

 

16-3. 그 외 표시 

 자동교정 예고 마크（  마크 점멸）입니다. 계량팬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고 방치하면,

점멸한지 약 2분 후에 내장분동에 의한 교정을 시작합니다. (점멸시간은 사용환경에 의해 

변할 수 있습니다.) 

알림 

 마크가 점멸하여도 계속 사용할수 있지만, 계량 정밀도를 위해서 가능한 한 교정 후 사용하십시오. 

 

 패스워드 입력표시 입니다. 패스워드 기능이 유효한 경우, 계량표시가 도기 전에 파스워

드 입력을 요구합니다. 패스워드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계량은 할 수 없습니다. 

(“14. 패스워드 기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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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저울의 동작 확인이나 측정 환경, 측정 방법 확인 

 저울은 정밀기기 이므로 측정 환경이나 측정 방법에 따라서 올바른 값을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측정물을 몇 번이나 올렸다가 내렸을 때에 반복성이 없는 경우, 또는 저울의 동작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에는 아래의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각 항목을 체크하고 그래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수리를 의뢰하십시오. 

 

측정환경이나 측정방법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 
 이하의 각 항목을 체크하십시오. 

측정환경 체크 
 저울을 설치하는 지지대는 탄탄합니까? 

 저울의 수평은 맞추어져 있습니까? (7페이지 참조) 

 저울 주위의 바람이나 진동은 문제 없습니까? 

 저울을 설치하고 있는 주위에 강한 소음 발생원(모터 등)이 없습니까? 

 

저울 사용방법 체크 
 측정물이나 계량팬 등이 주위와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량팬이 올바르게 셋팅되어 있습니까?) 

 측정물을 올리기 전에 반드시  RE-ZERO  키를 누렀습니까? 

 측정물은 팬 중앙에 올려져 있습니까? 

 BM-252에서 최소표시 0.01mg 계량을 할 때, 내부 방풍을 사용했습니까? 

 BM-20, BM-22에서 최소표시 0.001mg 계량을 할 때, 내부 방풍과 내부 방풍(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는 슬라이드 방풍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계량 작업 전에ＡＣ어댑터를 전원에 접속하여 1시간 이상 통전했습니까? 

 계량작업 전에 교정을 실행했습니까? 

 

측정물 체크 
 측정물에 주위 온도, 습도 영향에 의해 수분의 흡습과 증발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측정물을 담는 용기 온도는 주위 온도와 잘 어우러져 있습니까? (12페이지 참조) 

 측정물이 대전한 정전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저울에 내장되어 있는 이오나이저에 의해 정전기를 제거

할 수 있습니다.(12페이지, 17페이지 “5-3 이오나이저（정전기 제거 장치） 참조） 

 측정물은 자성체(철 등) 입니까? 자성체의 측정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12페이지 참조) 

 

저울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 
 간단한 확인방법으로써 소지하신 분동에서 반복성을 확인하십시오. 이 때, 반드시 팬 중앙에 분동을 올려주

십시오. 

 정확한 확인방법으로써 분동값이 정확한소지하신 분동에서 반복성, 직선성, 교정값 등을 확인하십시오. 

 교정이 정상적으로 종료하였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환경 영향에 따라서는 교정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에러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16-5. 수리 의뢰 

 저울의 동작 확인 후 해결하지 않은 오류나 수리를 필요로하는 에러 메시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입

처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주의 저울은 정밀 기기이므로 운송 시 취급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구입시 저울이 수납되어있던 포장재, 포장박스를 사용하십시오. 

 계량팬을 빼서 운송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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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양 

 BM-２０ BM-２２ BM-２５２ BM-５００ BM-３００ BM-２００ 

칭량 22 g 
22 g 

250 g 520 g 320 g 220 g 
5.1 g 

최대표시 22.000084 g 
22.00008 g 

250.00084 g 520.0084 g 320.0084 g 220.0084 g 
5.100009 g 

최소표시 0.001 mg 
0.01 mg 

0.01 mg 0.1 mg 
0.001 mg 

반복성(표준편차) 0.0025 mg 
0.01 mg 

0.03 mg 0.2 mg 0.1 mg 
0.004 mg 

직선성 ±0.010 mg 
±0.02 mg 

±0.10 mg ±0.5 mg ±0.3 mg ±0.2 mg 
±0.010 mg 

안정소요시간 
( FAST 설정시 대표값)) 

약 10 초 
약 8 초 

약 8 초 약 3.5 초 
약 10 초 

감도 드리프트 ±2 ppm/°C  (10 °C ~ 30 °C,자동교정 off 시) 

동작온도・습도범위 5 °C ~ 40 °C,85 %RH 이하(결로 안함) 

표시개서시간 5 회/초 또는 10 회/초 

환경 센서 
 측정 정밀도: 온도 ±1.5 °C, 습도 ±10 %, 기압 ±10 hPa  
 적용범위: 5 °C ~ 40 °C 

표시 모드 그램, 밀리그램, 개수모드, 퍼센트모드, 캐럿, 돈, 비중계모드 

개수모드 
최소단위질량 0.1 mg 

샘플 수 10, 25, 50 또는 100 개 

퍼센트 

모드 

최소 100%질량 10.0 mg 

최소표시 0.01 %, 0.1 %, 1 %（１００％질량에 의해 자동 변환） 

캐럿 

칭량 110  
110  

1250  2600  1600  1100  
25  

최소표시 0.00001  
0.0001  

0.0001  0.001  
0.00001  

돈 

칭량 5  
5  

66  138  85  58  
1  

최소표시 0.000001  
0.00001  

0.00001  0.0001  
0.000001  

통신기능 RS-232C,USB（표준장비） 

사용가능한 외부교정분동 

20 g 
10 g 
5 g 
2 g 
1 g 

20 g 
10 g 
5 g 
2 g 
1 g 

200 g 
100 g 
50 g 
20 g 
10 g 

500 g 
300 g 
200 g 
100 g 
50 g 

300 g 
200 g 
100 g 
50 g 

200 g 
100 g 
50 g 

계량용 적재부 치수 

 계량팬 : 25 mm,  
 필터용 팬 : 50, 95 mm 
 마이크로 튜브 홀더 

: 12 mm 

 계량팬 : 90 mm 
  마이크로 튜브 홀더 : 12 mm (별매품) 

외형 치수 259(W) x 466(D) x 326(H) mm 

전원(AC 어댑터) 
 ＡＣ어댑터: ＡＸ－ＴＢ２４８ 
 입력: AC100V (+10%, -15%) 50Hz/60Hz 

소비전력 약 30VA (ＡＣ어댑터 포함) 

본체질량 약 10 kg 
  

 사용환경은 급격한 온습도변화, 진동, 바람, 자기, 정전기 영향 등이 없는 상태로 합니다.  

 내장분동은 사용환경・시간에 의해 질량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정・수리를 추천합니다. 

*3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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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66 

開口部 45 

판 위 높이 21 
개구부 30 

*1 정밀 레인지의 칭량을 넘은 용기를 올려도 정밀 레인지의 계량이 가능합니다.(스마트 레인지 기능) 

*2 칭량내에서 1g의 반복성 

*3 칭량내에서 100g의 반복성 

 

 

17-1. 외형 치수도 

 

 

 

 

 

 

 

 

  

 

 

 

 

 

 

 

 

 

 

 

 

 

 

 

 

 

 

 

 

 

 

 

 

 

 

 A 계량팬 직경 B 계량팬 높이 
C 마이크로 튜브 홀
더내 치수 

BM-20, BM-22 
 계량팬: 25 

필터 계량 전용팬:
 50, 95 

54 12 

BM-200, BM-300 
BM-500, BM-252 

 계량팬: 90 50 12 (별매품) 

단위：mm 

슬라이드 방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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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l 30 ml 

 

17-2. 옵션・별매품 

이더넷 인터페이스 BM-08 
주요 특징 

 저울을 이더넷에 접속하여 통신할 수 있습니다. 

 LAN접속용 데이터 통신 소프트웨어 “WinCT-Plus”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1대의 컴퓨터에서 LAN에 접속한 복수의 계

량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커맨드에 의해 계량기를 컨트롤 할 수 있

습니다. 

 계량기에서 받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

다. 

(예) 저울의  PRINT  키를 눌러서 데이터를 

출력하고 수집한다. 

 기록한 데이터를 Excel에서 열 수 있다. 

Microsoft 사의 Excel을   사전에 인스톨 할 필

요가 있습니다. 

 

 

용량 테스터 키트 BM-014 
주요 특징 

 마이크로 피펫의 배출량 정밀도 검사에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증발에 의한 오차를 억제하는 습도유지용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계량한 시험액의 질량을 용적으로 환산하는 소프트

웨이 “WinCT-Pipette”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방전전극 유닛 AX-BM-NEEDLESET(4 개 들어있음) 
 저울에 내장되어있는 이오나이저의 교환용 방전전극 유닛입니다. 

 교환할 때는 4개 전부 교환하십시오. 

 교환방법은 “5-3.이오나이저（정전기 제거 장치）”를 참조하십시오. 

 

 

표시 보호 커버 AX-BM-031(5 장 들어있음) 
주요 특징 

 표준 부속품 표시 커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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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튜브 홀더  AX-BM-032 (BM-20 / 22 용・표준 부속품） 
 AX-BM-034 (BM-252 / 500 / 300 / 200 용） 
주요 특징 

 시판중인 마이크로 튜브나 직경 12mm이하의 시험관을 

계량할 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ＢＭ시리즈용 본체 커버 AX-BM-033 
 

 커버는 보관시에 먼지나 오염 방지로 이용하십시오. 

 커버는 AC 어댑터나 그 외 케이블을 접속한 

상태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커버를 벗길 때에는 커버의 끝이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양 

 재질： 나일론 

 색： 라이트 그레이 

 

 

 

 

 

 

 

 

 

 

 

슬라이드 방풍 ＡＸ－BM-０３５（BM-20 / 22 용・표준 부속품） 
 

주요 특징 

□주위 환경의 영향을 경감시키고 보다 정확하게 계량하기 위해서 칭량실내에 붙여서 사용하는 방풍입니다. 

 

 

 

 

 

 

 

 

 

 

 

 

 

 

마이크로 튜브 시험관 마이크로 튜브 

홀더 

본체용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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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용 알루미늄 팬(100 개) 
주요 특징 

 미량 측정에 편리한 샘플 용기입니다.  

품명 내용 오더 코드 외관 

분석용 알루미늄 둥근 팬(대) φ１５  ０.８  100개  들어있음 ＡＸ－ＲＯＵＮＤ－ＰＡＮ－Ｌ 
 

분석용 알루미늄 둥근 팬(중) φ１２  ０.３  100개  들어있음 ＡＸ－ＲＯＵＮＤ－ＰＡＮ－Ｍ 
 

분석용 알루미늄 둥근 팬(소) φ８  ０.０５  100개  들어있음 ＡＸ－ＲＯＵＮＤ－ＰＡＮ－Ｓ 
 

 

 

비중계 키트 ＡＤ－１６５３ 
주의 비중계 키트는 BM-２０, BM-２２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例 

 

수온 물의 밀도 

0°C 0.99984 g/cm3 

10°C 0.99970 g/cm3 

20°C 0.99820 g/cm3 

30°C 0.99565 g/cm3 

 

 

AD-8121B：컴팩트 프린터  

□ 다기능 

□ 통계연산기능, 캘린더・시계기능, 인터벌 인쇄기능(5초~30분 일정시간마다 인쇄),  

차트 인쇄 기능(지정된 두자리를 그래프 형식으로 인쇄), 덤프 프린트 모드 

□ 5×7도트, 16문자/행 

□ 롤지 AX-PP143 （45mm폭×약 50m） 

AC어댑터 또는 알칼리 건전지를 사용. 

AD-8126：미니 프린터  

□심플 기능 

□저울 일상점검・정기검사 결과를 인쇄할 수 있음. 덤프 프린트 

□5×7도트, 24문자／행 

□롤지 AX-PP137-S（57.5mm 폭×약 30m） 

AC어댑터 사용 

AD-1691：저울 환경 에널라이저 

□저울을 일상 점검함으로써 반복성과 최소 계량값의 확인을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으며,  불확실한 

검출이나 연산, 계량기 환경평가까지 서포트 합니다. 저울 설치장소에 쉽게 들고 옮길 수 있으며 저울 

여러대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AD-1687：환경 로거 

□온도・습도・기압・진동 4종류의 환경 센서가 탑재되어 있으며 단체에서 환경 데이터를 동시에 

측정・기록할 수 있습니다. 저울의RS-232C출력과 접속하는 것에 의해 계량 데이터와 환경 

데이터를 셋트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전용 소프트는 불필요합니다. 

 

 

공기중 비중값 

공기중 계량값 － 수중 계량값 
x 물의 밀도＝ 밀도 

10.0000 g 

10.0000 g － 9.5334 g 
x 0.9970 g/cm3 ＝ 21.4 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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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1688：계량데이터 로거 

□저울의 RS-232C포터에서 출력된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들고올 수 없는 

환경에서도 계량 데어터 저장이 가능합니다. 전용 소프트는 불필요합니다. 

AD-8526：이더넷・컨버터 LAN 포트와 계량기기의 RS-232C 포트를 중단해서 이더넷 워크를 이용한 

계량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 소프트 웨어 WinCT-Plus 가 부속되어 있음.  

AD-8527：퀵 USB 어댑터 

□전용전원,  전용 소프트가 불필요하며 계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PC에 송신하여 Excel, Word로 

직접 입력 가능. IP65대응.  

AD-8920A：외부표시기  

□ 저울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RS-232C 인터페이스, 커런트 루프에 의해 송신된 계량 데이터를 

표시하고, 읽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8922A：외부 콘트롤러 

□RS-232C 인터페이스와 접속하여 표시ON/OFF, 교정, 데이터 출력, 최소표시변환, 단위 변환, 

RE-ZERO 등을 저울에서 떨어진 곳에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AX-USB-9P：USB컨버터 

□COM 포트가 없는 컴퓨터에서도 USB접속에서 “WinCT” 등, 시리얼 통신 소프트 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인스톨 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합니다. 

AD-1671：제진대 

□약27kg의 질량과 완충 고무에서 진동을 경감하고 저울에 안정된 계량표시를 시키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AD-1672：탁상방풍 

□저울의 측정오차가되는 에어컨에 의한 바람이나 사람의 이동에 의한 바람을 방지합니다. 투명 

판넬에는 제전수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전기의 영향을 저감합니다. 

AD-1683：제전기（이오나이저）  

□측정시 대전에 의한 계량오차를 제전함으로써 방지합니다. 직류식에서 무풍 타입이므로 분말 등의 

정밀 계량에 최적입니다. 소형, 경량입니다.  

AD-1684A：비접촉식 정전기 측정기  

□측정시료나 용기, 방풍 등 저울의 주변기기(자동측정 라인 등)의 대전량을 측정하여 결과를 

표시합니다. 대전되고 있는 경우는 AD-1683(아이오나이저)를 사용하면 제전할 수 있습니다. 

AD-1682：충전식 배터리・유닛 

□전원이 없는 곳에서 저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간은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AD-1689：분동 조작용 핀셋  

□저울의 교정 작업에 사용되는 1g~500g 분동 저장용 핀셋입니다. 

 전체 길이가210mm이며 핀셋 끝부분에 캡이 달려있습니다. 

AX-SW137-PRINT：플러그가 붙어있는 풋 스위치 프린트 기능 

□「PRINT」키 조작과 같은 움직임을 하는 풋 스위치입니다. 

AX-SW137-REZERO：플러그가 붙어있는 풋 스위치 RE-ZERO 기능 

□「REZERO」키 조작과 같은 움직임을 하는 풋 스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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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E 마킹 

폐사의 저울 BM 시리즈는 CE 마크가 붙어져 있습니다. CE 마크는 제품이 EC 지령에서 

2004/108/EC 전자기 환경 적합성 지령(EMC). 2006/95/EC 저전압 지령(LVD). 및 

2011/65/EU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RoHS)에 의거한 아래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을 나타냅니다. 

 

EMC 기술기준 EN61326 방해파 발생／방해파 저항력 

LVD 기술기준 EN60950 정보기술기기의 안정성 

RoHS 기술기준 EN50581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CE마크는 미주지역을 대상으로한 규격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때에는 각국의 법규성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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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용어와 색인 

19-1. 용어 

ＧＬＰ “의약품 안정성 시험 실시에 관한 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ＧＭＰ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규칙（Good Manufacturing Practice） 

ＩＳＯ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교정 올바르게 계량할 수 있도록 저울을 교정하는 것입니다.（Calibration） 

데이터 넘버 계량값을 데이터 메모리에 기억했을 때의 정리번호입니다.  

디지트 표시 최소단위. 저울은 표시할 수 있는 최소함을 1디지트로 부릅니다. 

RE-ZERO 용기 등의 질량의 표시값을 제로로 함.(취소하는) 것. 

안정소요시간 측정물을 올리고나서 안정 마크가 점등하면 계량값을 읽을 수 있게 될 때 까지의 

시간을 일컬음 

감도 드리프트 온도변화가 계측되는 거리값에 미치는 영향으로 온도 계수로 나타낸다. 

 예 기온이 10℃변화할 때, 온도 계수를 2ppm/℃(0.0002%/℃)로 가정하면 하중 

10g의 표시 변동값은  

표시변동값 ＝ ０.０００２％/℃ × １０℃ × １０g ＝ ０.０００２ｇ 이 되며, 

온도변화 전의 표시가１０.００００ｇ으로 하면, １０℃의 온도변화에서 １０.０００

２ｇ표시가 됩니다. 
반복성 동일한 질량을 반복하여 올렸다가 내렸을 때의 측정값에 편차가 있으며 통상 표준

 편차로 표현합니다 

 예 표준편차 ＝ ０.１ｍｇ에서는 동일한 계량물을 반복하여 측정한 결과가 약68%

빈도로 ±０.１ｍｇ 범위내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출력 RS-232C등의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용기 값 취득 계량팬에 놓여있는 기기, 팬, 종이 등의 계량 대상외의 질량을 취소하는 것. 계량

용기를 계량팬에 올려 RE-ZERO조자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이크로튜브 ２  및１.５ 의 시중에 판매하는 마이크로 튜브(오른

쪽 그림)은 마이크로 튜브 홀더에 꽂아서 계량할 수 있

습니다.  

 
 １.５  ２  

마이크로 튜브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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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색인 
 

       퍼센트계량단위 ........................... 14, 22, 24, 45 

  

       좌측상단점등      처리중 마크 ........... 14, 21, 40 

       우측상단점멸      비중계 모드 ................ 14, 61 

       자츠하단점등      스탠바이・인디게이터 ........ 14 

       좌측하단점멸      자동교정예고............... 14, 27 

      우측상단점멸      도어열림 ........................... 14 

       우측상단점멸    인터벌모드 스탠바이 ......... 14, 56 

       우측상단점멸    인터벌 모드 가동중 ......... 14, 56 

      응답특성･환경설정14, 25 

        ION 마크 ..................................................... 17 

       스페이스 기호 .......................... 42, 45, 49 - 54 

       CAL 키 ................................................. 14, 35 

      MODE 키 .................................................... 14 

       ON：OFF 키 ................................................ 14 

      RANGE 키 ................................................... 14 

      PRINT 키 .................................................... 14 

      RE-ZERO 키 ............................................... 14 

      SELECT 키 .................................................. 14 

      ION 키 ........................................................ 14 

      MODE 키 .............................................. 14, 19 

      RANGE 키 ............................................. 14, 35 

      PRINT 키 .............................................. 14, 35 

      RE-ZERO 키 ......................................... 14, 35 

8922       AD-8922A 제어 ........................................... 39 

ＡＣＡＩ  ............................................................... 21 

ＡＣアダプタ ................................................. 4, 6, 13, 15 

AD-1653       비중계 .................................................... 84 

AD-1671     방진대 ................................................... 85 

AD-1672       탁상방풍 .......................................... 10，85 

AD-1682     충전식 배터리・유닛 ............................... 85 

AD-1683     제전기 ................................................... 85 

AD-1684A     비접촉식정전기측정기 ................................. 85 

AD-1687       환경로거.................................................. 84 

AD-1688      계량데이터 로거 ................................. 5，84 

AD-1689     분동조작용 핀셋 .................................. 5，85 

AD-1691      저울환경애널라이저 ..................................... 84 

AD-8121B     컴팩트 프린터 .................. 42, 50 - 54, 68，84 

AD-8126       미니프린터 ............................................. 84 

AD-8526       이더넷・컨버터 ........................................ 85 

AD-8527     퀵 USB 어댑터 ........................................ 85 

AD-8920A      외부표시기 .............................................. 85 

AD-8922A      외부 컨트롤러 .............................. 10, 18，85 

AD-8922A 제어      8922 ............................................. 39 

ＡＫ코드  ........................................................72 - 75 

ap-b       오토 프린트 폭 ...................... 37, 41, 56, 68 

ap-p     오토 프린트 극성 ............................... 37, 41, 56 

ar-d      데이터 출력 후 오토 RE-ZERO ....................  41 

at-f      오토 피드 ....................................................  68 

AX-BM-031      ......................................................  표시 커버ー82 

AX-BM-032      ........................................ 마이크로 튜브 홀더82, 88 

AX-BM-033      BM 시리즈용 본체 커버 .................. 5, 83 

AX-BM-034      마이크로 튜브 홀더 ..................... 82, 88 

AX-BM-035      슬라이드 방풍 ........................... 4, 9, 83 

AX-BM-NEEDLESET     방전전극 유닛 ............................ 82 

AX-MX-36      핀셋 ............................................. 4 

AX-ROUND-PAN-L    알루미늄 둥근팬,φ１５,0.8  ........ 84 

AX-ROUND-PAN-M    알루미늄 둥근팬,φ１２,0.3  ......... 84 

AX-ROUND-PAN-S    알루미늄 둥근팬,φ８,0.05 .......... 84 

AX-SW137-PRINT       플러그 부착 풋스위치 프린트 기능 ... 85 

AX-SW137-REZERO      플러그 부착 풋스위치 제로 기능 ..... 85 

AX-TB248       ＡＣ어댑터 ............................  9, 80 

AX-USB-9P       USB 컨버터 ................................ 85 

ba5fnc      표시･환경 ............................................. 37 

beep        알람 ...................................................... 37 

BM-014       용량 테스터 키트 .................................... 82 

BM-08       이더넷 인터페이스 .................................  82 

bp5       보율 ................................................ 38, 67 

btpr       비트 길이,반전성 .............................. 38, 68 

Cal       자동교정중 ............................................. 28 

Cal e       CAL 분동불량（正） ................................ 76 

-Cal e       CAL 분동불량（負）................................... 76 

Cal in       내장분동에 의한 교정 .......................... 28, 50 

Calout      소지하신 분동에 의한 교정 ................... 30, 52 

CC out     교정・테스트 ......................................... 31, 53 

CC in     내장분동에 의한 교정・테스트 .................... 29, 51 

CH 0     CHECK 0 ............................................... 25, 77 

CH ng    CHECK NG ............................................ 25, 77 

Cl adj     시계 ...................................................... 37, 48 

Clear      기억 삭제 .............................................. 58, 59 

Clr        메모리 에러 ...................................... 55, 58, 77 

Clr        초기화 ......................................................... 34 

Clr go     초기화 함 ......................................... 34, 58, 59 

Clr No     초기화 안함 ............................... 34, 54, 58, 59 

Cond      응답 특성 ............................................  25, 37 

ＣＲ       용기 값 복원 ............................ 42, 45, 50 - 54 

Crlf        종결 신호 ........................................ 38, 68, 71 

C5 in      내장분동값 보정 .................................... 32, 39 

       캐럿단위 ............................ 14, 15, 19, 39, 46 

-d-       계량값(시각･날짜없음) ................... 55, 57, 58 

d 1.0000       밀도 초기값 ............................................. 61 

data      데이터 메모리 기능 ................. 37, 55, 56, 57, 59 

d-dt      도어검출 ...................................................... 39 

d-on      데이터 넘버 부가 ........................ 38, 44, 57, 68 

door      도어 검출 기능 ............................................. 39 

dout      데이터출력 .................................. 37, 38, 41, 68 



 90 ＢＭシリーズ 

       비중계 모드 단위 ........................ 19, 39, 46, 63 

d5 fnc      밀도계 기능................................................ 38, 61 

d-t       계량값(시각･날짜) .................................  55, 57 

e       과잉초과 에러 .............................................. 76 

-e       질량부족 에러 .............................................. 76 

erCd      ＡＫ,에러코드 ........................ 38, 72, 73, 74, 75 

err       메모리 데이터 에러 ...................................... 77 

e-5       외부입력제어 ......................................... 18, 39 

fail       Fail ............................................................. 66 

FAST  ......................................................... 25, 26 

fUl       풀메모리 .......................................... 56, 59, 77 

       그램 계량 단위 ................ 15, 16, 19, 39, 45, 46 

glp       ＧＬＰ출력 ...........................................50 - 53 

Hi5       교정이력 ............................................... 55, 59 

id       ＩＤ번호 지정 ............................. 38, 39, 44, 49 

info      ＧＬＰ출력 ................................. 38, 50 - 54, 59 

int       인터벌 시간 ................................................. 38 

ion       제전 동작 시간 ............................................ 39 

ionfnc      제전기기능 ............................................. 18, 39 

ldin       액체밀도 입력방법 ................................ 38, 61, 62 

ＬＦ       라인피드(줄바꿈)....................... 42, 45, 50 - 54 

lo       샘플 질량 에러 ................................. 20, 22, 76 

loc No.      패스워드 설정 ............................................ 39, 65 

locfnc      패스워드 기능 ............................................ 39, 64 

       밀리 그램 단위 ................ 15, 16, 19, 39, 45, 46 

MID.  ......................................................... 25, 26 

      돈 단위 ............................ 14, 16, 19, 39, 45, 46 

out       교정이력 출력 ........................................ 58, 59 

out go      일괄출력함 ............................................... 58, 59 

out No      일괄 출력안함 .................................................. 59 

pass      패스워드 ..................................................... 66 

       개수계 단위 .......... 14, 16, 19, 20, 39, 45, 46, 47 

ploc      표시고정기능 .......................................... 37, 40 

pnt       소수점................................................... 37, 40 

p-on      오토 파워 온 ......................................... 37, 40 

prt       데이터출력모드 ........................... 37, 41, 56, 68 

p5       기능선택모드 .................................... 32, 33, 34 

pU5e      데이터 출력간격 .................................... 38, 68 

rECall      기억된 계량치 표시 모드 ................................. 57, 58 

rECend      종료 ........................................................... 54 

rep       반복성 측정중 .............................................. 24 

rep te5t      반복성 측정 개시 ............................................ 24 

RESPONSE      응답특성 ...................................... 25, 26 

RS-232C 3, 6, 67, 69 

RsCom       커맨드 모드 ...................................... 69 

RsKey       데이터전송 모드 ................................ 69 

RsWeight       그래프 모드 ....................................... 69 

rtc pf       시계 백업 전원 끊김 ............................ 48, 76 

5-id       ＩＤ넘버 부가 .............. 38, 44, 49, 57, 68 

5if       시리얼 인터페이스 ............ 38, 41, 42, 68 

SLOW  ......................................................... 25, 26 

5pd       표시 개서 주기 ..................................... 37, 40 

5tart      표제 ............................................................ 54 

5t-b       안정 검출폭 ......................................... 37, 39 

5-td       시각・날짜부가 .............. 38, 44, 48, 55 - 57, 68 

5-tp       온도 부가 ............................................ 38, 44 

t 25       수온 초기값 ............................................... 62 

<TERM>      종료 .................................................. 50 - 54 

trc       제로 트랙 ............................................. 37, 40 

t-Up       커맨드 타임아웃 ......................................... 38 

type       데이터포맷 ................................ 38, 42, 43, 68 

Unit       단위등록(모드) ................................ 39, 46, 61 

ＵＳＢ  ....................................................... 3, 6, 70 

ＵＳＢ케이블  ................................................................. 4 

ＵＳＢ컨버터  ......................................................... 70, 85 

WinCT       데이터통신 소프트 웨어 ............... 3, 4, 69 

WinCT-Pipette      질량－용적변환 소프트웨어 .................. 82 

WinCT-Plus      LAN 접속용 소프트웨어 ...................... 82 

ymd      년월일 ............................................................ 48 

접지 단자  ................................................................. 6 

레벨풋  ............................................................. 6, 9 

안정검출폭  ......................................................... 37, 39 

안정소요시간......................................................... 80, 88 

안정성  ......................................................... 25, 26 

안정 마크  .................................................... 14, 15, 35 

이더넷  ........................................................... 3, 82 

이더넷・컨버터 ............................................................. 85 

이오나이저（제전기） ..........................3, 6, 14, 17, 39, 82 

이온  ............................................................... 17 

인터벌 시간  ............................................................... 38 

인터벌 모드  ....................................... 3, 14, 37, 42, 56 

내부 방풍막 ....................................................................  

에러 코드  .................................................... 38, 74, 76 

응답특성  ......................................... 14, 25, 26, 37, 39 

오토 파워온  ......................................................... 37, 40 

오토피드      .............................................................. 38 

오토 프린트  ......................................................... 37, 41 

온도  .................... 3, 14, 23, 27, 28, 44, 63, 80, 88 

온도부가  ......................................................... 38, 44 

외부 컨트롤러      AD-8922A ........................................ 10 

외부입력제어       e-5 ............................................. 39 

외부입력단자................................................................. 6 

외부표시기  ............................................................... 85 

환경  .................... 3, 10, 14, 25, 26, 27, 33, 39, 79 

환경센서  .................................................... 14, 23, 80 

환경로거  ............................................................... 84 

감도 드리프트 ....................................................... 80, 88 

기압  ......................................................... 14, 23 

키 조작법  ......................................................... 12, 14 

 



ＢＭシリーズ 91 

교정  ...................................................... 3, 27, 88 

소지하신 분동에 의한 교정 .............................. 30, 33 

자동교정 ................................................... 28, 33, 78 

내장분동값보정 ..................................................... 39 

내장분동에 의한 교정 ..................................... 28, 33 

교정・테스트 

소지하신 분동에 의한 교정・테스트 ......................... 31 

내장분동에 의한 교정・테스트 ................................. 29 

기록 

교정실행기록 ....................................... 28, 30, 50, 52 

교정상태 ........................................................ 51, 53 

교정이력 ........................................................ 28, 30 

퀵 USB 어댑터 ............................................................. 85 

공기 부력  ............................................................... 12 

반복성  .................................................... 24, 80, 88 

계량팬  ................................................................. 4 

계량 속도  ......................................................... 25, 26 

계량 조작  ............................................................... 15 

계량 데이터 로거 AD-1688 ........................................ 3, 4 

계량 모드  ..................................... 3, 15, 19, 20, 22, 46 

교정  ......................................................... 14, 27 

교정이력  ................................................ 3, 27, 30, 55 

개수계량  ......................................................... 20, 47 

개수모드  ............................................................... 20 

커맨드  .............................................. 71, 73, 74, 75 

최소표시량  ............................................................... 80 

최대표시  ............................................................... 80 

방풍막 손잡이 ............................................................... 6 

팬서포트  ................................................................. 4 

자기 영향  ............................................................... 10 

칸막이  .................................................. 4, 6, 10, 17 

시각  ............................... 3, 14, 23, 27, 38, 44, 48 

자성체  ........................................................... 3, 60 

온도  .............................................. 10, 14, 23, 80 

온도유지용기 ........................................................ 40, 82 

자동교정  .................................................... 28, 33, 78 

자동교정 예고 .................................................. 14, 28, 78 

충전식 배터리・유닛 ..................................................... 85 

출력  ............................................................... 88 

소수점  ......................................................... 37, 40 

소비전력  ............................................................... 80 

초기화  ......................................................... 33, 34 

제진대      AD-1671 ................................................... 10 

제전기(이오나이저） .................................................... 85 

제전기능  ionfnc ....................................................... 39 

제전동작  ............................................................... 39 

처리중 마크  왼쪽 상단 점등  ............................. 14, 27 

시리얼 인터페이스 ....................................................... 38 

수온  ............................................................... 62 

수평기  ............................................................. 6, 9 

스탠바이・인디게이터 왼쪽 하단 점등  ....................... 14 

스탑 비트  ............................................................... 67 

스트림 모드  ......................................................... 36, 41 

스마트 레인지 ............................................................... 3 

슬라이드 방풍 ...................................... 4, 8, 9, 12, 81, 83 

치수  ............................................................... 80 

정전기  ........................................................... 3, 17 

제로 

오토 RE-ZERO ..................................................... 38 

제로 트랙 ....................................................... 37, 40 

RE-ZERO ................................................ 14, 15, 88 

종료 38, 50 - 54, 71 

타임아웃   ............................................................... 38 

더스트 플레이트 ............................................................ 4 

단위  ............................... 3, 14, 15, 16, 39, 46, 80 

정전기 중화  ............................................................... 17 

직선성  ............................................................... 80 

통신기능  ............................................................... 80 

이음손잡이  ................................................................. 6 

데이터출력  ............................................................... 38 

데이터출력간격 ........................................................... 38 

데이터출력모드 ........................................................... 37 

데이터통신 소프트웨어   WinCT ............................... 4, 69 

데이터 넘버  ......................................... 14, 38, 44, 56, 88 

데이터 비트  ............................................................... 67 

데이터포맷 38, 42, 43, 45 

데이터메모리.................................................... 14, 55, 80 

데이터메모리기능 ........................................................ 37 

디지트  ............................................................... 88 

전원  .............................................. 13, 15, 40, 80 

저울 환경 에널라이저 .................................................. 84 

도어 검출 기능 ...................................................... 15, 39 

동작온도・습도범위 ....................................................... 80 

도난방지링  ................................................................. 6 

시계기능  ................................................ 3, 23, 48, 80 

내장분동  ............................................................... 24 

내장분동보정............................................................... 39 

내부설정  ......................................................... 33, 35 

퍼센트 모드  ............................................................... 22 

반전성  ......................................................... 38, 67 

비중  ...................................................... 3, 61, 63 

비중계  ............................................................... 38 

비중계  ＡＤ－１６５３ ................................................ 84 

비중계모드  .............................................. 14, 19, 46, 61 

비접촉식 정전기 측정기 ............................................... 85 

날짜  ............................... 3, 14, 23, 27, 38, 44, 48 

비트 길이  ............................................................... 38 

피펫  ............................................................... 82 

표시개서주기......................................................... 37, 40 

표시커버  ....................................................... 4, 6, 82 



 92 ＢＭシリーズ 

표시고정기능 ................................................... 14, 37, 40 

표시문자  ............................................................... 49 

표준선차  ............................................................... 24 

칭량  ............................................................... 80 

핀셋  ................................................................. 4 

필터용 계량팬 ............................................................... 4 

風袋  ......................................... 15, 20, 22, 74, 88 

風袋引き  .............................................. 15, 20, 22, 88 

방풍링  ................................................................. 4 

플러그 부착 풋 스위치 프린트 기능 ............................... 85 

플러그 부착 풋 스위치 제로 기능 .................................. 85 

분석용 알루미늄 둥근 팬 .......................................... 4, 84 

분동  .............................................. 27, 30, 31, 32 

기차범위 ........................................................ 27, 32 

교정분동 ....................................................... 27, 80 

변경가능  ............................................................... 33 

변경금지  ............................................................... 33 

방전전극유닛.................................................. 3, 6, 17, 82 

보율  ......................................................... 38, 67 

본체질량  ............................................................... 80 

마이크로튜브...................................................... 3, 82, 88 

마이크로튜브홀더 ........................................... 3, 4, 82, 88 

밀도  ................................................ 3, 61, 62, 63 

밀도계  ............................................................... 38 

미니프린터  ............................................................... 84 

모드 변환  ............................................................... 19 

문자표시  ............................................................... 49 

언더후크  ............................................................... 60 

이상적인 설치조건 ....................................................... 10 

내장분동 .................................. 13, 25, 27, 28, 39, 80 

보정 ............................................. 30, 31, 32, 33,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