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RDER
3500 SERIES

송 암엔 지 니어 링 (주)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87-1 한성빌딩 301 TEL : (02) 679-3404 FAX : (02) 679-3406 E -mail : songam10@kornet.net

서

두

이번에, 폐사의 portable recorder를 매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기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이 취급 설명서를 잘 읽은 다음, 활용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더욱, 이
취급설명서는 소중하게 보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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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 급 상 의 주 의
1-1

이 하의 행 위 는 위험 하 므로 충 분 히 주의 하 여 주십 시 오.

1) 250V 를 넘는 입력은 넣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2) Fuse 의 교환은, 본기전원 SW를 OFF의 상태에서 하여 주십시오.
1-2

이 하의 행 위 는, 본 기등 의 고 장에 이 어 지므 로 주 의하 여 주 십시 오 .

1) 교류전원의 전환조작은, 본기전원 SW를 OFF의 상태에서 하여 주십시오.
2) 교류전원의 변경을 할때는, 반드시 Fuse의 교환도 동시에 하여 주십시오. (1.5항-전원의
공합, 3.2.1항 교류전원의 접속, 3.2.5-fuse의 교환 참조)
3) 내부건전지의 설치는, +, -의 극성을 틀리지 않게 넣어 주십시오.
4) 전지내부의 새는 것에 의한 부식방지 때문에, 장기간의 기록계를 가동시키지 않는
경우는, 재부의 건전지는, 꺼내주십시오.
5) Pen의 장착
- 반드시 PEN UP의 상태에서 행하여 주십시오.
- ［MEAS./ZERO］switch는, ZERO위치에서 장착하여 주십시오.
- PEN CAP은, 떼고 장착하여 주십시오.
1-3 안 정 된 기록 을 얻 기위 한 주 의
1) PEN 주행부에의 주유는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PEN 주행부의 청소는 마른 헝겊으로
닦아주십시오.)
2) Chart speed 120mm/이하에서 사용할 때는, roll기록지 및 저속사용 ink를
사용하십시오. Ink가 번지거나 접은 금에서의 pen의 걸림방지가 됩니다.)
3) 장시간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pen cap을 끼워 주십시오. Cap을 할때는, 처음에
들어있던 pen에 cap을 하여 주십시오. 달라진 색의 pen 을 넣은 경우에 ink의 색이
섞이는 수가 있습니다.
4) 기록지는, 당사전용의 접는 식으로 된 기록지(SE-10Z-2), ROLL 기록지(SE-10) 을
사용하십시오. 당사이외의 것을 사용하면, 감촉, 기록지주행기능 및 접는 식으로 된
기능상, 안정된 기록이 얻어지지 않게 됩니다.
1-4 사 용 전의 준 비
1.4.1 초기점검
포장을 뜯으면 수송중의 사고에 의한 파손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발송전에는
충분히 기능성은 보증되어 있지만, 사양에 의거하여 점검하여 주십시오.
1.4.2 구성
본기의 표준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부품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본체 ...............................1
취급설명서 .....................1
전원 cord ......................1
입력 cord ......................1 pen형 : 1, 2pen형 : 2, 3pen형 : 3
ink pen ..........................1 pen형 : 1, 2pen형 : 2, 3pen형 : 3
외부 DC plug ................1
기록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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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 원 의 공급
본기는 교류전원, 외부 DC전원, 내부건전지전원으로 동작합니다.
교류전원 .....................100V, 115V, 220V, 240V로 각, -10% ~ +10%의 범위에서
최대 250V까지 동작합니다.
교류주파수는 48~62Hz의 범위입니다.
외부DC전원 ................공칭 12V~27V전지로 동작합니다.
내부건전지전원 ...........공칭 1.5V 단일형의 알카리 및 망간 전지 6개로 동작합니다.

주

의

특별지정이 없는 경우, 본기의 교류전원전압은 100V에 〔LINE SELETOR〕switch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교류, 외부 DC, 내부건전지전원과의 사이에는 우선사용순서가 있습니다.
(3-2-6 참조)

1.6 접 지
교류전원으로 동작된 경우, 조작할 사람을 전기충격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접지 단자를 접지하여서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1.7 접 속 cord
본기의 입력단자와 피측정회로를 접속할 경우, 부속품의 3P 입력 cord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 외부 control할 경우는, 14pin의 암페놀의 plug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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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R - 3 500 SER IES 정 면 도
〔 E PR - 3 531 3 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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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R - 3 500 SER IES 뒷 면 도
〔 E PR - 3 531 3 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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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부 의 명 칭 과 그 기 능
2.1 개 요
이 section에서는, 본기의 전면과 뒷면에 있는 각 switch, 손잡이, Lever, 단자 등을 그림
2-1, 그림 2-2에 의거하여 설명합니다.
2.2 전 면 부(그 림 2- 1 참고 )
①〔POWER〕switch

전원공급을 ON-OFF에 하기 위한 switch입니다.

②〔POWER CHEC K〕Lamp

누르면 ON(삽입), 다시한번 누르면 OFF(절단)로 됩니다.
전원 ON일때 점등합니다. 또, 절멸표시에서 외부 내부
건전지 전원의 교환시기를 알립니다.

③〔PGC〕switch

시간축보정회로기능 (Option)을 ON-OFF하기위한 switch
입니다. 누르면 ON(삽입), 다시 한번 누르면 OFF(절단)로
됩니다.
PGC기능을 탑재하고 있지 않은 set에서도〔PC G〕switch는
붙어있지만, 동작은 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④〔START〕switch

기록지보냄을 동작하기 위한 switch입니다. 누르면 ON,

⑤〔F EED〕switch

다시한번 누르면 OFF로 됩니다.
이 switch를 누르고 있는 동안, 약 300mm/min로 기록지가
송출 됩니다. ink pen촉을 시간축선에 맞출 때 편리합니다.

⑥〔mm /min , m m/h〕switch

기록 지송 속도를 mm/min혹은 mm/h에 하기 위한 전환
switch입니다.

⑦〔CH ART SPEED〕switch

기록 지송 속도를 선택하는 switch입니다.

⑧〔RANGE〕switch

측정감도를 선택하는 손잡이입니다. 또, CAL위치로 하여
기준전압이 나오므로, 간이교정에 사용합니다.

⑨〔SPAN〕volume

〔SPAN 〕switch를 ON에 하여, 그 volume 을 우로 돌리면,
span이 최대 약 20% 확대됩니다. 좌로 돌리면 최대 약 20%
축소됩니다. 기록지의 신축에 맞춰서 span이 측정되므로,
편리합니다.

⑩〔SPAN〕switch

이 switch를 누르면 ON으로 되어, 〔SPAN〕volume 조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OFF로 되어, 내부설정
span치가 돌아옵니다.

⑪〔DIP MARK〕switch

이 switch를 누르면 pen이 약 2.5눈금 좌로 흔들립니다.
기록파형상에 눈금 마크를 붙이고자 할 때에 사용합니다.

⑫〔MEAS.ZERO〕switch

switch를 누르면 MEAS.로 되어, 입력신호가 접속되어
측정상태로 됩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ZERO로 되어,
입력신호가 잘려져 무입력으로 됩니다.

⑬〔POSITION 〕손잡이

pen의 zero점 위치조절 또는, pen을 이동시키기 위한
손잡이입니다. 〔MEAS ./Z ERO〕switch가 ZERO일 때 유효
기록 폭 전역에 거쳐서 이동됩니다.

⑭ ON channel 표시용

뒷면부의 CHANNEL전원 switch가 ON일 때에 점등합니다.

발광 di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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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chart 누름 cover

기록지를 chart block에 억누르는것에 의해, 안정된 지송을 실현합
니다. 또, 기록지에 써넣을 때의 보조 plate로 하여 사용하여 주십시
오.

1〔PEN〕Lever
2 CHART SET Lever

기록용 pen을 상하로 시키기 위한 Lever입니다.
기록지를 장착할 때, 수납부는 전방으로 풀어내어, 기록지를 장착하
게 됩니다.

3
4
5
6
7

CHART block
PEN holder
PEN
´©
´눈
« 금판
PEN cap 내 pin

기록지수납부입니다.
이 holder에 pen을 장착합니다.
disposable cariridge ink pen입니다.
유효기록폭을 10등분한 눈금이, 중앙을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pen으로부터 떼어낸 pen cap을 수납하는 pin입니다.

2.3 뒷 면 부(그 림 2- 2 참조 )
① 입력단자

입력 cord를 접속하는 단자로, 적 (H) 단자가 earth에 대하여
높은 inpedance 측에, 흑 (L)단자는 낮은 inpedance측에 접
속되어 있습니다. 청 (G) 단자의 사용방법은, 3-4-1항을 참조
하십시오.

② channel 전원 switch
③ 전지 BOX cover
④〔GND〕단자

사용안하는 channel 의 전원을 끄고 예비전력을 절약하기 위
한 switch입니다.
내부전지를 수납하기 위한 뚜껑입니다.
본기를 접지하기 위한 단자입니다.

⑤〔REMOTE〕connector

본기를 외부로부터 control하기 위한 connector입니다. 사용
에 관하여는, 3-4-6항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⑥〔EXT.B ATT〕concent

외부 DC 전원(DC 12~27V)을 접속하기 위한 concent로 부속
의 Plug를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합니다.
AC전원용, DC 전원용의 지정된 fuse를 넣습니다.

⑦ Fuse holder
⑧〔LIN E SEL ECTOR〕switch 교류전원에서, 본기를 동작시킬 경우에 동작전압을 선택하는
2조의 slide switch입니다. switch의 짜맞춤에 의해 100, 115,
220, 240V에 설정됩니다.
⑨ 전원 connector

첨부된 전원 cord를 접속하는 connecto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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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 급 방 법
3.1 개 요
이 장은 일반사항과 기록계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소개합니다.
3.2 전 원 의 접속 , 투입
주

의

이하의 조작은, 반드시 〔POWER〕switch OFF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행하여 주십시오.

3.2.1 교류전원의 접속
1) 취급상의 주의의 〔1.5 전원의 공급〕의 항을 읽은 후, 전원 Line의 전압을 측정해
주십시오.
2) 사용하는 Line 전압에 맞추어서 그림 3-1의 상태로 〔LINE SELECTOR〕switch를
설정해 주십시오. Line 전압을 선택한 전압에 대해서 ±10%이내에 들어있는 상태로
합니다. 단, 240V를 선택한 경우는 25V가 최대 Line전압입니다.

〔LINE SELECTOR〕Switch 100V의 예
그림 3-1
Line 전압

S1

S2

110V

↓

↓

115V

↓

↑

220V

↑

↓

240V

↑

↑

3)〔FUSE〕Holder에 선택된 전압에 맞춘 관 Fuse를 삽입해 주십시오.
사용전압

Fuse Type

110V, 115V

1A dymurac fuse

220V, 240V

0.5A dymurac fuse

DC

3A dymurac f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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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변경의 경우는, 반드시 Fuse의 교환도 동시에 행해 주십시오.
4) 부속의 전원 cord를 〔AC IN〕Resectacle에 삽입하고, 전원을 공급해 주십시오.
5) 〔POWER〕switch를 눌러 주십시오. 〔POWER CHECK〕Lamp가 점멸하고, 본기에
전원이 공급되어진 것을 표시합니다.
3.2.2 외부 DC 전원의 접속

1) 부속의 2P plug를 그림 3-2에
의해 극성에 주의하여 lead선을
납땜해 주십시오.

그 림 3-2
2) 만들어진 plug를 EXT. BATT concent에 끼워 Lead선의 다른단을 외부 DC전원에
접속합니다.
주

의

lead 선을 외부 DC전원에 접속할 시, 극성을 반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또, 외부 DC전
원의 허용출력 전류는,
1 pen

...

0.4A

2 pen

...

0.6A

3 pen

...

0.8A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

의

외부 DC 전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plug를 빼 주십시오.

3.2.3 내장건전지 전원의 접속
1) 본기 뒷면의 전지 cover를 떼어 냅니다.
2) 전지 Holder에 단일 건전지 6본을, +, -의 극성을 바꾸지 않도록 해서 끼웁니다.
3) 전지의 장착이 끝난 후, 전지 cover를 도로 닫습니다.
주

의

전지 내액의 누설에 의한 부식방지를 위해, 장기간 기록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는 내장의 건전지를
빼내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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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내장 Ni-cd 전지전원의 접속 (Option)
본기에는 option(별도판매) 으로, 충전 가능한 Ni-cd 전지 전용의 충전회로가
결성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충전방식은, pro-tein 정전압충전방식을 이용했으므로,
통상 AC 전원으로 사용 중에는, 부동 충전되어져 있습니다. 접속의 방법은 하기의
상태로 행하여 주십시오.
1) 본기 뒷면의 전지 cover를 떼어 냅니다.
2) 전지 Holder내의 Ni-cd전용 socket에 Ni-cd 전지 pack의 plug를 끼웁니다.

3) Ni-cd 전지 pack본체를 Holder 내에 넣고, 전지 cover를 도로 끼웁니다.
4) 충전은 AC전원으로 동작되어진 때와 같은 상태로 AC 전원 cord를 AC 전원 concent
에 접속하고 power switch를 ON의 상태로 합니다. 또, 완전방전된 경우의 충전
시간은, 약 12시간으로써 80% 충전됩니다.
주

의

내장건전지와 Ni-cd전지 pack의 동시 사용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3.2.5 Fuse의 교환
AC 전원 Line 및 DC 전원 Line의 Fuse
는 뒷면의 〔FUSE〕Holder(그림 3-4)의
중간에 삽입 되어져 있습니다. 전원을
본기에서 끊고, +driver로 Fuse Holder
를 왼쪽으로 돌려서 떼어 내고 교환
합니다.

그 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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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AC 전원, 외부 DC 전원, 내장전지의 우선 사용 순서
AC Line과 외부 전지는, 외부 전지의 단자전압이 약 14V를 경계로 해서 상회하면
외부전지, 하회 한다면 AC Line이 우선 사용되어 집니다. 결국, 28V의 Battery를
사용하면, Battery의 사용이, 12V의 Battery를 사용하면 AC Line의 방법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내부 전지는, 먼저 우선사용순서가 낮고 AC Line 과 외부 전지의
어느 쪽이 한가지 있는것, 양쪽같이 있다면, 거기에서 우선된 내부전지는 그 밖의 전원
입력이 없을 때에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순서) 외부 전지 전압이 약 14V이하의 경우
① AC 전원 ② 외부 전지 ③ 내부 전지
외부 전지 전압이 약 14V이상의 경우
① 외부 전지 ② AC 전원
③ 내부 전지
3.3 측 정 준 비
3.3.1 기록지의 장착방법
다음의 순서에 따라 기록지를 삽입합니다.
1) 접혀진 기록지의 삽입

그림

3- 5

그림

3- 6

(a)〔CHART SET〕Lever를 위쪽으로

(b) 기록지의 접혀진 눈금이 한장한장

눌러서 올리면, 그림 3-5의 상태로 기

확실히 풀려질 수 있도록 기록지의 끝

록지 수납부가 회전해서 앞쪽으로 열어

을 적당히 잘 흔들어 주십시오.

집니다.

그림

그림

3- 7

3- 8

(d) 기록지 수납부를 윗쪽으로 눌러서 위

(c) 기록지의 둥근 구멍을 좌측에서 기

에서부터 회전시켜서 원래의 위치까지 돌

록지 수납부에 넣어, 기록지 선단을 약

립니다. 이때 너무 세지 않도록 잘 원위치

30cm정도 빼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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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면 수납부는 완전히 Lock되어 집니다.

그림

그 림 3-10
(f) 기록지의 구멍을 sproket의 각(양

3-9

(e) 기록지누름 cover를 아래쪽
으로 열고, 기록지의 선단을 수납

쪽에 있습니다.) 에 맞춰, 기록지 누
름 cover를 윗쪽으로 열어 기록지를
눌러 줍니다. 기록지 누름 cover는

부와 누름 cover의 사이에 끼웁
니다.

완전히 Lock되어 질때까지 윗쪽으로
눌러 주십시오.

2) Roll상태의 기록지의 장착
Roll 상태의 기록지의 장착은, 접혀진 기록지의 조작 (b)를 제외해서 접혀진 기록지의
경우와 같은 상태로 조작하면 완료됩니다.

주
의
기록지는 당사전용의 접혀진 기록지(SE-10Z-2), Roll 기록지 (SE-10)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당사이외의 것을 사용하면, 기록지 전송동작 및 접혀지는 동작상, 안정된 기록이 얻어지지 않
습니다.

3.3.2 Pen의 장착
- 14 -

주
의
pen의 장착은 반드시 pen up의 상태로 행하여 주십시오.

1) pen cap 을 떼어낸 후, 새 pen을
pen앞이 chart 또는 chart Drum에 닿
지 않도록 주의하며, 화살표시의 방향으
로 눌러서, Pen Holder 에 장착합니다.
그때, 확정에 Lock 되어 있는지 확인하
여 주십시오.

2) Pen을 떼어낼 경우는, 앞으로 빼면 간단히 떼어낼 수 있습니다.
3) Pen Holder는 앞으로부터 1 channel, 2channel ...의 순으로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4) Pen에서 떨어진 Pen cap은 분실되지 않도록 본기 정면에 있는 pen cap 수납 pin에
꼽아 주십시오. 또, pen을 사용하지 않을시는, 반드시 pen cap에 끼워서 보관해
주십시오.

3.4 측 정
- 15 -

3.4.1 입력 Lead의 접속
뒷면의 입력단자에 첨부품의 3P 입력 lead선에 의해서 피측정회로를 접속합니다. 적
(H)단자에 +의 전압을 가하면, pen은 오른쪽으로 흔들립니다. 3P 입력 cord의
접속방법은 그림 3-12 ~ 그림 3-14의 중간부터 선택합니다.

1) 신호원이 접지되어져 있을 때 신호원
의 접지측에 G를 접속합니다.

그 림 3-1 2

2) 신호원이 접지되어져 있지 않을 때,
원측으로써 L과 G를 측면에 접속합
니다.

그 림 3-1 3

3) 신호원이 쉴드 되어져 있을 때

그 림 3-1 4
3.4.2 사용 channel의 지정

뒷면의 channel 전원 switch에 의해 사용하
는 channel을 ON으로 합니다.

내장건전지 사용의 경우등, 사용하지 않는 channel은, channel 전원 switch를 OFF에
- 16 -

놓는것을 권합니다. 소비전력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주

의

Main power switch를 넣어도 각 channel의 전원 switch가 OFF에 놓여져 있으면, SET은 전
부 동작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3.4.3 측정 Range의 설정
측정하는 전압에 맞춰서 Range를 설정하여 주십시오.

주

의

예상되지 않는 신호전압을 측정할 경우는 반드시 최대 전압 Range에서부터 차례로 Full
scale 감도를 올려 주십시오. 또, set의 최대 압력 전압은
V range ... DC 250V
mV range ... DC 30V
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3.4.4 chart speed의 설정
입력신호의 동작에 대응해서, 적당한 speed로 설정 합니다.
3.4.5 〔SPAN〕switch의 ON, OFF 설정

통상 OFF의 상태에 설정합니다.
기록지의 신축으로 span을 정확히 맞추고
픈 경우나 임의의 span을 가변하고 싶을
경우등에. pannel면의 〔SPAN〕switch를
ON으로 해서, 〔SPAN〕volume으로써, ±
20%까지 가변 가능합니다.

그 림 3-1 6

3.4.6 REMOTE(외부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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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기의 chart speed 설정 chart
start/stop, DIP mark (option)을 외
부로부터 TTL Level 신호 또는,
open/short에서 remote control가능
합니다.
〔REMOTE〕connector에 Amphenol
의 14 pin plug 부착 cable을 접속시,
제어 신호의 수도시를 행하여 주십시
오. 〔REMOTE〕connector의 pin 배
열과 기능을 그림 3-17로 표시합니다.

1)
INT. or EXT (내부 or 외부
chart speed 설정
〔③~⑩〕가 open의 경우는,
pannel면의 chart speed 설정으로
되고, short되면 외부 주파수에 의
그 림 3-1 7
2) EXT. CHART DRIVE PULSE IN(기록지 전송동기입력단자)
해 chart speed가 설정됩니다.
14P의 connector를 접속시, INT, or EXT. 〔③~⑩〕을 short하면, pannel면의 chart
speed설정에 관계없이, chart speed는 그것의 EXT. CHART DRIVE PULSE IN
〔④~⑪〕단자의 입력에 지배됩니다. 그 입력에 TTL Level 의 pulse 전압을 더하면,
1pulse에 0.05mm chart가 보내집니다.
희망의 chart speed L(mm/h 또는 mm/min)라 pulse 주파수 f(P.P.S)와의 사이에는
L = 180 f mm/h 또는 L = 3f mm/min 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pulse 주파수의 상한 주파수 (f max.)는 200P.P.S로 되어 있습니다.
3) CHART DRIVE PULSE OUT (기록지 전송동기 출력단자)
INT. or EXT. 〔③~⑩〕를 open으로 하면, 〔②~⑨〕에 의해 통상의 panel 면의 chart
speed 설정에 상당하는 주파수의 pulse가 출력되어 집니다. 또, 〔③~⑩〕을 short하면,
〔④~⑪〕에 입력된 pulse와 동등의 pulse가 〔②~⑨〕에 의해 출력됩니다.
2대의 Recorder로써, 1대를 master에 놓고 〔②~⑨〕에 의해 출력을 하고, 또, 한대를
slep 로써 INT. or EXT. 〔③~⑩〕를 short해서 〔④~⑪〕에 더하면, 이 2대의
Recorder의 chart speed는 완전히 일치하게 되고, 장시간의 동기기록에 유효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2대, 3대 ... 로 증가해도 물론 가능합니다.
4) START or STOP(기록지전송의 start, stop)
단자 〔⑤~⑫〕가 open일 때는, chart 는 동작합니다. short일 때는 chart가 멈춥니다.

※ DIP mark (DIP mark의 동시구동)
단자 〔①~⑧〕을 단축하면 전 pen이 동시에, 기록 Data를 중첩해서 DIP mark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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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합니다.
※은 option입니다.
3.4.7 기록의 개시

1)〔PEN〕Lever를 아래쪽으로해서, 〔POSITION〕손잡

이로써 영점의 위치 및 〔FEED〕switch를 눌러서
start 위치를 결정합니다.
2) CHART〔START〕switch를 ON, 〔MEAS./ZERO〕
switch를 MEAS. 에 하면 기록을 개시합니다.
3) 측정중에 영점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는,
〔MEAS./ZERO〕switch를 ZERO에 하면 pen은 영점
에 돌아 옵니다.
4) 기록중에 기록파형에 눈금표시를 부착하고 싶은 경우
에 〔DIP MARK〕switch를 누르면 약 2.5눈금 왼쪽

그 림 3-1 2

으로 흔들립니다.

3.5 측 정 종료 후 의 처치
3.5.1 측정의 일시휴지 그 림 3-1 8

1) 필요한 기록을 얻고 난 후에는, CHART〔START〕switch OFF, 〔PEN〕lever를
윗쪽으로 해서 〔FEED〕switch를 눌러서 적당한 길이로 기록지를 공송시킵니다.
2) 접혀진 기록지의 기록 Data의 경우는, missing 눈금으로 그것을 떼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Roll 기록지의 경우는, chart 누름 cover의 하부의 각을 이용해서, 기록 data
를 절단해 주십시오.
3) 계속해서 기록을 얻고 싶은 경우는, 3.4.7항의 기록의 개시를 참조하여 행하여
주십시오.
3.5.2 측정하지 않는 경우
1) 3.5.1항의 1), 2)조작후, 〔POWER〕switch를 OFF로 합니다.

주

의

측정을 종료한 후에, pen을 pen holder로부터 떼어내, 반드시 pen끝에 pen cap을 닫아서 보
관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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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 록수
지의 교 환
4. 보
4.2 기 록 Pen의 교 환
Pen은, 직선거리로 하여 약 1,600m의 기록이 가능합니다. ink가 없어지거나, Pen촉이
굵고 게다가 너무 짧게 된 Pen은, 그 이상의 사용은 안됩니다. 새 Pen을 준비하십시오.
Pen의 보존시간은, 대략 1년입니다. 냉암소에 poly bag에 넣어 보존하십시오.
4.3 내 부 건전 지 전원 의 교 환
전면우측 panel의 우측아래에 있는 [POWER CHECK] lamp가 점등하고 있는동안은, 정
상적인 동작을 합니다. 또, 점멸표시로 되면, 전지의 수명이 다 되었으므로, 새 건전지로
교환하여 주십시오. 건전지의 사용시간은 입력신호나 chart speed, 전지의 종료 maker
등에 의해 다르지만, 그 일례를 아래에 표시하므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전지의 종류

입력신호

알카리 건전지

0.01 ㎐
Sine

chart speed

1pen

2pen

3pen

60mm/h

약 40H

약 22H

약 12H

〃

약 14H

약 8H

약 5.5H

150mm

4.4 감 도 의
교정 전지
닛카드

〃

기록지의 신축등에 의해 기록결과가 소정의 정도를 만족되지 않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다음 순서로 감도의 교정을 합니다.
① [MEAS./ZERO]switch를 "ZERO"에 하여 [POSITION]손잡이로 ZERO점이, 좌측으로
오도록 맟춥니다.
② [PANGE] 손잡이를 "CAL"에 맞춰 [MEAS./ZERO]switch를 "MEAS."로 합니다.
③ [SPAN]switch를 "ON"에 한 다음, pen이 좌단상에 오도록, [SPAN]volium을 돌려,
맞춰 끼워 주십시오.
※ 이 사이의 조작에 의해, 감도의 교정이 종료됩니다. [SPAN]switch를 "OFF"에 하면,
신축이 없는 기록지에 의해 교정된 내부 span에 전환합니다.

본기는 옥외에서의 사용을 주목적으로 설계된 고성능 portable recorder로 소형,경량, 견고
5.
치 의vinyle
개 요cover(Option)을 쓰면, 가랑비 등의 환경이 나쁜 장소에서의 사용에 충분히
한, 장
방적
견딥니다. 또, 상용교류전원이 없는 장소에서도 자유롭게 사용되는 3전위방식, 전면에서의 감
도조정, 기록start점의 시간축 맞춤에 사용한 feel보냄, 기록지 써넣음 보조 plate등, 조작성
을 다시 충실하게 하였습니다, 또, 단지 기록지상에 기록하는데 끝이지 않고, Memory card
에 의한 data 수록, 레고팔 1.2.3.에 의한 해석과 need에 따라서 최적의 option기능 구성이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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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기는
기능멸로 block화 되어 있어, 입력신호전압을 분압ㆍ증폭하지 위한 입력 unit
6. 구 각부가
성
부, pen을 구동하기 위한 servo와 각 부에 공급하는 전원을 포함하는 main pattern부, 기록지
를 보내기 위한 chart구동부의 3부에 의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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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7.7 .1사표 준양

동

작

방

식

⋯ 자동평형식

P

e

n

수

⋯ 1~3 pen

력

⋯ 뒷면고정

방

식

⋯ dis potable felt pen

Pen

색

⋯ 1 pen ‥ CH1 赤(표준)

입
기

록

Fi e ld

2 pen ‥ CH1 赤, CH2 祿(표준)
3 pen ‥ CH1 赤, CH2 祿, CH3 靑(표준)
측 정
입

r a n g e
력

저

항

⋯ ±1.5, 2.5, 5, 5, 10, 25, 50, 100, 250 ㎷ & V의 18 range
⋯ 약 2㏁

허용신호원저항

⋯ 10㏀이하

기

⋯ 유효기록시의 ±0.5% (단, 기준 range에서의 적선성을 포함)

록

정

도

기준 range ‥ 250㎷
불

감

대

⋯ 유효기록시의 ±0.2%이하

r a n g e 간 오 차

⋯ ±0.25%

온

⋯ ZERO : 0.6μV/℃+0.075%/of range/℃

도

계

수

FS : 0.075% of range/℃
유

효

P e

기

n

P e n

간

록

⋯ 150mm

격

⋯ 약 5mm

s p e e d

⋯ 약 800mm/sec(AC 100V)

영 점 이 동 범 위

⋯ 각 range 함께 전역조정가능

s p a n

⋯ full scale 의 약 ±20%, OFF switch 부착 (panel 조작)

A D J .

s p a n

교 정

⋯ 측정 range 손잡이를 CAL.에 설정후ㅡ span ADJ.에서 자기교정가능

영 점 c h e c k

⋯ panel 면 switch에 의해 측정중도가능

기

⋯ 유효기록폭×길이 : ink용 roll 기록지

록

지

(SE-10) 150mm×20m

ink용 (SE-10Z-2) 150mm×15m
기록 지보냄의 속도

⋯ 10, 20, 30, 60, 120, 180, 300, 600mm/h & mm/min의 16
외부 panel보냄의 경우, 0.05mm/pulse

기록 지보냄의 정도

⋯ ±0.25% (수정진도소자기준)

P e n 올 림 기 구

⋯ 일괄 Pen 올림

f e e d

⋯ 약 300mm/min

보 냄

자

세

⋯ 수직

최 대 입 력 전 압

⋯ V range : DC 250V, ㎷ range : DC 30V (연속)

사용온습도범위

⋯ 온도 0~40℃, 습도 40~80% RH

전

⋯ 내장전원 ‥ 단일형건전지(1.5V) × 6

원

Option으로서 Nickel cadmium 전지 pack (충전회로부)
AC전원 ‥ 100, 115, 220, 240V, ± 10% 50/60㎐(전환 SW 부착)
소

비

전

력

⋯ AC 100V

1pen 평형시

2pen 평형시

약 15VA

3pen 평형시

약 18VA

약 12VA

본

체

규

격

⋯ 약 355(폭) × 200(높이) × 212(깊이)mm

본

체

중

량

⋯ 1pen

약 5.8㎏,

2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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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3㎏,

3pen

약 6.8㎏

외 부 c o n t r o l

⋯ 기록지보냄의 start, stop
기록지보냄의 동기입출력단자
dis marker 의 동시구동 (Option)

batt er y check

7.2 표 준 첨부 품

⋯ LED의 점멸 (내장건전지)
⋯ 각 channel (약2.5눈금)

ㆍdis portable felt pen
ㆍ기록지 (접는식)
ㆍ전원 cord
ㆍ입력 cord

⋯ 각 channel (약 2.5눈금)

ㆍ외부 DC plug

⋯ 1 (SE-10Z-2)
⋯ 1

ㆍ취급설명서

⋯ 각 1pen

7.3 소 모 품

⋯ 1
⋯ 1

ㆍ기록지
ㆍdis portable felt pen ⋯ ink용 접음 (SE-10Z-2)
⋯ ink용 roll (SE-10)
⋯ Ｐ － １２ □ □ □
A :
C :
０１ ～ １２ : 색 (적 : ０１, 록 : ０２, 청 : ０３)
dis potable pen에는, 표준용, 저속용과 용도에 맞춘
사용의 분간이 됩니다.
그 목표로 하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용 : 일반적인 기록
저속용 : 용지 보냄의 속도가 약 120mm/h이하의
저속으로 내보낼 때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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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권ption의
취기
8. O
취 급방법
본기는 기록된 roll 기록지를 기계내부에 감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취급합니다.
8.1.1 기록지의 장착
기록계 본체에 roll 기록지를 장착합니다. (본기의 취급설명서 3-3-1항을 참고)
이때, chart bobbin에 천천히 감기위해, 사전에 기록지 선단을 30㎝정도 자기앞으로 나]
오도록 하여 주십시오.
8.1.2 권취기에의 chart bobbin set

권취기의 좌측 bobbin받이는 비틀어 넣는
식 으로 좌회전시켜서 빼고, 부속의 chart
bobbin을 기록지 끼우는 종이가 그림 8-1
의 방향으로 되도록 삽입하고, 좌측 bobbin
받이 를 원상으로 합니다. 이때 chart
bobbin에 넣도록 set하여 주십시오.

8.1.3 기록지의 chart bobbin set

그 림 8-1

본체에 장착한 기록지의 선단을 인쇄면을 내
측으로하여, 그림 8-2와같이 chart bobbin기
록지 끼우는 종이의 사이에 끼우고 화살표의
방향으로 4~5회 감아 주십시오.

8.1.4 귄취기의 장착, 떼어냄
잠겨진 chart, bobbin의 거의 중앙을 쥐고, 기록계본체 잇는 panel 의 구멍에 권취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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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톱니바퀴쪽을 끼워, 강하게 우로 누르면서, 권취기 좌단을 좌축받이에 끼웁니다. 떼
어 낼때는, 권취기를 우로 누르면서, 좌단을 떼어내고, 다음에 우단을 빼내어 뗍니다.

그 림 8-3
주

의

ㆍ 본체에 장착한 때, 권취기의 톱니바퀴가 본체의 톱니바퀴에 확실하게 물려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ㆍ 권취기의 torque조정 손잡이는 고의로 돌리거나 하지 마십시오. 설정 torque가 바뀌어,
기능이 충족되지 않게 됩니다. 또, 낙하 등에 의한 충격도 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ㆍ 기록지수납부의 개폐는 권취기를 때어 내고서 하여 주십시오. 권취기를 장착한 상태에
서는 개폐가 안됩니다.
8.2 acryl 문 짝
본기는 야외나,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 사용에 방진효과를 발휘합니다.
8.2.1 문짝을 떼어 내고, 설치
바로 앞으로 문짝을 열고, 우측회전부에 있는 slide pin을 좌로 slide시킨 상태에서 우
측 문짝 축을 자기 앞으로 떼어 냅니다. 다음에 문짝전체를 우측에 slide 시키면서 좌
측 문짝 축을 case축받이 구멍으로부터 떼어 냅니다.

설치는 좌측 문짝 축을 먼저 case축받이 구멍에 삽입하고, 우측의 slide pin을 좌로
slide 시킨 상태로 우측 문짝 축을 case축받이
그 림 8-4 구멍에 삽입하면 완료됩니다.
8.2.2 뚜껑의 개폐
[PLSE OPEN]seal부를 손가락 끝으로 누르면, lock이 열려 문짝을 자기 앞으로 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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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욉니다. 또, 재차 누르면, lock이 걸려, 문짝을 닫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림 8-5
주
의
문짝의 열리는 각도는 90°
입니다. 그 이상 열리거나, 문짝 위에 문건을 놓거나 하면 회전
8.3 시 간 축보 정 회로 (PGC )
부의 파괴로 이어 집니다.
EPR-3521,3531의 각 pen촉 사이에는, 물리적으로 약 5mm의 간격이 있으므로, 각
channel에 동일파형이 동시에 인가되어도, 기록지의 위로부터는 그림 8-6과 같이 시간에
차가 있는 신호가 하여 진것과 같이 보입니다. 따라서, 기록결과로부터 현상을 해석할 경
우에, 각 channel간에 약 5mm의 간격이 있는 것을 항상 고려하여, 기록파형의 상호관계
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주는 것이 PGC (Pen Gap
Compensator)로, 그림 8-6의 기록이나 그림 8-7과 같게 되어, 한눈으로 각 신호파형의
상호관계가 이해됩니다. 또, EPR-3500 series의 시간축 보정기능에는, PGC board를 본
체에 탑제하는 것에 의해, 뱉에내는 기능이 부가 됩니다. 종래이면, chart 보냄을 정지하
고, 측정을 종료하면, 시간측보정중의 channel도 그 시점에서 종료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뱉어내는 기능을 xx하는것에 의해, chart보냄을 정지한 시점에서 시간x보정중의
channel의 측정 data를 약 300mm/min의 speed에서 뱉어내고, 중요한 data를 결함없이
최후까지 기록시키게 됩니다.

PGC-3000필요수

2 pen 형

3 pen 형

1

2

8.4 dip mark 동시 구 동
3-4항의 REMOTE항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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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 N i- cd전 지 pack (충전 회 로부 )

본기전용의 Nikel cadmium 전지 pack입니다. 소형, 경량으로 2800mmAH라고 하는 용량
을 가진 경제성이 뛰어난 2차 전지입니다. 취급방법에 관하여는, 3-2-4항의 Ni-cd전지
전원의 접속을 참조하십시오.
8.6 Vinyl cover
우천(가랑비), 물방울이 떨어지는 tunnel내등, 나쁜 환경에서의 사용시에 기록계 본체
및, 측정기록 data를 지킵니다. 또, 장착한대로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며 투명 vinyl 제
질 이므로, vinyl jack이 붙어 있으므로 전면의 개폐가 용이하여, 측정 data의 확인이
간단 합니다.
8.6.1 Vinyl cov er의 설치
1) 본체의 case와 잡는 사이에, vinyl cover의 잡는 자루를 그림 8-8의 화살표의 방향
에 삽입 하면 vinyl cover본체에 씌웁니다.

그 림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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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 관 도 (E PR =35 00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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