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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에 대한 서약

다음 제작사를 나타내면서, 아래 서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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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에 다음 제품들이 아래 열거된 EEC 규정들을 준수함을 선서합니다(어떤 그리고 모든
수정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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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EPG4101C,EPG4102,EPG4102C,EPG4102D,EPG4102DC,EPG413,EPG413C,413D,EPG413DC,EPG610
1,EPG6101C,EPG6102,EPG6102C,EPG612,EPG612C,EPG613,EPG613C,EPG64,EPG64C,EPG8101,EPG8
101C

마크 EC 규정 (타당한 수정 포함)

73/23/EC
지정된 전압 한계 내에서의
사용을 위한 전기 장비
97에 첨부된 CE 마크

89/336/EC
전자기적 호환성

표준

IEC 1010-1:1990 + A1:92 + A2:95
측정을 위한 전기 장비에 대한 안전 규
정들, 제어 실험실 사용, 파트 1:일반
규정

EN61326:-1:1997(classB)+A1:1998
EMC 방출, 거주용,상업용 및 조명산업

EN61326:-1:1997A1:1998(산업 규정)
EMC 면역성

EN61000-3-2:1995+A1:1998+A2:1998; 
EN61000-3-3:1995
EMC 파트 3(입력 전류 < 혹은 =16A 등급
장비용)
Limits-섹션 2:조화되는 전류 방출에 대
한 한계
Limits-섹션 3:저 전압 공급 시스템에서
전압 변동과 동요의 한계

EN45501:1992 비자동 무게측정 장비



ISO9001 오하우스 주식회사에 대한 등록. 美,오하우스 주식회사는 Bureau Veritas
Quality International, BVQI에 의해 1994년 심사되고 평가되어 ISO9001 등록이 인증되었
습니다. 이는 美, 오하우스 주식회사가 품질관리 및 품질 인증(ISO9000 시리즈)에 대해
국제적인 표준을 따르는 품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슴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품질 시스템이
적절한 방식으로 실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인 감사가 정규적으로 BVQI에 의해
실행됩니다.

부가적인 표준들

CAN/CSA-C22.2 No.1010.1-92;UL Std.No.3101-1
전기 장비에 대한 안전 규정. 측정, 제어 및 실험실 사용에 대한, 파트1: 
일반 요구사항

FCC,Part15 class A Emission

AS/NZS4251.1   AS/NZS4252.1 방출 및 면역성

참고: 이 장비는 FCC 규정 제 15장에 따라, Class A 디지털 장치에 대한 한계 값을 따르
도록 실험되고 갖추어졌습니다.
이 한계 값들은 본 장비가 상업적 환경에서 작동되었을 때 위험한 장애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라디오 주파수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사용하고 이를 방출할 수 있으며, 만일 지침 매뉴얼에 따라 설치되고 사용되지 않는다면
라디오 통신에 위험한 장애를 발생시킬 수 도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본
장비를 작동하는 것은 사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수정해야만 하는 위험한 장애를 발생시
킬 수도 있습니다.

이 Class A 디지털 기기는 캐나다 식 ICES-003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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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 개

1.1 설명

오하우스로부터 Explorer Pro를 구매해 주

셔서 감사합니다. Explorer Pro의 소프트웨

어 디자인은 7개의 어플리케이션 모드와 모

든 메뉴로의 직접적인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후광 도트 매트릭스 디스플

레이는 각 어플리케이션에서 제한된 혹은

다양한 데이터 필드를 디스플레이 하는 것

이 가능합니다. Explorer Pro의 선택적인

AcutoCalTM은 캘리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도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저울을

캘리브레이션 합니다. 디스플레이 상의 패

널 제어와 소프트 키 기능들은 명백하게 기

능과 데이터를 가리킵니다. 작동은 매우 간

편하게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메뉴로 진입

하여 아이템을 선정하고, 메뉴 선택에 따라

아이템을 수정하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62그램에서 8,100그램의 용량이 이용가능

합니다. LFT 버전 또한 이용가능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Explorer Pro 저울에 제

공된 가능성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

작동 지침서를 통해 이를 숙지하실 것을 권

합니다. 

1.2 기능

· 복잡한 설치 없이 무게측정 준비

· 3 개의 소프트 키가 어플리케이션 모드

지정

· 작동 언어에는 영어,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함

· 용량 바 가이드 및 충전 바 가이드

· 간단한 무게 측정 결과나 조각 세기, 평

균 조각 무게, 샘플 사이즈, 용기 무게,  

를 포함한 보다 발전된 결과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유연성

· 후광이 있는 도트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 무게측정, 부품 세기, 동물 무게측정, 퍼

센트 측정, 확인 무게 측정, 총/순/용기

무게 측정 및 충전

1.3 안전 사전 대책

열거된 안전 사전 대책을 준수하시기 바랍

니다. 

주 의

· 침식성 연기 주변에서 저울 작동 금지

· 저울과 함께 제공된 어댑터만을 사용

· Explorer Pro 저울을 수리하려고 노력

하지 말 것.



2. 설 치

2.1 용기 풀기

용기를 열고 기계와 액세서리들을 옮깁니다.

배달 중 손상이 있는 지를 확인합니다. 

다음 액세서리 들은 여러분의 새로운

Explorer Pro 저울 표준 장비의 부품입니다.

* 내부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한 4100g, 

6100g  그리고 8100g 저울은 6”팬과

바람막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템들은 모든 저울에 공급됩니다:

AC 전원 어댑터, 지침 매뉴얼, 무상 보증 카

드, In Use Cover

· 기계로부터 용기 재료를 제거합니다.

· 운송 중 손상이 없는지 기계를 확인 합니

다. 만일 여러분이 불만 사항이 있거나

부품이 누락되었다면 여러분의 오하우스

딜러에게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용기의 모든 부품들을 보관하시기 바랍니

다. 이 용기는 여러분의 기계의 운송 시

최상의 가능한 보호를 보장합니다. 



2.2 구성품 설치

2.2.1 플랫폼 설치

저울은 팬이 설치되지 않은 채로 선적됩니

다.바람막이가 갖춰진 저울 위에, 사이드

문을 열고 구멍의 중앙에 팬을 삽입합니다.

2.2.2 바람막이 설치

0.01g 분석력을 지닌 610g에서 6100g 저울

에서는, 팬을 방해하는 대류의 가능성을 감

소시키기 위해 바람막이가 필요합니다. 바

람막이가 제 위치에 있을 때, 대류는 팬 위

로 굴절 됩니다. 바람막이가 위치에 확실히

끼워졌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내부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한 4100g, 

6100g, 8100g 저울들은 6” 팬과 바람막이

를 갖추고 있습니다. 

2.2.3 하단 계량 준비

Explorer Pro 저울은 저울 바닥에 계량 하

단 고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

용하기 위해서는, 저울 바로 밑에 있는 보

호용 커버를 제거합니다. 저울은 실험실 잭

혹은 어떤 기타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지

지될 수 있습니다. 저울이 수평을 이루고

안정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력

을 공급하고 저울을 작동시킵니다. 저울 바

로 밑 고리에 계량할 아이템을 부착시킵니

다.  



2.3 위치 선정

2.3.1 저울 위치

저울은 항상 과도한 대류, 부식제, 진동 그

리고 극단적인 온도 혹은 습도가 없는 환경

에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이 요소들은 디

스플레이 되는 무게 판독에 영향을 줄 것입

니다. 

다음과 같은 장소에는 결코 저울을 설치해

서는 안됩니다:

· 통풍 혹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열려진 창문 혹은 문 옆

· 에어컨 혹은 히터 가까이

· 진동하는 혹은 회전하거나 왕복 운동하는

기기 옆

· 자기장 혹은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기기

옆

· 평평하지 않은 작업 표면 위

· 작동의 용이함을 위해 기기 주변에 충분

한 공간을 확보하고 복사 열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함

2.3.2 저울 수평화

정확히 수평이 되는 위치 선정과 안정적인

설치가 반복적인 결과를 위한 전제조건이

됩니다. 그 위치에서 작은 울퉁불퉁함이나

기울기를 상쇄시키기 위해, 이 기계는 수평

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평적 위치 선정을 위해, 저울은

제어 패널 앞에 위치한 수평 표시기와 저울

뒤에 위치한 2개의 수평 받침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의도된 작동 위치에 저울을 놓습니다. 표시

기의 공기 방울이 중앙에 올 때 까지 저울

후면의 수평 받침대를 조절합니다.

주목: 기계는 그 위치가 변할 때 마다 수평

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2.4 전원 및 통신 연결

2.4.1 AC 어댑터 설치

저울의 후면에 위치한 3 핀 커넥터에 공급

된 AC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저울은 현재 작동 준비가 갖춰진 것 입니다. 

2.4.2 RS232 인터페이스

Explorer Pro 저울은 시리얼 프린터와 컴퓨

터와의 통신을 위한 양방향의 RS232가 호환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

울이 직접 프린터에 연결 될 때, 디스플레

이 된 데이터는 Print 버튼을 간단히 누르

거나 Auto Print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언제

든지 출력될 수 있습니다. 저울에 컴퓨터를

연결함으로써 여러분은 디스플레이 된 무게, 

무게측정 모드, 안정성 상태 등과 같은 데

이터를 수신할 뿐 만 아니라, 컴퓨터로부터

저울을 작동할 수 도 있습니다. 

다음 섹션들은 저울과 함께 공급된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에 관한 설명입니다. 

하드웨어

저울의 후면에, 우측 9핀 메일 초소형 “D”

커넥터가 다른 장치로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제공됩니다. 핀 아웃과 핀 연결은 옆 그림

에서 보여집니다. 



셋업을 위해 3.5.6 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저울은 하드웨어 handshaking으로 갖춰

져 있어서, 만일 핀 5(CTS)가 high state 

(+3에서 15Vdc)로 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데이터도 출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CTS 

handshake를 활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는

그것을 무효화 시키기 위해 핀 6에 핀 5를

묶을 수도 있습니다. 

출력 포맷

데이터 출력은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

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1) PRINT를 누

름;2) Auto Print 기능 이용; 3) 컴퓨터로

부터 프린트 명령어(“P”) 전송

추가적인 정보는 RS232 명령어 표를 다루고

있는 제 5장 기술 데이터에 있습니다. 

2.4.3 초기 캘리브레이션

캘리브레이션 매스

만일 저울이 내부적인 캘리브레이션을 갖추

고 있지 않다면 캘리브레이션 매스가 요구

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매

스들이 이용가능 한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만일 여러분이 캘리브레이션을 시작

하고 나서 캘리브레이션 매스들이 이용가능

하지 않음을 인지했다면, 메뉴를 빠져 나오

십시오. 저울은 이전에 저장된 캘리브레이

션 데이터를 유지할 것입니다. 캘리브레이

션은 정확한 무게 측정을 보증할 필요가 있

을 때 실행 되어야만 합니다. 그 절차를 진

행하는데 요구되는 매스들이 다음 표에 열

거되었습니다.

참고: 캘리브레이션 매스 중 어떤 것은

Menu 버튼을 누름으로써 언제든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 매스

용량 선형 매스 스팬 전용 매스

62g 20g/50g 50g

162g 50g/150g 150g

110g 50g/100g       100g

210g 100g/200g       200g

410g 200g/400g 400g

510g/610g 200g/500g 500g

1550g 500g/1500g 1500g

2100g 1000g/2000g 2000g

4100g 2000g/4000g 4000g

6100g 2000g/5000g 5000g

8100g 4000g/8000g 8000g

매스들이 ASTM Class 1 Tolerance에 부합하

거나 초과할 것이 권장됩니다. 캘리브레이

션 매스들은 액세서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무게측정 화면으로부터 캘리브레이션

저울이 처음 켜졌을 때, 세 개의 소프트 키

들이 무게측정 화면 상에 나타납니다. 

CALIBRATE 소프트 키가 하이라이트 됩니다. 

이는 CALIBRATION 메뉴로 진입하지 않고 즉

시 캘리브레이션 되는 것이 가능하게 합니

다. 내부 캘리브레이션이 갖춰진 저울에서, 

저울은 자동으로 캘리브레이션 합니다. 내

부 캘리브레이션을 갖고 있지 않은 저울에

서는, 외부 매스가 요구됩니다. 

하이라이트 된 CALIBRATE 소프트 키와 함께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내부 캘리브레이션

을 갖고 있지 않은 저울에서, 팬 위에 놓여

진 매스 값을 표시하는 한 메시지가 화면상

에 나타나고 또한 사용될 수 있는 매스의

기타 값들을 표시합니다. 

팬 상에 요구되는 매스를 놓고 Enter 버튼

을 누릅니다. 저울이 스팬 캘리브레이션을

실행합니다. 



3. 작 동
3.1 제어의 개요

번호 표시 기 능

1 전원 켬/끄기 버튼

2 메뉴 모드에서 눌렀을 때, 한번 누름은 위 방향으로 메뉴 선

택 바를 이동하고 활성화된 필드를 하이라이트 하거나 증가

하는 순서로 선택된 필드의 설정을 변경

알파벳 숫자 필드에 있을 때는 숫자나 문자가 증가됨

3 메뉴 모드에서 눌렀을 때, 한번 누름은 왼쪽으로 알파벳 숫

자 필드 내에서 커서를 움직임(예제 날짜 07/02/2003). 

선택은 끝에 끝내지 않음

어플리케이션 모드에서, 한번 누름은 왼쪽으로 다음 소프트

키 선택 으로 움직임

4 메뉴 모드에서 눌렀을 때, 한번 누름은 오른쪽으로 알파벳

숫자 필드 내 커서를 움직임 (예제 날짜 07/02/2003).

선택은 끝에 끝내지 않음



번호 표시 기능

어플리케이션 모드에서, 한번 누름은 오른쪽으로 다음 소프

트 키 선택 으로 움직임

5 메뉴 모드에서 눌렀을 때, 한번 누름은 아래 방향으로 메뉴

선택 바를 이동하고 활성화된 필드를 하이라이트 하거나 감소

하는 순서로 선택된 필드의 설정을 변경

알파벳 숫자 필드에 있을 때는 숫자나 문자가 감소됨

6        Enter 버튼 어플리케이션 모드에서 눌렀을 때, 소프트-키 선택사항을 수

용 하기 위한 “입력” 버튼으로 기능

메뉴에서 눌렀을 때, 선택된 아이템들의 파라미터를 수용하고

저장하기 위한 “수용” 버튼으로 기능

7&9      >O/T< 버튼 눌렀을 때, 용기무게 기능 혹은 0점 기능 실행

8        Spirit Level 저울에 대한 수평 표시 제공

10      LCD 디스플레이 후광 LCD 디스플레이는 작동을 위해 모든 필요한 표시를 제공

11       Mode 버튼 눌렀을 때, 저울이 모든 활성화된 어플리케이션 모드를 통해

순환하도록 함

12      Print 버튼 어떤 어플리케이션 모드에서 눌렀을 때, 프린트 기능을 야

기 시킴

13       Menu 버튼 어떤 어플리케이션 모드에서 눌렀을 때, Menu 화면을 불러옴. 

Menu 화면 내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그 어플리케이션 모드로

돌아감

14       Feet 저울의 수평을 고르기 위해 사용되는 두 개의 조절 가능한 받

침대



3.2 디스플레이 표시기의 개요

번호 명칭 기 능

1        어플리케이션 기능에 의해 활성화된 어플리케이션 표시

2 날짜 적절히 설정했을 때 현재 날짜 표시

3 시간 적절히 설정했을 때 현재 시간 표시

4          소프트 키 세 개의 소프트 키가 상단 디스플레이 지역에 표시됨. 선택된
어플리케이션 모드에 따라, 기능이 변화됨. 소프트-키는 좌 우
버튼을 사용함으로써 선택될 수 있슴. 하이라이트 된 소프트-
키 위에 Enter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그 기능을 활성화 함

5        메시지 라인 지시 메시지를 다룸

6     숫자식 디스플레이 초기 무게/로드 표시

7         측정 단위 측정의 활성 단위 표시

8     결과 라인 1-6 저울 결과를 다룰 여섯 라인

9         용량 총 저울 용량 표시

10       바 그래프 음영이 진 부분은 확인 무게측정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혹은
충전 어플리케이션의 목표 값에 대해 미만, 수용, 초과하도록
사용된 용량을 표시

11 0점의 중앙 표시 (LFT에서만 활성화 됨)

12 음의 값 표시

13 안전성 표시기



Menu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Exit로 행을 옮

겨 Enter 버튼을 누르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Menu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모든

변경 사항들이 저장될 것입니다.

하이라이트 된 메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각 메뉴 아이템은

개별 요구사항들로 저울 파라미터들을 설

정할 수 있게 하는 디스플레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3.5 장 저울 설정에서 자

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3.5.1장은 캘리브레이션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고 3.4장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설명하

는 것입니다. 

3.3.3 저울 켜기

Explorer Pro 저울은 설치 절차가 실행된

후 작동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먼저 저

울이 켜지고 확인을 완료했을 때, 메뉴 설

정 없이 무게를 계량하거나 재료의 용기무

게를 계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 이 매뉴얼을 주의 깊게 읽고 여

러분의 특정 어플리케이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저울을 설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원 켜기

저울을 켜기 위해서는, On/Off 버튼을 누

릅니다. 끄기 위해서는, 다시 버튼을 누릅

니다.  

안정화

초기에 저울을 사용하기 전에, 그 새로운

3.3 메뉴

3.3.1 메뉴 구조

Explorer Pro 저울은 전용 Menu 버튼을 사

용함으로써 다양한 메뉴로의 진입이 가능한

메뉴 구조를 활용합니다. Menu 버튼을 누름

으로써 부가적인 서브 메뉴로의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3.2 네비게이션

저울이 처음 켜졌을 때, 메인 무게측정 화

면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메뉴로 진입해서

파라미터들을 변경 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제어가 사용됩니다:

Menu 버튼 – 눌렀을 때, 메뉴로 진입

Enter 버튼 – 눌렀을 때, 메뉴 필드 선택사

항들을 수용

메뉴를 따라 위로 올라감

메뉴를 따라 아래로 내려감

왼쪽으로 필드 내에서 커서 이동

오른쪽으로 필드 내에서 커서 이동



Enter 버튼을 누르고 화살표 버튼을 이용하

여, 어플리케이션 모드 화면상의 각 아이템

이 켜질 수 도 꺼질 수 도 있습니다. 완료

되었을 때, Menu 버튼을 누르면, 저울은 무

게측정 모드로 전환합니다. 모든 설정이 저

장 됩니다.

켜져 있는 모드 중 어떤 것을 사용하기 위

해서는, 어플리케이션 모드 모두를 거쳐 순

환하도록 반복적으로 Mode 버튼을 누릅니다.

3.4.1 무게 측정

Explorer Pro 저울은 오직 그램으로만 동작

되도록 선적됩니다. 이 저울은 캘리브레이

션이 실행된 후 즉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울이 측정을 위한 기타 단위로 사용되어

야만 할 때, 원하는 단위가 동작될 수 있어

야만 합니다.

사용

저울을 0점에 맞춥니다. 팬 위에 무게 측정

되는 물체나 재료를 놓습니다. 보기는

6100g 저울에서 200g 무게를 표시합니다.

무게를 읽기 전에 나타나는 안정성 표시기

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십시오.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 시간을 할애합니다. 

저울은 단지 준비 가동을 위해 플러그 될

것을 요구합니다. 

가동 시간은 20분이 권장됩니다. 분석 클래

스 I 저울은 최소 2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저울의 내부 회로들은 전원 내에 플러그 될

때 마다 전력이 공급됩니다.

3.4 어플리케이션

Explorer Pro 저울은 무게측정, 부품 계산, 

동물 무게 측정, 퍼센트 무게 측정, 확인

무게 측정, G/N/T 그리고 충전 어플리케이

션을 포함 합니다. 이들 어플리케이션 중

어느 것을 사용하기에 앞서, 이들이 액세스

될 수 있기 전에 우선 반드시 켜져 있어야

만 합니다. 선택은 요구되는 한 이들 어플

리케이션 만큼 켜지거나 꺼지도록 될 수 있

습니다. 이 저울의 기본 설정은 무게 측정

모드는 켜져 있고 다른 모든 기타 모드들은

꺼져 있는 것입니다.

켜져 있거나 꺼져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선

택하기 위해, Menu 버튼을 누르고 화살표

버튼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모드로 행

을 옮긴 다음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용기를 이용한 무게 측정

팬 위에 로드가 없게 하고, 저울을 0에 맞

춥니다.

팬 위에 빈 용기를 놓습니다. 그 무게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저울에서 용기 무게를

계산합니다. 그 용기의 무게가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용기에 재료를 놓습니다. 재료가 더해졌을

때, 그 순 무게가 표시됩니다.

팬에서 용기와 재료를 제거하게 되면 마이

너스 숫자로 그 용기의 무게를 표시합니다. 

계산된 용기의 무게는 저울이 다시 0에 맞

춰지거나 꺼질 때 까지 메모리에 남을 것

입니다. 

조절

디스플레이 화면의 상단에 UNITS, 2nd 

UNITS 그리고 CALIBTRATE로 명시된 세 개

의 소프트 키가 화살표 버튼을 사용함으로

써 액세스 되고 Enter 버튼을 누름으로써

선택됩니다.

CALIBRATE

CALIBRATE 소프트 키가 하이라이트 될 때, 

Enter 버튼을 누르면, 캘리브레이션이 실행

됩니다.

2ND UNITS

2nd UNITS가 하이라이트 될 때, Enter 버튼

을 각각 눌러 그 단위 메뉴 내에 켜져 있는

측정 단위를 순환하게 됩니다. 그 단위를

순환할 때 마지막 옵션은 Off입니다.

UNITS

UNITS가 선택되고 하이라이트 될 때, Enter 

버튼을 각각 누르는 것은 켜져 있는 측정단

위를 순환하게 하고 큰 숫자 옆에 나타날

것입니다. 

3.4.2 부품 계산

계산, 확인, 혹은 충전으로 세 가지의 다양

한 부품 계산 모드가 부품 계산 셋업에서

선택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모드는 별도로

설명됩니다. 

사용

부품 계산

부품 계산 모드에서, 여러분이 팬 위에 놓

은 부품의 양을 저울이 디스플레이 합니다. 

저울이 단일 부품의 평균 무게를 근거로 그

양을 측정하므로, 모든 부품들은 무게에 있

어 합리적으로 정형화 되어야만 합니다. 

저울은 10조각의 기본 설정을 갖습니다. 이

는 저울을 설정하지 않고 즉각적인 부품 계

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 디스플레이는

부품 계산의 초기 작동을 나타냅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저울에서 용기의 무게를

계산합니다. NEW COUNT 소프트 키가 하이라

이트 될 때,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디스

플레이 상의 깜빡이는 텍스트에 의해 지시

된 것처럼 팬 위에 10 조각을 놓습니다.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현재 평균 조각 무게(APW)

와 샘플 사이즈를 표시합니다.

팬 위에 계산될 부품들을 놓습니다. 저울은

조각의 수를 디스플레이 합니다.

조절

부품 계산 디스플레이는 화면 상단에

SAMPLE SIZE, SETUP 그리고 NEW COUNT의 세

가지 소프트 키를 포함합니다.

NEW COUNT

NEW COUNT 소프트 키가 선택되면, “Add 

10 Pieces, Press Enter”의 화면 지침을

따릅니다. Enter 버튼을 누른 후, 저울은

APW를 계산하고 디스플레이는 조각의 수를

나타냅니다. 

셋업

SET UP 소프트 키를 선택하고 Enter 버튼

을 누릅니다. PARTS COUNTING SETUP이 보

여집니다. 

화살표 키와 Enter 버튼을 이용하여, 디스

플레이 상의 각 아이템이 입력될 수 있고, 

필요하면 수정될 수 도 있습니다. 다음 정

보는 화면 상의 각 엔트리를 설명한 것입

니다.

Mode: Count, Check, Fill (기본은 Count)

Count, Check, Fill 세가지 다양한 모드들

이 이용가능 합니다. Check와 Fill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은 이 섹션 후에 자세히 설명

될 것입니다.

Unit: g, kg, 등 (기본은 g)

단위 메뉴 내에 켜져 있는 모든 단위들을

순환합니다. 단위들은 UNITS 메뉴에서 활

성화(On)되도록 설정될 수 있습니다.



Size/APW key: Unlocked, Locked (기본은

Unlocked)

부품 계산 화면에서 소프트 키 기능을 잠

그고 풀 수 있도록 합니다. 만일 잠겨 있

다면 메시지 “Key Is Locked”가 메시지

바 내에서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New Count Key: Unlocked, Locked (기본은

Unlocked)

부품 계산 화면에서 소프트 키 기능을 잠

그고 잠그지 않도록 합니다. 만일 잠겨 있

다면, 메시지 “Key is Locked”가 메시지

바 내에서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Exit:

선택되면, 저울은 부품 계산 모드로 전환

합니다.

SAMPLE SIZE/APW

SAMPLE SIZE 소프트 키가 하이라이트 되면,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PARTS COUNTING 

디스플레이가 하이라이트 된 샘플 사이즈

값과 함께 보여집니다. 화살표 버튼과

Enter 버튼을 이용하여, 샘플 사이즈 값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nter 버튼이 눌려진 후, 새로운 샘플 사

이즈가 입력되고, 샘플을 치우고 새로운

Sample Size: 0-99 (기본은 10)

APW(평균 조각 무게)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

되는 부품의 양을 정의합니다. 샘플 사이즈

를 설정하는 것은 APW 필드를 꺼지도록 하

거나 SAMPLE SIZE 소프트 키를 APW로 변하

게 할 것입니다.

APW: 0-999999999 (기본은 Off)

평균 조각 무게를 정의합니다. APW 설정은

샘플 사이즈 필드가 꺼지도록 하거나

SAMPLE SIZE 소프트 키를 APW로 변경시킬

것입니다. 

Tare: 0-999999999 (기본은 0)

사용되는 용기의 무게를 정의합니다.

Auto Optimize: On, Off (기본은 Off)

Auto Optimize를 On으로 선택하는 것은 부

품 계산이 부품 수량의 두 배 까지 처리되

는 동안 자동으로 APW 값을 재계산 할 것입

니다. 보다 많은 양에 대해서는, APW가 재

계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 최적화 과정

동안, 메시지 “Auto Optimizing, Please 

wait”가 화면 위 메시지 바에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Display Settings: Custom, Default (기본

은 Default)

디스플레이 설정을 Custom으로 선택하면 개

개의 디스플레이 아이템이 켜지거나 꺼지도

록 하는 DISPLAY SETTINGS 화면을 불러올

것입니다. Exit를 선택하는 것은 이전 화면

으로 저울을 전환할 것입니다. 



샘플 사이즈를 이용하여 저울에 계산된 샘

플과 부품들을 놓습니다.

APW

하이라이트 된 APW 소프트 키를 가지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APW가 화면의 왼쪽

아래에서 하이라이트 됩니다. 화살표 버튼

과 Enter 버튼을 이용하여, APW 값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용

PARTS COUNTING -CHECK

이 기능은 그 샘플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

될 수 있도록 유사한 아이템에 대한 분류로

조각의 설정 양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Parts Counting Check 모드에서, 디스플레

이 되는 데이터에는 현재 수량(Pcs), APW, 

샘플 사이즈, 용기 무게, 무게 그리고

UNDER, ACCEPT(깜빡임), 그리고 OVER를 표

시하는 바 그래프가 포함됩니다.

부품 계산에 관해서는 앞부분을 참고하시고, 

PARTS COUNTING SETUP 메뉴로 진입해서

CHECK로 모드를 변경합니다. 

저울은 현재 PC CHECK 모드에 있게 됩니다.

저울은 10개 조각을 추가할 것을 표시하고

기본 값으로 설정된 5의 Under 값과 10의

Over 값을 표시하고 평균 조각 무게는 설정

되지 않습니다. 팬 위에 10개 조각들을 놓

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평균 조각 무게는 팬 위에 그 조각들을 놓

음으로써 설정됩니다. PC Check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디스플레이 셋업 파라미터

뿐만 아니라 Over와 Under 값이 반드시 설

정되어야만 합니다. 조절 부분을 참고하시

어 명시된 요구사항들에 맞게 저울 파라미

터들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절

PC Check 디스플레이는 그 화면 상단에

SAMPLE SIZE, SETUP 그리고 NEW COUNT의 세

개 소프트 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NEW COUNT

NEW COUNT 소프트 키가 선택되면, “Add 10 

Pieces, Press Enter”의 화면 지시사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Enter 버튼을 누른 후, 

저울은 APW를 계산하고 디스플레이는 조각

의 수를 나타냅니다.

SETUP

왼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SETUP 소프트

키를 선택하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PARTS COUNTING SETUP이 나타납니다.



Over와 Under 두 가지 추가적인 엔트리들이

PARTS COUNTING SETUP에 덧붙여집니다,. 모

든 기타 설정에 대해서는 부품 계산의 조절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ver 10: 0-9999(기본은 10)

조각의 초과 한계를 정의합니다.

Under 5: 0-9999(기본은 5)

조각의 미만 한계를 정의합니다.

Display Settings: Custom, Default (기본

은 Default)

Custom으로 디스플레이 설정을 선택하면 개

별 디스플레이 아이템이 켜지거나 꺼지도록

하는 DISPLAY SETTING 화면을 불러옵니

다.Sample Size, Tare, Weight는 부품 계산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설명됩니다. 

Weight, Over 그리고 Under 세 가지 새로운

엔트리들이 이 화면 상에 나타납니다;. 

Exit를 선택하면 저울이 이전 화면으로 전

환할 것입니다. 

Weight: On, Off (기본설정은 On)

켜지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Over: On, Off (기본설정은 On)

켜지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SAMPLE SIZE/APW

SAMPLE SIZE 소프트 키를 선택하고 원하는

샘플 사이즈를 입력합니다.

APW

APW 소프트 키가 하이라이트 되면,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APW가 화면 좌측 아래 쪽

에서 하이라이트 됩니다. 화살표 버튼과

Enter 버튼을 이용하여, APW 값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면 지시를 따라 팬 위에 샘

플을 놓습니다. 

샘플을 치우고 팬 위에 아이템들을 놓습니

다. 다음 보기에서, 샘플 사이즈는 10이고, 

APW는 5.00g, Under 값은 99로 설정되었고

Over 값은 101로 설정되었습니다. 수용 가

능한 값은 100조각 입니다.

사용

PARTS COUNTING-FILL

이 기능은 조각들이 더해졌을 때 퍼센트로

보여 질 수 있는 조각의 설정 양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분배된 바 디스플레이는

처음 바에서 0% 부터 90%를 그리고 두 번째

바에서 90% 부터 100%를 나타냅니다.



부품 계산으로 돌아가, PARTS COUNTING 

SETUP 메뉴에 진입하여 Fill로 모드를 변경

시킵니다.

저울은 현재 PC FILLING 모드에 있습니다.

참고: 초기에 화면 상에 나타난 값은 부품

계산 내 이전 엔트리로부터 온 것 입니다.

이 시점에서 팬 위에 아이템을 놓는 것은

샘플 사이즈와 APW에 대한 이전 설정에 대

한 대응일 뿐입니다.

PC FILLING을 사용하기 위해, 샘플 사이즈

와 기타 파라미터들이 우선 설정되어야만

합니다. 조절을 참고하시어 명시된 요구조

건에 맞는 저울 파라미터들을 설정하십시오.

조절

PC FILLING 디스플레이는 화면 상단에

SAMPLE SIZE, SETUP 그리고 NEW COUNT의 세

가지 소프트 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NEW COUNT

NEW COUNT 소프트 키가 선택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의 “Add 10 Pieces, Press Enter”

지시를 따르십시오. Enter 버튼을 누른 후

저울은 APW를 계산하고 디스플레이는 조각

의 수를 표시합니다. 

SETUP

SETUP 소프트 키를 선택하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PARTS COUNTING SETUP이 나타납

니다. 

하나의 추가 엔트리가 PARTS COUNTING 

SETUP에 더해지고, 그것이 목표입니다. 모

든 기타 설정의 설명에 대해서는 부품 계산

의 조절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arget: 0-9999 (기본은 1000)

100% 한계를 위한 목표 조각을 정의

Display Settings: Custom, Default (기본

은 Default)

Custom으로 디스플레이 설정을 선택하는 것

은 개별 디스플레이 아이템들이 켜지거나

꺼질 수 있도록 하는 DISPLAY SETTINGS 화

면을 불러옵니다. APW, Sample Size, Tare, 

Weight가 부품 계산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설명됩니다.

두 가지의 새로운 엔트리 Target과

Difference가 화면상에 나타나고, Exit를

선택하면 이전 화면으로 저울이 복귀할 것

입니다.



Target: On, Off (기본은 On)

켜지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Difference: On, Off(기본은 On)

켜지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SAMPLE SIZE/APW

SAMPLE SIZE 소프트 키를 선택하고 원하는

샘플 사이즈를 입력합니다. 

APW

APW 소프트 키가 하이라이트 되면,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APW가 화면 왼쪽 하단에

하이라이트 됩니다. 화살표 버튼과 Enter 

버튼을 이용하여, APW 값이 변경될 수 있습

니다. 화면 지시를 따라 팬 위에 샘플을 놓

습니다.

샘플을 치우고 보이는 것처럼 화면 하단에

100%가 하이라이트 될 때 까지 팬 위에 아

이템을 추가합니다. 다음 보기에서, 샘플

사이즈는 10이고, APW는 2.00g, Target 값

은 100조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3.4.3 퍼센트 무게 측정

퍼센트 무게 측정은 저울 위에 참조 로드를

놓고 그리고 나서 참조 값의 퍼센트로 다른

로드를 조사합니다. 참고로 팬 위에 놓여진

로드가 100%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뒤이은

로드들은 참고 값의 퍼센트로 제한되어 디

스플레이 됩니다. 최대 한계 값은 저울의

용량입니다. 최소 한계 값은 100d입니다. 

디스플레이 데이터는 측정 단위에서의 참고

무게, 퍼센트로의 차이 값, 측정 단위에서

의 차이 값 그리고 저울에서 현재 사용된

용량을 표시하는 바 그래프를 포함합니다.

사용

PERCENT WEIGHING

NEW REF 소프트 키가 하이라이트 되면,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팬 위에 참고 무게

를 놓고 다시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보여

지는 샘플은 200g 무게가 팬 위에 놓여짐을

나타냅니다. 



Unit: g, kg, etc…(기본 g)

단위 메뉴에서 켜져 있는 모든 단위를 순

환

Reference: 0-99999999 (기본은 10)

100%로 참고 무게를 정의

Display Settings: Custom, Default (기본

은 Default)

디스플레이 설정을 켜거나 끌 수 있도록

설정

Reference Key: Locked, Unlocked (기본은

Unlocked)

현재 무게측정 화면에서 REFERENCE 소프트

키를 잠그거나 잠그지 않도록 합니다. 잠

겼을 때 “Key is locked” 메시지가 선택

됩니다. 

New Reference Key: Locked, Unlocked (기

본은 Unlocked)

Percent Weighing 화면에서 NEW REF 소프

트 키가 잠기거나 풀리도록 합니다. 잠겼

을 때 “Key is locked” 메시지가 선택됩

니다.

Exit:

선택되면, 저울은 Percent Weighing Mode

로 돌아갑니다.

REFERENCE

REFERENCE 소프트 키를 선택하고 Enter 버

튼을 누릅니다.  디스플레이 화면은 하이

라이트 된 Ref 필드로 바뀝니다. 참조 무

게가 명시될 수 있습니다. 

참조 무게가 치워지고 두 번째 무게가 팬

위에 놓여집니다. 보기는 50g 무게를 보여

줍니다. 

조절

PERCENT WEIGHING 디스플레이는 화면 상단

에 REFERENCE, SETUP, NEW REF의 세 가지

소프트 키를 포함합니다.

NEW REF

NEW REF 소프트 키가 선택되면, 화면 지시

사항인 “Add Reference Weight, Press 

Enter”를 따릅니다. 이는 새로운 참조 무

게를 구축합니다. 

SETUP

SETUP 소프트 키를 선택하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PERCENT WEIGHING SETUP 디스플

레이가 나타납니다. 



팬에서 동물을 치웁니다. 하이라이트 된

CLEAR 소프트 키와 함께, 무게를 소거하기

위해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저울은

현재 다른 측정을 준비합니다. 수동에서

반 자동 혹은 자동으로 작동 모드를 전환

하고 여과 레벨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조

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절

ANMAL WEIGHING 디스플레이는 화면 상단에

FILTER, SETUP 그리고 START/CLEAR의 세

가지 소프트 키를 포함합니다.

START/CLEAR

START 소프트 키를 선택하고 동물 무게 측

정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Enter 버튼을 누

릅니다. 이 소프트 키는 CLEAR로 변경되어

Enter 버튼이 눌러졌을 때 무게가 소거될

수 있게 합니다.

SETUP

SETUP 소프트 키를 선택하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ANIMAL WEIGHING SETUP 디스플

레이가 나타납니다.

3.4.4 동물 무게 측정

동물 무게 측정은 여러분이 작은 동물들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게 하고 동물의 움직

임을 여과할 수 있게 합니다. 수동, 반 자

동 그리고 자동 작동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데이터는 측정의 선택된 단위

로 동물의 여과된 무게와 측정의 두 번 째

단위로 동물의 비 여과된 무게, 필터 레벨, 

작동 모드 그리고 저울의 현재 사용된 용

량을 표시하는 바 그래프를 포함합니다.

사용

ANIMAL WEIGHING

팬 위에 동물을 놓습니다. 하이라이트 된

START 소프트 키와 함께 Enter 버튼을 누

릅니다. 디스플레이는 무게의 평균을 내기

위해 카운트 다운을 실행합니다. 무게는

보여지는 것처럼 나타나고 디스플레이에

남습니다.



Unit: g, kg, etc…(기본은 g)

단위 메뉴에서 켜진 모든 단위를 통해 순환

합니다.

2nd Unit: g, kg, etc…(기본은 g)

단위 메뉴에서 켜진 모든 단위를 통해 순환

합니다. 

Filter: Low, Medium, High (기본은 Low)

세 가지 여과 레벨 중 하나로 설정될 수 있

습니다. 보다 높은 레벨 필터는 보다 정확

한 측정을 제공합니다.

Mode: Manual, Semi, Auto (기본은 Manual)

세 가지 모드 중 하나로 설정될 수 있습니

다.

Manual Mode (수동 모드)

무게측정 과정이 수동으로 시작합니다. 하

이라이트 된 소프트 키 START 와 함께 팬

위에 동물을 놓은 후, Enter 버튼을 누릅니

다. 화면 디스플레이는 판독을 유지하고 소

프트 키 CLEAR가 하이라이트 될 때 Enter

버튼을 누름으로써 수동으로 소거됩니다.

Semi Automatic Mode (반자동 모드)

무게측정 과정은 동물이 팬 위에 놓이자 마

자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동물이 치워지면, 디스플레이는 무게 판독

을 유지합니다. 저울은 Enter 버튼을 누름

으로써 수동으로 소거되어야만 합니다. 

Automatic Mode (자동 모드)

무게측정 과정은 동물이 팬 위에 놓이자 마

자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무게는 동물이 소

거될 때 까지 디스플레이 됩니다. 저울은

다른 동물의 무게측정을 위한 준비를 합니

다.

Display Settings: Custom, Default (기본

은 Default)

Custom으로 디스플레이를 설정하면 개별 아

이템들 Filter, Mode, 2nd Weight 가 켜지

거나 꺼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에서 모든 아이템들은 켜져 있습니다.

Filter Key: Locked, Unlocked (기본은

Unlocked)

Dl 기능은 소프트 키 기능이 잠기거나 잠기

지 않도록 합니다.

Exit

선택되면, 동물 무게측정 모드로 전환합니

다. 

FILTER

FILTER 소프트 키를 선택하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디스플레이는 필터와 함께 나타

납니다.: Low가 하이라이트 됩니다. 위 혹

은 아래 화살표 버튼을 누름으로써, Low, 

Medium 혹은 High가 선택될 수 있고, 그때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Low가 기본 설정입

니다. 디스플레이가 보여집니다. 선택이 이

루어진 후, 화면 디스플레이는 동물 무게측

정 모드로 바뀝니다. 



조절

CHECK WEIGHING 디스플레이는 화면 상단에

UNITS, SETUP, CALIBRATE 의 세 가지 소프

트 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ALIBRATE

CALIBRATE 소프트 키가 하이라이트 되면, 

내부 스팬 혹은 스팬 캘리브레이션이 모델

에 따라 실행될 수 있습니다. Enter 버튼

을 누릅니다. 저울 설정에 대해서는 3.5장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ETUP

SETUP 소프트 키를 선택하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CHECK WEIGHING SETUP 디스플레

이가 나타납니다.

Units: g, kg, etc…(기본은 g)

단위 메뉴에서 켜져 있는 모든 단위를 순
환합니다.

Over: 0-99999999 (기본은 15)

초과 한계 값을 정의합니다.

Target: 0-99999999 (기본은 10)

목표 값을 정의합니다.

Under: 0-99999999 (기본은 5)

미만 한계 값을 정의합니다.

보다 높은 필터 레벨이 보다 정확한 측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3.4.5 확인 무게측정

확인 무게측정은 아이템들이 미리 설정된

저울 파라미터들에 대해 검토 되었을 때 사

용됩니다. 이 기능은 여러분이 아이템을 계

량하고 초과 무게, 목표 무게 그리고 미달

무게와 같은 저울 파라미터들을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확인 무게측정 화면 하단의

바 그래프는 체크 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UNDER, ACCEPT, OVER를 나타냅니다. 

사용

CHECK WEIGHING

확인 무게측정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Over, 

Target, Under 한계 값이 설정되어야만 합

니다.



Display Settings: Custom, Default(기본은

Default)

Custom으로 디스플레이를 설정함은 개별 아

이템 Over, Target, Under, Difference, 

Difference %가 켜지거나 혹은 꺼질 수 있

게 합니다. 기본 설정에서 모든 아이템들은

켜져 있습니다. 추가로, 아이템 판독은 무

게나 메시지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은

무게입니다.

판독은 무게 판독이 큰 숫자로 디스플레이

되거나 큰 문자로 OVER, ACCEPT, UNDER를

표현 하는 메시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디스플레이는 메시지 포맷을 나타냅니

다. 

Exit:

선택되면, Check Weighing 모드로 돌아갑니

다.

UNITS

UNITS 소프트 키가 하이라이트 되면, Enter

버튼을 각각 누름으로써 켜져 있는 측정단

위를 순환하게 됩니다. 

3.4.6 총/순/용기무게 측정

총/순/용기무게(G/N/T) 어플리케이션은 총

(샘플+용기 무게), 순(샘플 무게) 그리고

용기무게(용기 무게)를 동시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사용

G/N/T WEIGHING

저울을 0점에 맞추기 위해 O/T 버튼을 누

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O/T 버튼은

0점으로 그리고 용기무게가 아닌 것으로

기능합니다. 

팬 위에 용기를 놓습니다. 하이라이트 된

TARE 소프트 키와 함께, Enter 버튼을 누

릅니다. 용기의 무게가 저울 내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용기 내에 재료를 놓습니다. 

저울은 즉시 총, 순, 그리고 용기 무게를

디스플레이 합니다. 순 무게가 큰 숫자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보여지는 보기는 50g

의 용기 무게와 200g의 재료를 나타냅니다. 

총 무게는 250g으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새로운 용기를 사용하기 전에 O/T 버튼을

사용하여 저울을 0에 맞춥니다.



조절

G/N/T WEIGHING 디스플레이는 화면 상단에

UNITS, 2nd UNITS, TARE의 세 가지 소프트

키를 다룹니다.

TARE

TARE 소프트 키가 선택되면, Enter 버튼을

누르는 것은 용기 무게 값으로 읽은 현재

디스플레이를 저장할 것입니다.

2nd UNITS

2nd UNITS 소프트 키가 하이라이트 되면, 

Enter 버튼을 각각 누르는 것은 켜져 있는

측정 단위를 변경시키고 큰 숫자 밑에 나

타날 것입니다. 단위를 순환할 때 마지막

옵션은 Off입니다.

UNITS

UNITS 소프트 키가 하이라이트 될 때, 

Enter 버튼을 각각 누르는 것은 Gross, 

Net, Tare 디스플레이 상의 모든 활성화

된 측정 단위를 순환하는 것입니다. 

3.4.7 충전

충전은 목표 참고 무게를 입력하도록 합니

다. 재료는 팬 위에 놓여질 수 있고 차이

무게와 바 디스플레이를 모니터 하면서 정

확한 충전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깜빡이

는 바 디스플레이가 첫 번째 바에서 0%부

터 90%까지 두 번째 바에서 90%부터 110%

까지를 나타냅니다. 

사용

FILLING

샘플(목표 무게)이 팬 위에 놓여지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저울은 Target으

로 디스플레이 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무게를 저장합니다. 샘플이 팬 위에서 소

거되고 재료가 팬 위에 더해집니다. 디스

플레이는 Target Weight, Difference 

weight를 제공하고 화면 하단에 깜빡이는

바가 목표 무게와 비교되어 샘플의 퍼센트

를 표시합니다. 용기가 사용되었을 때, 팬

위에 실제 샘플을 놓기 전에 저울을 0에

맞춥니다. 기타 저울 파라미터들을 설정하

기 위해서는 조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절

FILLING 디스플레이는 화면 상단에 TARGET, 

SETUP, NEW TARGET의 세가지 소프트 키를

다룹니다.

NEW TARGET

NEW TARGET 소프트 키가 하이라이트 되면,



Target Key: Locked, Unlocked (기본은

Unlocked)

이 기능은 소프트 키 기능을 잠그거나 잠

그지 않도록 합니다.

New Target Key: Locked, Unlocked (기본

은 Unlocked)

Dl 기능은 소프트 키 기능을 잠그거나 잠

그지 않도록 합니다.

Exit:

선택되면, 저울은 Filling Mode로 돌아갑

니다. 

TARGET

TARGET 소프트 키가 하이라이트 되면,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FILLING 디스플레이가 하이라이트 된

Target 값과 함께 나타납니다. 화살표 버

튼과 Enter 버튼을 이용하여, 목표 값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Add Target 

Weight, Press Enter”의 디스플레이 지시

를 따릅니다. 이는 새로운 목표 무게를 구

축하고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SETUP

SETUP 소프트 키가 하이라이트 될 때,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FILLING SETUP 디

스플레이가 나타납니다. 

Units: g, kg, etc…(기본은 g)

단위 메뉴에서 켜져 있는 모든 단위를 통

해 순환합니다.

2nd UNITS: g, kg, etc…(기본은 g)

단위 메뉴에서 켜져 있는 모든 단위를 통

해 순환합니다.

Target Weight: 0-99999999 (기본은 0)

특정 목표 충전 무게를 입력합니다.

Display Settings: Custom, Default (기본

은 Default)

Custom으로 디스플레이를 설정하는 것은

개별 아이템 Target, Weight, Difference, 

2nd weight가 켜지거나 꺼질 수 있도록 합

니다. 기본 설정에서, 모든 아이템들은 켜

져 있습니다. 



내부 캘리브레이션

내부 캘리브레이션이 갖춰진 Explorer Pro 

저울에서, 캘리브레이션은 내부 캘리브레

이션 매스를 사용하여 실행됩니다. 내부

캘리브레이션은 저울이 작동 온도로 가동

되고 수평이 되면 언제든지 실행될 수 있

습니다.

AutoCal: On, Off (기본은 On)

내부 캘리브레이션이 갖춰진 Explorer Pro 

저울은 또한 AutoCal도 보유합니다. 

AutoCal이 ON으로 설정되면, 저울은 측정

되어 미리 정의된 델타 온도 변화가 발생

했을 때 자체 캘리브레이션을 실행합니다. 

캘리브레이션 후, 디스플레이는 최근 어플

리케이션 모드로 돌아옵니다. AutoCal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환경적 조건이 맞

아야만 합니다.

AutoCal Delta: -100-+100(기본은 0)

내부 캘리브레이션이 갖춰진 Explorer Pro 

저울은 또한 AutoCal Delta를 보유하고 있

습니다. AutoCal Delta는 내부 캘리브레이

션 매스 값이 조절되도록 합니다. 이는 인

증된 표준에 기인하는 내부 매스를 사용하

여 저울을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게 합니

다.

내부 캘리브레이션 절차를 실행합니다. 캘

리브레이션이 완료된 후, 저울을 0에 맞춥

니다.

저울의 스팬 캘리브레이션 값과 동일한 인

증된 매스를 놓습니다. 

3.5 저울 설정

Explorer Pro 저울은 메뉴로 액세스 할 수

있는 10개의 서브 메뉴를 보유하고 있습니

다. 서브메뉴에는 캘리브레이션, 저울 옵션, 

판독, 어플리케이션 모드, 단위, 인터페이

스, 프린트 옵션, GLP 프린트 옵션, 잠금

장치 및 공장 재설정이 있습니다. 

각각의 서브메뉴들은 저울의 작동에 영향을

미칠 설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울로부

터 최상의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서브

메뉴 설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된

요구에 맞게 필요한 설정을 실행하십시오.

3.5.1 캘리브레이션

Menu 버튼을 누르고 CALIBRATION을 선택합

니다. Enter 버튼을 누르면, CALIBRATION 

화면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Explorer Pro 

저울은 5가지의 캘리브레이션 방식을 제공

합니다: 내부 캘리브레이션, Autocal 캘리

브레이션, 스팬 캘리브레이션, 선형 캘리브

레이션 그리고 사용자 캘리브레이션.

선형, 스팬, 그리고 사용자 캘리브레이션은

형식승인/LFT 저울 클래스 II와 클래스 III

에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중요!

캘리브레이션 동안

저울을 건드리면 안됩니다



사용중인 기대 무게에 저울의 판독을 비교

합니다. 만일 판독이 기대 무게 이상이라

면, 숫자로 입력된 델타는 마이너스입니다.

만일 판독이 기대 무게 이하라면, 숫자로

입력된 델타는 플러스 입니다.

다음 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무게 판독: 200.0014

기대 된 무게 판독: 200.0000

델타 무게(d): 0.0014 

숫자식 델타 무게: -14

내부 캘리브레이션을 사용하여 재 캘리브

레이션 합니다. 캘리브레이션 후, 팬 위에

공인된 매스를 놓고 그 매스가 디스플레이

된 값과 일치하는 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부 캘리브레이션

판독이 그 공인된 매스와 일치할 때 까지

과정을 반복합니다.

스팬 캘리브레이션:

스팬 캘리브레이션은 두 가지 캘리브레이

션 포인트, 0점 로드에서 하나, 그리고 명

시된 총 스팬에서 다른 하나를 활용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캘리브레이션 매스

용량 선형 매스 스팬 전용 매스

62g 20g/50g 50g

162g 50g/150g 150g

110g 50g/100g       100g

210g 100g/200g       200g

410g 200g/400g 400g

510g/610g 200g/500g 500g

1550g 500g/1500g 1500g

2100g 1000g/2000g 2000g

4100g 2000g/4000g 4000g

6100g 2000g/5000g 5000g

8100g 4000g/8000g 8000g

매스들이 ASTM Class 1 Tolerance에 부합하

거나 초과할 것이 권장됩니다. 캘리브레이

션 매스들은 액세서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사용되는 추가적인 캘리브레이션 값이 디스

플레이 화면 상에 보여집니다. 최상의 정확

성은 총 스팬 값에 가장 가까운 매스를 사

용함으로써 얻어집니다. 캘리브레이션 후, 

디스플레이는 최근 어플리케이션 모드로 돌

아옵니다.



선형 캘리브레이션:

선형 캘리브레이션은 3가지 캘리브레이션

포인트, 0점 로드에서 하나, 그리고 명시된

캘리브레이션 매스에서 둘을 활용합니다. 

이 방식은 저울의 무게측정 범주 내에서 실

제와 디스플레이 된 무게 간의 편차를 최소

화합니다. 캘리브레이션 후, 디스플레이는

최근 모드로 돌아옵니다.

사용자 캘리브레이션:

사용자 캘리브레이션은 사용자 정의 매스를

사용하여 저울을 캘리브레이션 하도록 요구

될 때 사용됩니다. 사용자 정의된 매스 값

은 User Cal Weight에 입력되어야만 합니다. 

캘리브레이션 후, 디스플레이는 최근 어플

리케이션 모드로 돌아옵니다. 

사용자 캘리브레이션 무게: 용량의 25%-

100%(기본은 Span)

사용자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매스 값을 정

의합니다. 사용자 캘리브레이션은 현재 선

택된 매스와 함께 종료될 수 있습니다.

Cal Test:

캘리브레이션 테스트 기능은 저울에 최근

저장된 캘리브레이션 정보에 대해 알려진

캘리브레이션 매스의 확인을 가능하게 합니

다.

디스플레이는 팬 위에 놓여진 캘리브레이션

매스와 저울에 저장되었던 이전 무게 값 간

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Cal Test 후, 디스

플레이는 최근 어플리케이션 모드로 돌아옵

니다.

3.5.2 저울 옵션

Menu 버튼을 누르고, Balance Options을

선택합니다.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BALANCE OPTIONS

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Languages: English, Spanish, etc…(기본

은 English)

디스플레이 된 작동 언어를 영어, 스페인

어, 불어, 독일어, 혹은 이탈리아어로 선

택하게 합니다.

Display Date/Time: Time, date, etc…(기

본은 Date/Time)

어플리케이션 모드 스크린의 오른쪽 상단

코너에 시간, 날짜, 날짜/시간 혹은 꺼짐

의 선택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Date Format: MM/DD/YY, YY/MM/DD, 

ETC…(기본은 MM/DD/YY)

여섯 개의 날짜 포맷 중 하나를 설정하게

합니다: MM/DD/YY, YY/MM/DD, DD/MM/YY, 

DD/YY/MM, MM/YY/DD 혹은 YY/DD/MM)

Date: 00/00/00 (기본은 none)

현재 날짜의 설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Filter Level: Low, Medium, High (기본은

Medium)

저울 판독 평균 레벨을 Low, Medium 혹은

High 값으로 설정합니다. 보다 높은 필터

레벨이 보다 반복적인 측정을 제공할 것입

니다.

Stability Level: 0.5, 1.9, etc…(기본은

1.0)

안전성 표시기가 0.5, 1.0, 2.0 혹은 5.0

으로 저울 안정성 레벨을 설정합니다. 

A0.5 설정은 .5 디스플레이 숫자의 최종

결과와 동일합니다.

Auto Zero: Off, 0.5, etc…(기본은 0.5)

저울 자동 0점 레벨을 Off, 0.5, 1.0, 2.0 

혹은 5.0으로 설정합니다. 자동 0점 트래

킹은 0점 로드에서 그 드리프트를 상쇄시

킵니다. 0.5d는 초당 0.5 디스플레이 숫자

드리프트 상쇄를 의미합니다. 5.0d는 초당

5 디스플레이 숫자 드리프트 상쇄를 의미

합니다. 

Auto Tare: On, Off (기본은 Off)

Auto Tare 기능을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

다. 이 기능은 모든 어플리케이션 모드에

서 자동 용기무게를 제공합니다. 

Time Format: 12Hour, 24Hour (기본은

12Hour)

12시간 혹은 24시간 중 시간 포맷을 설정

합니다. 

Time: 00:00:00 (기본은 none)

시간, 분 그리고 AM/PM의 현재 시간을 설

정합니다. 유효한 숫자가 1->12에서 0->23

으로 변합니다. 24시간 모드로 되었을 때, 

AM/PM 플래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Contrast:

디스플레이의 대비 수준을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Brightness:

디스플레이의 밝기 수준을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Audible Signal: On, Off (기본은 Off)

청취 가능한 시그널 설정이 On으로 되면, 

각각의 버튼을 누르는 것이 톤을 생성할

것입니다. 

Exit:

선택되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3.5.3 판독

Menu 버튼을 누르고, Readout을 선택합니

다.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READOUT 화면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3.5.5 단위

Menu 버튼을 누르고, Units를 선택합니다. 

UNITS 화면이 디스플레이 되고 이용 가능

한 무게측정 단위 목록을 디스플레이 합니

다. 모델에 따라, 몇몇 단위가 이용가능

하지 않습니다.

몇몇 모델에서, 저울에 포함된 단위의 수

가 화면 용량을 초과합니다. 모든 단위를

보기 위해서는, 아래 화살표가 모든 가능

한 단위를 보기 위해 반복적으로 눌러져야

합니다.

나머지 단위를 보기 위해서는 화살표 버튼

을 이용하여 아래로 행을 옮깁니다.

Milligram (mg) : On, Off (기본은 Off)

단위(mg) = g x 1000, 1만큼 디스플레이

되는 판독력

Auto Tare가 On이 되면, 저울은 팬 위에 놓

여진 용기/로드를 기다려서 자동으로 그것

의 무게를 계산합니다. 이 기능은 각각의

새로운 용기/로드에 대해 반복적입니다.

Legal for Trade: On, Off (기본은 Off)

Legal for Trade (LFT) 기능을 On 혹은 Off

로 설정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3.5.11장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4 어플리케이션 모드

Menu 버튼을 누르고, Application Modes를

선택합니다. 

Enter 버튼을 누르면, APPLICATION MODES 

화면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모든 어플리케이션 모드가 이 화면상에서

디스플레이 됩니다. 각각의 모드는 On 혹은

Off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들은

Mode 버튼이 눌러졌을 때 순환됩니다. 



단위 (HKt) = g x 0.02671725, 5만큼 디스

플레이 되는 판독력

Singapore Tael (SGt) : On, Off (기본은

Off)

단위 (SGt) = g x 0.02645547, 5만큼 디스

플레이 되는 판독력

ROC Tael (ROt) : On, Off (기본은 Off)

단위 (ROt) = g x 0.02666667, 5만큼 디스

플레이 되는 판독력

Newton (N) : On, Off (기본은 Off)

단위 (N) = g x 0.00980665, 1만큼 디스플

레이 되는 판독력

MOMME (m) : On, Off (기본은 Off)

단위 (m) = g x 0.2666667, 5만큼 디스플레

이 되는 판독력

Tical (ti) : On, Off (기본은 Off)

단위 (ti) = g x 0.0612395, 1만큼 디스플

레이 되는 판독력

Custom Unit (cst) : On, Off (기본은 Off)

Custom Unit이 On으로 설정되면, CUSTOM 

UNIT 화면이 나타남

이 기능은 맞춤 무게측정 단위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울이 그램에서

측정 시 원하는 단위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

할 전환 인수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전환 인수 x 그램 = 맞춤 단위

Gram (g) : On, Off (기본은 On)

단위(g) = g x 1, 1만큼 디스플레이 되는

판독력

Kilogram (kg) : On, Off (기본은 Off)

단위(kg) = g x .001, 1만큼 디스플레이

되는 판독력

OZ avdp (oz) : On, Off (기본은 Off)

단위 온스(oz) = g x .002204623, 5만큼

디스플레이 되는 판독력

Pound avdp (lb) : On, Off (기본은 Off)

단위 파운드(lb) = g x .03527396, 5만큼

디스플레이 되는 판독력

Carats (ct) : On, Off (기본은 Off)

단위 (ct) = g x 5, 5만큼 디스플레이 되

는 판독력

Pennyweight (dwt) : On, Off (기본은 Off)

단위 (dwt) = g x .6403149, 1만큼 디스플

레이 되는 판독력

Troy OZ (ozt) : On, Off (기본은 Off)

단위 (ozt) = g x .03215075, 5만큼 디스

플레이 되는 판독력

Grain (GN) : On, Off (기본은 Off)

단위 (GN) = g x 15.43236, 2만큼 디스플

레이 되는 판독력

Hong Kong Tael (HKt) : On, Off (기본은

Off)



3.5.6 인터페이스

Menu 버튼을 누르고 Interface를 선택합니

다. 

Enter 버튼을 누르면, INTERFACE 화면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단위(Cst) = g x 사용자 설정 맞춤 인수, 

디스플레이 된 분해도는 그램 내 분해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환 인수는 과학적 표기로 표현되며 다음

세 부분으로 저울에 입력됩니다:

· 가수 (0.1과 1.999999)

· 멱지수 (10E)

· 최소 식별 숫자 (LSD)



Baud Rate: 300, 1200, etc…(기본은 2400)

보 속도가 300, 1200, 2400, 4800, 

9600BPS 간에 선택될 수 있습니다.

Parity Bit: None, Odd, Even (기본은

None)

패리티 비트가 None, Odd, Even 간에 선택

될 수 있습니다.

Data Bits: 7, 8 (기본은 8)

데이터 비트가 7 혹은 8 데이터 비트로 선

택될 수 있습니다.

Stop Bits: 1, 2 (기본은 2)

스톱 비트가 1 혹은 2 스톱 비트간에 선택

될 수 있습니다.

Exit:

이전 디스플레이로 돌아옵니다. 

3.5.7 프린트 옵션

Menu 버튼을 누르고, Print Options을 선

택합니다. 

Enter 버튼을 누르면 PRINT OPTIONS 화면

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Auto Print: Off, interval, etc…(기본은

Off)

이용 가능할 때, Auto Print 기능은 저울

이 다음 세가지 중 한 방식으로 디스플레

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게 합

니다: 연속식, 사용자 명시된 시간 간격으

로, 혹은 안정될 때 마다.

OFF    자동 프린트 기능을 끔

Interval 사용자가 명시한 인쇄 간격

제공

Stable 안정된 판독이 이루어 지는

시간 마다 인쇄되는 데이터

제공

Continuous 계속적으로 데이터 출력

Print Interval: 1-3600 (기본은 1)

Auto Print가 Interval로 설정되면, 1에서

3600초간에 특정 인쇄 간격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Stable Data: Load, Load&Zero (기본은

Load)

Auto Print가 Stable로 설정되면, Load 혹

은 Load & Zero의 옵션이 설정될 수 있습

니다.

Load     안정된 로드 데이터만을 인쇄

Load & Zero 안정된 로드 데이터와 안정된

0점 데이터를 인쇄

Numeric Data: On, Off (기본은 Off)

On으로 설정되면, 숫자식 데이터 인쇄



User Name: On, Off (기본은 Off)

On으로 설정되면, 사용자 명을 출력할 것입

니다.

Calibration: On, Off (기본은 Off)

On으로 설정되면, 모든 캘리브레이션 절차

완료 후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인쇄합니다. 

스팬 캘리브레이션의 샘플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Reference: On, Off (기본은 Off)

Reference 기능이 ON으로 설정되면, 

Percent Weighing 모드나 Parts Counting 

모드에서 참조로 사용된 무게 값을 출력할

것입니다.

Exit:

선택되면, 이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3.5.9 잠금 기능

변경을 위해 선택된 파라미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메뉴 설정을 잠글 수 있

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잠겨진다는 것은 아

이템들이 볼 수는 있지만 변경되지는 못함

을 의미합니다. 

3.5.8 GLP 프린트 옵션

GLP는 Good Laboratory Practice를 의미합

니다. GLP Print Options은 날짜/시간, 저

울 ID, 프로젝트 명, 사용자 명, 캘리브레

이션 및 참조의 인쇄를 가능하게 합니다. 

Menu 버튼을 누르고 GLP Print Options을

선택합니다.

Enter 버튼을 누르면 GLP PRINT OPTIONS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Project Name: (기본은 OHAUS)

여덟 문자 까지 프로젝트 명이 입력될 수

있습니다. 

User Name: (기본은 OHAUS)

여덟 문자까지 사용자 명이 입력될 수 있

습니다.

Date & Time: On, Off (기본은 Off)

On으로 설정되면, 날짜와 시간을 출력할

것입니다. 

Balance ID: On, Off (기본은 Off)

On으로 설정되면, 저울 ID를 출력할 것입

니다. 

Project Name: On, Off (기본은 Off)

On으로 설정되면 프로젝트 명을 출력할 것

입니다. 



저울 기본 파라미터들이 아래와 같이 열거

됩니다:

Calibration:

Auto Cal: On (내부 캘리브레이션 모델만

해당)

Auto delta: 0 (내부 캘리브레이션 모델만

해당)

User Cal weight = Span weight

Balance Options:

Language: English

Display Date/Time: Date/Time

Date Format: MM/DD/YY

Time Format: 12 Hour

Readout:

Filter Level: Medium

Stability Level (d): 1.0

Auto Zero (d): 0.5

Legal for Trade: Off

Application Modes:

Weighing: On

All others Off

Menu 버튼을 누르고 Lockout을 선택합니다.

Enter 버튼을 누르면 LOCKOUT 화면이 디스

플레이 됩니다.

LOCKOUT 화면상에서 모든 아이템들에 대한

기본 설정은 Unlocked입니다.

3.5.10 공장 리셋

FACTORY RESET은 파라미터들이 기본 값으

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메뉴 아

이템은 Yes로 설정함으로써 리셋 될 수 있

습니다. 그 변경을 수용한 후, 저울은 선

택된 메뉴 아이템을 리셋 할 것입니다. 

Global Reset은 모든 메뉴를 한 스텝 내에

서 공장 설정으로 변경시킬 것입니다.

Menu 버튼을 누르고, Factory Reset을 선

택합니다.

Enter 버튼을 누르면 FACTORY RESET 화면

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Units:

Grams On, all others Off.

Interface:

Baud Rate: 2400

Parity: None

Data Bits: 7

Stop Bits: 2

Print Options:

Auto Print: Off

Print Interval: Off

Stable Data: Off

Numeric Data: Off

GLP Print Options:

Balance ID=OHAUS

User Name=OHAUS

All others Off

Lockout:

All Unlocked

3.5.11 LFT Legal for Trade

Legal for Trade (LFT)는 Readout 메뉴에

서 ON으로 설정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옵션입니다. LFT가 ON으로 설정

되면, Calibration, Readout, Print 메뉴

에서의 어떤 아이템들은 자동으로 미리 설

정되고 Legal for Trade 어플리케이션 내

에서 저울이 작동하도록 잠겨지며 잠금 스

위치와 함께 작동합니다. 기본 설정은 OFF

입니다. 기본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FT 기본 표

LFT와 잠금 스위치 기본 값

저울 메뉴

Readout

안정성 레벨 1에서 잠김

Auto Zero OFF & 0.5 로 한정

Auto Cal ON에서 잠김

현재 설정 프린트 저울은 안정된

데이터 만을 출력

저울이 처음 켜지고 LFT가 이미 ON으로 설

정되었을 때, 초기 디스플레이는 LFT가 ON

임을 표시할 것입니다. 

무게측정 디스플레이 상의 마지막 숫자가

하얗게 하이라이트 될 것이고 보조 숫자를

표시하는데 사용됩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설정이 잠겨

져야만 할 것입니다. 저울을 봉인하기 전

에, 여러분의 지역 추 및 측정 기관과 함

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5.12 하드웨어 잠금 스위치

다양한 메뉴로의 액세스는 저울 내부에 있

는 PC 보드상에 위치한 잠금 스위치를 잠

금 위치로 사용될 수 없는 설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잠금 스위치는 LOCKED로 설정된

모든 메뉴를 잠급니다. 잠금 스위치에 대

한 기본 설정은 UNLOCKED입니다. 



3.6 데이터 인쇄

데이터 인쇄는 인터페이스 메뉴, 프린트

옵션 그리고 GLP 프린트 옵션이 적절히 설

정될 것을 필요로 합니다.

Print 버튼을 누르면 그것이 눌러질 때 마

다 프린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샘플 출력은 GLP 옵션이 켜졌을 때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3.5.13 저울 봉인

“공인된 저울은 공장에서 제공된 안전한

스티커와 부가적인 라벨링을 갖습니다. 뒤

이은 검증이 실행될 때, 이들은 리드 실과

와이어 혹은 새로운 안전 스티커로 봉인될

수 있습니다”

봉인 방식의 예



4. 주의 및 관리

4.1 청소

저울이 계속해서 적절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하우징과 팬이 외부 재료가 없는 상태가 유지

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부드러운 합성세제를 적신 천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조한 장소에 캘리브레이션 매스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2 고장수리

증상

기기가 켜지지 않음

부정확한 무게 판독

원하는 단위로 무게가 디
스플레이 될 수 없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액세스 할 수 없슴

메뉴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슴

RS232가 작동하지 않음

판독이 불안정 함

에러 메시지가 디스플레
이 됨

부정확한 캘리브레이션

가능한 원인

전원 코드가 플러그 되지 않
았거나 적절히 저울에 연결되
지 않음

저울이 무게 측정 전에 용기
무게가 계산되지 않음
저울이 평평하지 않음
저울이 적절히 캘리브레이션
되지 못함

원하는 단위가 사용 불가능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모드가
사용될 수 없슴

메뉴가 잠김

인터페이스 파라미터들이 적
절히 셋업 되지 않음
부정확한 케이블이 사용됨

케이블 연결

테이블 표면상의 진동

----------------------

저울이 용기무게가 계산되지
않음
내부 캘리브레이션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음

처치

전원 코드 연결 확인

팬 위에 무게없이 >O/T<를 누르고, 
아이템 무게 측정.
수평 받침대 조절
정확하게 재 캘리브레이션

Unit메뉴에서의 단위 사용

어플리케이션 모드 메뉴에서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사용

잠금 스위치가 Off 위치에 있는 지
확인, Lockout 메뉴 내 메뉴를
unlock로.

RS232 메뉴 내 인터페이스 설정이 주
변장치에 맞는지 확인
해당 케이블에 대해 액세서리 목록
검토
케이블 연결이 적절히 설치되었는지
확인. 맞는 케이블 끝이 저울에 플러
그 되었는지 확인

환경 조건 확인
바람막이 문 폐쇄
보다 높은 설정으로 수평화 평균을
변경하거나 안정된 표면상에 저울을
놓음

에러 목록 리스트 참조

저울의 용기무게 계산

캘리브레이션 조절 실행



4.3 에러 코드 목록

에러 코드 목록

다음 목록은 디스플레이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에러 코드들과 그에 맞는 처치를

설명합니다.

데이터 에러

1.0 일시적인 에러 (하드웨어 에러, 대개 정전기 방전). 만일 에러가 계속

된다면, 그 저울은 반드시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1.1 저울 온도 변환기 하드웨어 에러

1.2 메인 보드로부터 데이터 없슴

용기 무게 에러

2.0 저울이 용기 무게 계산 후 시간 한계 내에 안정화 될 수 없슴.

환경이 너무 적대적이거나 저울이 재 캘리브레이션을 필요로 함.

캘리브레이션 에러

3.0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사용된 매스가 부정확하거나 혹은 캘리브레이션

매스가 없슴. 정확한 매스로 재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함.

RS232 에러

4.4 RS232 버퍼가 가득 참

사용자 에러

7.0 범위 이상의 사용자 엔트리

7.2 디스플레이 용량 밖의 숫자

Over-Under 로드 에러

8.0 너무 낮은 내부 무게 시그널을 일으키는 하드웨어 에러. 

팬이 분리 되었는지 확인.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울은 서비스되어야 함

8.1 너무 높은 내부 무게 시그널에 의해 발생된 하드웨어 에러.

과도하게 팬 위에 로드가 있는 지 확인. 

만일 에러가 계속된다면, 저울은 서비스 되어야 함.

8.2 사양 밖의 Power-On load (LFT 전용)

8.3 과도하게 평가된 용량, 팬에서 과도한 무게를 제거

8.4 저울 위 언더로드 조건. 적절한 팬이 설치되었는지 확인



8.5 팬 위에 그 무게가 표시되는 Auto Cal 무게 내부 센서.

체크 섬 에러

9.1 불량한 공장 체크 섬. 만일 에러가 계속되면, 저울은 서비스 되어야 함.

9.2 불량한 공장 체크 섬. 만일 에러가 계속되면, 저울은 서비스 되어야 함.

9.3 불량한 공장 체크 섬. 만일 에러가 계속되면, 저울은 서비스 되어야 함.

9.4 Auto Cal 데이터 실패 체크 섬. 만일 에러가 계속되면, 저울은 서비스

되어야 함.

9.5 공장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실패 체크 섬

9.6 불량한 프로그램 체크 섬

9.7 불량한 CMOS 체크 섬

9.8 사용자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실패 체크 섬

9.9 공장 온도 상쇄 데이터 실패 체크 섬

4.4 서비스 정보

만일 고장 수리 섹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설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공인된

오하우스 서비스 대리점에 연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무료전화 (800)526-0659로 오하우스 주식회사 Aftermarket 부서에 연락 바랍니

다. 오하우스 제품 서비스 전문가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국제적인 연락 주소와 전화

번호는 www.ohaus.com에서 액세스 가능합니다. 

4.5 교체 부품

설명 U.S.부품 번호 국제 부품 번호

Power Pack, 100/120 V ac US Plug 490202-010 21202536 

(Cord set part of power pack)

Power Pack, (Cord set required for UK, 490203-010 21202537

European and Australia)

Cord Set, 230 V ac, UK Plug 76448-00 89405

Cord Set, 230 V ac, European Plug 76212-00 87925

Cord Set, 230 V ac, Australian Plug 76199-01 88751

In-Use Display Cover Kit 80850042



4.6 액세서리

설명

Calibration Masses-ASTM Class 1 Tolerance:

20g 49024-11 80780022 

50g 49054-11 80730028

100g 49015-11 80780020 

200g 49025-11 80780023 

500g 49055-11 80780029 

1kg 49016-11 80780021 

2kg 49026-11 80780024

4kg 49046-11 80780027

Security Device 470004-01 80850043

Density Determination Kit 470007-01 80850045

Auxiliary Display Kit (Table Mount) 470009-01 80850048

RS232 Interface Cable, Blunt end AS017-01 80850013

(사용자 정의)

RS232 Interface Cable, IBM PC25 Pin AS017-02 80850014

RS232 Interface Cable, (초소형프린터연결) 80500570

RS232 Interface Cable, INM PC9 Pin AS017-09 80850015

RS232 Interface Cable, AS017-10 80850072

Apple IIGS/Macintosh

Printer SF42

Printer Cable 80500570



5. 기술 데이터

5.1 RS232 명령어

명령어 문자 설명

C 스팬 캘리브레이션 시작

xD 1초 프린트 지연 설정 (Off: x=0, ON: x=1 설정)

PM 어플리케이션 모드

xFL 필터 레벨 평균화 설정 1=Low, 2=Medium, 3=High

L 선형 캘리브레이션 시작

P 디스플레이 된 무게 프린트 (안정 혹은 불안정)

필드:  Weight Unit Stab CR LF

길이:  Max 7 5 1 1 1

T Tare 키를 누르는 것과 동일

PV 버전: 프린트 명, 소프트웨어 재 개정 그리고 LFT ON

xAL x로 Auto-Zero 레벨 설정. 

OFF x=0, 1.0d: x=2, 2.0d: x=3, 5.0d: x=4 

Esc R 공장 기본 설정으로 셋업과 프린트 메뉴 리셋

On 저울 켜기

Off 저울 끄기

x% 현재 단위로 % 참고 무게(x) 설정

x# 현재 단위로 PC 참고 무게(x) 설정

P# PC 참고 무게 프린트

P% 퍼센트 참고 무게 프린트

xM x로 현재 어플리케이션 모드 설정. Weighing: x=1, Parts 

Counting: x=2, Animal Weighing: x=3, Percent Weighing: x=4,

Check Weighing: x=5, G/N/T: x=6, Filling: x=7

xAW x로 Animal Weigh Level 설정. 

Low: x=1, Medium: x=2, High: x=3

SAW Start Animal Cycle

xT 현재 단위로 용기 무게 값 다운 로드. OT전송이 용기무게 소거

PID 현재 사용자 ID string 프린트

xID 사용자 ID string 프로그램. 1-8 문자

AC 캘리브레이션 중단

xUC 사용자 정의 무게 설정

UC 사용자 캘리브레이션 생성

IC 내부 캘리브레이션 생성

PTIME 현재 시간 프린트

mm/dd/yyDATE 날짜 설정

hh:mm:ssTIME 시간 설정

PDATE 현재 날짜 프린트



5.2 사양

허용되는 주변 조건

닫힌 공간 내에서만 사용

주변 온도 범위: 5℃에서 40℃

대기 습도: 80% rh @ 에서 30℃

전압 변동: -15% +10%

설치 카테고리: II

오염 정도: 2

전원 공급 전압: 12 VAC, 50/60 Hz 혹은 12 VDC, 1A

분석 저울

용량(g) 62 110 210 100/210*

판독력(mg) 0.1 0.1/1

반복력(Std. dev.)(mg) 0.1 0.1/0.5

선형(mg) (±)0.2 (±)0.2/0.5

무게측정 단위*** gram, milligram, ounce troy, carat, pennyweight, Hong Kong

Tael, Singapore Tael, Taiwan Tael, mommes, grain, tical, 

Newton, custom

어플리케이션 모드 무게측정, 부품 계산, 동물 무게 측정, 확인 무게측정, 퍼센트

무게측정, 충전, 총-순-용기무게 측정

기능 RS232 포트, 보조 디스플레이 포트, GLP 프로토콜, 선택 가능한

언어, 디스플레이 텍스트, 선택 가능하게 디스플레이 되는 정보

설정, 선택 가능한 환경 설정, 선택 가능한 자동 프린트 설정,

필수 무게 하단 고리, 대조 및 밝기 조절, 보호용 In-Use 커버

용기 무게 범위 공제에 의한 총 용량

안정화 시간(s) 4 

캘리브레이션 외부/내부

디스플레이 타입 LCD Dot Matrix w/CFL 후광

디스플레이 사이즈(in/cm) 2.5 x 4.7 /64 x 120

팬 사이즈 (in/mm) 3.5/9

작동 온도 범위 Non LFT w/내부 캘리브레이션 10℃에서 40℃/50℉에서 104℉

w/o 내부 캘리브레이션 10℃에서 30℃/50℉에서 86℉

전력 요구사항 외부 어댑터, 100-120VAC 150mA, 220-240 VAC 100mA, 50/60Hz

US, Euro, UK, Japan & Australia용 플러그 구성

통풍 막이(in/cm) (free 10.2/25.9

height above platform)

팬 사이즈 (in/cm) 3.5/9 직경

크기 (W x H x D) (in/cm) 8.5 x 13.5 x 14.5 / 21.5 x 35.5 x 37

순 무게 (lb/kg) 12.5/5.7

순 무게 (lb/kg) InCal 모델 14.8/6.7

* 바뀔 수 있는 FineRangeTM 단위 유용성은 국가별로 좌우됨.



정밀 저울

용량(g) 210 410 510 610  100/410*  6101500 2100 4100 61001000/4100*4100** 6100** 8100**

판독력(mg) 0.1 0.001/0.01 0.01            0.01/0.1        0.1

반복력 (Std. 0.0005  0.0015 0.0005/     0.005     0.01 0.01/      0.05

dev.) (mg) 0.005 0.05

선형(g) (±)0.002 (±)0.002/0.005 (±)0.002 (±)0.04 (±)0.02/0.05      (±)0.1

무게측정 gram, milligram, ounce troy, carat, pennyweight, Hong Kong

단위*** Tael, Singapore Tael, Taiwan Tael, mommes, grain, tical, 

Newton, custom

어플리케이션 무게측정, 부품 계산, 동물 무게 측정, 확인 무게측정, 퍼센트 무게측정, 

모드 충전, 총-순-용기무게 측정

기능 RS232 포트, 보조 디스플레이 포트, GLP 프로토콜, 선택 가능한 언어, 

디스플레이 텍스트, 선택 가능하게 디스플레이 되는 정보 설정, 

선택 가능한 환경 설정, 선택 가능한 자동 프린트 설정, 필수 무게 하단 고리, 

대조 및 밝기 조절, 보호용 In-Use 커버

용기무게 범위 공제에 의한 총 용량

안정화시간(s) 3 

작동온도 범위 Non LFT w/내부 캘리브레이션 10℃에서 40℃/50℉에서 104℉

기타 모두 10℃에서 30℃/50℉에서 86℉

캘리브레이션 외부/내부

전력 요구사항 외부 어댑터, 100-120VAC 150mA, 220-240 VAC 100mA, 50/60Hz

US, Euro, UK, Japan & Australia용 플러그 구성

바람막이(in/cm) (free 10.2/25.9 None

height above platform)

디스플레이 타입 LCD Dot Matrix w/CFL 후광

디스플레이 사이즈(in/mm) 2.5 x 4.7 /64 x 120

팬 사이즈 (in/cm) 4.7/12Dia. 6.8x6.8/17.2x17.2 w/바람막이 8x8/20.3x20.3**

크기 (W x H x D) (in/cm)8.5x13.5x14.5/21.5x35.5x37             8.5x4x14.5/21.5x10.1x37

순 무게(lb/kg) 12.5/5.7                      8.4/3.8     10/4.5    8.4/3.8     10/4.5

순 무게(lb/kg) 14.8/6.7 10/4.5       15.5/7    10/4.5        15.5/7

InCal 모델

* 바뀔 수 있는 FineRangeTM

** Auto Cal이 있는 저울은 6.8in. X 6.8in./17.2cm x 17.2cm 팬과 바람막이가 갖추어짐

***단위 유용성은 국가별로 좌우됨.



유한 무상 보증

오하우스 제품들은 무상 보증 기간 동안 배달 일로부터 재료 및 기술에 대한 결함이 무상

보증됩니다. 만일 그 제품이 항공료가 선 지불되어 오하우스로 반송된다면, 무상 보증 기

간 동안 오하우스는 무료로 결함이 있음이 판명된 어떤 구성품들을 선택적으로 수리하거

나 교체할 것입니다.

만일 그 제품이 사고나, 오용, 방사능을 가진 혹은 부식성의 물질에 의해 손상되었다면, 

혹은 그 제품의 내부를 관통하는 외부 물질이 있었다면, 혹은 오하우스가 아닌 다른 이에

의한 서비스나 수정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면 이 무상 보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절히

회수된 무상 보증 기록 카드 대신, 무상 보증 기간은 공인된 딜러로의 선적일로부터 시작

할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되거나 적용되어 오하우스에 의해 주어지는 무상 보증은

없습니다. 오하우스 주식회사는 어떤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

니다.

무상 보증 적용이 주(州)간에 그리고 국가 간에 상이 할 때는,  더욱 상세한 설명을 위해

오하우스나 여러분의 지역 오하우스 딜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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