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D-700 (리모콘형)  Remote Process Indicator 사용설명서  (2008/01)  VER.4.0 

      

 

1. 제품개요/특징 

 
   SD-700 Remote 지시계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채용하여 안정 정확한 계측 회로와 그동안  
  불편했던 편차보정,센서 불량시 조치 등을 리모콘으로 설정 가능한 방식의 지시계 입니다.  

 
   ◉   기본입력 - dPT100O/JPT100O( 개별주문형 - CA/K, 4-20mA, 1-5V, 0-1V, 0-5V, 0-10V ) 
   ◉   온도만 지시, 시간만 지시, 온도/시간 교차지시 등의 다양한 지시 선택기능.  

       

2. 지시계 구성  

 
  1)  온도가 지시 될 때 ℃단위가 온도지시치 끝자리에 표시되므로 시간 표시와 구분 됩니다. 

  2)  온도지시 범위는 -10.0~99.9~200℃ 로 소숫점은 온도에 따라 자동변환 표시 됩니다. 
  3)  각 표시기 -- 온도/시간표시(FND) , 오전/오후표시(LED) , 변수값 변경상태(LED), 
                   리모콘 수신상태(LED)로 구성 표시 됩니다.  

 

    

 

3 리모콘 사용법 

 
 3.1)  리모콘기능 -- 각 Key는 시간조정 설정과 초기변수 변경/설정 2가지 기능을 공유 합니다.  

 



NO 기   능 

 시간조정 할때 초기변수 변경할때 

① 온도/시간 지시선택   /   초기지시상태  복귀 

② 시간 단위 증가 변수 값 증가 

③ 시간 단위 감소 변수 값 감소 

④ 분 단위 증가 변수선택/변경     【MODE】 

⑤ 분 단위 감소 변경된 변수값 확정【ENTER】 

 

 
 3.2)  사용시 유의사항  

     
   1) 한공간에 2대 이상 설치되어 있을경우 지시계와 리모콘을 가까이 한후설정.(간섭방지)  
   2) 수분 노출에 주의하며 2-3개월 에 1회 정도 건전지 상태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 건전지 전해액이 누출되어 리모콘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4. 시간조정  

 
 ◉   내장된 시계는 매우 정밀 하지만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누적된 오차로 지시가  
    부정확 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리모콘을 이용하여 시간을 조정할수 있습니다. 

   
 4.1)  시간조정 절차       

    
    1)  리모콘의【온도/시간】/« ① 키 »를 누를때 마다  
         온도/시간이 교차 전환하며 → 표시창에 시간을 지시하고 있을때..(〃점멸중〃) 

 
    2)【시간 수정키】/« ② , ③ 키 » 증[▲],감[▼] 키 또는 
        【분 변경키】/« ④ , ⑤ 키 » 증[▲],감[▼] 키로 수정합니다.  

     
    3)  시간이 수정 완료되면 【온도/시간】/« ① 키 »를 눌러 지시 상태로 복귀합니다.  
        ( 또는 키동작 없이 5초가 경과하면 자동 복귀합니다 ) 

 
 4.2)  시간유지  

 
    내장된 시계는 정전시에 시간을 유지하며. 장기간 사용치 않는 경우 내부전지가  
  방전될수 있으나  전원을 인가하면  자동충전 되어 정전유지 기능이 복원합니다.  

 

 

5. 초기 변수값 변경/설정  

 
    SD-700 REMOTE 운전은 설정된 초기값으로 운전할수 있으나  시간/온도 표시방법 변경,  
  온도편차,센서단선 또는 이상시 초기값을 변경 사용 할수 있습니다.   

 
 5.1)  변수값 변경 절차   ( 초기변수 변경/설정은 온도지시 상태 에서만 가능 ) 



 
    1)  리모콘의【온도/시간】/« ① 키 »를 누를때 마다  
        온도/시간이 교차 전환하며 → 표시창에 온도가 지시하고 있을때.. 

     
    2)  온도지시 상태에서【MODE】/« ④ 키 »를 누르면 'PASS' 변수 기호가 나타납니다.  

 

    3) « ② , ③ 키 » / 증[▲] , 감[▼] 키를 눌러 PASS 번호 값을 5 로  
         설정후【ENTER】/« ⑤ 키 »를 눌러 확정합니다. 

     
        # PASS번호 값이 변경되면 표시기 좌측중간 LED가 점멸 하는데 이는 변수값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ENTER】키에 의하여 이 값이 EEPROM(불휘발성 MEMORY)에 기입되어 확정됩니다. 
          변수값이 확정되면 소수점 점멸이 사라지게 됩니다. 

 
    4)  PASS번호 값 5가 확정된 상태에서 【MODE】/« ④ 키 »를 누르면  
         아래( 표1. 변수목록 )이 순차적으로 나타납니다.  

    
    5)  변경/설정 하고자 하는 변수에서 « ② ,③ 키 » 증[▲] , 감[▼] 키를 눌러 
         원하는 수치로 변경/설정후 【ENTER】/« ⑤ 키 »를 눌러 확정합니다 

     
    6)  다시【MODE】/« ④ 키 »를 누르면 다음 변수로 이동하며 위 5)의 방법으로 
         다른 변수를 변경/설정 할수있습니다. 

     
    7)  초기변수 변경/설정이 종료되면 【온도/시간】/« ① 키 »를 눌러 복귀합니다.  
        ( 또는 키동작 없이 50초가 경과하면 지시상태로 자동 복귀합니다 ) 

 

 

 

 
표1.변수목록 

 

   기 호 기 능 (범위) 설 정 내 용 초기값 

 PASS Pass 번호를 지정한다. 
5 설정하면 다음 변수에 

접근 할 수 있다.  

1. tm.On 
시간지시 표시간격 설정. 

(0 ~ 60초) 
0 설정하면 지시계는 
온도만을 지시한다. 

10 초 

2. tPOn 
온도지시 표시간격 설정. 

(0 ~ 60초) 
0 설정하면 지시계는 
시간만을 지시한다. 

10 초 

3. InS 온도보정  (+/- 10.0℃) 온도 편차를 보정한다. 0.0 

4. b.OUt 
센서 이상(단선.단락)시  지시값 

(0.0 ~ 99.8℃) 

1. 0.0을 설정하면 센서 이상시 
온도지시치 대신 'brn'이 

점멸한다. 
 

2. 0.0 이외의 값을 설정하면 
센서이상과 관계없이 지시치 
대신 설정한 값이 지시된다. 

0.0 



5. FILt 
온도입력 필터시간 

( 0 ~ 60초) 

온도지시치가 외부 Noise 또는 
유량변동으로 요동칠 때 

적용한다. 
1 

        

 
※ 입력이 측온저항체 (PT100O) 경우 추가 변수목록  

6. InPt 
JPT/dPT 선택 
설정 가능 

JPt JIS type Pt100O 온도센서  

dPt DIN type Pt100O 온도센서 (기본) 

 
※ 입력이 열전대 (CA/K) 경우 추가 변수목록  

6. InPt (주문형) K-tc 열전대 (CA/K) 입력 경우 
( 0 ~ 999 ℃ ) 

보상도선 
연결사용 

 
※ 입력이 (1-5V) (4-20mA) (0-10V) 경우 추가 변수목록   

6. InPt (개별주문형) 

4-20mA   ※  전류,전압 입력 경우  
      아래 3가지 변수생성 
  
  7. dP    소수점선택     
     ( 0 , 0.0 ) 
  8. SC-H  스케일 상한 
     (0~999 , 0.0~99.9) 
  9. SC-L  스케일 하한 
     (-199~500 , -19.9~50.0) 

    소수점선택          

따라 지시 
    레인지는  
    달라짐. 
               
   # 단위표시   
     않됨 

1-5V 

0-1V 

0-5V 

0-10V 

 
 ※  필히 변수 변경 또는 설정을 한 후에는 반드시【ENTER】키를 눌러 확정 하여야 합니다.  

 

 

 

6. 사양 / 표기방식  [ SD-700 WR2 케이스 사용 (방수형) 경우 해당 ] 

    
 SD-700 WR2 Series 는 시중 제품의 단점(방수문제,더러워짐(표면),부착방법..)을 보완하여 고급도색,          

미려한 디자인으로 어느 분위기에도 어울리는 제품으로 기본형과 리모콘형 2가지로 생산 됩니다. 
  
1. 사양 및 표기방법                        

 케이스(재질) ○ 사출형 WR2 (진주색)   본체동일 ⑦  케이스 (크기) ○ 276×160×50m/m 

 부착방식 
○ 벽걸이형 

(기본) 
○ 바닥,천장용 

1.  1.벽걸이형 -- 벽고정 고리 부착설치.  

                 (고정고리 당사 기본공급) 

 전원방식 ○ DC12V  
2. 바닥형  -- 받침대A,B 부착 설치.  

               (고정받침대 당사구입 사용) 

 동작방식 S.기본형 R.리모콘형 
3. 천장형  -- 받침대A,B 거꾸로 부착 설치.   

(고정받침대 당사구입 사용) 

 

 센서 / 입력 1) PT100 기본 2) mA,V,주문사양  

 온도 / 범위 1) 0~99.9℃선택 2) 0~199℃ 선택 3) -10.0~99.9~200℃  (리모콘용) 



 
 

 ▷ 기본형   : 입력 센서에 의한 단순 지시기능 / 온도보정 불가능 / 온도범위-주문사양 

 ▷ 리모콘형 : 온도보정가능 / 센서 단선시 조치가능 / 시계지시가능 / 온도,시계 교차지시 가능 / 실용신안등록 

 

 ▶ 예〕 SD-700WR2  R   ⇨  사출형WR2(진주색) /케이스 , 벽걸이 /부착형 , DC12V /전원 , 리모콘형의 

제품표기. 

                                                                        

2. 설치 / 주의사항  ※ 센서사양,범위(레인지),전원사양,단위(℃기본),등을 변환 작업시 제품가격 추가. 

      -  지시계를 설치 또는 사용시 에는 결선 및 주의사항 등을 이해 및 숙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2.1) 입력센서   
 

      1) 측온저항체 (PT100O) : ( 온도를 저항 값으로 변환한 직선성이 좋으며 정도가 우수한 센서입니다 ) 

 

         (1)  A (_적색) , B (_백색) , b (_백색)의 3선 방식의 센서 입니다.  

         (2)  측온저항체 연결 배선의 선 저항은 최대 5O 까지 (온도편차원인) 허용됩니다.                                      

(3)  본체와 센서를 연결 시 , 3선 배선은 반드시 동일한 굵기를 (온도편차원인) 사용 하여야 합니다.  

         (4)  백색 ( B , b ) 2선은 서로 바뀌어도 동작 하지만 적색(A) 배선은 구분하여 결선 하여야 합니다. 

 

  2.2) 전원         배선 연결 시 전원 라인에 절연 상태가 불량하면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1) 전원은 DC,AC 겸용이며 주문 및 사용 시 확인 바랍니다.  (DC 전원의 극성 구분은 필요치 않음 ) 

      2) 본체 인가 전원은 12V  ( ±0.6% , 300mA )  입니다.  

 

         주1)  전원 장치 (트랜스, 아답터) 에 공급 전원 (AC220V) 을 연결 시 수분 노출 / 절연 상태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출력전압 (12V) 을 본체로 연결 시 에도 수분 노출에 주의 하여야 합니다.  

         주2)  원거리에서 전원 공급시 전원선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가 고려 되어야 합니다.               

 

                                   
  2.3) 결선   
 
      1) 계기 뒷면에 인출된 배선의 색깔 , 부착된 표기 , 배선 굵기를 참조하여 결선 하여야 합니다.  

      2) 배선 간 , 배선과 접지 간에 절연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  ( 전원 공급 전 반드시 결선 확인 ) 

 

  2.4) 주의사항    
 

     1) 계기 전원 라인에 누전차단기 등 누전 예방 안전장치를 사용 하셔야 합니다. 

     2) 아답터 (수분노출 주의) 및 본체 주위의 온도가 0℃ 이상  50℃ 이하 인 장소에 설치합니다.  

     3) 각종가스 , 진동 , 인화성 물질 , 등이 없는 곳에 설치합니다. ( 고압분사 청소 불가 - 방수,본체파괴.. ) 

     4) 강전 회로의 근처, 유도장애가 없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 지시오차 , 지시불안정 원인 )  

     5) 센서 및 전원선 연결 시 수분이 (절연주의) 닿지 않도록 견고하게 테이핑 및 튜브 처리하여 주십시오.  

     6) 본사의 허락 없이 개조 및 가공을 하지 마십시오. ( A/S 불가 -- 내부 회로의 단선,단락 / 방수문제 .. ) 

 
       산업전기                                                http://www.sanu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