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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본 설명서를 주의깊게 읽어 주십시오.

충분히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장치 설치,조작 및 유지보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설치 또는 조작으로 인해 장치가 손상되거나,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발을 원칙으로 준수하기에  사전 통보 없이 규격이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통보 없이 설명서를 수정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장치 성능에 문제가 생겨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개선된 장치에 대해서 새로운 버전에 메뉴얼이나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입니다.

본 설명서에 묘사가 실물과 편차가 있다며면, 실물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장치에 대해서 어떠한 개조도 할 수 없습니다. 무단개조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 신호 교정기는 LCD 화면, 실리콘 버튼, 간단한 작동, 긴 대기시간, 높은정화도

 및 프로그래밍 가능한 출력으로 전압,전류,저항,TC 신호를 측정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 산업현장, PLC, 공정장비, 전기밸브 및 기타 여러 분야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약

*주요기능

Item Signal Range Accuracy Resolution Remark

DC voltage 20mv 0.00-24.00mV ±0.2% 0.01mV

100mv 0.00-100.mV ±0.2% 0.1mV

V output0.00-15.0

0V

±0.2% 0.01V Output ：max
current 30mA

measure：input

impedance

1.2MΩ

measure0.00-30

.00V

±0.2% 0.01V

DC current mA 0.00-24.00mA ±0.2% 0.01V Output ：max
load 750Ω

measure：input

impedance 100Ω

4-20mA 4/8/12/16/20m
A

±0.2% 0.01mA

Passive

current

mA 0.00-24.00mA 10% 0.1V Output：external

power 16-30V

Power output 24VLOOP 24V/16V ±1% 1℃ Drive current

24mA

Thermocouple K 0-1372℃ ±1% 1℃

Output ： start

from 0℃

E 0-1000℃ ±1% 1℃

J 0-1200℃ ±1% 1℃

T 0-400℃ ±1% 1℃

R 0-1768℃ ±1% 1℃

B 40-1820℃ ±1% 1℃

S 0-1768℃ ±1% 1℃

N 0-1300℃ ±1% 1℃

resistance Ω

15.0-400.0Ω ±0.2% 0.1Ω

0.0-400.0Ω ±0.2% 0.1Ω

The thermal
resistance

PT100 -199.9-650.0℃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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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양

-10~55℃  /  20~80%RH작동환경

보관온도

사이즈

무게

전원

전원 전송

OCP

-20~70℃

115x70x26mm

약 300g

3.7V 리튬내장 배터리 

300mA (5~10시간)

30V

a. 측정값 (4자리)

c.신호타입 표시

b.출력값 (4자리)

d.프로그램 기능

f. 한계범위

g. 배터리

e. 단위

*디스플레이

또는 5V/1A 전원 아덥터

모델 C702S C703S

115x70x26mm

약 300g

AAA x 4개

300mA (4~17시간)

또는 5V/1A 전원 아덥터

115x71x30mm



1.GND(검정)

2.출력(노랑)

3.측정(빨강)

4.

위/아래 버튼

소숫점

음수/양수

5.측정 버튼
Signal

Range

Measure

14.

10.신호 방식 선택

11.신호 범위 선택
Cold end Program Waveform

Output

Signal

Range

6. Coldend 설정(TC전용)

12. 프로그램 설정 활성화 13. 프로그램 출력 파형 변경

7. 전원 버튼

8. 출력 버튼

9. 딥스위치 (1/2/3/4)

*구성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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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스위치

1번 오토off 기능  (약 15분 후 꺼짐)

2번 수동 COLDEND 설정 기능 (써머커플 온도 타입 전용)

3번 전류 Passive output 기능

4번 저전력 모드 : 출력 전압을 16V로 발생시켜 보다 오래 동안 출력 시킬수 있습니다.

(비활성화 시 2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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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설명

신호 타입설정 설명

측정 설명

*전원을 켭니다.

*신호 측정

*파랑색 측정 Signal 버튼 또는 

노랑색 출력 Signal 버튼 누르면, 

현재 변경된 타입이 측정값과 출력값

중간에 표시 됩니다.

*위쪽 "MEASURE" 는 측정값 / 

아래쪽 "SOURCE" 는 출력값 입니다

*왼쪽이미지 상태는  0~100mV 측정

써머커플 K타입 출력 준비 상태입니다

*80mV 발생되는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GND (검정색)선과 측정 (빨강색)선을 

연결합니다.

*다른 측정 기능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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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설명

출력 설명

저항/PT100 온도 출력 설명

*신호 출력

*파랑색 측정 Signal 버튼 또는 

노랑색 출력 Signal 버튼 누르면, 

현재 변경된 타입이 측정값과 출력값

중간에 표시 됩니다.

*왼쪽이미지 상태는  0~100mV 측정

써머커플 K타입 출력 준비 상태입니다

*위/아래 버튼을 눌러서 SOURCE 숫자를

변경하고, "OUTPUT" 버튼을 누르면

SOURCE 기능 OFF →

*GND (검정색)선과 출력 (노랑색)선을 

연결합니다.

ON 으로

변경되며, 연결된 선을 통해서

신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출력 기능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저항 또는 PT100 온도센서 출력을

사용하는 경우 파랑색 "MEASURE" 

버튼을 눌러 측정 화면을 비활성화

후 "OUTPUT" 버튼 눌러야 

SOURCE 기능 OFF → ON 으로

변경되며, 연결된 선을 통해서

신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8

작동 설명

24VLOOP 활성화 설명

*전원을 켭니다.

*4~20mA loop 테스트

*파랑색 "SIGNAL" 버튼을 누르면

전류/4~20mA/전압/TC/저항/PT100

순서 후 "24V LOOP" 라는 표시와 함께

SOURCE 가 ON 으로 변경되면서

24V를 발생시키면서 4~20mA 를 측정

하는 기능으로 즉각 활성화됩니다.

※ 주의 
기능 사용 시 순간적으로 24V 전압이

주의하여 기능을 사용해야합니다.

발생되므로 완벽히 결선된 상태에서

측정 (빨강색)선을 트랜스미터 "-" 연결

*2wire Loop  연결

 출력 (노랑색)선을 트랜스미터 "+" 연결

결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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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4~20mA 출력 연결 설명

* Passive 4~20mA 연결 설명

* 3/4wire 연결 (4~20mA 또는 기타) 설명

*4~20mA 출력 / 측정

Plc or other instrument
GND (검정색)선과 출력 (노랑색)선을 

연결하여 출력을사용하는 기본적인

결선 입니다.

C702가 외부 전원을 받아 Loop로 전류

측정하는 결선 방식 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딥스위치 

 3번 Passive output모드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출력(노랑색)선을 트랜스미터 전원 "+"

GND(검정색)선을 트랜스미터 전원 "-"

연결하여 24V전원을 공급해주며

측정 (빨강색)선을 트랜스미터 출력 "+"

GND (검정색)선을 트랜스미터 출력 "-"

연결 하여 4~20mA 값을 확인합니다.

*트랜스미터뿐 아니라 레귤레이팅 밸브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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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화면 설명

설명

설명

*스케일 출력 / 측정 모드

측정 화면 

전류/전압 상태에서 RANGE 버튼을 누르면
RL / RH / SL / SH 가 순차적으로 

※예) 0~100℃ 온도 트랜스미터에서

전류/전압 측정 또는 출력에 대해서 

스케일을 설정하여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표시되며 값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RL : 표시 최소값    (0℃)
RH : 표시 최대값    (100℃)
SL : 신호 최소값     (4mA)
SH : 신호 최대값     (20mA)

 4~20mA 출력이 나간다면 아래처럼 설정

위 설정을 완료 후 
측정모드는 "±"버튼
출력모드는 "."  버튼

누르면 스케일 모드가 활성화 되어

트랜스미터에서 나오는 전류값을 

온도값으로 바로 표시 됩니다.

스케일 입력

스케일 기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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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프로그램 출력 설명

단계값 설정 설명

*프로그램

"PROGRAM" 버튼을 누루면 하단에

" n 1 /  m 1 "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m : 1~20 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측정화면

※만약 n1/m10으로 설정한 다음 

SOURCE ON을 시킨다면, 

1V 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출력값 10V 의 1/10 값인

※만약 n5/m10으로 설정한 다음 

SOURCE ON을 시킨다면, 

5V 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출력값 10V 의 5/10 값인

측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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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프로그램 출력 설명

프로그램 출력 설명

*프로그램

"WAVEFORM" 버튼을 누르면

STEP 기능과 SWEEP 기능이 

순차적으로 나타납니다.

 버튼을 누르면 "TIME" 오른쪽에

아래 4가지 형태에 그림과 함께 

10s가 하단에 표시됩니다.

T1 T2 T3 T4

오름 유지 내림 정지

T1/T2/T3/T4의 시간 설정에 따라서 

왼쪽 이미지와 같은 형태에 

출력을 지원합니다.

"SWEEP" 모드 상태에서 "PROGRAM" 

측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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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 출력 설명

변화 시간 설정 설명

단계 값 설정 설명

*프로그램

"WAVEFORM" 버튼을 누르면

STEP 기능과 SWEEP 기능이 

순차적으로 나타납니다.

 버튼을 누르면 "TIME" 과 10s 가 하단에

표시되며,10s 로 설정한 경우

"STEP" 모드 상태에서 "PROGRAM" 

10초 마다 한계단씩 오르게 설정됩니다.

"PROGRAM"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n1 / m1 표시됩니다.

n1 / m10 으로 설정하여 "OUTPUT"

버튼을 눌러 "SOURCE ON" 시키면

아래와 같은 계단식 출력이 됩니다.

SOURCE 값의 1/10값 부터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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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mea Automation Co.,Lt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