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ectrophotometer
CM-5
취급설명서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
시 읽어 주십시오.



안전에 관한 그림 표시에 대해서 
본서에 기재되어있는 경고 및 주의에는 본 기기를 잘못 취급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경고 및 주의 문장이 기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
기재되어 있는 문장을 잘 읽고 ,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

전기적 충격에 관한 경고 및 주의 문장이 기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
기재되어 있는 문장을 잘 읽고 ,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

화제에 관한 경고 및 주의 문장이 기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
기재되어 있는 문장을 잘 읽고 ,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

금지되어 있는 행위임을 의미합니다 .
절대로 실시하지 마십시오 .

행위에 대한 지시를 의미합니다 .
반드시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

금지되어 있는 행위임을 의미합니다 .
절대로 분해하지 마십시오 .

행위에 대한 지시를 의미합니다 .
반드시 AC 어댑터를 콘센트에서 빼 주십시오 .

교류 (A.C.)를 위미하는 기호입니다.

직류 (D.C.)를 위미하는 기호입니다.

상표
• Windows® 는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상표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본서의 주의사항
KONICA MINOLTA OPTICS의 허가없이 본서를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나 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내용은 향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서의 모든 내용에는 틀린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심스러운 부분이나 오류, 기재 누락등을 발견하시면 구입하신 대리점 또는 "서비스 안내"에•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장비를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상기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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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주의와 경고

본 기기를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지키고, 안전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취급설명서를 다 읽으신 후,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ARNING (잘못 취급하였을 때 사망 혹은 중상에 이를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인화성, 가연성(가솔린 등) 증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기기 및 AC 아답터를 개조 혹은
분해하지 마십시오.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

언제나 표준 부속품으로 제공되는 AC
아답터나 옵션으로 제공되는 AC 아답
터를 사용하고 , 이 아답터를 정격전압 
및 주파수로 전원을 공급하는 AC 콘센 
트에 연결하기 바랍니다. 
만약 KONICA MINOLTA에서 명시한 
아답터가 아닌 다른 AC 아답터를 사용
하면, 장치가 손상되거나 화재 또는 감
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기기에 액체를 흘리거나 금속을 넣지
마십시오.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
다. 
만일 액체나 금속류가 들어갔을 경우, 즉
시 전원을 끄고 AC 아답터의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뺀 다음 구입하신 KONICA 
MINOLTA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본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에는 AC 아답터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AC 아답터의 
플러그에 먼지나 물방울이 묻어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만약 플러그에 먼지나 
물방울이 묻으면 청소한 뒤 사용해 주
십시오.

만약 본 기기 및 AC 아답터가 파손되었
거나 발열 및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의 원인이 됩니
다. 
이 경우, 즉시 AC 아답터의 플러그를 콘
센트에 뺀 후 구입하신 KONICA 
MINOLTA 대리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C 아답터 전선을 꼬거나 당기지 마십
시고, 피벗을 벗기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선이 손
상되면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항상 플러그 본체를 잡고 콘센트에 빼
거나 삽입하여 주십시오. 
전선의 손상 및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젖은 손으로 AC 아답터의 플러그를 콘
센트에서 빼거나 삽입하지 마십시오.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 플러그는 끝까지 삽입하여 주십
시오. 완전히 꽂혀있지 않은 경우, 화
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CAUTION (잘못 취급할 경우 사용자가 상해를 입을 위험 및 물리적 손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료의 개구면을 눈으로 보면서 측정하
지 마십시오. 눈에 해로워 부상의 원인
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받침대 위나  경사진곳 등 불
안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
다. 떨어지거나 결러 넘어져 부상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운반시에는 떨어
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기의 개폐부분에 손이 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기 근처에 콘센트가 있으며, 전원 
플러그를 쉽게 빼고 꽂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청소하실 때에는 전원 플러그를 콘센

트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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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CM-5을 구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기기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색채, 색차 측정용으로 개발된 벤치 타입의 고정밀 반
사/투과용 색채 측정 장비입니다.

구입 시의 포장재에 대해서.
구입 시의 포장재(골판지 상자, 완충재, 폴리에틸렌 봉지 등)은 소중히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M-5는 정밀한 측정기기입니다. 유지 보수등을 하기위해 당사로 수송하실 때에는 충격 및 진동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구입 시의 포장재를 사용해 주십시오.
만일 포장재를 파손하거나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구입하신 대리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 주의사항

본 기기를 반드시 올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본 기기의 취급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했
을 경우 상해, 감전 및 기기 손상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환경

CM-5의 사용 온습도 번위는 13°C ~ 33°C, 상대습도 80% 이하(35°C일 때) / 결로되지 않는것 입니다. • 
이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주시고,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M-5는 직사광선을 받는 곳이나 스토브 등의 장소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기온에 비해 본 기기의 온도
가 상당히 상승 할 수 있습니다.

• 먼지나 담배연기, 약품의 가스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성능 열화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강한 자기장이 발생하는 곳(스피커 등) 근처에서는 사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M-5는 설치 카테고리 I(콘센트에 전원을 꽂은 AC 아답터로 구동되는 기기) 제품에 해당합니
다.

• CM-5는 오염도 2(먼지등의 오염이 결로 등에 의해 일시적인 전기위험이 발생시킬 수 있는 기기 혹은 그
러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해당합니다.
해발 2,000 m 이상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CM-5의 표준 부속품인 AC 아답터는 실내 전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외에서는 비 등으로 인해 본
기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실내에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측정
• 개구부에 먼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본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전에 블로어 등을 사용하여 먼지나 이물질 등을 제
거하여 주십시오.

• 본기기르 장시간 사용할 경우, 환경의 변화 등에 의해 측정값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항상 높은 정밀도
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제로교정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백색 교정판
본 기기에 사용되는 백색교정판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 셔터의 안쪽에 내장되어있는 백색 교정
판과 별매용 외장 백색 교정판.
• 백색교정판의 켈리브레이션 데이터는 23°C 환경에서 측정되었습니다.
최대한 정밀하게 절대값(색 값) 측정을 하시려면 23°C에서 교정 및 측정을 실시하십시오.

• 백색 교정판(별매용)에 기스나 상처, 지문 등이 묻지 않게 하십시오.

• 백색 교정판(별매용)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 백색교정판이 빛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타겟 마스크
본 기기에는 3가지의 타겟 마스크가 있습니다. : 표준 부속품 ø30 mm 마스크, 별도 부속품 ø3 mm, ø8 mm 
마스크.
• ø30 mm 타겟 마스크는 동일한 페어링 번호가 부여된 장비와 같이 사용되야 합니다.

•
•

타겟마스크의 안쪽 표면을 손으로 만지거나 손장 및 이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타겟 마스크에 빛이 비치지 않도록 별매 부속품 상자나 구입 시의 포장박스에 보
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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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CM-5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 스위치를 OFF로 설정하여 주십시오.•
•
•
본 기기는 AC adapter (AC-A305)를 사용합니다.
AC 아답터는 항상 표준 부속품(AC-A305)를 사용하고 AC 220V (50/60Hz)에 열견해 주십시오. AC 
전원 접압은 정격전원전압(±10% 이내)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시스템
• CM-5에 강한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마십시오. 성능 저하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시료면 개구나 적분구는 매우 정밀한 광학 부품이므로 더럽히거나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CM-5를 TV, 라디오 근처에서 사용하면 수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기기는 강한 자기장을 받으면 LCD창이 깜빡거리거나 측정 결과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외부 장비와 통신하고 있을 경우 통신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원을 OFF로 꺼주신
다음 ON하여 장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한 LCD가 번지는 것처럼 표시될 경우 저절로 정상이
될 때까지기다린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전원을 OFF한 다음 ON하여 사용하실 경우, OFF 후 몇 초가 지난 후에 ON하여 주십시오.•

예비 배터리
본 기기는 예비 배터리로 측정 데이터와 다양한 설정들을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예비 배터리는 장비•
가 작동중일 때 자동으로 충전되고, 완전 충전 시 3개월 동안 메모리의 데이터가 유지됩니다.  구입시
에는 예비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어있지 않습니다. 전원을 ON으로 하신 후 충전하여 주십시오. 
예비 배터리는 스위치 ON시 72시간에 충전되며, 과충전의 걱정은 없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별매 소프트웨어인 Color Management Software SpectraMagic™ NX (CM-S100w)로 
PC에 저장하여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Notes • 예비 배터리의 모델은 ML2020 (3 V)입니다.
배터리를 교체하실 때는 직접하지 마시고, 구입하신 KONICA MINOLTA 대리점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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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시 주의사항 

• CM-5를 보관하실 때는 온도 0°C ~ 40°C, 상대 습도 80%(35°C) 이하, 결로되지 않는 환경에서 보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온, 다습, 갑작스런 온도변화 또는 결로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면 고장
의 원인이 되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CM-5는 건조제와 함께 약 20°C의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CM-5를 자동차의 캐비넷이나 트렁크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보관 온도 번위를
초과하여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CM-5의 수송시에는 구입 시의 포장 박스와 포장재를 사용하십시오. 갑작스런 온도 변화나 진동, 충격
으로부터 본 기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CM-5를 먼지, 담배연기, 화학 가스 등이 발생하는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성능 저하 및 고장의 원인
이 될 수 있습니다.

•

시료 측정부에 먼지가 들어가면 측정의 정확도가 저하됩니다.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투과시료•
실을 닫고, 적분구 안에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진 커버를 덮어 주십시오.

• 백색 교정판 (별매 부속품)는 빛을 받으면 변색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항
상빛이 비쳐지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주십시오.

• 타겟 마스크를 빛이 비치는 곳에 방치하면 변색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빛이 비치지 않
는 장소에 보관하고, 스크레치와 먼지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포장재 (골판지 상자, 완충제, 폴리에틸렌 봉지 등)는 잘 보관해 두시고, 장비의 정비(수리, 재교정 등)•
로 수송하실 때 사용하여 주십시오.

손질 방법

•
•

CM-5는 마르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절대로 시너나 벤젠 같은 용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백색 교정판 (별매 부속품) 이 더러워 진 경우, 깨끗하고 마른 천으로 부드럽게 닦아 주십시오. 얼룩이
잘 닦이지 않을 경우, 렌즈 세척제로 때를 제거한 후 물에 적신 천으로 세척제를 제거하고 말린 다음 
사용하여주십시오.
타겟 마스크의 안쪽 면, 적분구의 내부나 내장된 백색교정판이 더러워진 경우, KONICA MINOLTA•
대리점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CM-5가 고장난 경우는 직접 분해하지 마시고, 구입하신 KONICA MINOLTA 대리점에 연락하여 주십
시오.

•

폐기 방법 

• CM-5 및 부속품, 포장재의 폐기는 지역 자치단체의 규칙에 따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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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이 매뉴얼은 CM-5의 측정 순서에 따라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페이지 배치
아래는 이 매뉴얼에 사용된 기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아래 그림은 기호 설명용이므로, 실제 매뉴얼 상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장비의 펌웨어 버전에 대해서

장비의 펌웨어 버전은  <정보> 화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E-149 에 있는 “장치
정보 표시” 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emo

유용한 정보, 보
충 설명을 기재
하고 있습니다. 

Notes
CM-5를 올바르게 조작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사용전에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순서
조작 순서를 표시가
호 있습니다. 

시작 화면
장비 조작시 처음의 화
면을 나타내고 있습니
다.

설정
화면에서 설정한 설정
값의 범위나 설명을 나
타내고 있습니다. 

화면
진행되고 있는 화면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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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설정

The CM-5 requires condition settings (measurement condition, measurement option, and color) before 
measurement can be started.
Memo To configure condition settings, select “Meas. Condition” (measurement conditions), “Meas. Option” (measurement 

options) or “Color” (display conditions) from the <Configuration> screen to open an appropriate screen.
Notes If any predefined condition is selected, the condition setting (measurement condition/measurement option/color) is 

disabled. Set the condition to OFF before starting condition setting.

측정 환경 설정

To set measurement conditions, select “Meas. Condition” from the <Configuration> screen.
You can select or specify the following three items as the measurement conditions:

Meas. Type:  Select the measurement type such as reflectance measurement or transmittance • 
measurement.

Meas. Area:  When the measurement type is reflectance measurement, select an measurement area.• 
SCI/SCE:  When the measurement type is reflectance measurement, select the specular component • 

mode.

[진행 설정]

Press the [Menu] button.1.
The <Configuration> screen is displayed.

Use the 2.  or  button of the cross key to move the 
cursor to “Meas. Condition” and then press the [Enter/
Edit] button.
The <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screen is 
displayed.

The • <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screen shows the 
current settings.

After you set the measurement conditions, you can 3.
press the [BACK] button to return to the screen 
displayed before you press the [Menu] button in Step 1.
Memo To return to the <Configuration> screen, press the 

[Menu]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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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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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CM-5는 표준 부속품과 별매 부속품이 있습니다.

표준 부속품

아래의 부속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타겟 마스크: ø30 mm   CM-A197
반사 측정시, 이 타겟마스크를 별매 타겟 마스크 (ø3 mm 또는
ø8 mm)로 교체 할 수 있습니다.  시료에 따라서 조명 영역
(시료면개구 크기) 을 바꿀 수 있습니다.

투과 마스크 ø20 mm   CM-A200
장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투과 측정시, 투과시료실에 조명의 빛을 조절해 줍니
다.

AC 아답터: AC-A305
AC 전원에서 기기의 전원을 공급에 사용됩니다.
Input: 100-240 V  50/60 Hz 24-38 VA
Output: 5 V  2 A

USB 케이블 (2 m): I F-A19
PC와 장비를 연결하는데 사용됩니다.

접지 케이블: CM-A211
정전기로 인하여 PC와의 통신장애를 막기위해 사용
됩니다.

방진 커버: CM-A191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장비 안에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방
지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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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매 부속품

아래의 부속품은 필요시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트리디쉬 측정 세트 CM-A205

페트리디쉬: CM-A128
타겟 마스크 (페트리디쉬 용)
: CM-A203
페트리디쉬를 사용하여 반사
측정을 할 때 사용합니다.

교정용 유리판
(페트리디쉬 용): CM-A212 
페트리디쉬를 사용하여 반사측
정의 교정을 할 때 사용합니다.

제로 교정 박스: CM-A124 백색 교정판: CM-A210
(데이터 설정 프로그램과 교정데이
터가 들어간 CD포함)

부속품 상자: CM-A193

제로 교정시 사용합니다. 백색교정 수행시 내장 백색교정
판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형 페트리디쉬 측정 세트  CM-A164 (별매)

소형 페트리디쉬: CM-A157 타겟 마스크 (소형 페트리디
쉬 용): CM-A158
소형 페트리디쉬를 사용하여
반사측정을 할 때 사용합니다.

교정용 유리판
(소형 페트리디쉬 용): CM-A159 
소형 페트리디쉬를 사용하여 반
사측정의 교정을 할 때 사용합니
다.

제로 교정 박스: CM-A124 백색 교정 판: CM-A210
(데이터 설정 프로그램과 교정데이
터가 들어간 CD포함)

부속품 상자: CM-A193

제로 교정시 사용합니다. 백색교정 수행시 내장 백색교정
판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s 따로 명시하지 않는 한 소형 페트리디쉬 CM-A157 와 그 부속품의 사용방법은 페트리디쉬 CM-A128의 사용
방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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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 측정 세트  CM-A206
부속품 상자: CM-A193투과용 제로 교정판: CM-A213

투과 측정시 제로 교정에 사용하
는 차광판입니다.

투과 시료 홀더 지지대: 
CM-A199
투과 시료 홀더를 수광창 쪽으
로 지지할 때 사용합니다. 

투과 시료 홀더: CM-A96

10 mm 셀 측정 세트  CM-A207
투과 시료 홀더 (10 mm 셀 용): CM-A198 투과용 제로 교정판 (10 mm): 

CM-A204

시판되는 10 mm 셀로 액체 시료의 투과 측정시 사용되는 부속품 세트입니다.

색 관리 프로그램 SpectraMagic™ NX
CM-S100w
PC와 장비를 연결하여 장비 제어 및 데이터 처리, 파일 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연결 케이블: CM-A58
시판되는 시리얼 데이터 프린터와 장비를 연결하는데 사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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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마스크
타겟 마스크: ø3 mm 
CM-A195

타겟 마스크: ø8 mm 
CM-A196

시료에 따라 조명 영역(시료면개구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셀

셀: 2 mm
CM-A97

셀: 10 mm
CM-A98

셀: 20 mm
CM-A99

투과 측정시 액체 시료를 담는 유리 용기입니다. 

플라스틱 셀
플라스틱 셀: 2 mm 
CM-A130

플라스틱 셀: 10 mm 
CM-A131

플라스틱 셀: 20 mm 
CM-A132

투과 측정시 액체 시료를 담는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샘플 뷰어   CM-A202
반사 측정시 시료가 측정 포인트에 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E14 E15

시스템 구성

타겟 마스크: ø3 mm
CM-A195

타겟 마스크: ø8 mm
CM-A196

타겟 마스크: ø30 mm 
CM-A197

연결 케이블 CM-A58

접지 케이블: CM-A211

USB 케이블 (2 m) IF-A19

방진 커버
CM-A191

Spectrophotometer
CM-5

개인용 컴퓨터   

USB 메모리                (시판품)
(시판품)

프린터
(시판품)

색 관리 프로그램
SpectraMagic™ NX
CM-S100w
Professional, Lite

투과 마스크 ø20 mm
CM-A200

셀
CM-A97
(2 mm)

셀
CM-A98
(10 mm)

셀
CM-A99
(20 mm)

플라스틱 셀:
2 mm

CM-A130
(x 100)

플라스틱 셀:
10 mm

CM-A131
(x 100)

플라스틱 셀:
20 mm

CM-A132
(x 100)

샘플 뷰어 
 CM-A202

페트리디쉬 측정 세트 CM-A205

백색 교정판• CM-A210
(데이터 설정 프로그램과 교정 데이터가 들어간  
CD-ROM 포함)

제로 교정 박스• CM-A124
타겟 마스크 (페트리디쉬 용)• CM-A203
페트리디쉬• CM-A128
교정용 유리판 (페트리디쉬 용)• CM-A212
부속품 상자• CM-A193

소형 페트리디쉬 측정 세트 CM-A164

백색 교정판• CM-A210
(데이터 설정 프로그램과 교정 데이터가 들어간  
CD-ROM 포함)
제로 교정 박스• CM-A124
타겟 마스크 (소형 페트리디쉬 용)• CM-A158
소형 페트리디쉬• CM-A157

• 교정용 유리판 (소형 페트리디쉬 용)  CM-A159
부속품 상자• CM-A193

투과 측정 세트 CM-A206

• 투과용 제로 교정판   CM-A213
투과 시료 홀더• CM-A96
투과 시료 홀더 지지대• 

CM-A199
부속품 상자 • CM-A193

10 mm 셀 측정 세트 CM-A207

투과 시료 홀더 (10 mm 용)• 
CM-A198

투과용 제로 교정판 (10 mm)• 
CM-A204

10 mm 셀
(시판품)

표준 부속품

별매 부속품

AC 아답터 AC-A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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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의 기능과 명칭

1

2

34

5 6 7 8

10 11 12 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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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항목이나 측정 결과, 메세지를 표시합니다.1 LCD 스크린

2 조작 패널 화면 전환이나  선택/결정/설정 항목 저장에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age 23 “버튼 조작”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3 시료면개구 시료를 측정하기 위한 개구부입니다. 타겟 마스크를 바꿔 개구부
의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개구는 측정시에만 셔터가 열립
니다. 셔터의 안쪽에는 내장된 백색 교정판이 있습니다. 

4 타겟 마스크 반사 측정시, 시료에 따라 타겟 마스크를 별매 타겟 마스크인 ø3 
mm (CM-A195) 또는 ø8 mm (CM-A196)로 교체하여 조명영역(시료
면개구 크기)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투과 측정시, 시료를 측정하기 위한 개구입니다. 5 조명 창 

6 투과 마스크 투과 측정시, 투과시료실에 조명의 빛을 조절해 줍니다.

7 투과시료실 투과 측정시, 이곳에 시료를 넣고 측정합니다. 

8 투과시료실 커버 커버를 밀어서 투과시료실을 열고/닫을 수 있습니다.

9 USB 연결 단자 (A type) USB 메모리를 장치에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장비에 USB 메모
리를 연결하면,      (USB memory device connected) 아이콘이 화면
에 표시됩니다.

10 USB 연결 단자  USB 케이블(IF-A19)로 PC와 장비를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11 전원 스위치  전원을 ON/OFF 합니다“” 로 설정하면 OFF, “ ❙ ”로 설정하면 ON
이 됩니다.

12 AC 아답터 단자 AC 아답터 (CM-A305)로 전원을 공급할 때, 아답터의 플러그를 이
단다에 연결하여 주십시오.

13 RS-232C 단자 별매 연결 케이블 (CM-A58)로 장비와 별매 데이터 프린터를 연결
할 때 사용합니다.

(B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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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품 세척

타겟 마스크, 백색 교정판, 제로 교정 박스, 적분구 내부를 어떻게 세척하는지 설명합니다. 

타겟 마스크와 투과 마스크 (표준/별매 부속품)

블로어를 사용하여 타겟 마스크의 때와 먼지를 제거합니다. 

Notes    손으로 타겟 마스크의 안쪽(모서리)를 만지지 마십시오.

만약 더러워졌다면, 깨끗하고 마른천으로 부드럽게 닦아 
주세요.

모서리 

백색 교정판 (별매)

백색 교정판이 더러워 진 경우, 깨끗하고 마른 천으로 부
드럽게 닦아 주십시오. 얼룩이 잘 닦이지 않을 경우, 렌즈 
세척제로 때를 제거한 후 물에 적신 천으로 세척제를 제
거하고 말린 다음 사용하여주십시오.

• 

백색 교정판 이외의 부분이 더러워진 경우, 물이나 비눗물
이 묻은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절대로 시너나 벤젠 같은 
용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Notes 백색 교정판은 스크레치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색 교정판 

제로 교정 박스 (별매)

블로어를 사용하여 박스 내부의 먼지를 제거합니다.만약
안쪽면을 손으로 만졌을 경우,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지문
이나 다른 자국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제로 교정 박스
 CM-A124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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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구 내부

반사광 처리를 SCE로 설정합니다.1.
Memo 반사광처리 변경에 대해서는 page 62의 “SCI/SCE”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과시료실에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3. 투과시료실의 수광창을 막아서 먼지가 안으로 들어
가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수광창 

4. 셔터를 열고, 블로어로 바람을 불어서 적분구 안의
먼지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Memo 셔터를 열고/닫는 과정은 page 66의 “셔터 열기/닫기”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Notes 적분구 내부의 백색 코팅된 면을 손으로 만지지 말고,
천으로 닦거나 내부에 이물질을 넣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 적분구 내부의 먼지가 블로어로 제거되지 않는다
면, 구입하신 KONICA MINOLTA 대리점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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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과시료실의 수광창

측정 지름을 ø3 mm로 설정합니다.1.
Memo 측정 지름의 변경 과정은 page 61 “측정 면적”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 블로어를 사용하여 수광창의 먼지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Notes  수광창안에 손가락을 넣거나 수광 광학계의 렌즈를

만지지 마십시오.

Receiving 
window

접지 케이블의 연결 

Notes PC와 통신시 정전기에 의한 통신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접지 케이블 (CM-A211)을 연결합니다.
static electricity.

[조작순서]

1. 장비 뒤면의 연결 단자형 나사에 접지 케이블 Y단자를
연결합니다.

연결 단자형 
나사

접지 케이블

접지 단자형
나사 

2. 안정된 어스 (e.g. AC 220V 어스 단자나 금속제 책상)에 접지 케이블의 다른쪽 Y단자를 연결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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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아답터 연결

Notes 본 기기는 항상 AC 아답터 (AC-A305)로  AC 전원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AC 아답터의 잭이나 플러그를 연결하거나 뺄 때, 장비의 전원을 OFF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작순서]

1. 전원을 OFF로 놓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로 설정합니다).

2. 아답터 단자에 AC 아답터의 연결 플러그를 연결합니다.

3. AC 아답터 전원 플러그를  AC 전원에 연결합니다.
(AC 220V, 60 Hz).

전원 ON/OFF
[조작순서]

 전원  ON
1. 전원 스위치를 “ ❙ ”로 놓습니다.

전원이 ON됩니다.

[조작순서] 

전원 OFF
1. 전원 스위치를 “”로 놓습니다.

전원이 OFF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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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아야될 항목

CM-5의 초기 설정

장비를 ON시키면, “Welcome to Easy Setup Wizard!” 라는 문구가 뜹니다. 통상적으로 초기 설정을 필
요로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날짜 설정이나 표시 언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설정 변경은 <Configuration> 화면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 언어는 영어를 포함하여 총 8가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age 91의 “기타 설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작 패널

CM-5의 정면에 있는 LCD 화면은 측정 결과와 메세지를 표시해주고, 조작 버튼은 화면을 변경하
거나 측정 옵션을 설정하는데 사용합니다.

LCD 화면 

조작 패널 

화면 표시 (LCD 화면)

LCD 화면은 측정 설정, 측정 결과, 메세지를 표시합니다.  또한 아이콘으로 장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화면의 기본 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면 제목탭

상태표시줄
장비의 설정과 상태
를 나타냅니다. 더 자
세한 내용은 다음 페
이지를 참고하여 주
십시오.

설정 항목과 샘플값
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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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표시줄

1 2 3 4 5 6 7 8 9

표시

1  xxxx /  Auto

설명  (상태)  

활성화된 기준색 번호

  의미

장비에 설정된 기준색 번호/기준색 자동

선택 ON

2  /  /  / None 교정상태 제로 교정 / 백색 교정 / 사용자 교정 / 
교정완료

3 None / 조명 상태 측정 가능 / 측정 불가능

4 None / USB 메모리 장치 USB 연결 / 연결 안됨

5 None / 시리얼 프린터 자동인쇄 ON/OFF

6 xx:xx:xx 현재 시간 시간 : 분 : 초

7 Ref / Tra / Pet / Liq 측정 타입 반사 측정 / 투과 측정 / 
페트리디쉬 측정 /액체 측정

8 30 mm / 8 mm / 3 mm 측정 면적 ø30 mm / ø8 mm / ø3 mm

9 SCE / SCI 정반사광처리 SCE (정반사광 제외) / 
SCI (정반사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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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작 버튼

LCD 화면의 안내에 따라서 화면을 변경하거나 항목을 설정하는데 사용합니다.
1 3

4

5 6

7 8 9

<Target> 화면과  <Sample> 화면을 전환합니다.

2
1 [Target/Sample] 버튼

2 [Detail/List] 버튼  <Sample> 이나  <Target> 을 표시할 때, 세부 화면과 리스트 화면
을 전환하는데 사용합니다.

 <Calibration> 화면을 표시합니다.3 [CAL] 버튼

4 [MENU] 버튼 <Configuration> 화면을 표시합니다.
[MENU]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Welcome to Easy Setup 
Wizard!> 화면이 나타납니다.

5 커서 버튼

 ( /  /  /  )

6 [OK/Edit] 버튼

7 [Back] 버튼

8 [MEAS] 버튼 

9 [PRINT] 버튼

화면상의 커서를 움직이거나 입력값을 변경하는데 사용합니다.

[OK/Edit] 버튼을 누르면 커서에 지정된 항목을 결정합니다.

교정이나 측정을 합니다.

 커서에 지정된 항목을 설정하거나 설정값을 저장합니다. 

각 설정화면에서 설정을 취소하거나 이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연결된 시리얼 프린터로 측정 데이터를 인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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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조작에 다라서 화면이 변경됩니다.

<Configuration> 화면

<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화면

<Sample> 상세 화면

<Sample> screen

<Target> screen

<Target> 상세 화면

<Sample> 리스트 화면

<Target> 리스트 화면

<Sample Data Function> 
화면

<Target Data Function>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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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저장

본 기기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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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측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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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과정

n선택 설정 n기본 순서

전원 ON (Page 20)

언어 선택 (Page 102) * 필요시 설정 (초기화 후 등.)

환경 설정 (Page 59)

타겟 마스크 교체 등. (Page 42) * 측정 환경에 맞게 교체합니다.

제로 교정 (0% 교정) (Page 52) * 필요한 경우에 교정
(초기화 후 등.)

백색 교정 (100% 교정) (Page 55)

* 색차를 측정할 때 *색차를 측정하지 않을 때

기준색 설정 (Page 75)

기준색 선택 (Page 129)

측정 (Page 11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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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설정 마법사

본 기기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화면 표시되는 순서대로 조작하면 측정 환경을 설정하거나 교정
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작순서]

1. 장비를 ON합니다. <Welcome to
Easy Setup Wizard!> 화면이 표시
된 후 초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 간편 설정 마법사는 [Menu] 버튼

을 길게 눌러도 표시됩니다.

USB 메모리에 환경 설정을 저장•
할 경우, 계속 진항하기 전에
USB 메모리를 연결하여 주십
시오.

2. 나 버튼으로 커서를 움직여 “Start 
Simple Wizard”를 선택한 후 [OK/Edit] 버
튼을 누르십시오.

3. <Measurement Type Selection>
화면이 나타납니다.

Memo

나 버튼을 눌러 원

하시는 항목으로 측정 
모드로 선택하여 주십시
오.

“Exit”, “Previous”, 
“Next”를 선택하실 때
는     나      버튼을 눌러

서 커서를 움직여 주십
시오.

“Exit”를 선택하고 [OK/
Edit] 버튼을 누르면, 중
단 화면이 나오고 OK를
선택하면 <Sample> 화면
이 표시됩니다.

“Previous”를 선택하고
[OK/Edit] 버튼을 누르

면, 간편 설정 마법사의 
이전 화면이 표시됩니
다. 

4. 측정 유형에 따라서 각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반사 측정> Steps 4 ~ 20을 참조 (Pages 30 ~ 33).
<페트리디쉬 반사 측정> Steps 4 ~ 18을 참조 (Pages 33 ~ 36).
<투과 측정> Steps 4 ~ 13을 참조 (Pages 37 ~ 39).
<액체 투과 측정> Steps 4 ~12를 참조 (Pages 39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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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 측정>
4. 나 버튼을 눌러서 커서를 

“Reflectance” 에 위치 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커서가 “Next”로 이동합니다.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5.

6. <Measurement Area Selection> 화면
이 표시됩니다.

나      버튼을 눌러서 원하시는 측
정면적을 선택한 후 [OK/Edit] 버튼
을 누릅니다.
커서가 “Next”로 이동합니다.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7.

8. <Target Mask Setting> 화면이 표
시됩니다.

9. 선택한 측정 면적에 맞는 타겟 마
스크를 설치합니다.

10. “Next”에 커서를 놓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Memo
타겟 마스크를 설치하는 과

정은 page 42를 참고사여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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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pecular Component Selection>
화면이 표시됩니다.

나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시는 
정반사광 처리를 선택하신 후 [OK/
Edit]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커서가 “Next”로 이동합니다.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12.
13. <Meas.	Condition	Confirmation>

화면이 표시됩니다.

“Next”에 커서를 놓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14. <Zero Calibration> 화면이 표시됩
니다.
여기서는 제로 교정을 실시하지 않
고 넘기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
다.

15. “Next”에 커서를 놓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Memo
CM-5는 공장 출하시 수행한

제로 교정 데이터를 보존하
고 있으므로, 전원을 ON 할
때마다 제로 교정을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로 교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page 52를 참고하여 주
십시오.

16. <White Calibration> 화면이 표
시됩니다.

“White Calibration”을 선택하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장비에 내장된 백색 교정판을 사용하
여 백색 교정이 시행됩니다.

Memo
백색 교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ge 55를 참고하
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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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교정이 완료되면  <Auto White 
Cal. Selection>화면이 표시됩니다.

17. 

설정:
“Automatic”: 장치를 ON하면 자동으
로 백색 교정을 수행합니다.
“Manual”: 측정하기 전에 수동으로
백색 교정을 해야합니다.

설정을 변경하려면,      나      버튼
을 사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 
한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커서가 “Next”로 이동합니다.

18. “Next”에 커서를 놓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Memo
자동 백색 교정은 측정 환경
을 바꾸지 않고 측정할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자동 백색 교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page 55를 참고하
여 주십시오.

USB 메모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19.
<Meas. Cond. Settings completed> 화
면이 표시됩니다. step 20은 건너뜁니
다.

USB 메모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Save Condition File> 화면이 표시
됩니다.

환경 설정을 저장하지 않으려면:
“Next”에 커서를 놓고  [OK/Edit] 버
튼을 누릅니다. <Meas. Cond.
Settings completed> 화면이 표시됩니
다. step 20은 건너뜁니다.

파일 이름을 변경하려면:
나 버튼을 사용하여 현재 파일 

이름을 선택한 후 [OK/Edit] 버튼을 누
릅니다.  <Edit Name> 화면이 표시됩
니다.

십자키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문자
를 선택하신 후, [OK/Edit] 버튼으로
입력합니다. [CAL] 버튼을 누르면 문
자가 삭제됩니다.

문자 입력을 완료하면 [MENU] 버튼으
로 커서를 “Save”에 놓고 [OK/Edit]버
튼을 눌러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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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설정을 저장하려면:	
나      버튼을 사용하여 커서를     

에 놓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환경 설정 파일이 저장된 후, <Meas. 
Cond. Settings completed> 화면이 표
시됩니다.

커서를 “Finish”에 놓고 [OK/Edit]
버튼을 눌러 간편 설정 마법사를 완
료합니다. <Sample> 화면이 표시됩
니다.

20. 

<페트리디쉬 반사 측정>
4. 나      버튼을 사용하여 “Petri

Dish”에 커서를 놓고 [OK/Edit] 버
튼을 누릅니다.
커서가 “Next”로 이동합니다.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5.

6. <Measurement Area Selection> 화면
이 표시됩니다.

나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측
정 면적을 선택한 후 [OK/Edit] 버튼
을 누릅니다.
커서가 “Next”로 이동합니다.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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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arget Mask Setting> 화면이 표
시됩니다.

9. ø30mm를 선택한 경우, 별매 타겟
마스크 (페트리디쉬 용)를 설치합
니다.
ø3mm를 선택한 경우, 별매 타겟 마
스크 (소형 페트리디쉬 용)을 설치
합니다.

10. “Next”에 커서를 놓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타겟 마스크
(페트리디쉬 용) 

CM-A203

Memo
타겟 마스크를 설치하는 과
정은 page 42를 참고사여 주
십시오. 

The 11. <Meas.	Condition	Confirmation>
screen appears.

“Next”에 커서를 놓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12. <Zero Calibration> 화면이 표시됩
니다.
여기서는 제로 교정을 실시하지 않
고 넘기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
다.

13. “Next”에 커서를 놓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Memo
CM-5는 공장 출하시 수행한 
제로 교정 데이터를 보존하
고 있으므로, 전원을 ON 할
때마다 제로 교정을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로 교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page 52를 참고하여 주
십시오.

14. <White Calibration> 화면이 표
시됩니다.

“White Calibration”을 선택하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장비에 내장된 백색 교정판을 사용
하여 백색 교정이 시행됩니다.

Memo
백색 교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ge 55를 참고하
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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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교정이 완료되면  <Auto White 
Cal. Selection>화면이 표시됩니다.

15. 

설정:
“Automatic”: 장치를 ON하면 자동
으로 백색 교정을 수행합니다.
“Manual”: 측정하기 전에 수동으로
백색 교정을 해야합니다.

설정을 변경하려면,      나      버튼
을 사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
한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커서가 “Next”로 이동합니다.

16. “Next”에 커서를 놓고 [OK/Edit]버
튼을 누릅니다.

Memo
자동 백색 교정은 측정 환경
을 바꾸지 않고 측정할 때 사
용하면 편리합니다.
자동 백색 교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page 55를 참고하
여 주십시오.

USB 메모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17.
<Meas. Cond. Settings completed> 화
면이 표시됩니다. step 20은 건너뜁니
다.

USB 메모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Save Condition File> 화면이 표시
됩니다.

환경 설정을 저장하지 않으려면:
“Next”에 커서를 놓고  [OK/Edit] 버
튼을 누릅니다. <Meas. Cond.
Settings completed> 화면이 표시됩니
다. step 20은 건너뜁니다.

파일 이름을 변경하려면:
나 버튼을 사용하여 현재 파일 

이름을 선택한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Edit Name> 화면이 표시
됩니다.

십자키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문
자를 선택하신 후, [OK/Edit] 버튼으
로입력합니다. [CAL] 버튼을 누르면
문자가 삭제됩니다.

문자 입력을 완료하면 [MENU] 버튼
으로 커서를 “Save”에 놓고 [OK/
Edit]버튼을 눌러 파일 이름을 입력
하고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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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서를 “Finish”에 놓고 [OK/Edit]
버튼을 눌러 간편 설정 마법사를
완료합니다. <Sample> 화면이 
표시됩니다.

18. 

환경 설정을 저장하려면:	
나      버튼을 사용하여 커서를     

에 놓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환경 설정 파일이 저장된 후, <Meas. 
Cond. Settings completed> 화면이 표
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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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 측정>
4.

5.

6.

“Next”에 커서를 놓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7. <0% Calibration>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기서는 제로 교정을 실시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 “Next”에 커서를 놓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Memo
CM-5는 공장 출하시 수행한

제로 교정 데이터를 보존하
고 있으므로, 전원을 ON 할
때마다 제로 교정을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로 교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page 52를 참고하여 주

십시오.

9. <100% Calibration> 화면이 표
시됩니다.

투과시료실이 비어있는가 확인
합니다. “100%Calibration”에 커
서를 놓고 [OK/Edit] 버튼을 누
릅니다.
100% 교정이 진행됩니다.

Memo

백색 교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page 55를 참
고하여 주십시오.

나      버튼을 사용하여

“Transmittance”에 커서를 놓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커서가 “Next”로 이동합니다.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Measurement Area Selection> 화면
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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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0% 교정이 완료되면  <Auto
White Cal. Selection>화면이 표
시됩니다..

설정:
“Automatic”: 장치를 ON하면 자동
으로 100% 교정을 수행합니다.
“Manual”: 측정하기 전에 수동으로
100% 교정을 해야합니다.

설정을 변경하려면,      나      버튼
을 사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커서가 “Next”로 이동합니다.

11. “Next”에 커서를 놓고 [OK/Edit]버
튼을 누릅니다.

Memo
자동 100% 교정은 측정 환경
을 바꾸지 않고 측정할 때 사
용하면 편리합니다.
자동 100% 교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page 55를 참고하
여 주십시오.

12. USB 메모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Save Condition File> 화면이 표시
됩니다. step 13은 건너뜁니다.

환경 설정을 저장하지 않으려면:
“Next”에 커서를 놓고  [OK/Edit] 버
튼을 누릅니다. <Meas. Cond.
Settings completed> 화면이 표시됩니
다. step 13은 건너뜁니다.

파일 이름을 변경하려면:
나 버튼을 사용하여 현재 파일 

이름을 선택한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Edit Name> 화면이 표시
됩니다.

십자키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문
자를 선택하신 후, [OK/Edit] 버튼으
로입력합니다. [CAL] 버튼을 누르면
문자가 삭제됩니다.

문자 입력을 완료하면 [MENU] 버
튼으로 커서를 “Save”에 놓고 [OK/
Edit]버튼을 눌러 파일 이름을 입력
하고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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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액체 투과 측정>
4.

5.

6.

7.

8.

Memo
CM-5는 공장 출하시 수행한
제로 교정 데이터를 보존하
고 있으므로, 전원을 ON 할
때마다 0% 교정을 실시할 필
요는 없습니다. 
0% 교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page 52를 참고하여 주십
시오.

커서를 “Finish”에 놓고 [OK/Edit]
버튼을 눌러 간편 설정 마법사를
완료합니다. <Sample> 화면이 
표시됩니다.

환경 설정을 저장하려면:	
나      버튼을 사용하여 커서를     

에 놓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환경 설정 파일이 저장된 후, <Meas. 
Cond. Settings completed> 화면이 표
시됩니다.

“Next”에 커서를 놓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나      버튼을 사용하여

“Liquid”에 커서를 놓고 [OK/
Edit] 버튼을 누릅니다.커서가 
“Next”로 이동합니다.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Measurement Area Selection> 화면
이 표시됩니다.

<0% Calibration>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기서는 제로 교정을 실시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Next”에 커서를 놓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E40 E41

9.

100% 교정용 시료를 투과실에 넣습
니다. (증류수 같이 매우 투과성이
높은 용액을 셀에 담은 것) 

Cell or 
Plastic CellLight

Memo

100% 교정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page 55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0.

11. 100% 교정이 완료되었을 때:

USB 메모리가 연결되어있지 않다면, 
the <Meas. Cond. Settings 
completed> 화면이 나타납니다. step 
12는 건너뜁니다.

USB 메모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Save Condition File> 화면이 표시
됩니다. 

환경 설정을 저장하지 않으려면:
“Next”에 커서를 놓고  [OK/Edit] 버
튼을 누릅니다. <Meas. Cond. 
Settings completed> 화면이 표시됩니
다. step 12는 건너뜁니다.

<100% Calibration> 화면이 표
시됩니다.

“100%Calibration”에 커서를 놓
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100% 교정이 진행됩니다.

파일 이름을 변경하려면:
나 버튼을 사용하여 현재 파일 

이름을 선택한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Edit Name> 화면이 표시
됩니다.

십자키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문
자를 선택하신 후, [OK/Edit] 버튼으
로입력합니다. [CAL] 버튼을 누르면
문자가 삭제됩니다.

문자 입력을 완료하면 [MENU] 버
튼으로 커서를 “Save”에 놓고 [OK/
Edit]버튼을 눌러 파일 이름을 입력
하고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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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커서를 “Finish”에 놓고 [OK/Edit]
버튼을 눌러 간편 설정 마법사를
완료합니다. <Sample> 화면이
표시됩니다.

환경 설정을 저장하려면:	
나      버튼을 사용하여 커서를     

에 놓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환경 설정 파일이 저장된 후, <Meas. 
Cond. Settings completed> 화면이 표
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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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설치

반사 측정

본 기기로 분말가루나 반죽 이외의 반사시료를 측정할 때, 시료면개구에 타겟 마스크를 설치하고 그 위
에 시료를 올려 놓습니다. 타겟 마사크는 측정하는 시료나 용도에 따라 3가지의 조명 영역 (시료 측정
구 크기): ø30 mm, ø8 mm and ø3 mm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tes 반사 측정할 때 투과시료실이 비어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부속품

타겟 마스크: ø30 mm 
CM-A197

타겟 마스크: ø8 mm 
CM-A196 (Optional)

타겟 마스크: ø3 mm 
CM-A195 (Optional)

LAV 용 MAV 용 SAV 용 

Notes    타겟 마스크의 안쪽 모서리에 손가락을 넣거나 만지지
마십시오. 만약 더러워졌다면, 부드럽고 깨끝한 마른 
천으로 가볍게 문질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서리

타겟 마스크 설치

본 기기의 타겟마스크를 설치 위치에 맞추어 타겟 
마스크를 올려놓고 살짝 누릅니다.

1. Holding example 1

Holding examp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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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리디쉬/소형 페트리디쉬 측정

분말가루나 반죽의 반사시료를 측정할 때, 페스티디쉬나 소형페트리디쉬를 사용합니다. 소형 페트리디

쉬는 매우 적은 양의 시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Notes  반사 측정할 때 투과시료실이 비어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부속품

페트리디쉬 측정 세트  CM-A205 (별매)
페트리디쉬: 
CM-A128

페트리디쉬 용 타겟 마스크: 
CM-A203

페트리디쉬용 교정용 유리판: 
CM-A212

제로 교정 박스:
CM-A124

백색 교정판: 
CM-A210
(데이터 설정 프로그램과 교정데이
터가 들어간 CD포함)

부속품 박스 
CM-A193

소형 페트리디쉬 측정 세트  CM-A164 (별매)
소형 페트리디쉬: 
CM-A157

소형 페트리디쉬 용 타겟 
마스크: 
CM-A158

소형 페트리디쉬 용 교정용 
유리판: 
CM-A159

제로 교정 박스:
CM-A124

백색 교정판: 
CM-A210
(데이터 설정 프로그램과 교정데이
터가 들어간 CD포함)

부속품 박스
CM-A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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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페트리디쉬나 소형 페트리디쉬, 교정용 유리판의 바닥에 스크레치, 얼룩, 지문등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만약 더러워졌다면, 깨끗하고 마른천으로 부드럽게 닦아 주십시오. 얼룩이 잘 닦이지 않을 경우, 렌즈 세척제로 때를 
제거한 후 물에 적신 천으로 세척제를 제거하고 말린 다음 사용하여주십시오. 그래도 얼룩이 제거되지 않으면 페트

리디쉬, 소형 페트리디쉬, 교정용 유리판을 교체하여 주십시오.

Notes

제로 교정 박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을 덮어서 먼지가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박스 내부로 먼지가 
들어간 경우, 시중에 판매되는 블로어로 불러서 먼지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제로 교정 박스의 내부 표면(검은색으로 코팅된 부분)에 스크레치나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스
크레치나 얼룩이 제거되지 않으면 제로 교정 박스를 교체해야 합니다.

Notes

백색 교정판 (별매 부속품)는 빛을 받으면 변색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항상빛이 비쳐지지 않
도록 뚜껑을 닫아주십시오.
백색 교정판(별매 부속품)에 스크레치나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백색 교정판이 더러워 진 경우, 깨
끗하고 마른 천으로 부드럽게 닦아 주십시오. 얼룩이 잘 닦이지 않을 경우, 렌즈 세척제로 때를 제거한 후 물에 적신 천
으로 세척제를 제거하고 말린 다음 사용하여주십시오 스크레치나 얼룩이 제거되지 않으면 제로 교정 박스를 교체해

야 합니다.
백색 교정판(별매 부속품)을 교체할 때, 사용자 교정으로 본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교정 데이터를 새로운 백색 교
정판의 데이터로 덮어 씌워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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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마스크 설치

1. 본 기기의 타겟 마스크(페트리디쉬 용) 또는 타겟 마
스크(소형 페트리디쉬 용)를 설치 위치에 맞추어 올려
놓고 살짝 누릅니다.

타겟 마스크
(페트리디쉬용)
CM-A203

Notes 페트리디쉬나 소형 페트리디쉬를 사용하여 기준색과 샘플을 비교하는 상대측정을 할 때 자동으로 제로 또
는 백색 교정을 할 지라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로 교정 박스 CM-A124와 백색 교정판 CM-
A210을 각각에 맞는 교정용 유리판 (페트리디쉬 용) CM-A212이나 교정용 유리판 (소형 페트리디쉬 용)으
로 제로 교정이나 백색 교정을 해야 합니다.

<제로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
2. 페트리디쉬를 사용할 때: 타겟 마스크 (페트리디쉬 용)

에 교정용 유리판(페트리디쉬 용)을 설치합니다.
소형 페트리디쉬를 사용할 때, 타겟 마스크 (소형 페트
리디쉬 용) 에 교정용 유리판(소형 페트리디쉬 용)을 설
치합니다.

교정용 유리판 
(페트리디쉬 용)
CM-A212

3. 제로 교정 박스를 타겟 마스크위의 홈에 맞추어 설
치합니다.

제로 교정 박스
CM-A124

<백색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셔터 내부에 내장된 백색 교정판을 사용하여 교정하므로 백색 교정판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매 백색 교정판을 사용하여 백색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는 아래의 과정을 따라 주십시
오.
2. 페트리디쉬를 사용할 때: 타겟 마스크 (페트리디쉬 용)

에 교정용 유리판(페트리디쉬 용)을 설치합니다.
소형 페트리디쉬를 사용할 때, 타겟 마스크 (소형 페트
리디쉬 용) 에 교정용 유리판(소형 페트리디쉬 용)을 설
치합니다.

Calibration Glass 
(for Petri Dish)
CM-A212

3. 백색 교정판을 타겟 마스크위의 홈에 맞추어 설치합니
다.

White Calibration 
Plate
CM-A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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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를 측정하는 경우>
페트리디쉬를 사용할 때: 시료가 담긴 페트리디쉬를2.
타겟 마스크(페트리디쉬 용)에 설치합니다.
소형 페트리디쉬를 사용할 때: 
시료가 담긴 소형 페트리디쉬를 타겟 마스크(소형
페트리디쉬 용)에 설치합니다.
그 후, 시료가 담긴 소형 페트리디쉬 위에 제로 교정 
박스를 놓을 때 타겟 마스크(소형 페트리디쉬 용) 위
의 홈에 잘 맞도록 설치 위치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소형 페트리디쉬를 사용할 경우, 시료의 양이 적어 외
광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로 교
정 박스를 시료가 담긴 소형 페트리디쉬 위에 덮어서 
측정하는 동안 외광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Petri Dish
CM-A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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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뷰어 (별매)
샘플 뷰어는 반사 시료 측정시 측정 위치를 직접 확인하는데 사용합니다.

샘플 뷰어의 사용 방법

타겟 마스크 위에 시료를 올려놓습니다.1.
Specimen

2. 투과시료실을 열어서 샘플 뷰어를 설치합니다. Specimen 
Viewing 
Mirror

3. 셔터를 엽니다.
셔터를 열고/닫는 방법에 대해서는 page 66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Shutter

4. 위에서 샘플 뷰어를 보고 시료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Specimen 
Viewing 
Mirror

5. 셔터를 닫습니다.
셔터를 열고/닫는 방법에 대해서는 page 66을 참고하여 주
십시오.

Shutter

6. 샘플 뷰어를 제거하고 투과시료실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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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 측정과 액체 측정

본 기기로 투과 측정을 하는 경우, 투과시료실의 조명창에 투과용 마스크를 설치 한 다음 시료를 설치
합니다.
투과 측정 세트를 사용하면 액체 시료가 담신 용기나 필름이나 판 형태의 시료를 쉽고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시판되고있는 10 mm 셀을 이용해 측정하는 경우, 10 mm 셀 측정 세트의 셀을 사용하면 쉽고 확실하게
측정 할 수 있습니다.

필요 부속품

투과용 마스크
ø20 mm
CM-A200

Notes 투과용 마스크 안쪽의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만지거나 먼지를 천으로 닦지 마십시오.

투과 측정 세트  CM-A206 (별매)
투과용 제로 교정판 
CM-A213

투과 시료 홀더
CM-A96

투과 시료 홀더 지지대
CM-A199

부속품 상자
CM-A193

셀 (별매)
셀: 2 mm
CM-A97

셀: 10 mm
CM-A98

셀: 20 mm
CM-A99

플라스틱 셀 (별매)
플라스틱 셀: 2 mm 
CM-A130

플라스틱 셀: 10 mm 
CM-A131

플라스틱 셀: 20 mm 
CM-A132

10 mm 셀 측정 세트  CM-A207 (별매) 투과용

시료 홀더 (10 mm)  CM-A198 투과용 제로 교정판 (10 mm)  
CM-A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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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에 투과 시료 홀더를 설치하는 방법

Notes • 장비에 시료나 액체를 흘리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만약 액체를 흘렸을 경우, 즉시 부드럽

고 마른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 투과 시료 홀더에 설치할 수 있는 시료의 두께(광로의 길이)는 22.5 mm. (유리와 셀 (20 mm)이나 플라스

틱 셀 (20 mm)의 간격을 포함한 총 두께는 22.5 mm입니다.) 이 두께를 초과하는 시료나 셀을 사용하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투과 시료 홀더에 시료를 설치한 후 시료의 위치를 옮기려는 경우, 시료의 용기나 시료의 표면을 보
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료고정판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옮겨야 합니다. 

투과시료실 커버를 엽니다.1.

2. 그림과 같이,	장비의 홀더 나사 구멍과 투과 시료 홀더
의 나사를 맞추고, ㅡ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단단히
조입니다.

Memo 투과 시료 홀더를 조명창이나 수광창 쪽 모두 설치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용 방법은 조명창 쪽에 설치하
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조명수광 광학계가 확산 광원
과 0° 관측각 (di: 0°, de: 0°)이 됩니다. 투과 시료 홀더를

수광창 쪽으로 설치 할 경우, 조명수광 광학계는 거의  
0°:0° 조명수광 광학계가 됩니다. 비록 조명수광 광학
계가 0°:0° 조명수광 광학계에 대한 표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상대값을 측정하실 때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Memo 투과 시료 홀더를 수광창 쪽으로 설치 할 경우, 먼저
CM-A199 투과 시료 홀더 지지대를 설치하여 주십시
오.

조명창 쪽으로
투과 시료 홀더를 
설치할 경우 

투과 시료 홀더

CM-A96

수광창 쪽으로 
투과 시료 
홀더를 
설치 할 경우

투과 시료 홀더 
지지대 

CM-A199

투과 시료 홀더

CM-A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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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시료의 설치 방법 

Notes 시료에 결로나 다른 원인으로 물방울이나 이물질이 붙으면 정확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시료 고정대를 열어 시료를 시료 고정대에 고정합니다. 1. 

Notes 시료를 조명창 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조명창이 완전히
덮히도록 시료를 설치합니다. 
시료를 수광창 쪽에 설치할 경우 수광창이 완전히 덮
히도록 시료를 설치합니다. 

Illumination 
window

액체 시료의 설치 방법

Notes • 액체 시료의 용기로 CM-A97 ~ 99 셀이나 CM-A130 ~ 132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나디. 
플라스틱 셀은 별매 부속품으로 제공됩니다. 다른 용기를 사용려면, 표면이 무색, 투명한 용기를 사용

하고, 본 기기의 조명창과 수광창에 평행이되는 모양의 용기를 사용하십시오. 
유리 셀은 손상되기 쉬운 물건이므로 취급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플라스틱 셀에 뜨거운 액체를 담거나 뜨거운 물로 세척하지 마십시오.• 
초음파 세척기로 유리 셀이나 플라스틱 셀을 세척할 경우, 너무 오랜시간 세척하면 손상을 입을 수 있습
니다.

• 

서로 다른 광로길이를 가진 셀로 측정할 경우, 각각의 데이터가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비에 시료나 액체를 흘리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만약 액체를 흘렸을 경우, 즉시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 

인화성 액체를 측정하지 마십시오.• 
시료나 액체 용기의 내부나 외부의 표면에 먼지, 스크레치, 지문, 얼룩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시료는 측정하려는 부분에 지문이 묻지 않도록 측정하지 않는 부분을 잡고 설치하여 주십시오.

•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액체 시료를 담는 용기 내부에 거품이 생기면, 측정전에 거품을 제거하여 주십시
오. (때때로 시료를 방치하고 있어도 거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 

시료에 결로나 다른 원인으로 물방울이나 이물질이 붙으면 정확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 

미립자가 포함된 액체 시료의 측정 정확도는 입자가 침전하는 동안 데이터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Memo Gardner 등과 같은 투과 지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투과 시료 홀더 (10 mm)와 광로 길이가 10 mm인 10 mm

투과 용기에 시료를 담습니다.1.
셀 또는 
플라스틱 셀 

빛

2. 시료 고정대를 열어 용기를 시료 고정대에 고정시킵니

다.

Notes 용기를 조명창 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조명창이 완전히
덮히도록 용기를 설치합니다. 
용기를 수광창 쪽에 설치할 경우 수광창이 완전히 덮히도록 
용기를 설치합니다. 

시료 고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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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되는 10 mm 셀을 사용하여 액체 시료를 측정하는 경우

Notes • 시판되는 용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기의 표면이 무색, 투명한 용기를 사용하고, 본 기기의 조명창과 
수광창에 평행이되는 모양의 용기를 사용하십시오. 
10 mm 셀에 대해서는 외부 치수가 12.5 mm인 셀을 사용합니다. 셀의 외부 치수가 12 mm 인 것은 단단히• 
고정시킬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광로길이를 가진 셀로 측정할 경우, 각각의 데이터가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비에 시료나 액체를 흘리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만약 액체를 흘렸을 경우, 즉시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 

인화성 액체를 측정하지 마십시오.• 
시료나 액체 용기의 내부나 외부의 표면에 먼지, 스크레치, 지문, 얼룩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시료는 측정하려는 부분에 지문이 묻지 않도록 측정하지 않는 부분을 잡고 설치하여 주십시오. 

•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액체 시료를 담는 용기 내부에 거품이 생기면, 측정전에 거품을 제거하여 주십시
오. (때때로 시료를 방치하고 있어도 거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 

시료에 결로나 다른 원인으로 물방울이나 이물질이 붙으면 정확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 

미립자가 포함된 액체 시료의 측정 정확도는 입자가 침전하는 동안 데이터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 

Memo Gardner 등과 같은 투과 지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투과 시료 홀더 (10 mm)와 광로 길이가 10 mm인 10 mm
셀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투과시료실 커버를 엽니다.1.

2. 그림과 같이, 장비의 홀더 나사 구멍과 투과 시료 홀더
(10 mm wide)의 나사를 맞추고, ㅡ자 드라이버를 사용

하여 단단히 조입니다.

측정 시료 홀더
(10 mm)
CM-A198

3. 사용하는 광로길이에 따라서 투과 시료 홀더(10 mm)
의 10 mm, 20 mm or 50 mm 홈에 투과 시료 홀더 판
을 설치합니다.

10 mm
20 mm

50 mm

4. 10 mm 용기에 투과 시료를 담습니다.

빛

5. 투과 시료 홀더(10 mm)에 용기를 설치합니다.

Notes 투과 용기의 측정 표면이 조명창과 수광창 쪽으로

향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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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제로 교정 (0% 교정)
CM-5에는 공장 출하시에 수행된 제로 교정 (0% 교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장비를 ON 할 때 마
다 제로 교정(0% 교정)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측정 환경의 변화가 크거나, 다른 별매
타겟 마스크(ø8 mm 또는 ø3 mm), 페트리디쉬, 소형 페트리디쉬나 셀을 사용할 경우, 백색 교정(100% 교
정)을 수행하기 전에 제로 교정 (0% 교정)을 해야 합니다.

미광(광학계의 플레어 특성에 의해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빛)의 영향은 제로 교정 (0% 교정) 데이터
에서 자동적으로 보정됩니다.

Memo •

미광의 량은 광학계에 붙은 먼지나 이물질, 습도, 반복 사용, 진동, 전기 충격 등으로 인해 바뀔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정기적으로 제로교정 (0% 교정)을 실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Notes • 만약 장비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장비에 저장된 제로 교정 (0% 교정) 데이터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지워진 경우, 다시 한번 제로 교정 (0% 교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타겟 마스크 (ø8 mm or ø3 mm), 페트리디쉬를 사용하여 제로 교정 (0% 교정)을 수행한 경우, 표준 타겟 마
스크를 사용하여 측정하기 전에 다시한번 제로 교정 (0% 교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 

[조작순서] 측정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간편 설정 마법사에서 제로 교정 (0%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측정 화면에서 제로 교정(0% 
교정) 을 수행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CAL] 버튼을 누릅니다.1.
<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Notes 표시된 측정 유형, 측정 영역, 정반사 광처리가 진행
하려는 측정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Memo <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화면에는 제로 교정
(0% 교정)과 백색 교정 (100% 교정).두 가지 항목이 있
습니다. 각 항목에는 마지막으로 교정한 날짜가 표시됩
니다. 만약 교정이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면, “--” 로 표시
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또는      와     를 사용하여 
제로 교정 (0% 교정) 아이콘    에 커서를 옮깁니다.

3. 측정 유형에 따라서 각각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반사 측정> Steps 3 ~ 4을 참조 (Pages 53).
<페트리디쉬 반사 측정> Steps 3 ~ 5을 참조 (Pages 53).
<투과 측정> Steps 3 ~ 4을 참조 (Pages 54).
<액체 투과 측정> Steps 3 ~ 4를 참조 (Pages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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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 측정>
3. 장비의 시료면개구로부터 반경 1 m 영역에 아무것도

없도록 해주십시오.
광원(형광등이나 다른 조명)과 반사물(손, 책상, 벽 등.) 
같은 모든 물건을 새료면개구로부터 1 m 이상 떨어뜨려
놓아 주십시오.

Memo 별매 제로 교정 박스 CM-A182를 사용하면 보다 확실
하게 제로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m 이내

4.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제로 교정이 수행됩니다.
교정하는 동안 Xe 램프가 3회 발광합니다. 제로 교정하
는 동안 스크린에는 몇번 램프가 발광했는지 표시됩니
다.
제로 교정이 완료되면, 커서가 백색교정 아이콘    으로
이동합니다.

<페트리디쉬를 사용한 반사 측정>
3. 페트리디쉬 용 타겟 마스크에 페트리디쉬 교정용 유

리판을 삽입하여 고정시킵니다. 
교정용 유리판
(페트리디쉬 용)
CM-A212

4. 제로 교정 박스를 타겟 마스크 위의 홈에 맞추어 설치
하여 주십시오. 제로 교정 박스

CM-A124

5.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제로 교정이 수행됩니다.
교정하는 동안 Xe 램프가 3회 발광합니다. 제로 교정하
는 동안 스크린에는 몇번 램프가 발광했는지 표시됩니
다.
제로 교정이 완료되면, 커서가 백색교정 아이콘    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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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 측정>
투과시료실의 커버를 열고, 조명창을 투과용 제로 교3.
정판으로 막아 주십시오.

Notes 오른쪽 그림과 같이 투과용 제로 교정판을 수평으로 설 
치하여 주십시오. 투과용 제로 교정판을 수직으로 설치
할 경우, 투과시료실의 커버가 닫히지 않을 수 있습니

다. 투과용
제로 교정판
CM-A213

4. 투과시료실의 커버를 닫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0%  교정이 수행됩니다.
교정하는 동안 Xe 램프가 3회 발광합니다. 0% 교정하는 동
안 스크린에는 몇번 램프가 발광했는지 표시됩니다.
0% 교정이 완료되면, 커서가 100% 교정 아이콘       으로
이동합니다.

<액체 투과 시료 특증>
3. 투과시료실의 커버를 열고 수광창이 완전히 가려지도

록 투과용 제로 교정판을 설치합니다.	(투과율 측정의
경우 오른쪽 그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0 mm 셀 측정 세트를 사용하는 경우, 투과용 제로 교정판
(10 mm) 을 사용하여 수광창을 완전히 가려 주십시오.

투과용 제로 교정판

CM-A204

4.

Notes •  제로 교정 (0% 교정) 후, 백색 교정 (100% 교정)을 수행

해야 합니다. page 55에 있는 step 3 의 “백색 교정 
(100% 교정)” 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  전원을 ON한 후 백색 교정 (100% 교정)을 했을 지라
도, 제로 교정 (0% 교정)을 했다면 다시 백색 교정
(100% 교정)을 해야합니다.

투과시료실의 커버를 닫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0%  교정이 수행됩니다.
교정하는 동안 Xe 램프가 3회 발광합니다. 0% 교정하는 동
안 스크린에는 몇번 램프가 발광했는지 표시됩니다. 
0% 교정이 완료되면, 커서가 100% 교정 아이콘       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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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교정 (100% 교정)
본 기기에서는 전원을 ON한 후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백색 교정(100% 교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체에 내장된 백색 교정판에는 자체적인 교정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Memo •
자동 백색 교정 (100% 교정)을 설정하면, 장치를 ON했을 때 자동적으로 백색 교정 (100% 교정) 이 실행됩
니다. (액체 측정이나 사용자 교정은 제외합니다.)

• 

주위의 온도 변화나 반복 사용 등에 의한 발열에 의해 데이터가 조금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기적
으로 백색 교정(100% Calibration)을 수행해야 합니다. 

• 

Notes • 백색 교정 (100% 교정)은 측정시의 온도와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해야합니다.

백색 교정 (100% 교정)을 수행하기 전에, 장비의 온도가 주변의 온도와 같아지도록 충분히 시간을 두고
수행하십시오.

• 

[조작순서] 측정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간편 설정 마법사에서 백색 교정 (100%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측정 화면에서 백색 교정
(100%  교정)을 수행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CAL] 버튼을 누릅니다.1.
<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Notes 표시된 측정 유형, 측정 영역, 정반사 광처리가 진행하 
려는 측정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Memo  <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화면에는 제로 교정
(0% 교정)과 백색 교정 (100% 교정).두 가지 항목이 있
습니다. 각 항목에는 마지막으로 교정한 날짜가 표시됩
니다. 만약 교정이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면, “--” 로 표시
됩니다.

2.

3.

십자키 버튼의      나   또는      와     를 사용하여 
백색 교정 (100% 교정) 아이콘    에 커서를 옮깁니
다.

측정 유형에 따라서 각각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반사 측정> Steps 3을 참조 (Pages 56).
<페트리디쉬 반사 측정> Steps 3 ~ 5을 참조 (Pages 56).
<투과 측정> Steps 3 ~ 4을 참조 (Pages 57).
<액체 투과 측정> Steps 3 ~ 4를 참조 (Pages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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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 측정>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3.
장비에 내장된 백색 교정판을 사용하여 백색 교정을 수행
합니다.
교정하는 동안 Xe 램프가 3회 발광합니다. 백색 교정하는
동안 스크린에는 몇번 램프가 발광했는지 표시됩니다.
백색 교정이 완료되면, 다시 <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페트리디쉬를 사용한 반사측정 (1)> 
(내장된 백색 교정판을 사용하여 백색 교정을 하는 방법)

3.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장비에 내장된 백색 교정판을 사용하여 백색 교정을 수행
합니다.
교정하는 동안 Xe 램프가 3회 발광합니다. 백색 교정하는
동안 스크린에는 몇번 램프가 발광했는지 표시됩니다.
백색 교정이 완료되면, 다시 <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페트리디쉬를 사용한 반사측정	(2)>
(별매 백색 교정판을 사용하여 사용자 교정으로서 백색 교정을 하는 방법)

3. 페트리디쉬 용 타겟 마스크에 페트리디쉬 용 교정
용 유리판을 설치합니다.

Calibration Glass 
(for Petri Dish)
CM-A212

4. 페트리디쉬 용 타겟 마스크의 홈에 맞추어 백색 교정
판을 설치합니다. White Calibration 

Plate
CM-A210

5.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장비에 내장된 백색 교정판을 사용하여 백색 교정을 수행
합니다.
교정하는 동안 Xe 램프가 3회 발광합니다. 백색 교정하는
동안 스크린에는 몇번 램프가 발광했는지 표시됩니다.
백색 교정이 완료되면, 다시 <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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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 측정>
3. 투과시료실의 커버를 열고 조명창과 수광창 사이에

시료가 없도록 합니다. 
(시료, 셀이나 제로 교정판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

Notes 투과 시료 홀더가 설치되어 있어도 100% 교정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4. 투과시료실의 커버를 닫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100% 교정이 수행됩니다.
교정하는 동안 Xe 램프가 3회 발광합니다. 100% 교정하는
동안 스크린에는 몇번 램프가 발광했는지 표시됩니다.
100% 교정이 완료되면, 다시 <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액체 투과 측정>
3. 투과시료실의 커버를 열고 증류수나 정제수를 2/3 이상

채운 셀을 투과 시료 홀더에 설치합니다. 

Notes 측정시와 교정시 동일한 광로길이를 가진 셀을 사용하
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셀의 투과면이 조명창과 수광창 쪽으로 향하도록 설
치하여 주십시오.

Light

Cell or Plastic 
Cell

4. 투과시료실의 커버를 닫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100% 교정이 수행됩니다.
교정하는 동안 Xe 램프가 3회 발광합니다. 100% 교정하는
동안 스크린에는 몇번 램프가 발광했는지 표시됩니다.
100% 교정이 완료되면, 다시 <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Memo 백색 교정 (100% 교정) 후에 측정 유형이나 측정 조건을
바꾸는 경우, 새로운 환경 조건에서 백색 교정 (100% 
교정)을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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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교정

백색 교정 (100% 교정) 데이터 대신 사용자의 독자적인 기준판과 교정데이터를 가지고 교정을 수행하
는 것입니다. 본 기기와 PC를 연결하고 별매 색 관리 소프트웨어인 “SpectraMagic™ NX”를 사용하여
사용자 교정용 데이터를 설정합니다.
본 기기의 <Calibration Option Setting> 화면에서 사용자 교정 데이터를 사용할것인가를 설정 할 수있
습니다. 

[조작순서] 측정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Configuration>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Calibration options 로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
을 누릅니다.
<Calibration Option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Calibration
Data 로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Calibration Options> 화면이 표시됩니다.

4.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User
Calibration” 로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 누릅
니다.
사용자의 독자적인 교정 데이터로 백색 교정 (100% 교
정) 이 수행가능하게 됩니다.
Notes 사전에 본기기의 메모리에 사용자 교정용 데이터를

설정하지 않으면 사용자 교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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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설정

CM-5는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조건(측정 환경, 측정 옵션, 관찰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Memo    환경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Configuration> 화면에서 “Meas. Condition” (측정 조건), “Meas. Option”  (측정
옵션), “Color” (관찰 조건)을 선택하고 각각의 화면에서 설정합니다.

측정 조건의 설정

측정 조건은 <Configuration> 화면에서 “Meas. Condition” 를 선택하고 설정합니다. 
측정 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Meas. Type:•
Meas. Area:•
SCI/SCE:•

반사 측정이나 투과 측정 같은 측정 유형을 선택합니다. 
 측정 유형이 반사 측정인 경우의 측정 영역을 선택합니다.
측정 유형이 반사 측정인 경우의 정반사광 처리를 선택합니다.

[설정조작순서]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Configuration>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Meas.
Condition” 로.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  누
릅니다.
<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화면이 표시됩
니다.
   <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화면에서는
 현재의 설정 상태가 표시됩니다.

3. 측정 조건을 설정한 후, [Back] 버튼을 누르면
[MENU] 버튼을 누르기 전의 화면인 Step 1이
표시됩니다.

Memo    <Configuration>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MENU]
               버튼을 누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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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유형

반사 측정이나 투과 측정 같은 측정 유형을 선택합니다.

[설정조작순서]           <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Meas.
Type” 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Measurement Type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원하는 항
목에 이동시킵니다.
설정값
 반사: 물체색의 반사율을 측정.
 투과: 필름이나 판 형태인 시료의 투과율을 측정.

 페트리디쉬: 페트리디쉬를 사용하여 분말이나 반죽
상태인 시료의 반사율을 측정.

 액체: 액체 시료의 투과율을 측정.

3.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 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화면이 표시되고
설정한 항목이 선택됩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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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경

반사 또는 페트리디쉬를 선택한 경우, 측정경을 선택합니다.

[설정 조작 순서]         <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Meas.
Area” 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Measurement Area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원하는
항목에 이동시킵니다.
설정값
 ø30 mm: 30 mm의 측정경 (LAV)
 ø8 mm: 8 mm의 측정경 (MAV);

별매 ø8 mm 타겟 마스크 (CM-A195) 사용시
 ø3 mm: 3 mm의 측정경 (SAV);

별매 ø3 mm 타겟 마스크 (CM-A196) 사용시

3.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 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화면이 표시되고
설정한 항목이 선택됩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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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사광 처리 (SCI/SCE)

측정 유형이 반사 측정인 경우, 정반사광 처리 모드를 선택합니다. 페트리디쉬 측정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SCE” 모드가 설정됩니다.

[설정 조작 순서]         <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SCI/
SCE”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Measurement Mode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원하는
항목에 이동시킵니다.
설정값
 SCI: 정반사광 포함
 SCE: 정반사광 제거

3.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 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화면이 표시되고
설정한 항목이 선택됩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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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옵션의 설정

측정 옵션은 <Configuration> 화면에서 “Measurement Options”선택하여 설정합니다.
측정 옵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Auto Measurement (1-10): 자동 평균 측정시 측정 횟수를 설정합니다.

Manual Measurement (1-30): 수동 평균 측정시 측정 횟수를 설정합니다.•
Shutter Open/Close: 시료개구면의 셔터를 열거나 닫습니다.•

[설정 조작 순서]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Configuration>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Meas.
Option” 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Measurement Options> 화면이 표시됩니다.

• <Measurement Options> 화면에서는 현재의 설정 상
태가 표시됩니다.

3. 측정 옵션을 설정한 후 [Back]	버튼을 누르면
<Configuration>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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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측정 (1-10)

자동 평균 측정시 측정 횟수를 설정합니다.
지정된 횟수만큼 연속 측정된 데이터의 평균값을 측정값으로 합니다.

[설정 조작 순서]         <Measurement Options>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Auto
Measurement (1-10)” 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커서의 위와 아래에 와 가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원하는 값
으로 설정합니다.
설정값
 1 ~ 10 times:
자동 평균 측정을 사용할 때 수행할 측정 횟수(1 ~ 10회)
를 설정합니다.

3.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한 횟수가 확정됩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Measurement Options> 화면
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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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측정 (1-30)

수동 평균 측정시 측정 횟수를 설정합니다.
지정된 횟수만큼 [MEAS] 버튼을 눌러서 측정된 데이터의 평균값을 측정값으로 합니다.

[설정 조작 순서]         <Measurement Options>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Manual
Measurement (1-30)”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커서의 위와 아래에 와  가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원하는 값
으로 설정합니다.
설정값
 1 to 30 times:
수동 평균 측정을 사용할 때 수행할 측정 횟수(1 ~ 30회)
를 설정합니다.

3.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한 횟수가 확정됩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Measurement Options> 화면
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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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 열기/닫기

시료면개구의 셔터를 열고 닫는 조작을 합니다. 적분구의 내부를 청소하거나 샘플 뷰어(별매)를 사용
하여 측정 지점을 확인할 때, 시료면개구의 셔터를 열고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 유형에 따라서 측정시 셔터는 자동으로 열고 닫힙니다. 

[설정 조작 순서]         <Measurement Options>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Shutter Open/Close” 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
튼을 누릅니다.
커서의 위와 아래에 와  가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원하는 값으
로 설정합니다.
설정값
 Open: 셔터를 엽니다
 Close: 셔터를 닫습니다

3.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에 따라서 셔터가 열리거나 닫힙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Measurement Options> 화면
으로 돌아옵니다.

Memo 투과 측정의 경우, 셔터를 닫으면 di:0° 조명수광 광학계, 셔터를 열거나 제로 교정 박스를 설치하면 de:0°
 조명수광 광학계가 됩니다.
haze 측정시, 별매 색 관리 소프트웨어 SpectraMagic™ NX (CM-S100w)를 사용하면 조명수광 광학계(셔터 열
기/닫기)를 자동으로 실시하여 haze 값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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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조건의 설정

관찰 조건은 <Configuration> 화면에서 “Color” 선택하여 설정합니다. 
관찰 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Color Space: 표시할 표색계를 선택합니다.

Color Index: 표시할 색지수 (WI, YI, 등.)를 선택합니다.•
Observer: 2°시야나 10°시야를 선택합니다.•
Illuminant 1: 색 데이터를 측정하는데 사용할 광원을 선택합니다.•
Illuminant 2: MI (metamerism index)의 계산 등에 사용할 광원을 선택합니다.•

[설정 조작 순서]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Configuration>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Color” 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Color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 <Color Settings> 화면에는 현재의 설정 상태가 표시됩

니다.

3. 관찰 조건을 설정한 후 [Back] 버튼을 누르면
<Configuration>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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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색계

사용할 표색계나 투과 측정에 사용할 색지수를 선택합니다. 

[설정 조건 순서]  <Color Settings>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Color
Space” 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Color Space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원하는
항목에 이동시킵니다.
• 십자키    또는    버튼을 누르면 커서의 위치를 좌우

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설정값
 L*a*b*: L*a*b* 표색계
 L*C*h: L*C*h 표색계
 Hunter Lab: Hunter Lab 표색계
 Yxy: Yxy 표색계
 XYZ: XYZ 표색계
 Munsell (C): Munsell 표색계 (illuminant “C”)
 Munsell (D65): Munsell 표색계 (illuminant “D65”) 
Gardner: 투과 색지수, Gardner
 Hazen/APHA: 투과 색지수, Platinum-Cobalt Color 

scale (Hazen/APHA)
 Iodine Color Value: 투과 색지수, Iodine color scale 
Ph. EU: 유럽 투과 색지수, Pharmacopoeia US 
Pharmacopeia: 투과 색지수, US Pharmacopeia
Memo • Munsell (C)는 2°시야 ,“C”광원인 경우에만 값을 

표시합니다. 
Munsell (D65)는 10°시야 ,“D65”광원인 경우에만• 
값을 표시합니다. 
Gardner는 2°시야 ,“C”광원인 경우에만 값을 표시• 
합니다.
Hazen/APHA는 2°시야 ,“C”광원인 경우에만 값을• 
표시합니다. 
Iodine은 2°시야 ,“C”광원인 경우에만 값을 표시• 
합니다.
Ph. EU는 2°시야 ,“C”광원인 경우에만 값을 표시• 
합니다.
US Pharmacopeia는 2°시야 ,“C”광원인 경우에만• 
값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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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Edit]버튼을 누릅니다.3.
L*a*b* 또는 L*C*h를 선택한 경우, <Difference
Formula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Ph. EU를 선택한 경우, <Ph.EU Hue setting> 화면이 표
시됩니다.
다른 항목을 선택한 경우, 항목이 확정되고 <Color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화
면으로 돌아옵니다.

4. L*a*b*, L*C*h 또는 Ph. EU를 선택한 경우, 십자키 버
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원하는 항목에 이동시
킵니다.
설정값 (L*a*b* 또는 L*C*h가 선택된 경우)
 ΔE*ab: ΔE*ab (CIE1976) 색차식
 CMC: CMC 색차식;

변수를 변경 시킬 수 있습니다. 
 ΔE*94: ΔE*94 (CIE1994) 색차식; 

변수를 변경 시킬 수 있습니다. 
 ΔE00: ΔE00 (CIE2000) 색차식; 

변수를 변경 시킬 수 있습니다.  
설정값 (Ph. EU 가 선택된 경우)
 Auto: Automatic
 B: Brown
 BY: Brownish-Yellow
 Y: Yellow
 GY: Greenish-Yellow
 R: Red

5. [OK/Edit]버튼을 누릅니다.
설정한 항목이 확정되고 <Color Settings> 화면이 표
시됩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Color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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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지수

사용할 색지수 (WI, YI, 등.)를 선택합니다.
CM-5는 별매 색 관리 소프트웨어인 Software SpectraMagic™ NX (CM-S100w)를 사용하여 사용자
색지수를 미리 설정해 놓으면, 다음의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 조작 순서]         <Color Settings>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Color 
Index” 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Color Index>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원하는 항
목에 이동시킵니다.
설정값
 WI ASTM E313-73: 백색도 (ASTM E313-73)
 WI ASTM E313-96: 백색도 (ASTM E313-96)
 YI ASTM E313-73: 황색도 (ASTM E313-73)
 YI ASTM E313-96: 황색도 (ASTM E313-96)
 YI ASTM D1925: 황색도 (ASTM D1925)
 B ASTM E313-73
 ISO Brightness
 N   o   n    e 
Memo • WI ASTM E313-73은 2°시야 ,“C”광원인

경우에만 값을 표시합니다.
WI ASTM E313-96 “C”, “D50”, “D65” 광원이•
선택된 경우에면 표시합니다.
YI ASTM E313-73은 2°시야 ,“C”광원인 경우•
에만 값을 표시합니다.
YI ASTM E313-96은 “C”/“D65” 광원이 선택된•
경우에만 값을 표시합니다.
YI YI D1925는  “C” 광원이 선택된 경우에만•
값을 표시합니다.
B ASTM  E313-73은 2°시야 ,“C”광원인 경우•
에만 값을 표시합니다.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3.
설정한 항목이 선택되고, <Color Settings> 화면이 표시됩
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Color Settings> 화면으로 돌아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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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 

2° 또는 10°시야를 선택합니다.

[설정 조작 순서]         <Color Settings>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Observer”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
다.
<Observer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원하는
항목에 이동시킵니다.
설정값
 2°: 2° 시야 (CIE1931)
 10°: 10° 시야 (CIE1964)

3.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한 항목이 선택되고, <Color Settings> 화면이 표
시됩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Color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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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원

색을 측정하기 위한 광원을 선택합니다.

[설정 조건 선택]        <Color Settings>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Illuminant 1” 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 누릅
니다.
<Primary Illuminant>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원하는
항목에 이동시킵니다.
설정값

 A 표준 광원 A (백열램프, 색온도:2856K)

 C 광원 C; (주광, 자외선 영역의 분광분포가
상대적으로 작은 광원; 색온도: 6774K)

D65 표준 광원 D65 (주광, 색온도: 6504K)

D50 표준 광원 D50 (주광, 색온도: 5003K)

ID65 실내 주광 ID65 (창문을 통과한 주광, 
색온도: 6504K)

ID50 실내 주광 ID50 (창문을 통과한 주광, 
색온도: 5003K)

F2 백색 (형광램프)
F6 백색 (형광램프)
F7 연색 A주광색 (형광램프)

F8 연색 AAA자연광색 (형광램프)

F10 3파장 주광 백색 (형광램프)
F11 3파장 백색 (형광램프)
F12 3파장 전구색 (형광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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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Edit]버튼을 누릅니다.3.
설정한 항목이 선택되고, <Color Settings> 화면으로 돌아
옵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Color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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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광원

MI (metamerism index) 계산 등에 사용할 2번째 광원을 선택합니다.

[설정 조작 순서]         <Color Settings>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Illuminant 2” 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
다.
<Secondary Illuminant>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원하는 항
목에 이동시킵니다.
설정값
 “Illuminant 1”과 같은 광원이나 “None”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3.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한 항목이 선택되고, <Color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Color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E74 E75

측
정

 준
비

2

색차 기준색 데이터의 취급 

설정값

두 시료간의 색차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료중 하나를 기준색으로 설정해야합니다. The CM-5는 최대
1000개의 기준색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본 기기만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서 시료를 측정하여 기준색을 설정합니다. 

Memo •   기준색은 0001 ~ 1000까지 설정번호를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설정한 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이것은 특정 숫자로 기준색을 배정하여 그룹 별로 관리하는데 유용합니다.

보다 정밀한 기준색을 설정하려면 기준 시료를 여러번 측정하여 평균한 값을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page 131에 있는 “Average Measurement”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 

Notes • 기준색을 설정하기 전에 백색 교정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주변 환경(온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주십시오.• 

[조작 순서]

1. <Sample>에서 [Target/Sample] 버튼을 누릅니다.
<Target>화면이 표시됩니다.

• [Detail/List]버튼을 누르면 <Target> 화면과
<Target List> 화면이 전환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원하는 기준

색 번호로 이동시킵니다.
Notes 샘플 데이터와는 달리, 기준색은 그 번호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기준색을 연속으로 설정할 경우, 
커서를 움직여 수동으로 번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3. 측정 유형에 따라 시료를 타겟 마스크 위 또는 투과시
료실에 설치합니다.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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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스플레이 상단에     (측정 가능)아이콘을 확인한 
후 측정 버튼을 누릅니다.
시료가 측정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Notes 선택한 번호에 이미 기준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수정확인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기준색을 더 설정하려면, step 2 ~ 4를 반복합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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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색 데이터 편집

<Target Data Function>화면에서는 기준색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urrent” tab
• Save:  USB 메모리에 현재의 기준색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Statistics:  목록 화면에서 여러가지 기준색 데이터를 선택하여 통계값을 계산합니다.•
Edit Name:  기준색 데이터의 이름을 편집합니다.•
Print: 기준색 데이터를 인쇄합니다.•
Tolerance:  측정된 데이터에 대한 합/불 판정에 사용할 허용오차(상형 허용오차)를 설정합니다.•
Delete: 기준색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All” tab
Save:•  모든 기준색 데이터를 USB 메모리에 저장합니다.이 기능은 USB 메모리가 연결

되어있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Tolerance: (Def.)  기준색 데이터마다 각각의 허용오차를 설정하기 전에, 모든 기준색 데이터에 공통•

Data Protect:•

Delete All:

의 허용오차를 설정합니다.
 기준색 데이터의 편집 및 삭제를 금지합니다. 데이터 보호가 설정되면,  <Target 
Data Function>화면에서 “Edit Name”, “Tolerance”, “Delete”,  “Delete All” 을 선택
할 수 없게 됩니다.
 데이터 보호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모든 기준색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

[조작 순서]

1. <Target> 화면에서 [OK/Edit]을 누릅니다.
<Target Data Function>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탭을 선택하고,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원하는 항목에 이동시키

고 설정 또는 실행합니다.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항목에 대한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각 항목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3. <Target Data Function> 화면에서, [Back] 버튼을 눌러
<Target> 화면을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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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메모리에 현재의 기준색을 저장하는 방법

USB 메모리에 현재의 기준색을 저장합니다. 
본 기기에 USB 메모리를 연결합니다. USB 메모리를 연결하는 방법은 page 139의 “Connecting a USB 
Memory”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조작 순서 ] <Target Data Function>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Current” 탭을
선택하고,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Save”로 이동
시킵니다.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2. <Save Target Data> 화면에 권장 파일명이 표시됩니다.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현재의 파일명을 
을 선택하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3. <Edit File Name > 화면이 표시됩니다.

십자키 버튼      ,      ,       ,       으로 커서를 움직여 원하
는 문자를 선택한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선택
한 문자는 문자입력란에 입력됩니다.

4. 순서 3을 반복하여 필요한 문자를 추가로 입력합
니다.
• 십자키의     와     로 커서를 문자입력란에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십자키 버튼으로 커서의 위치를 움직
여 파일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CAL] 버튼을 누르면 커서 왼쪽의 문자가 지워집니다.•

파일명은 최대 20 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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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자를 입력을 완료하면 [MENU] 버튼을 누르고,
커서를 “Save”로 움직인 후 [OK/Edit] 버튼을 누릅
니다.
설정값이 적용되고 <Save Target Data> 화면으로 돌아
옵니다.
Memo 설정 도중 [Back] 버튼을 누르면, “Do you want to save

the changes?”라는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OK”를 선택
하면 설정값이 적용되며 <Save Target Data>화면으로

돌아옵니다. 
“Cancel”을 선택하면 설정값이 정용되지 않고  <Save 
Target Data>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6. 파일명이 결정되면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로 움직인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Saving…>화면이 표시됩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Target> 상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기준색 데이터의 통계적 연산 수행 

장비에 저장된 기준색 데이터를 사용하여 통계 데이터를 연산합니다. 목록 화면에서 교정된 데이터로 
연산할 수 있습니다. 연산이 끝나면 선택된 기준색들의 평균값을 저장할 수 있십니다.

새로운 기준색의 평균을 저장하려면, 데이터 기준색 번호를 선택하십시오. 선택된 번호에 이미 저장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 연산된 평균값을 덮어 쓸수 있습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Current” 탭을
선택하고,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Statistic
calculation”로 이동시킵니다. [OK/Edit] 버튼을 누
릅니다.

2. <Target List>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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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통계적 연산에 사
용할 기준색에 커서를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 기준색을 선택했을 때 왼쪽에 채크가 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통일한 측정 환경(측정 유형, 측정경, SCI/SCE 설정)•
에서 측정한 기준색으로만 통계적 연산을 할수 있습
니다.
기준색 선택을 취소하려면 채크 표시가 있는 기준색에•
커서를 이동시키고 다시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 화면에 나타난 모든 기준색을 선택하려면,       나
버튼을 사용하여 커서를 “Page”에 이동시키고 [OK/
Edit] 버튼을 누릅니다. 모든 기준색의 왼쪽에 채크표
시가 생깁니다.

•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면, 장비에 저장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다른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사용할 기준색을 선택한 후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OK”버튼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Statistic calculation> 화면이 표시
됩니다.
• 평균값을 저장하려면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

여 커서를 [Save] 버튼에 이동시킨 후 [OK/Edit]버튼을
누릅니다. 저장하기 위해 선택한 기준색 번호에 저장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 덮어쓰기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데이터가 저장되면 아래에 “Averaged”라고 이름이 지정
되며, <Statistic calculation> 화면이 닫힙니다.

• 저장하지않고 <Statistic calculation> 화면에서 나가려면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Cancel]버튼에 커
서를 이동시킨 후 [OK/Edit]버튼을 누릅니다. <Target
List>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름 편집

기준색명을 지정합니다.

[조작순서] <Target Data Function>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은의 나     를 사용하여 “Current” 탭
을 선택하고,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Edit 
Name”으로 이동시킵니다. [OK/Edit] 버튼을 누릅니
다.
<Edit Name>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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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십자키 버튼     ,     ,     ,  를 사용하여 원하는 문
자에 커서를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문자는 20자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선택된 문자는 문자입력란에 표시됩니다.•

3. 순서 2를 반복하여 필요한 문자를 추가로 입력합
니다.
• 십자키의     와     로 커서를 문자입력란에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십자키 버튼으로 커서의 위치를
움직여 파일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CAL] 버튼을 누르면 커서 왼쪽의 문자가 지워집니
다.

4. 문자를 입력을 완료하면 [MENU] 버튼을 누르고,
커서를 “Save”로 움직인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
다.
설정값이 정용되고 <Target>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Memo 설정 도중 [Back] 버튼을 누르면, “Do you want to save 
the changes?”라는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OK”를 선택
하면 설정값이 적용되며 <Target>화면으로돌아옵니다. 
“Cancel”을 선택하면 설정값이 정용되지 않고  <Target 
Data Function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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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기준색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사전에 시리얼 프린더와 장비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기기와 시리얼 프린터를 연결하는 방
법에 대해서는 “Printer Connection” (Page 142)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Notes 접속이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접속이 제대로 되어 있어도 프린터의 전원이 꺼져있는 등 인쇄가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작순서] <Target Data Function>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Current” 탭으
로 이동하고,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Print”로 이
동시킵니다.

2. [OK/Edit]버튼을 누릅니다. <Print Target Data> 화
면이 표시되고 연결된 프린터로부터 데이터가 인쇄
됩니다.
• 인쇄가 완료되면 <Target>화면으로 되돌아옵니다.

Notes 프린터가 올바르게 접속되지 않는 등 인쇄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Print Target Data>화면이 표시됩니
다.

허용오차 설정

각 기준색에 대한 합/불 판정에 사용될 허용오차를 설정합니다.

Memo •  각각의 기준색에대한 허용오차를 설정하기전에, 장비레는 기본적인 허용오차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age 87의  “Default Tolerance Setting”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허용오차의 설정 항목은 관찰 조건에서 현재 선택한 표색계나 색지수와 동일한 항목입니다.• 

별매 색 관리 소프트웨어인 “SpectraMagic™ NX”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허용오차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조작 순서]         <Target Data Functions>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Current” 탭으
로 이동하고,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Tolerance”로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
니다.
<Tolerance>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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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십자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OK/Edit] 버튼을 눌러 내용을 변경합니다.3.
• 채크된 항목이 없을 경우 [OK/Edit] 버튼을 누르면 항

목이 채크되고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게됩니다.

• 채크된 항목이 없을 경우 [OK/Edit] 버튼을 누르면 항목
이 채크됩니다. 십자키의       버튼을 누르면 파란색 커
서가 설정값입력란으로 이동합니다.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값위에 커서가 나타납니다. 십자키의
    나    를 눌러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Memo 나     를 누르면 설정값의 자릿수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설정값
 0.1 ~ 20.0

* x와 y의 설정값은 0.001 ~ 0.200.
• 항목을 변경할 때마다 [OK/Edit] 버튼을 눌러 변경

내용을 적용시켜 주십시오.

4. 설정을 완료하면 십자키 버튼의 나 [MENU] 버튼을
눌러 커서를 “Save”로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
릅니다.
설정값이 적용되면 <Target Data Function> 화면으로 돌아
옵니다.
Memo    설정 도중 [Back] 버튼을 누르면,<Save Confirmation>

화면이 표시됩니다. “OK”를 선택하면 설정값이 적용됩
니다. 
“Cancel”을 선택하면 설정값이 적용되지 않고  <Target 
Data Function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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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기준색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Notes 데이터가 보호되어 있는 경우, <Target Data Function> 화면에서 “Delete”가 선택되지 않습니다.

[조작순서] <Target Data Function>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Current” 탭으로 이
동하고,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Delete”로 이동시
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Delete Target Data>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를 사용하여 커서를 “OK” 로 이동시
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데이터가 삭제됩니
다.
• 삭제가 완료되면 <Target>화면으로 돌아옵니다.

• “Cancel”을 선택하면 삭제가 취소되고 <Target Data
Function>화면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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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메모리에 데이터 저장 방법

본 기기에 저장된 모든 기준색 데이터를 USB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사전에 장비와 USB 메모리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기기와 USB 메모리를 연결하는 방법은,
page 139의 “Connecting a USB Memory”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설정 조작 순서]          <Target Data Functions>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All” 탭으로 이동
하고,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Save”로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2. < Target List > 화면이 나타나고, 모든 기준색이 선택됩니
다.

• 체크를 해제하려면 원하는 기준색에 커서를 옮긴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 화면의 모든 기준색의 체크를 해제하려면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Page”  버튼으로 이동시키고,[OK/
Edit] 버튼을 누릅니다. 모든 기준색의 체크가 해제됩
니다.

•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면 장치 메모리의 
다른 페이지가 선택됩니다. 페이지를 변경해도 데
이터의 체크표시는 남아있습니다.

3. 기준색의 선택/해제가 완료되면 십자키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Save” 로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
을 누릅니다.

<Save Target Data> 화면과 저장될 이름 정보가 표시됩니
다.

4. 파일명을 변경하려면,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
하여 커서를“File Name”로 이동시킨 후 [OK/Edit] 버
튼을 누릅니다.
<Edit Name>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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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십자키 버튼      ,      ,       ,       으로 커서를 움직여 원하
는 문자를 선택한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문자는 문자입력란에 입력됩니다.

순서 5을 반복하여 필요한 문자를 추가로 입력합니다.6.
• 십자키의     와     로 커서를 문자입력란에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십자키 버튼으로 커서의 위치를 움직
여 파일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CAL] 버튼을 누르면 커서 왼쪽의 문자가 지워집
니다.
파일명은 최대 20 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7. 문자를 입력을 완료하면 [MENU] 버튼을 누르고,커서
를 “Save”로 움직인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설
정한 파일명이 적용되고 <Save Target Data> 화면으
로 돌아옵니다.

Memo 설정 도중 [Back] 버튼을 누르면, “Do you want to save
the changes?”라는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OK”를 선택
하면 설정값이 적용되며 <Save Target Data>화면으로돌
아옵니다. 
“Cancel”을 선택하면 설정값이 정용되지 않고  <Save 
Target Data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8. 표시된 파일명을 확인하고, 십자키의     나     버튼
을 사용하여 커서를 “Save Target Data”의  아이
콘으로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 <Saving…> 화면이 표시됩니다.
• 저장이 완료되면 <Target>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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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허용오차 설정

본 기기는 각 기준색 데이터마다 허용오차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허용오차를 설정하기 전에, 
본 기기에는 기본 허용오차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 허용오차를 설정합니다. 

 Memo    • 기준색에 허용오차를 설정하기 전에, 이미 기본 허용오차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색에 허용오차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 허용오차를 설정하여도 이미 허용오차가 지정되어 있는• 
기준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매 색 관리 소프트웨어인 “SpectraMagic™ NX”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허용오차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허용오차의 설정 항목은 관찰 조건에서 현재 선택한 표색계나 색지수와 동일한 항목입니다.• 

[설정 조작 순서]         <Target Data Function>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All” 탭으로 이동
하고,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Tolerance (Def.)”로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Tolerance (Def.)>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OK/Edit] 버튼을 눌러 내용을 변경합니다.3.
• 채크된 항목이 없을 경우 [OK/Edit] 버튼을 누르면 항

목이 채크되고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게됩니다.

채크된 항목이 없을 경우 [OK/Edit] 버튼을 누르면 항목•
이 십자키의       버튼을 누르면 파란색 커서가 설정값
입력란으로 이동합니다.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값위에 커서가 나타납니다. 십자키의      나     를
눌러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Memo 나     를 누르면 설정값의 자릿수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설정값 
 0.1 ~ 20.0

* x와 y의 설정값은 0.001 ~ 0.200.
• 항목을 변경할 때마다 [OK/Edit] 버튼을 눌러 변경

내용을 적용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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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정을 완료하면 십자키 버튼의    나 [MENU] 버튼을
눌러 커서를 “Save”로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값이 적용되면 <Target Data Function> 화면으로 돌아
옵니다.
Memo   설정 도중 [Back] 버튼을 누르면, <Save Confirmation>

화면이 표시됩니다. “OK”를 선택하면 설정값이 적용됩
니다. 
“Cancel”을 선택하면 설정값이 정용되지 않고  <Target 
Data Function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E88 E89

측
정

 준
비

2

데이터 보호

데이터를 보호하여 실수로 저장된 기준색 설정을 지우거나 변경할수 없게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
를 설정하면, <Target Data Function> 화면에서 “Edit Name”, “Tolerance”, “Delete”, “Statistic calculation”, 
“Delete All”를 설정할 수 없게됩니다.

[설정 조작 순서]         <Target Data Function>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All” 탭으로 이동
하고,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Data Protect”로 이
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Data Protect>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설정값
 ON: 데이터 보호합니다.
 OFF: 데이터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3.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값이 적용되며 <Target>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Notes 설정 도중 [Back] 버튼을 누르면, 설정값이 적용되지

않고 <Target Data Function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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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삭제

전체 기준색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Notes 데이터가 보호되어 있는 경우, <Target Data Function> 화면에서 “Delete All”이 선택되지 않습

니다.

[설정 조작 순서]          <Target Data Function>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All” 탭으로 이동
하고,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Delete All”로 이동
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Delete All Target>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를 사용하여 커서를 “OK” 로 이동시
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데이터가 삭제됩니
다.
• 전체 데이터 삭제가 완료되면 <Target>화면으로

돌아옵니다.
• “Cancel”을 선택하면 전체 삭제가 취소되고  <Target

Data Function>화면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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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설정

자동 백색 교정(100% 교정) ON/OFF

장비에 전원을 ON했을때 자동으로 백색 교정(100% 교정)을 수행할지를 설정합니다.

[설정 조작 순서]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Configuration>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Calibration Options”에 이동시킨 후 [OK/Edit] 버
튼을 누릅니다.
<Calibration Option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Calibration Option Settings> 화면의 각 항목에 현재
의 설정값이 표시됩니다.

3.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Automatic
White Cal.” 에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
다.
<Auto White Calibration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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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
설정값
 OFF :다음 장비를 ON했을때   자동 백색 교정

(100% 교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ON :  다음 장비를 ON했을때  자동 백색 교정
(100% 교정)을 사용합니다.  

Memo 자동 백색 교정을 ON한 경우, 전원을 ON했을 때 
<Welcome to Easy Setup Wizard!> 화면이 표시되기 
전에 백색 교정 (100% 교정)이 실행됩니다. 게다가  
<Welcome to Easy Setup Wizard!> 화면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한 경우, 전원을 ON했을 때 백색교정 
(100% 교정)이 실행된 후 <Sample>화면이 표시됩니
다. 이 상태에서 바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

은 항상 같은 환경조건에서 측정을 수행할 때 편리
합니다.
<Welcome to Easy Setup Wizard!> 화면이 표시되지 
않게하는 방법은 page 100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5.
선택한 항목이 적용되고 <Calibration Option Setting>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Calibration Option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6. 교정 옵션을 설정한 후, [Back] 버튼을 누르면
<Configuration>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십자키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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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 표시 설정 

측정 결과 표시에 대한 설정은 <Configuration> 화면에서 “Graph”를 선택하여 설정합니다.

[설정 조작 순서]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Configuration>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Graph” 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누릅니다.
<Graph and Data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3. 그래프 표시 옵션을 설정한 후, [Back] 버튼을 누르면
<Graph and Data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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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데이터 화면 설정의 ON/OFF

측정 결과 표시는 “Absolute”나 “Difference” 등 각종 화면으로 변경할 수 있고, 여기에 임의로 항목을 설정
한 “Custom Data” 화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Custom Data” 화면의 표시 유/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Memo “Custom”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은 별매 색 관리 소프트웨어인 SpectraMagic™ NX로 설정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SpectraMagic™ NX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설정 조작 순서]         <Graph and Data Settings>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Custom 
Data View Settings” 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Custom Data View Settings> 화면이 표시죕니다.

2.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Show Custom Data Screen>화면이 표시됩니다.

3. 십자키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설정값
 OFF : 측정 결과 화면에서  “Custom Data” 화면을 표

시하지 않습니다.
 ON :  측정 결과 화면에서 “Custom Data” 화면을 표

시합니다.

4.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항목이 적용되고, <Custom Data View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Custom Data View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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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ack] 버튼을 누릅니다.
<Graph and Data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색 판정 그래프 설정의 ON/OFF

측정 결과 표시는 “Absolute”나 “Difference” 등 각종 화면으로 변경할 수 있고, 여기에 “Assess. Graph”화
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Assess. Graph” 화면의 표시 유/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조작 순서]         <Graph and Data Settings>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Color
Assessment Settings”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Color Assessment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2.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Show Color Assess.>화면이 표시됩니다.

3. 십자키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설정값
 OFF : 측정 결과 화면에서 <Assess. Graph> 화면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ON :  측정 결과 화면에서 <Assess. Graph> 화면을

표시합니다.

Memo 색감 표현 설정을 ON한 경우,  <Diff.Graph> 화면 대신
<Assess. Graph> 화면이 표시됩니다.  
또한 <Difference> 화면에 색 평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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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Edit] 버튼을 누릅니다.4.
설정한 항목이 저장되고, <Color Assessment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Color Assessment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5. [Back] 버튼을 누릅니다.
<Graph and Data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분광 그래프 데이터 표시 설정

측정 결과 표시는 “Absolute”나 “Difference” 등 각종 화면으로 변경할 수 있고, 그 중 분광 그래프를 보여
주는 “Spectral”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Spectral” 화면에 분광 데이터의 표시 유/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조작 순서]         <Graph and Data Settings>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Spectral
Graph Settings” 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누릅
니다.
<Spectral Graph Settings>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Spectral
Data Display” 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누릅니
다.
<Spectral Data Display>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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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십자키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
다.
설정값
 Reflectance/Transmittance: “Spectral” 화면에 반사율

(또는 투과율)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Absorbance: “Spectral” 화면에 흡광도 그래프를 표시
합니다.

 Ref/Tra + Specific Wavelength: “Spectral” 화면에
반사율(또는 투과율) 그래프와 선택된 세 파장에 
대한 반사율(또는 투과율)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Absorbance + Specific Wavelength: “Spectral” 화면에
흡광도 그래프와 선택된 세 파장에 대한 흡광도 데
이터가 표시됩니다.

4.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한 항목이 적용되고, <Spectral Graph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Spectral Graph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5. 표시되는 분광 데이터의 파장을 변경하려면,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Specific
Wavelength 1” 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누릅
니다.
커서의 색이 파란색으로 변하며 커서의 위, 아래에 ▲와
▼ 모양의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6.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원하는 파장을
선택합니다.
• 각 버튼을 누를때마다 파장이 10 nm 씩 증가/감소합

니다.
• 십자키버튼의     나     를 누르고 있으면, 파장이 연속

적으로 10 nm 씩 증가/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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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Edit] 버튼을 누릅니다.7.
선택한 항목이 적용되고, <Spectral Graph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Spectral Graph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8. “Specific	 Wavelength	2”와  “Specific	 Wavelength
3”에 대해서도 순서 5 ~ 7을 반복하여 변경합니다.

9. 그래프에 기준색을 표시하고 싶은 경우,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Show Target”에 이동시
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10.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설정값
Off : 분광 그래프에 기준색 데이타 곡선을 표시하지
않는다.
On : 분광 그래프에 기준색 데이타 곡선을 표시한다.

11. 설정을 모두 변경했으면, [Back] 버튼을 누릅니다.
<Graph and Data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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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옵션 설정

화면 옵션을 설정하려면, <Configuration>화면의 “Screen Option”에서 설정합니다.

[설정 조작 순서]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Configuration>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creen
Option”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누릅니다.
<Screen Option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3. 화면 옵션을 설정한 후, [Back] 버튼을 누르면
<Configuration>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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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설정 마법사의 표시 ON/OFF

장비에 전원을 ON했을떄, <Welcome to Easy Setup Wizard!> 화면이 표시되고, 화면에 나타나는 순
서대로 진행하면 측정환경을 설정하거나 교정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Welcome to Easy 
Setup Wizard!> 화면의 표시 유/무를 설정합니다.

[설정 조작 순서]         <Screen Option Settings>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Wizard
Screen”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누릅니다.
<Wizard Screen Display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설정값
 OFF :  다음 장치를 ON했을 때 <Welcome to Easy

Setup Wizard!> 화면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ON :  다음 장치를 OFF했을 때  <Welcome to Easy 
Setup Wizard!> 화면을 표시합니다.

Memo OFF를 선택한 경우, 전원을 ON했을 때 <Welcome to  
Easy Setup Wizard!> 화면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동 백색 교정 설정을 ON한 경우, 전원을 ON했을 때  
자동으로 백색 교정(100% 교정)이 실행되고,  <Sample>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측정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항상 같은 환경 조건에서 측정 할때 
유용합니다. 
자동 백색 교정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page 91을 
참고하십시오.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3.
선택한 항목이 적용되고 <Screen Option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Screen Option Settings> 화면으로 돌
아옵니다.

Memo 간편 마법사의 표시 유/무는  <Welcome to Easy Setup  
Wizard!> 화면에서 “Display Quick Setting Wizard 
every time.”를 “Yes”로 체크하는 것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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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밝기 설정

LCD의 밝기는 5단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단계로 설정하면 전기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Memo 공장 출하시 밝기는 “3 (Standard)”입니다.

[설정 조작 순서]          <Screen Option Settings>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LCD
Brightness”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누릅니
다.
<LCD Brightness Setting>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설정값
 5 (Light)
 4
 3 (Standard)
 2
 1 (Dark)

3.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항목이 적용되고, <Screen Option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Screen Option Settings> 화면으로 돌
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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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설정

본 기기는 다음의 언어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English, Japanese, German, French, Spanish, Italian, Chinese, Portuguese.
Memo 공장 출하시의 언어는 “English”입니다.

Notes 본 기기의 백업 베터리가 방전되면, 설정한 언어와는 상관없이 “English”로 설정됩니다.

[설정 조작 순서]         <Screen Option Settings>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Language”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누릅니
다.
<Language>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3.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항목이 적용되고 <Screen Option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Screen Option Settings> 화면으로 돌
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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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및 시간 설정

날짜와 시간은 <Configuration>화면의 “System”에서 설정합니다.

[설정 조작 순서]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Configuration>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System”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누릅니다.
<System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3. 날짜와 시간을 설정한 후 [Back]버튼을 누르면
<Configuration>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시간 설정

본 기기에는 측정 시간과 날짜를 기록하는 시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날짜와 시간이 설정
된 후 출하되므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날짜와 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정 조작 순서]         <System Settings>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Date &
Time”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누릅니다.
<Data and Time Setting>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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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십자키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
[OK/Edit] 버튼을누릅니다
커서의 색이 파란색으로 변하며 커서의 위, 아래에 ▲
와 ▼ 모양의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3. 십자키 버튼을 사용하여 값을 변경합니다.

Settings
 Year : 2009 ~ 2050
 Month : 1 ~ 12
 Day :  1 ~ 28, 29, 30 ~ 31
 Hour      : 0 ~ 23
 Minute  : 0 ~ 59
 Second   : 0 ~ 59

• 각 버튼을 누를때마다 값이 1씩 증가/감소합니다.

• 십자키버튼의     나     를 누르고 있으면, 값이
연속적으로 증가/감소합니다.

4.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이 적용됩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5. 날짜 (Year/Month/Day)와 시간 (Hour:Minute:
Second) 항목도 순서 2 ~ 5 를 반복하여 설정합니
다.

6. 필요한 모든 설정을 변경하면 [Back] 버튼을 누릅
니다.
<System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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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형식 설정

화면에 표시되는 날짜의 형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조작 순서]  <System Settings>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Date
Format”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Date Format>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설정값
 YYYY/MM/DD :  년/월/일 형식으로 날짜를 표시

  합니다.
 MM/DD/YYYY

  
: 월/일/년 형식으로 날짜를 표시
합니다.

 DD/MM/ YYYY : 일/월/년 형식으로 날짜를 표시
합니다.

3.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항목이 적용되고 <System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System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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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조건의 일괄 설정

다양한 환경 조건 (display conditions, measurement conditions, 등.)을 사전에 파일로 저장하고, 불러들임
으로서 본 기기에 환결조건을 일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작 순서]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Configuration>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     ,     ,     를 사용하여 커서를
“Output”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누릅니다.
<Output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3. USB 접속단자에 USB 메모리를 장착한 후, 십자키 버
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Save Condition”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Save Condition File> 화면에 임의의 파일명이 표시됩니
다.

Notes USB 메모리를 연결한 경우에만 “Save Condition” 옵션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파일명을 변경하려면,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
하여 커서를 “File Name”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
튼을 누릅니다.
<Edit Name>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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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십자키 버튼      ,      ,       ,       으로 커서를 움직여 원하
는 문자를 선택한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문자는 문자입력란에 입력됩니다.

6. 순서 5을 반복하여 필요한 문자를 추가로 입력합니
다.
• 십자키의     와     로 커서를 문자입력란에 이동시킬수

있습니다. 이때 십자키 버튼으로 커서의 위치를 움직
여 파일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CAL] 버튼을 누르면 커서 왼쪽의 문자가 지워집니
다.
파일명은 최대 20 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7. 문자를 입력을 완료하면 [MENU] 버튼을 누르고,커서
를 “Save”로 움직인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값이 적용되고 <Save Condition File> 화면으로 돌아
옵니다.

Memo 설정 도중 [Back] 버튼을 누르면, “Do you want to save
the changes?”라는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OK”를 선택
하면 설정값이 적용되며 <Save Condition File>화면으
로돌아옵니다. 
“Cancel”을 선택하면 설정값이 정용되지 않고  <Save 
Condition File>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8. 파일명이 결정되면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
여 커서를  로 움직인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
다.
• <Saving…> 화면이 표시됩니다.
• 저장이 완료되면 <Output Settings> 화면으로 돌아

옵니다.
Memo 환경설정 파일에는 현재 장비에 설정되어있는

다음의 각 항목들이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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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화면  “Meas. Type”, “Meas. Area”, “SCI/SCE”
 “Auto Measurement (1-10)”, “Manual Measurement (1-30)”<Measurement Options> 화면

<Color Settings> 화면  “Color Space”, “Color Index”, “Observer”, “Illuminant 1”, 
“Illuminant 2”

<Calibration Option Settings> 화면  “Calibration Data”
 “Custom Data View Settings”, “Color Assessment Settings”
 “Serial Printer Settings”, “USB Memory Stick Settings”
 “LCD Brightness”

<Graph and Data Settings> 화면 
<Output Settings> 화면
<Screen Option Settings> 화면
• 저장된 파일의 확장자는 “.cnd”입니다.
• 환경 설정 파일은 별매 색 관리 소프트웨어인 SpectraMagic™ NX를 사용해서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

합니다. SpectraMagic™ NX에서 환경 설정 파일을 작성하면 위 항목 이외에도 “User Index”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pectraMagic™ NX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설정 조작 순서]

1. 장비의 전원을 ON합니다.
초기화면 표시후, <Welcome to Easy Setup Wizard!> 화면
이 표시됩니다.

2. 환경 설정 파일 (.cnd)이 포함된 USB 메모리를 연결한
후,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Use
Condition File”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누릅니
다.
<Select the Condition File>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원하는 환경 설
정 파일을 선택한 후 [OK/Edit] 버튼을누릅니다.

Memo 설정 파일이 6개 이상일 경우 십자키의    나     를
사용하여 다음 페이지로 넘길 수 있습니다.

• <Loading…> 화면이 표시됩니다.
• 환경 설정을 다 불러오면, <Measurement Condition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Notes • 환설 조건을 설정하면 제로 교정(0% 교정)과

백색 교정 (100% 교정)을 실시합니다. page 52의 
“Calibration”으로 가주십시오.

• 장비의 전원을 ON한 후에는 다시 제로 교정 (0%
교정과 백색 교정 (100% 교정) 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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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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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Notes • 측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백색 교정 (100% 교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page 55 “White 
Calibration (100% Calibration)”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색차를 표시하려면, 측정하기 전에 기준색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측정 환경 (주변 온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주십시오.• 

[설정 조작 순서]

1. <Sample> 화면 이외의 화면이 표시되고 있을 경
우, [TARGET/SAMPLE] 버튼을 누릅니다.
<Sample> 화면이 표시됩니다.
• [Detail/List] 버튼을 누를때마다 <Sample> 상세 화면과

<Sample> 목록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Memo <Sample>상세 화면이나 <Sample> 리스트 화면 어느
화면에서든 측정할 수 있습니다.

2. 측정 유형에 따라 시료를 타겟 마스크 위나 투과시료
실에 설치합니다. Specimen

3. (측정 가능) 아이콘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한 후
[MEAS] 버튼을 누릅니다.
시료가 측정되고 화면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 샘플 번호는 측정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Memo 메모리에 저장된 샘플값의 수가 4000을 초과하면, 번호
는 항상 4000으로 고정되고, 가장 오래된 측정 데이터

를 순차적으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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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 표시

측정이 완료되면, 설정한 측정 조건에 따른 측정 결과가 LCD에 표시됩니다.
일반적인 측정 결과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Memo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면 측정 화면의 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바꾸는
자세한 내용은 page 118 “Switching the Display Contents of the Measurement Results”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면 샘플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샘플값> 상세 화면 : 절대값

1

10

2 3 4 5 6
12 13

14

18

171615

7 8 9
11

1 현재 선택된 기준색 데이터 번호
2 백색 교정 완료
3 측정 가능
4 USB 메모리 연결 (연결되지 않은 경우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5 시리얼 프린터의 자동 인쇄 설정 ON (OFF인 경우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6 현재 시간
7 설정된 측정 유형 (Ref: 반사 측정, Tra: 투과 측정, Pet: 페트리디쉬 측정, Liq: 액체 측정)

8 설정된 측정 면적
9 설정된 정반사광처리 모드
 상태표시줄의 1 ~ 9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ge 22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0 샘플 데이터 번호
11 측정한 날짜 및 시간
12 측정시 사용된 측정 유형  (Ref: 반사 측정, Tra: 투과 측정, Pet: 페트리디쉬 측정, Liq: 액

체 측정)
13 측정시 사용된 측정 면적
14 측정시 사용된 정반사광처리 모드
15 샘플 데이터에 대한 의사색 표현
16 샘플명
17 측정시 사용된 기준색 데이터 번호
18 샘플 데이터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탭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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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값> 상세 화면: “Difference” 탭






18

18 샘플 데이터(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색차의 허용오차를 기반으로 합/불 판정하여 불합격된 샘플 데이터는 빨간색으로 강

조되어 표시됩니다.
 합/불 판정: “합격”인 샘플은 배경이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불합격”인 샘플은 배경이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색감 표현 설정이 ON으로 설정된 경우, 색감이 표시됩니다. 색감 표현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page 95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샘플값> 상세 화면: “Abs. & Diff.”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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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샘플 데이터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광원이 설정되어있는 경우의 데이터 화면입니다. 위쪽이 주광원의 샘플 데이터이고,•
아래쪽이 제 2광원의 샘플데이터입니다.

 색차의 허용오차를 기반으로 합/불 판정하여 불합격된 샘플 데이터는 빨간색으로 강조
되어 표시됩니다.

 합/불 판정: “합격”인 샘플은 배경이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불합격”인 샘플은 배경이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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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값> 상세 화면: “Custom”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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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샘플 데이터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탭은 “Show Custom Data Screen” 설정이 ON으로 되어있는 경우 표시할 수 있습니다.

“Show Custom Data Screen” 설정을 ON/OFF하는 방법은 page 94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색차의 허용오차를 기반으로 합/불 판정하여 불합격된 샘플 데이터는 빨간색으로 강조

되어 표시됩니다.
Memo 커스텀 화면에 표시하는 항목은 별매 색 관리 소프트웨어인 SpectraMagic™ NX로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pectraMagic™ NX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샘플값> 상세 화면: “Abs.Graph”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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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샘플 데이터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L* 축 (L* a* b* 그래프)
 a* 축 (L* a* b*  그래프)
 b* 축 (L* a* b*  그래프)
 각 축의 스케일
 샘플의 측정점: 하늘색 원으로 표시됩니다 ().
 기준색의 측정점: 핑크색 사각형으로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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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값> 상세 화면: “Diff.Graph” 탭







18





 



18 샘플 데이터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ΔL* 축 (색차 그래프)
 Δa* 축 (색차 그래프)
   Δb* 축 (색차 그래프)
 각 축의 스케일
 색차의 허용오차 
 샘플의 측정점: 하늘색 원으로 표시됩니다 ().
 기준색의 측정점: 그래프의 원점에 위치합니다.
 색차의 허용오차를 기반으로 합/불 판정하여 불합격된 샘플 데이터는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표시됩니다.

Notes 샘플 데이터에 대한 기준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그래프상에 측정점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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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값> 상세 화면: “Assess.Graph”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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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샘플 데이터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명도 축
 채도 축
 색상 축 
 각 축의 스케일 
 샘플의 측정점: 하늘색 원으로 표시됩니다 ().
 기준색의 측정점: 그래프의 원점에 위치합니다.

Notes 샘플 데이터에 대한 기준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그래프상에 측정점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기준색이 a* = 0.0 또는 b* = 0.00인 경우, 그래프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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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값> 상세 화면: “Spectral”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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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샘플 데이터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분광 반사율의 축
 분광 반사율 차의 축
 각 축의 스케일
 분광 그래프 설정에서 “Spectral Wavelength 1”로 설정한 파장의 위치 :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됩니다.
 분광 그래프 설정에서 “Spectral Wavelength 2”로 설정한 파장의 위치 :

노란색 파전으로 표시됩니다.
 분광 그래프 설정에서 “Spectral Wavelength 2”로 설정한 파장의 위치 :

노란색 한점 파선으로 표시됩니다.
 분광 그래프 설정에서 “Spectral Data Display”를 ON한 경우, 선택한 파장의 분광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Spectral Data Display”를 OFF한 경우 분광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고, 분광 그래
프가 화면 전체에 표시됩니다. 분광 그래프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ge 96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샘플의 분광 반사율 그래프: 하늘색 실선으로 표시됩니다.
 분광 반사율 차 그래프: 검은색 파선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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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값> 목록 화면

[Detail/List] 버튼을 누를 때마다 <Sample> 상세 화면과 <Sample> 목록 화면이 변경됩니다.

Memo <Sample>상세 화면이나 <Sample> 리스트 화면 어느 화면에서든 측정할 수 있습니다.

11

10
15
16

12

13

14
17

10 샘플 데이터 번호
11 측정한 날짜 및 시간
12 측정시 사용된 측정 유형 (Ref: 반사 측정, Tra: 투과 측정, Pet: 페트리디쉬 측정, Liq: 액
     체 측정) 
13 측정시 사용된 측정 면적
14 측정시 사용된 정반사광처리 모드
15 샘플 데이터에 대한 의사색 표현
16 샘플명
17 측정시 사용된 기준색 데이터 번호



E118 E119

측정 결과 표시 전환

측정 결과의 표시 내용은 <Sample> 상세 화면에서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변환할 수 있
습니다. 표시 내용은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Memo 메모리에 저장된 샘플값의 수가 4000을 초과하면, 번호는 항상 4000으로 고정되고,  가장 오래된 측정 데이
터를 순차적으로 삭제합니다.

설정

1 절대값

2 “Difference” tab 3
“Abs. & 

Diff.” tab

4
“Custom” 

tab

5
“Abs.Graph” 

tab

6
“Diff.Graph” 

tab

7
“Assess.

Graph” tab

8 “Spectral” tab

표색계 제 2 광원
커스텀 데이터 화면

설정
색감 표현

분광 데이터 
표시

Color 
Assessment

Spectral 
data

L*a*b*, L*C*h

None (초기 설정)

OFF (초기 설정)
OFF (초기 설정)      ON (초기 설정)   ×    

OFF   ×    ×

ON ON (초기 설정)       
OFF       ×

ON
OFF (초기 설정)      ON (초기 설정)   ×     

OFF   ×     ×

ON ON (초기 설정)        
OFF        ×

Other than None

OFF (초기 설정)
OFF (초기 설정)      ON (초기 설정)   ×     

OFF   ×     ×

ON ON (초기 설정)        
OFF        ×

ON
OFF (초기 설정)      ON (초기 설정)   ×      

OFF   ×      ×

ON ON (초기 설정)         
OFF         ×

Hunter Lab

None (초기 설정)

OFF (초기 설정)

  ×    
OFF   ×    ×

ON ON (초기 설정)   ×    
OFF   ×    ×

ON

  ×     
OFF   ×     ×

ON ON (초기 설정)   ×     
OFF   ×     ×

Other than None

OFF (초기 설정)

  ×     
OFF   ×     ×

ON ON (초기 설정)   ×     
OFF   ×     ×

ON

  ×      
OFF   ×      ×

ON ON (초기 설정)   ×      
ON OFF   ×      ×

Yxy, XYZ

None (초기 설정)

OFF (초기 설정)

  ×  
OFF   ×  ×

ON ON (초기 설정)     
OFF     ×

ON

  ×   
OFF   ×   ×

ON ON (초기 설정)      
OFF      ×

Other than None

OFF (초기 설정)

  ×   
OFF   ×   ×

ON ON (초기 설정)      
OFF      ×

ON

  ×    
OFF   ×    ×

ON ON (초기 설정)       
OFF       ×

Munsell (C), Munsell (D65), 
Gardner, Hazen/APHA, 
Iodine, Ph.EU, US 
Pharmacopeia

None (초기 설정) 
Other than None

OFF (초기 설정)

  
OFF   ×

ON ON (초기 설정)   
OFF   ×

ON

   
OFF    ×

ON ON (초기 설정)    
OFF    ×

OFF (초기 설정)      ON (초기 설정)

OFF (초기 설정)      ON (초기 설정)

OFF (초기 설정)      ON (초기 설정)

OFF (초기 설정)      ON (초기 설정)

OFF (초기 설정)      ON (초기 설정)

OFF (초기 설정)      ON (초기 설정)

OFF (초기 설정)      ON (초기 설정)

OFF (초기 설정)      ON (초기 설정)

OFF (초기 설정)      ON (초기 설정)

OFF (초기 설정)      ON (초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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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legend   : The tab is displayed.
× : The tab is displayed, but no item will be displayed.

: The tab is not displayed.

Switching the Display Contents of the Measurement Results
The contents of the measurement result display can be changed by pressing the  or button of the cross key 
on the <Sample> detail screen. The contents to be displayed will vary depending on the setting.
Memo When the number of sample data sets stored in the memory reaches 4000, the number assigned to the subsequent 

sample data will always be No. 4000, and the oldest data will be deleted one at a time.

Setting
1 Absolute

2 “Difference” 탭    3
“Abs. & 
Diff.” 탭

4
“Custom” 

탭

5
“Abs.Graph” 

탭

6
“Diff.Graph” 

탭

7
“Assess.

Graph” 탭

8 “Spectral” 탭

Color Space Illuminant 2 Custom Data View 
Settings Color Assessment Spectral Data 

Display
색감
표현

분광
데이터

L*a*b*, L*C*h

None (Initial setting)

OFF (Initial setting)
OFF (Initial setting) ON (Initial setting)   ×    

OFF   ×    ×

ON ON (Initial setting)       
OFF       ×

ON
OFF (Initial setting) ON (Initial setting)   ×     

OFF   ×     ×

ON ON (Initial setting)        
OFF        ×

Other than None

OFF (Initial setting)
OFF (Initial setting) ON (Initial setting)   ×     

OFF   ×     ×

ON ON (Initial setting)        
OFF        ×

ON
OFF (Initial setting) ON (Initial setting)   ×      

OFF   ×      ×

ON ON (Initial setting)         
OFF         ×

Hunter Lab

None (Initial setting)

OFF (Initial setting)
OFF (Initial setting) ON (Initial setting)   ×    

OFF   ×    ×

ON ON (Initial setting)   ×    
OFF   ×    ×

ON
OFF (Initial setting) ON (Initial setting)   ×     

OFF   ×     ×

ON ON (Initial setting)   ×     
OFF   ×     ×

Other than None

OFF (Initial setting)
OFF (Initial setting) ON (Initial setting)   ×     

OFF   ×     ×

ON ON (Initial setting)   ×     
OFF   ×     ×

ON
OFF (Initial setting) ON (Initial setting)   ×      

OFF   ×      ×
ON ON (Initial setting)   ×      
ON OFF   ×      ×

Yxy, XYZ

None (Initial setting)

OFF (Initial setting)
OFF (Initial setting) ON (Initial setting)   ×  

OFF   ×  ×

ON ON (Initial setting)     
OFF     ×

ON
OFF (Initial setting) ON (Initial setting)   ×   

OFF   ×   ×

ON ON (Initial setting)      
OFF      ×

Other than None

OFF (Initial setting)
OFF (Initial setting) ON (Initial setting)   ×   

OFF   ×   ×

ON ON (Initial setting)      
OFF      ×

ON
OFF (Initial setting) ON (Initial setting)   ×    

OFF   ×    ×

ON ON (Initial setting)       
OFF       ×

Munsell (C), Munsell (D65), 
Gardner, Hazen/APHA, 
Iodine, Ph.EU, US 
Pharmacopeia

None (Initial setting)
Other than None

OFF (Initial setting)
OFF (Initial setting) ON (Initial setting)   

OFF   ×

ON ON (Initial setting)   
OFF   ×

ON
OFF (Initial setting) ON (Initial setting)    

OFF    ×

ON ON (Initial setting)    
O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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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데이터 조작 

<Sample Data Function> 화면에서, 샘플 데이터에 대하여 다음의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Current” 탭

: USB 메모리에 현재의 샘플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Save
Statistics•
Edit Name•
Print•
Delete

: 목록 화면에서 여러 샘플값을 사용하여 통계적 연산을 수행합니다.
: 현재의 샘플 데이터에 이름을 지정합니다.
: 현재의 샘플 데이터를 인쇄합니다.
: 현재의 샘플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All” tab
Save :  USB 메모리에 여러  샘플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 옵션을 USB 메모리가 연결된•

Auto Target•
Delete All

상태에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측정시 색차가 가장 작은 기준색을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 모든 샘플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조작 순서]

1. <Sample> 상세 화면에서,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Sample Data Function>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탭을 변경하고,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원하는 항목으로 이동
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항목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각 항목의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읽어 주
십시오.

3. <Sample> 상세 화면으로 돌아오려면 [Back] 버튼을 누
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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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메모리에 현재의 샘플 데이터를 저장한는 방법

USB 메모리에 현재의 샘플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사전에 USB 메모리를 장비에 연결해야 합니다. USB 메모리를 장비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page 
139의 “Connecting a USB Memory”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조작 순서] <Sample Data Function>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탭을 변경하고,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Save”로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3. <Save Sample Data> 화면에 임의의 파일명이 표
시됩니다.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파일명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튼을누릅니다.

4. <Edit File Name > 화면이 표시됩니다.

십자키 버튼으로 커서를 움직여 원하는 문자를 선택
한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문자는 문자입력란에 입력됩니다..

5. 순서 3을 반복하여 필요한 문자를 추가로 입력합
니다.
• 십자키의     와      로 커서를 문자입력란에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십자키 버튼으로 커서의 위치를 움
직여 파일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CAL] 버튼을 누르면 커서 왼쪽의 문자가 지워집니다.•

파일명은 최대 20 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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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자를 입력을 완료하면 [MENU] 버튼을 누르고,커
서를 “Save”로 움직인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
다.
설정값이 적용되고 <Save Sample Data> 화면으로 돌아
옵니다.
Memo 설정 도중 [Back] 버튼을 누르면, “Do you want to save

the changes?”라는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OK”를 선택하면 설정값이 적용되며 <Save Sample 
Data>화면으로돌아옵니다. 
“Cancel”을 선택하면 설정값이 정용되지 않고  <Save 
Sample Data>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7. 파일명이 결정되면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
하여커서를     로 움직인 후 [OK/Edit] 버튼을 누릅
니다.
<Saving…> 화면이 표시됩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Sample> 상세화면으로 돌아옵
니다.
Memo 파일 형식을 CM-S100w 형식으로 설정한 경우,

측정된 색차 데이터는 설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
장됩니다. 자세한 파일 형식 설정에 대해서는 page 
139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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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데이터의 통계적 연산 수행

장비에 저장된 샘플 데이터로 통셰적 연산을 수행합니다. 계산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목록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산이 수행된 후, 통계적 연산을 하기위해 선택된 샘플들의 평균값을 새로운
샘플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5.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Current”탭을 
선택하고,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Statistic
calculation”로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
니다.

<Sample List> 화면이 나타납니다.6.

7.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통계적 연산에 사
용할 샘플 데이터를 선택하고 [OK/Edit] 버튼을 누릅
니다.
• 샘플을 선택하면 샘플 데이터 왼쪽에 채크 표시

가 나타납니다.
• 동일한 환경 조건 (측정 유형, 측정 면적, 정반사광처

리, 연결된 기준색)에서 측정한 샘플 데이터들로만
통계적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선택을 취소하려면 채크 표시가 있는 샘플 데이터에 커
서를 이동시키고 다시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 화면에 나타난 모든 샘플을 선택하려면,       나 버튼
을 사용하여 커서를 “Page”에 이동시키고 [OK/Edit] 버
튼을 누릅니다. 모든 샘플의 왼쪽에 채크표시가 생깁니
다.

•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면, 장비에 저장된다
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다른페이지
에 있는 데이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사용할 샘플 데이터를 선택한 후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OK”버튼에 이동시키고 [OK/
Edit]버튼을 누릅니다.
<Statistic calculation> 화면이 표시됩니다.
• 평균값을 저장하려면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

하여 커서를 [Save] 버튼에 이동시킨 후 [OK/Edit]버튼
을누릅니다. 데이터가 저장되면 아래에 “Averaged”라
고 이름이 지정되며, <Statistic calculation> 화면이 닫
힙니다.

• 저장하지않고 <Statistic calculation> 화면에서 나가려면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Cancel]버튼에 커
서를 이동시킨 후 [OK/Edit]버튼을 누릅니다.
<Sample List>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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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변경

샘플명을 지정합니다.

[조작 순서] <Sample Data Function>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Current”탭을 
선택하고,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Edit 
Name”로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Edit Name>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      ,      ,       , 으로 커서를 움직여 원하
는 문자를 선택한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파일명은 최대 20 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문자는 문자입력란에 입력됩니다.•

3. 순서 2을 반복하여 필요한 문자를 추가로 입력합니다.

• 십자키의     와     로 커서를 문자입력란에 이동시킬수
있습니다.
이때 십자키 버튼으로 커서의 위치를 움직여 파일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CAL] 버튼을 누르면 커서 왼쪽의 문자가 지워집니다.•

4. 문자를 입력을 완료하면 [MENU] 버튼을 누르고,커
서를 “Save”로 움직인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값이 정용되고 <Sample> 상세 화면으로 돌아옵니
다

Memo 설정 도중 [Back] 버튼을 누르면, “Do you want to save
the changes?”라는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OK”를 선택
하면 설정값이 적용되며 <Sample> 상세 화면으로 돌
아옵니다. 
“Cancel”을 선택하면 설정값이 정용되지 않고  
<Sample> 상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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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샘플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사전에 시리얼 프린더와 장비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기기와 시리얼 프린터를 연결하는 방
법에 대해서는 “Printer Connection” (Page 142)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Notes 접속이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접속이 제대로 되어 있어도 프린터의 전원이 꺼져있는 등 인쇄가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작 순서] <Sample Data Functions>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Current”탭을 
선택하고,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Print”로 이
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2. [OK/Edit]버튼을 누릅니다. <Print Sample Data> 화면
이 표시되고 연결된 프린터로부터 데이터가 인쇄됩니
다.
인쇄가 완료되면 <Sample>화면으로 되돌아옵니다.

Notes 프린터가 올바르게 접속되지 않는 등 인쇄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Print Target Data>화면이 표시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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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샘플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조작 순서] <Sample Data Functions>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Current”탭을 선
택하고,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Delete”로 이동시
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Delete Sample Data>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를 사용하여 커서를 “OK” 로 이동시
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Memo 삭제가 진행되면 기존 샘플 데이터의 번호는 하나씩

줄어듭니다.

• 삭제가 완료되면 <Sample>화면으로 돌아옵니다.

• “Cancel”을 선택하면 삭제가 취소되고 <Sample> 상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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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메모리에 데이터 저장 방법

본 기기에 저장된 모든 샘플 데이터를 USB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사전에 장비와 USB 메모리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기기와 USB 메모리를 연결하는 방법은, page 
139의 “Connecting a USB Memory”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조작 순서] <Sample Data Function>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All” 탭으로 이동
하고,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Save”로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2. < Sample List > 화면이 나타나고, 사전에 모든 샘플이 선
택됩니다.

• 체크를 해제하려면 원하는 샘플에 커서를 옮긴 후 [OK/
Edit] 버튼을 누릅니다.

• 화면의 모든 샘플 데이터의 채크를 해제하려면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Page”  버튼으로 이동시키고,[OK/
Edit] 버튼을 누릅니다.
모든 샘플 데이터의 체크가 해제됩니다.

•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면 장치 메모리의 다른
페이지가 선택됩니다. 페이지를 변경해도 데이터의 채
크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3. 샘플의 선택/해제가 완료되면 십자키의      나     를사용하
여 커서를 “Save” 로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
다.

<Save Sample Data> 화면과 저장될 이름 정보가 표시됩니
다.

4. 파일명을 변경하려면,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
하여 커서를“File Name”로 이동시킨 후 [OK/Edit] 버
튼을 누릅니다.
<Edit Name>화면이 표시됩니다..



E128 E129

5. 십자키 버튼      ,      ,       ,       으로 커서를 움직여 원하
는 문자를 선택한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문자는 문자입력란에 입력됩니다.

6. 순서 5을 반복하여 필요한 문자를 추가로 입력합
니다.
• 십자키의     와     로 커서를 문자입력란에 이동시킬 수있

습니다. 이때 십자키 버튼으로 커서의 위치를 움직여 파
일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CAL] 버튼을 누르면 커서 왼쪽의 문자가 지워집니
다.
파일명은 최대 20 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7. 문자를 입력을 완료하면 [MENU] 버튼을 누르고,커서
를 “Save”로 움직인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한 파일명이 적용되고 <Save Sample Data>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Memo 설정 도중 [Back] 버튼을 누르면, “Do you want to save
the changes?”라는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OK”를 선택
하면 설정값이 적용되며 <Save Sample Data>화면으로
돌아옵니다. 
“Cancel”을 선택하면 설정값이 정용되지 않고  <Save 
Sample Data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8. 표시된 파일명을 확인하고, 십자키의     나 버튼
을 사용하여 커서를 “Save Sample Data”의 아이
콘으로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 <Saving…> 화면이 표시됩니다.
• 저장이 완료되면 <Sample>화면이 표시됩니다.

Memo 파일 형식을 CM-S100w 형식으로 설정한 경우, 측정
된 색차 데이터는 설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장됩
니다. 자세한 파일 형식 설정에 대해서는 page 139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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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기준 설정 

측정시 색차값 (ΔE*ab)이 최소가되는 기준색을 자동 설정합니다.

Memo 기준색은 정반사광처리 등의 측정 환경 조건이 같은것 중에서 선택됩니다.

Notes 특정 기준색과 샘플의 색차를 비교하고 싶을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기능을 ON으로 설정하기전에 측정된 샘플 데이터에는 자동 기준 설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정 조작 순서] <Sample Data Function>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All” 탭으로 이동
하고,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Auto Target”로 이
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Auto Target>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ON” 
이나 “OFF”로 이동시킵니다.
설정값
 ON: 측정시 자동 기준 기능을 사용합니다.
 OFF: 자동 기준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항목이 적용되고 <Sample> 상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Sample> 상세 화면으로 돌
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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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삭제 

전체 샘플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조작 순서] <Sample Data Functions>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All” 탭으로 이동
하고,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Delete All”로 이동
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Delete All Samples>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를 사용하여 커서를 “OK” 로 이동시
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데이터가 삭제됩니
다.
• 전체 데이터 삭제가 완료되면 <Sample> 화면으로 돌

아옵니다.
• “Cancel”을 선택하면 전체 삭제가 취소되고 <Sample>

상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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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 측정

측정하거나 기준색을 설정할 경우, 평균값 측정 기능을 사용하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CM-5의 평균값 측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Manual Measurement :  시료의 색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 시료의 여러 지점을 랜덤으로 측정하여 측정된•
분광 반사율/투과율 데이터의 평균값을 계산함으로써 시료 전체의 평균 데이
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Auto Measurement :  시료의 동일한 위치를 설정한 횟수만큼 연속으로 측정하고 그 분광 반사율/투과율•
데이터의 평균값을 계삼함으로써 샘플 데이터의 정밀도를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평균값 측정 기능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 평균 측정과 수동 
평균 측정 양쪽의 설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age 64 “Auto Measurement”와  page 
65 “Manual Measurement”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Notes 평균값 측정은 샘플 데이터의 분광 반사율/투과율의 평균값을 산출하고, 그 평균값에서 표색계의 값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샘플값의 표색계 평균값과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동 측정

시료의 색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 시료의 여러 지점을 랜덤으로 측정하여 측정된 분광 반사율/투과율 데
이터의 평균값을 계산함으로써 시료 전체의 평균 데이터를 얻기위해 사용합니다.

Notes 수동 평균 측정을 사용하기전에 반드시 수동 평균 기능을 설정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page 65 “Manual Measurement”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조작 순서]

1. <Sample> 화면이 아닌 다른 화면이 표시되어 있
는 경우, [Target/Sample] 버튼을 누릅니다.
• <Sample> 화면이 표시됩니다.
• [Detail/List] 버튼을 누를때마다 <Sample> 상세 화면과

<Sample> 목록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Memo <Sample> 상세 화면이나 <Sample> 목록 화면 어느  
화면에서든 측정할 수 있습니다.

2. 측정 유형에 따라 시료를 타겟 마스크 위나 투과시료실
에 설치합니다.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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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가능) 아이콘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한 후
[MEAS] 버튼을 누릅니다.
시료가 측정되고 <Manual Average Measurement> 화면
이 표시됩니다.
<Manual Average Measurement> 화면에는 측정을 실시
한 횟수만큼 통계적 연산처리한 결과가 표시됩니다.

Memo • 십자키 버튼의      나     을 사용하여 커서를 “Finish”
에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르면, 설정한 횟

수 만큼 측정하기전에 수동 평균 측정을 종료하고 
측정한 횟수만큼만 평균값을 계산합니다.
<Sample> 화면에 새로운 샘플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 십자키 버튼의    나 을 사용하여 커서를 “Cancel” 
에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르면, 수동 평균
측정이 취소됩니다.

4. 시료의 측정위치를 변경시킨 후 순서 1 ~ 3을 반복하
여 설정한 횟수만큼 측정합니다.
설정한 횟수만큼의 측정이 완료되면, 계산된 최종 결과
가 표시됩니다. “Finish”에 커서를 이동시킨 후 [OK/
Edit] 버튼을 누릅니다. <Sample> 화면에 새로운 샘플 데
이터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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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측정 

시료의 동일한 위치를 설정한 횟수만큼 연속으로 측정하고 그 분광 반사율/투과율 데이터의 평균값을 계
삼함으로써 샘플 데이터의 정밀도를 향상시킵니다.

Notes 자동 평균 측정을 사용하기전에 반드시 자동 평균 기능을 설정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page 64 “Manual Measurement”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조작 순서]

<Sample> 화면 이외의 화면이 표시되고 있을 경우,1.
[TARGET/SAMPLE] 버튼을 누릅니다.
<Sample> 화면이 표시됩니다.
• [Detail/List] 버튼을 누를때마다 <Sample> 상세 화면

과<Sample> 목록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Memo <Sample>상세 화면이나 <Sample> 리스트 화면 어느 
화면에서든 측정할 수 있습니다.

2. 측정 유형에 따라 시료를 타겟 마스크 위나 투과시료실
에 설치합니다. Specimen

3. (측정 가능) 아이콘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한 후
[MEAS] 버튼을 누릅니다.
시료가 측정되고 화면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Notes 자동 평균 측정은 도중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지정한 횟수만큼 측정이 완료되면, 평균 처리된 값
이 <Sample> 화면에 새로운 샘플 데이터로 표시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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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기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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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차에 대한 합/불 판정

CM-5는 기준색에 대한 허용오차를 설정하여 합/불  판정을 실시합니다.
허용오차의 설정 과정에 대해서는 page 82 “Tolerance Setting”과 page 87 “Default Tolerance Setting”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본 기기는 선택한 번호의 기준색 데이터와 허용오차 데이터에 근거하여 합/불 판정을 수행합니다.
기준색 데이터가 삭제된 경우, 기준색에 근거한 색차 표시 및 합/불 판정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
준색 데이터를 설정한여도 재연산 및 합/불 판정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삭제된 기준색 데이터 번호에 
새로운 기준색을 측정하여 설정하면, 색차및 합/불 판정이 수행됩니다.

허용 오차 기준 합/불 판정

색차를 측정할 경우, 그 값이 설정한 허용오차를 벗어나면 해당 항목을 빨간색으로 강조되고 판정 결
과는 “Fail”로 표시됩니다. 기준색에 대한 허용오차는 + 값과  - 값 모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허용오차를 기준으로한 합/불 판정은 아래의 순서로 실시합니다.

Notes 합/불 판정을 수행하기전에 미리 허용오차를 설정해 주십시오.

[조작 순서]

<Sample>화면에서 [TARGET/SAMPLE] 버튼을 누릅1.
니다.
<Target> 화면이 표시됩니다.
• [Detail/List] 버튼을 누를때마다 <Target> 상세 화면과

<Target> 목록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2. 십자키의      나     를 사용하여 원하는 기준색을 선
택합니다.
목록화면에서,      나     버튼을 누르면 다른 페이지로 이
동할 수 있습니다.

Memo 다음 순서로 허용오차 설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만약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순서 6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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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상세화면에서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3.
<Target Data Function> 화면이 표시됩니다.

4.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Current” 탭으
로 이동하고,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Tolerance”로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
니다.
<Tolerance> 화면이 표시됩니다.

5. 허용오차를 확인한 후 [Back] 버튼을 두번 누릅니
다.
<Target> 화면이 표시됩니다.

6. [Target/Sample] 버튼을 누릅니다.
<Sample>화면이 표시됩니다.

7. 측정 유형에 따라 시료를 타겟 마스크 위나 투과시료실
에 설치하고, [MEAS] 버튼을 누릅니다.
시료의 측정이 완료되면 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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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상세 화면: “Difference” 탭 또는 “Abs. & Diff.” 탭
 불합격한 항목은 빨간색으로 강조하여 표시됩니다. 또 

프린터에서 인쇄를 할 경우, 불합격 항목뒤에 “X”표시
가 같이 인쇄됩니다.

 불합격된 항목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Fail”로 표시됩
니다. 
모든 항목이 합격이어야, “Pass”로 표시됩니다.
프린터 출력의 경우 합격인 경우 “OK”로 인쇄되며, 
불합격인 경우 “NG”로 인쇄됩니다.

Memo 모든 항목이 합격인 경우에만 “Pass”로 표시됩니다. • 
• 기준색 데이터가 설정되어있지 않은 경우나 기준색 데이터가 삭제된 경우, 또는 허용오차 설정이 모두

OFF인 경우, 판정 결과가 표시되지 않고 “None”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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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장치 연결

CM-5에는 두 가지의 USB 접속 단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USB 메모리를 연결하기위한 단자이며, 또 하
나는 PC 연결용의 RS-232C 연결 단자입니다. USB 메모리를 연결하면 측정 데이터나 각종 환경 조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 USB 케이블(IF-A19)을 사용하여 PC와 연결하거나 프린터에 연결해 인쇄할 수
있습니다.

Notes USB 접속 단자와 RS-232C 연결 단자에는 지정된 다른 기기나 케이블 이외의 물건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본 기기는 외부 기기와 연결하여 통신하는 중, 강한 자기장이나 전자파에 의하여 통신에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전원을 OFF한 후 다시 ON 하여 사용하십시오.

USB 메모리 연결

USB 메모리에 본 기기에 저장되어있는 환경 조건, 측정 데이터, 기준색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습니
다. 환경 조건을 본 기기에 USB 메모리를 연결하여 읽어 들일 수 있으며, 이에따라 환경 조건을 일
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Notes • 보안이 적용된 USB 메모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SB 메모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연결하여 주십시오.• 
USB 메모리를 연결할 때, 접속 단자 안쪽까지 확실하게 들어갔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Memo USB 접속 단자는 USB 1.1에 준거하고 있습니다.

[조작 순서]

USB 메모리를 연결하거나 제거할 경우, 장비의 전원이 ON인 상태에서 수행하여 주십시오.

USB 메모리를 USB 접속 단자(A type)에 연결합니다.1.
확실하게 안쪽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
오.
USB 메모리가 연결되면,  (USB 메모리 연결됨) 아
이콘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파일 형식 설정

USB 메모리에 보존할 샘플 데이터나 기준색 데이터 파일의 형식을 설정합니다.

[조작 순서]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Configuration>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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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십자키 버튼      ,      ,       ,      으로 커서를 움직여
“Output”으로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Output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USB 
Memory Stick Settings”로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
을 누릅니다.
<USB Memory Stick Settings> 화면이 나타나며 현재 설정
되어있는 파일 형식이 표시됩니다.

4. 파일의 형식을 변경할 경우, [OK/Edit]	버튼을 누릅
니다.
<Data File Format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5.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원하는
항목을 이동시킵니다.
설정값
 CM    -   S100w:

SpectraMagic™ NX에서 읽기가 가능한 Binary 형식
의 파일

 CSV  1:
CSV 파일에 “,”로 데이터를 분리하고 “.”로 소수점을
표현하는 형식.

 CSV2:
CSV 파일에 “,”로 데이터를 분리하고 “,”로 소수점을 
표현하는 형식.

6.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T선택한 항목이 적용되며 <USB Memory Stick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USB Memory Stick Settings>  화면으
로 돌아옵니다.

7. [Back] 버튼을 두번 누르면 <Sample> 화면으로 돌아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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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연결

USB 케이블 IF-A19 (2 m)를 사용하여 장비와 PC를 연결합니다.

Memo • PC와 연결하는 경우 CM-5는 자동적으로 통신 모드로 전환됩니다. 또한 LCD 에 “Communicating” 화면이
표시되고, 측정 및 조작 버튼은 비활성화됩니다.
PC에서 측정 버튼을 활성화하는 설정을 적용한 경우, 측정 버튼을 눌러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경우 샘플 데이터는 장비의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고 PC로 전송됩니다.

PC완 연결할 때, CM-5에 연결하고 조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별매 색 관리 소프트웨어 SpectraMagic™ NX).

• USB 접속 단자는 USB 1.1에 준거하고 있습니다.

Notes • PC와 연결하는 경우, CM-5 전용 USB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USB 드라이버는 SpectraMagic™ NX
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본 기기는 USB 케이블로 전력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전력 공급은 AC 아답터를 통해 공급하여 주십시오.• 
USB 케이블을 올바른 방향으로 연결하여 주십시오.• 
USB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뺄때는 반드시 연결 플러그를 잡고 연결하거나 빼주십시오.  케이블을 잡아당기• 
거나 무리하게 굽히지 마십시오. 단선의 원인이 됩니다.
케이블은 충분한 길이의 여유를 두시고 배선하여 주십시오. 배선에 여유가 없어 케이블이 당겨지게되면,• 
접속불량, 단선의 원인이 됩니다.
USB 케이블을 연결할 때, 접속 단자 안쪽까지 확실하게 들어갔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조작 순서]
일반적으로 USB 케이블은 장비의 전원이 ON인 상태에서도 연결하거나 뺄수 있지만, 여기서는 전원을

OFF 한 상태에서 연결합니다.

장비의 전원을 OFF 합니다. (전원 버튼 "   ")1. 

2. USB 케이블의 B단자를 장비의 USB 접속 단자 (B
type)에 연결합니다.

접속 단자 안쪽까지 확실하게 들어갔는지 확인합니
다.

•

3. USB 케이블의 A단자를 PC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
다.

4. 장비의 전원을 ON 합니다. (전원 버튼 “ ❙ ”)

• USB 드라이버를 설치해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에 포
함된 USB 드라이버를 지정하고 설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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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연결

본 기기와 시리얼 프린터를 케이블로 연결하여 장비의 메모리에 저장되어있는 샘플 데이터와 기준색 
데이터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인쇄 방법은 측정할 때마다 측정 데이터를 자동으로 인쇄하는 자동 인
쇄 방법과  현재 표시되어있는 샘플 및 기준색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Memo 시리얼 프린터로는 문자만 인쇄할 수있습니다. 본 기기에 표시되는 색차 그래프나 다른 그래프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Notes • 접속 단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연결하여 주십시오.

연결하기 전에 반드시 장비와 프린터의 전원을 OFF하여 주십시오.•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뺄때는 반드시 연결 플러그를 잡고 연결하거나 빼주십시오. 케이블을 당기거나
무리하게 굽히지 마십시오.

• 

연결 단자를 손으로 만지거나 더럽히거나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 

본 기기와 프린터는 “○ 프린터 케이블의 핀 번호.-신호 결선도”에 맞는 케이블로 연결하여 주십시오.• 

통신 파라메터 
항목 통신 조건 

Baud rate 4800 bps, 9600 bps, 19200 bps
Character length 8 bits
Parity None
Stop bit 1 bit
Flow control RTS/CTS

적합 프린터 
다음의 사양을 만족하는 프린터인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항목 통신 조건

No. of printing lines 24 digits or more, Data input: RS-232C
Data control BUSY
Baud rate 4800 bps, 9600 bps, 19200 bps
Character length 8 bits
Parity None
Stop bit 1 bit
Basic function CR (0DH) carriage return

케이블은 충분한 길이의 여유를 두시고 배선하여 주십시오. 배선에 여유가 없어 케이블이 당겨지게되면,
접속불량, 단선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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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케이블의 핀 번호.-신호 결선도
D-sub 9-핀 접속 단자•

장비
프린터

(D-sub 9-핀 접속 단자)

Pin No. Signal Signal Pin No.
3 TXD DATA 3
5 GND GND 5
8 CTS BUSY 8

D-sub 25-핀 접속 단자•

장비
프린터

(D-sub 25-핀 접속 단자)

Pin No. Signal Signal Pin No.
3 TXD DATA 2
5 GND GND 5
8 CTS BUSY 7

통신 파라메터 설정

본 기기와 프린터 사이의 통신 파라메터를 설정합니다.

[조작 설정]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Configuration>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      ,      ,       ,      으로 커서를 “Output”에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Output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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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Serial
Printer Settings”로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
릅니다.
<Serial Printer Settings> 화면이 나타나며 현재 설정되
어있는 baud rate가 표시됩니다. 다른 통신 파라메터는변
경할 수 없습니다.

4. Baud rate를 변경할 경우,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
용하여 커서를 “Baud rate”로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Baud rate>화면이 표시됩니다.

5.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설정값
	4800 bps
	9600 bps
	19200 bps

6.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항목이 적용되고 <Serial Printer Settings> 화
면으로 돌아옵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erial Printer Setting> 상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7. [Back] 버튼을 세 번 눌러 <Sample> 화면으로 돌아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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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데이터/기준색 데이터의 인쇄

샘플 데이터와 기준색 데이터를 프린터로 인쇄합니다.
미리 본 기기와 프린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Memo 시리얼 프린터로는 문자만 인쇄할 수있습니다. 본 기기에 표시되는 색차 그래프나 다른 그래프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작 순서] 측정 결과가 표시되어있는 <Sample> 상세 화면이나 <Target> 상세 화면에서부터 설명합니다.

[PRINT] 버튼을 누릅니다. <Print Sample Data> 또는1.
<Print Target Data> 화면이 표시되고 연결된 프린터
로부터 데이터가 인쇄됩니다.

인쇄가 완료되면 <Sample> 상세 화면이나 <Target>•
상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Notes • 프린터가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았거나 인쇄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Print Sample Data> 또는 
<Print Target Data> 화면이 표시됩니다.

• <Sample> 목록 화면이나 <Target> 목록 화면에서는
측정 결과가 표시되어 있어도 인쇄되지 않습니다.

Memo 상기의 조작 방법 이외에도 <Sample Data Function>나 
<Target Data Function> 화면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page 125 “Sample Data Operation: 
Print” 또는 page 82 “Color Difference Target Color Data 
Operation: Print”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자동 인쇄 설정

자동 인쇄 설정을 ON하는 경우, 측정할 때마다 샘플 데이터나 기준색 데이터가 자동으로 인쇄됩니
다.
미리 본 기기와 프린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Memo 시리얼 프린터로는 문자만 인쇄할 수있습니다. 본 기기에 표시되는 색차 그래프나 다른 그래프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작 순서]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Configuration>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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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십자키 버튼      ,      ,       ,      으로 커서를 “Output”에이
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Output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Serial 
Printer Settings”로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
릅니다.
<Serial Printer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4.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Auto 
Print”로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Auto	Print	Confi guration>	화면이 표시됩니다.

5.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설정값
	OFF: 자동 인쇄 비활성

	ON: 자동 인쇄 활성화.             (자동 인쇄 ON)아이
         콘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6.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항목이 적용되고  <Serial Printer Setting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Serial Printer Settings> 상세 화면으
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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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ack] 버튼을 세 번 눌러 <Sample> 화면으로 돌아
옵니다.

<Sample> 상세 화면이나 <Target> 상세 화면에서 측정을 실시하면, 측정 후 <Print Sample Data> 나 
<Print Target Data> 화면이 표시되고 연결된 프린터에서 결과가 인쇄됩니다.

Notes • 프린터가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았거나 인쇄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Print Sample Data>나 
<Print Target Data> 화면이 표시됩니다.

• <Sample> 목록 화면이나 <Target> 목록 화면에서는 측정 결과가 표시되어 있어도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 인쇄 예제 1
<Sample> 상세 화면: Absolute와 Abs. Graph tab 절대값과 합/불 판정 결과

• 인쇄 예제 2
<Sample> 상세 화면: “Difference” 탭 색차값과 합/불 판정 결과 

(그리고 색감 표현)

• 인쇄 예제 3
<Sample> 상세 화면: “Abs. & Diff.” 탭 절대값, 색차값, 합/불 판정 결과

(주광원과 제 2광원에서 측정된 데이터)

색감 표현 설정을 ON한 
경우, 색감이 표시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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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 예제 4
<Sample> 상세 화면: “Custom” 탭 사용자 화면에 표시된 절대값, 색차값, 합/

불 판정 결과

• 인쇄 예제 5
<Sample> 상세 화면: “Diff.Graph” 탭 절대값, 색차값, 합/불 판정 결과

• 인쇄 예제 6
<Sample> 상세 화면 “Assess.Graph” 탭 
(색감 표현 설정을 ON한 경우)

색차값과 합/불 판정 결과와 색감 표현

• 인쇄 예제 7
<Sample> 상세 화면: “Ref/Tra” 탭 분광 반사율/투과율 데이터와 합/불 판

정 결과

분광 그래프 설정에서 
“Specific Wavelength”가 설
정되어 있는 파장의 경우  
파장 왼쪽에 “*”표시가되
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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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련 기능 

장비 정보 표시 

장비의 시리얼 번호, 버전, 모델명을 표시합니다.

[조작 순서]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Confi guration>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      ,      ,       ,     으로 커서를 “System”에 이
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System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Info
(SNo./Ver.)”로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
다.
시리얼 번호, 버전, 모델명을 표시됩니다.

4. [Back] 버튼을 누르면 <System Settings> 화면으
로 돌아옵니다.

5. [Back] 버튼을 두번 누르면 [MENU] 버튼을 누르기
전인 순서 1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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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교정 권장 메세지

CM-5는 공장 출하시나 KONICA MINOLTA의 교정 서비스 (또는 보수) 기간에서 약 1년 정도가 경과하
면, 전원을 ON하였을 때 “WR050 Time for Periodic Calibration. Please contact closest Service Center.” 라는 
정기 교정을 권장하는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이 메세지는 전기 교정 권장 기간이 되어도 표시되지 않도
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Notes 정기 교정 권장 메세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교정하는것을 권장합니다.

Memo 본 기기는 공장 축하시 “Show”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조작 순서]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Confi guration>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      ,      ,       ,     으로 커서를 “System”에 이
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System Settings> 화면에 “Periodic Calibration”이 표시됩
니다..

Memo 정기 교정 메세지 표시 설정이 ON으로 되어있는 경우,
정기 교정을 실시한 날짜가 표시됩니다. 
정기 교정 날짜는 공장 출하시 또는 KONICA 
MINOLTA의 교정 서비스 (또는 정비)시에 설정된 것이
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Periodic 
Message Settings”로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Periodic Message Settings>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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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설정값
OFF:  정기 교정 날짜가 되어도 정기 교정 권장 메세

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ON:  정기 교정 날짜가 되면 정기 교정 권장 메세지

를 표시합니다.

5.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항목이 적용되고 <System Settings> 화면으
로 돌아옵니다,

Notes [OK/Edit] 버튼을 누르지 않고, [Back] 버튼을 누른 경우,
설정이 취소되며 <System Settings> 상세 화면으로 돌아
옵니다.

6. [Back] 버튼을 두번 누르면 [MENU] 버튼을 누르기
전인 순서 1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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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

본 기기의 설정을 초기 상태로 되돌립니다.

Notes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초기화를 실시해도 샘플 데이터, 기준색, 허용오차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Memo 저장된 샘플 데이터나 기준색 데이터 등은 초기화를 실시해도 보존됩니다.

초기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ge 153 “Initial Settings”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조작 순서]

1. [Target/Sample] 버튼을 누른 상태로 장비의 전
원을 ON합니다.
<Initialize>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십자키 버튼의     나      를 사용하여 커서를 “OK”로 
이동시킨 후 [OK/Edit] 버튼을 누릅니다.
 “WR123 Please Restart Instrument.”화면이 표시됩니다.
Memo <Initialize> 화면에서 ñCancelò을 선택한 후 [OK/Edit]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가 취소되고 <Sample>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장비의 전원을 OFF 한 후 다시 전원을 ON합니다. 
설정이 초기화된 상태에서 시스템이 기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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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설정

* 초기화를 실행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초기 설정으로 돌아옵니다.
샘플 데이터, 기준색 데이터, 허용오차는 초기화되어도 삭제되지 않고 보존됩니다.

* 제로 교정 데이터는 공장 출하시의 데이터로 초기화됩니다.
If you performed zero cal측정 환경의 변화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제로 교정을 하는 경우에
는 초기화 후 다시 제로 교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초기화 이외의 원인(예, 내장 백업 전원 완전 방전) 등의의 이유로도 초기화가 수행됩니다. 이경우,
샘플 데이터, 기준색 데이터, 허용오차도 함께 초기화 됩니다. (샘플 데이터 없음, 기준색 데이터 없
음, 허용오차 초기값).

항목 Initial setting
Zero Calibration/0% Calibration Completed (factory-set value)
White Calibration/100% Calibration Not performed
User Calibration Not performed
Measurement 
condition

Measurement Type Reflectance measurement (Ref)
Measurement Area ø30 mm
SCI/SCE SCE

Measurement 
option

Auto Measurement No. of measurements: 1
Manual Measurement No. of measurements: 1
Shutter Open/Close Close

Color condition Color Space L*a*b*
Difference Formula Settings ΔE*ab
Color Index None
Observer 10°
Illuminant 1 D65
Illuminant 2 None

Calibration option Auto White Calibration ON
Calibration Data White Calibration

Graph Custom 
screen

Display ON
Line item L*,a*,b*,C*,h
Column item Sample data, target color, and 

color difference measured with 
illuminant 1

Color Assessment OFF
Spectral 
graph

Spectral data display ON
Selected wavelength 450 nm, 550 nm , 650 nm

Output Serial printer Auto Print OFF
Baud Rate 9600 bps

USB memory File Format CSV1
Screen option Wizard Screen ON

LCD Brightness 3 (Standard)
Display language English

System Date Format MM/DD/YYYY
Periodic Messag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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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nitial setting
Tolerance

* 공장 출하시
초기값

장비의 초기화 조
작으로는 초기값
으로 변경되지 않
습니다. 

Color Space ΔL*, Δa*, Δb*, ΔC*, ΔH* Upper 
limit

+1.5, ON

Lower 
limit

-1.5, ON

ΔL, Δa, Δb, ΔX, ΔY, ΔZ Upper 
limit

+1.5, OFF

Lower 
limit

-1.5, OFF

Δx, Δy Upper 
limit

+0.100, OFF

Lower 
limit

-0.100, OFF

Difference 
Formula 
Settings

ΔE00, ΔE hunter, CMC, 
ΔE*94

Upper 
limit

+1.5, OFF

ΔE*ab Upper 
limit

+1.5, ON

Color Index ΔWI (ASTM E313-73) ,
ΔWI (ASTM E313-96) ,
ΔYI (ASTM E313-73) ,
ΔYI (ASTM E313-96) ,
ΔYI (ASTM D1925) ,
ΔWB (ASTM E313-73) ,
ΔISO Brightness

Upper 
limit

+1.5, OFF

Lower 
limit

-1.5, OFF

Data Protect OFF
Auto Target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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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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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메세지

장비의 사용 도중 아래의 메세지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세지가 표시된 경우, 아래의 표에 나

와있는데로 행동하여 주십시오. 해당 메세지에 맞는 행동을 하여도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을때는 구
입하신 대리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Notes 아래의 표는 LCD 화면에 표시될 가능성이 있는 메세지입니다. 통신 에러 채크 코드는 별도의 자료를 참조

하여 주십시오.

메세지 현상/예상 원인 대처 방법

Preparing to auto 
select target color

(자동 기준 선택 기능 ON)
자동 기준 선택 기능의 준비중•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Auto Target” 기능을 ON한 경우, 전원을
ON 할 때 해당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준비
가 완료되면 메세지는 사라집니다.

ER005
Error in Flashing.

Xenon 램프의 비정상적인 작동
Xenon 램프의 수명이 다됨•
발광 회로 고장•
센서 이상•

이 메세지가 표시될 경우, 구입하신 KONICA 
MINOLTA 대리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ER007
Clock Error

시계 IC의 비정상적인 작동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백업 베터리가 방전되어 내
장 시계 또는 달력의 날짜 데
이터가 삭제됨.

내장 백업 베터리의 수명이•
다됨
시계 IC 회로의 고장•

내장 백업 베터리를 충전시킨 후에 날짜와 시
간을 설정해 주십시오. 
다시 설정해도 이 메세지가 표시될 경우, 베
터리의 수명에 무제가 있으므로, 구입하신
KONICA MINOLTA 대리점에 문의해 주십시
오.

ER037
USER 
CALIBRATION 
DATA NOT SET

백색 교정 또는 사용자 교정을 
위한 교정 데이터가 장비의 메
모리에 입력되어있지 않습니
다. 

사용자 교정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장
비를 PC와 연결한 후 별매 소프트웨어를 사
용해 입력해야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소프트
웨어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본 기기에 내장된 백색 교정판의 교정 데이터
는 사용자가 입력할 수 없습니다.  구입하신
KONICA MINOLTA 대리점에 문의해 주십시
오. 

ER011
Calibration was not 
performed correctly.

제로 교정 (0% 교정)이나 백색 교
정 (100% 교정) 이 제대로 수행되
지 않았습니다.

별매 부속품인 제로 교정 박스를 사용하거나 
page 52 “Zero calibration (0% Calibration)” 또는
page 55 “White Calibration (100% 
Calibration)”를 읽고 올바른 교정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타겟 마스크가 맞지 않습니다. 올바른 타겟 마스크를 설치합니다.

ER013
A/D Conversion 
Error.

A/D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A/D 컨버터 고장•
A/D 컨버터의 주변회로 고장•

전원을 OFF한 후 다시 ON하십시오.이 메세
지가 계속 표시될 경, 구입하신 KONICA 
MINOLTA 대리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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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지 현상/예상 원인 대처 방법

ER024
White Calibration 
has not been 
performed

백색 교정 (100% 교정) 이 수행되
지 않았습니다.

먼저 본 기기의 전원을 ON한 후 각 측정 조건
하에서 백색 교정 (100% 교정) 을 수행할 필요
가 있습니다. (전원을 ON한 경우나 측정 환경
이 바뀌었을 경우, 백색 교정 (100% 교정)을 
다시한번 수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측정 면적이나 정반사광처리 등의 측정 조
건을 새롭게 설정한 경우 백색 교정(100% 교
정) 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R025
Lens Error

구동 모터의 고장•
구동 회로의 고장•
구동 센서의 고장•

측정 면적을 확인하고 다시 측정을 실시하
여 주십시오. 이 메세지가 계속 표시될 경, 구
입하신 KONICA MINOLTA 대리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ER026
Shutter Error

구동 모터의 고장•
구동 회로의 고장•
구동 센서의 고장•

셔터의 개폐를 확인하고 다시 측정을 실시
하여 주십시오. 이 메세지가 계속 표시될 
경, 구입하신 KONICA MINOLTA 대리점
에 문의해 주십시오.

ER027
Charge Circuit is not 
ready.

Xenon 램프를 발광 시키기위한
충전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충전 회로의 고장•

       (측정 가능) 아이콘이 표시되는지 확인하
고 다시 측정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이 메세지
가 계속 표시될 경, 구입하신 KONICA 
MINOLTA 대리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ER031
Light Trap Error

구동 모터의 고장•
구동 회로의 고장•
구동 센서의 고장•

SCI/SCE 전환을 확인하고 다시 측정을 실시
하여 주십시오. 이 메세지가 계속 표시될 경, 
구입하신 KONICA MINOLTA 대리점에 문의
해 주십시오.

ER036
User Calibration has 
not been performed.

사용자 교정이 수행되어있
지 않습니다.

백색 교정 (100% 교정) 대신 사용자 교정을
수행하는 경우, 본 기기의 전원을 ON한 후 각 
측정 조건 하에서 사용자 교정을 수행할 필요
가 있습니다. (전원을 ON한 경우나 측정 환경
이 바뀌었을 경우, 사용자 교정을 다시한번 수
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측정 면적이나 정반사광처리 등의 측정 조
건을 새롭게 설정한 경우 사용자 교정을 수행
할 필요가 있습니다.

ER069
Data Protect is ON.

덮어쓰기 또는 삭제하는 기준
색 데이터가 보호되고 있습니
다.

보호되고있는 기준색 데이터를 덮어쓰거
나 삭제할 경우, 데이터 보호 설정을 OFF
한 후 다시 시도하여 주십시오.

ER083
USB memory stick 
not connected

USB 가 연결되어있지 않습니다. USB 메모리를 확실하게 연결하여 주십시오.

USB 메모리에 보안기능이 탑
제되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USB 메모리의 보안을 해제하거나 다른
메모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올바른 파일 형식이 아닙니다. 별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환결 설정 파일
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소프트웨어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R091
More than 31 data 
are selected.

너무 많은 데이터가 선택되었습
니다.

최대 31개의 데이터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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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092
Data with different 
properties selected. 
Calculations not 
possible.

선택된 데이터의 측정 조건이 다
릅니다.
(측정 유형, 측정 면적, SCI/SCE 
설정, 기준색).

측정 조건이 동일한 데이터를 선택하여 주십
시오.
(측정 유형, 측정 면적, SCI/SCE 설정, 기준색).

WR002
Low Illumination.

Xenon 램프의 광량이 구입 당
시의 광량에 50%이하입니다.

• Xenon 램프의 열화
적분구가 더러움•

Page 17 “Cleaning Parts”에 따라 적분구를 청
소하여 주십시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경
우, 구입하신 KONICA MINOLTA 대리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WR050
Time for Periodic 
Calibration. Please 
contact closest 
Service Center.

정기 교정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
습니다.

정기 교정을 위해 구입하신 KONICA 
MINOLTA 대리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이 메세지는 숨길 수 있습니다. Page 150 
“Annual Service Recalibration Recommendation 
Message”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WR112
User calibration data 
not set

교정 데이터를 사용자 교정 데이
터로 설정하려면 사용자 교정을 
위한 교정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
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 교정을 수행하려면, 사전에 본 기기와 
PC를 연결하여 별매 소프트웨어로 사용자 교
정 데이터를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소프트웨어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십시
오.

WR121
CALIBRATION 
RECOMMENDED

전원을 ON한 다음 백색 교정 
(100% 교정) 또는 사용자 교정이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백색 교정의 신뢰성을 유지하려면, 전원을 ON
하거나 측정 환경이 바뀌었을때 백색 교정 
(100% 교정) 또는 사용자 교정을 다시 수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WR123
Please Restart 
Instrument.

장비를 재기동 시킬 필요가 있
습니다.

메모리 요류나 시계의 이상 발생•
초기화 실행•

전원을 OFF한 후 다시 ON합니다.

WR051
Please set the 
observer to 2° and 
illuminant to D65.

Munsell (D65) 표색계를 선택한 후
2°시야나 주광원을 D65로 설정하
지 않았습니다.

2°시야 주광원 D65로 설정하여 주십시오.

WR052
Please set the 
observer to 2° and 
illuminant to C.

Munsell (C) 표색계를 선택한 후  
2°시야나 주광원을 C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2°시야 주광원 C로 설정하여 주십시오.

WR124
System in 
Communication 
Mode. 
Keypad locked

장비와 PC를 연결하여 통신할
경우, 장비의 키패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비와 PC를 연결하여 통신하는 동안 장비의 
키패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비의 키패드
를 사용하려면, 통신 모드를 해제한 후 사용
하여 주십시오.

WR125
Keypad is locked.

SpectraMagic NX. 을 사용하는 경
우, 장비의 키패드를 활성화하여
사여할 수 있습니다.

SpectraMagic NX로 장비와 연결하여 제어
하는 경우, "System tab"에서 "Standalone 
Configuration" 키패드 활성화에 채크를 해
주시고 사용하십시오.

WR138
Memory Full

USB 메모리의 용량이 부족합니
다.

USB 메모리에 여유 공간을 만든 후 사
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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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해 주십시오. 만약 정상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전원을 OFF 한 후 다시 ON해주십시오. 그래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구입하신 
KONICA MINOLTA 대리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현상 점검할 부분 방법

LCD 가 깜빡입니다. AC 아답터가 연결되었습니까? AC 아답터를 연결합니다.

측정 버튼이 작동
하지 않습니다.

측정이 수행중입니까? 측정이 완료된 후 조작하여 주십시오.

측정 가능한 화면으로 되어있
습니까?

교정 화면, 기준색 화면, 샘플 화면 등 측정이 
가능한 화면에서 조작하여 주십시오.

측정 결과가 비정
상적입니다.

시료를 올바르게 설치하였습니까? 빛이 새지 않도록 시료를 장비에 확실히 설
치하여 주십시오.

올바른 교정 데이터입니까? 사용자 교정 데이터 또는 페트리디쉬 측정 
용 백색 교정 데이터는 별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교
정데이터에 대응하는 교정판을 사용하고 
백색 교정 (100% 교정) 또는 사용자 교정을
수행하여 주십시오.

백색 교정 (100% 교정) 정상적
으로 수행하였습니까?

제로 교정 (0% 교정) 을 정상적
으로 수행하였습니까?

별매 부속품인 제로 교정 박스를 사용하거나
page 52 “Zero calibration (0% Calibration)”을  
읽고 올바른 교정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측정 결과가 흔들
립니다.

측정중 시료나 장비가 움직이지
는 않습니까?

측정시 장비나 시료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PC에서 장비로 데
이터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PC에서 내리는 명
령에 대응하지 못합
니다. 

USB 케이블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장비에서 지원되는 USB 케이블로 장비와
PC를 올바르게 연결하여 주십시오.

장비에서 지원되는 USB 케이블
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비에서 USB  메모
리에 데이터를 저장
할 수 없습니다. 
USB 메모리의 파일
을 읽을 수 없습니
다.

USB메모리가 올바르게 연결
되어 있습니까?
LCD 화면에   (USB 메모리
연결됨)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USB 메모리를 장비의 USB 단자에 올바르게
연결하여 주십시오.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 경
우, 장비의 전원을 OFF 한 후 다시 ON 하고,
USB 메모리를 연결하여 주십시오.

인쇄가 되지 않습니
다.

올바르게 프린터 케이블을 
연결하였습니까?

별매 부속 케이블 또는 page 143의 결선도에
맞는 게이블로 RS-232C 연결단자와 프린터
를 올바르게 연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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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데이터나 각
종 설정값이 바로 
사라집니다.

구입당시나 장시간 사용하지 않
은 경우, 장비에 내장된 백업 베
터리의 충전량이 적은 경우가 있
습니니다. 
장비의 전원을 ON 한 후 내장 베
터리를 충전하여 주십시오. 완충
되는데는 약 72시간이 필요합니
다. 

장비에 내장된 백업 베터리의 수명은 평균 10
년이지만 완충하여도 바로 메모리의 데이터
가 삭제되는 경우에는 교체가 필요합니다. 
백업 베터리의 교환은 구입하신 KONICA 
MINOLTA 대리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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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원리

조명/수광 광학계

<물체색 반사 측정>
본 기기의 조명/수광 광학계는 CIE No. 15, ASTM E1164, DIN 5033 Teil 7, ISO 7724/1, JIS Z 8722-1982 (확
산조명, 8° 수광각)에 준거한 di:8°/de:8° SCI/SCE 자동 전환 측정 방식의 조명/수광 광학계를 채용하고있
습니다. 

본 기기의 측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명
Xenon 램프의 빛이 적분
구 내에서 확산되고 시료
를 균일하게 비춥니다. 

2. 수광
a :시료에서 반사되는 빛을 

수광합니다.
b :  적분구에서 확산되는 빛

을 수광합니다.

3. 분광
시료 측정용 분광기 및 조
명 모니터용 분광기로 빛
을 수광합니다.
360 ~ 740 nm의 파장 영역
을 10 nm 간격으로 분광하
여 각 파장에 수광되는 빛
의 강도에 따른 전류를 아
날로그 처리하여 출력합
니다. 

1. Pulsed xenon 램프에서 나온 빛은 적분구 내부의 벽면에서 난반사되며 측정 시료의 표면을 균일하게 
비춥니다. 

2. a :  시료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중 시료면에서 법선을 축으로 8° 의 각도를 이루는 방향의 빛이 시료 
측정용 분광 센서에 수광됩니다. 

b :  적분구 내에서 확산된 빛은 조명 모니터용 분광센서로 수광됩니다. 

3. 시료 측정용 분광 센서는 시료면에서 반사된 빛을, 조명 모니터용 분광 센서는 확산 조명 빛을 각각 
분광하여 그 빛의 강도에 따른 전류를 아날로그 처리하여 출력합니다. 

조명 모니터용 분광 센서로부터 수광된 빛은 CPU에서 연산 처리되는 것에 따라, 조명의 스펙트럼 측성 
및 광량의 작은 변화도 보정됩니다. (Double-bea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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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색 투과 측정>
본 기기의 조명/수광 광학계는 CIE No. 15, ASTM E1164, DIN 5033 Teil 7, ISO 7724/1, JIS Z 8722-1982에 준
거한 di:0 °/de:0 ° SCI/SCE 조명/수광 광학계를 채용하고있습니다. 

본 기기의 측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명
Xenon 램프의 빛이 적분구 
내에서 확산되고 시료를 비
춥니다. 

2. 수광
a :   시료를 투과한 빛을 수광

합니다.
b : 적분구에서 확산되는 빛

을 수광합니다.

3. 분광
시료 측정용 분광기 및 조
명 모니터용 분광기로 빛
을 수광합니다.
360 ~ 740 nm의 파장 영역
을 10 nm 간격으로 분광하
여 각 파장에 수광되는 빛
의 강도에 따른 전류를 아
날로그 처리하여 출력합
니다. 

1 Pulsed xenon 램프에서 나온 빛은 적분구 내부와 셔터 안쪽에 내장된 백색 교정판에서 확산되고,
투과측정실에 설치된 시료를 비춥니다. 

2 a : 시료를 투과한 빛은 시료 측정용 분광 센서 에서 수광됩니다.
b :  적분구 내에서 확산된 빛은 조명 모니터용 분광센서로 수광됩니다. 

3 시료 측정용 분광 센서는 시료를 투과한 빛을, 조명 모니터용 분광 센서는 확산 조명 빛을 각각 
분광하여 그 빛의 강도에 따른 전류를 아날로그 처리하여 출력합니다. 

조명 모니터용 분광 센서로부터 수광된 빛은 CPU에서 연산 처리되는 것에 따라, 조명의 스펙트럼 측성 및 
광량의 작은 변화도 보정됩니다. (Double-beam system)

조명 면적과 측정 면적 

본 기기는 측정하는 시료나 용도에 따라 세 가지 측정면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LAV (ø30 mm), MAV (ø8 mm), SAV (ø3 mm)
타겟 마스크(조명 면적)은 각각의 측정 면적에 맞추어 설치하여 주십시오.

타겟 마스크 (조명 면적)
CM-5에는 현재 설치된 타겟 마스크가 LAV, MAV, SAV인지 자동으로 검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선택한 측정 면적에 맞는 타겟 마스크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타겟 마스크의 상태가 측정값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타겟 마스크의 개구부 모서리 부분을 손으로 
만지거나 손상 혹은 더럽히지 않습니다. 

측정 면적
측정 면적은 <Measurement Area Settings> 에서 설정한 면적에 따라 수광 광학계의 집광 렌즈를
모터로 구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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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모델명 CM-5 Spectrophotometer

조명/수광  
광학계

반사:

di:8°, de:8° (확산 조명 : 8° 수광)
SCI (정반사광 포함)/SCE (정반사광 제외) 전환

CIE No. 15, ISO 7724/1, ASTM E 1164, DIN 5033 Teil 7,  JIS Z 8722 condition c 표
준에 준거.

투과:
di:0°, de:0° (diffuse illumination: 0° viewing)
CIE No. 15, ASTM E 1164, DIN 5033 Teil 7, and JIS Z 8722 condition g 표준에 준
거.

적분구의 크기 ø152 mm

수광 소자 실리콘 포토 다이오트 어레이(dual 40-element)

분광 수단 회절 격자

360 nm ~ 740 nm
10 nm
약 10 nm
0 to 175%, Output resolution: 0.01%
Pulsed xenon 램프

측정 파장 범위 

측정 파장 간격

반치폭 

반사율 측정 범위 

광원 

측정 시간 약 1 초 (데이터 출력까지).최소 측정 간격: 약 3 초

조명/측정
면적

반사:
마스크와 설정을 바꿔서 변환 가능.
LAV: ø36 mm/ø30 mm; MAV (별매): ø11 mm/ø8 mm; SAV (별매): ø6 mm/ø3 mm

투과: ø26 mm/약 ø20 mm

반복성

분광 반사율: 
표준 편차 0.10%  이내 
(400 nm ~ 740 nm), 
표색 데이터 : 
표준 편차  ΔE*ab 0.04 이내 
* 백색 교정 후 10 초 간격으로 백색 교정판 30번 측정

기차 12 BCRA Series II 칼라 타일의 ΔE*ab 평균값 0.15 
(Konica Minolta 기준기를 기준으로 LAV/SCI환경에서 측정.)

투과시료실 넓이: 무한, 깊이: 60 mm

투과 시료 홀더
(별매 부속품) 필름/판형의 시료, 액체 시료 (착탈 가능) 

디스플레이 5.7-inch TFT color LCD

언어 
Japanese (kanji), English, German, French, Spanish, Italian, Chinese (Simplified), 
Portuguese

백색 교정 내장된 백색 교정판에 의한 자동 교정 (액체 투과시료 측정을 제외)

인터페이스 
USB 1.1 (PC/USB 메모리 연결 단자), Supports RS-232C (외장 프린터 연결 단
자)

관측 조건 2°/10° 시야

광원
A, C, D50, ID65, D65, F2, F6, F7, F8, F10, F11, F12 (2종류 광원의 동시 평가 
가능)

표시 데이터
분광 데이터/그래프 (반사율, 투과율, 흡광도), 표색값/그래프, 색차값/그래프, 
합/불 판정, 유사색, 색감 표현

표색계 L*a*b*, L*C*h, Hunter Lab, Yxy, XYZ 및 표색계 상의 색차; Mun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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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CM-5 Spectrophotometer
지수

(반사)
MI, WI (ASTM E313-73/E313-96), YI (ASTM E313-73/E313-96/ASTM 
D1925), WB (ASTM E313-73), ISO Brightness 

지수

(투과) 
Gardner, Iodine Color Number, Platinum-Cobalt Color scale (Hazen/APHA), 
European Pharmacopoeia, US Pharmacopeia

사용자 지수 가능 (SpectraMagic™ NX 필요)

색차 공식 ΔE*ab (CIE1976), ΔE*94 (CIE1994), ΔE00 (CIE2000), ΔE (Hunter), CMC (l:c)

합/불 판정
표색계 (Munsell 표색계 제외)값, 색차값, 지수값(투과 지수 제외)에 대한 허용
오차 설정 가능

샘플 데이터: 4,000 / 기준색 데이터: 1,000 저장 데이터 수

USB 메모리에

저장 *
샘플 데이터, 기준색 데이터의 보존 및 읽기가 가능.
환경 설정의 보존 및 읽기가 가능. 

전원 전용 AC 아답터 (100-240 V,        50/60 Hz)

크기
커버 Close 상태 ; 385 (mm) x 192 (mm) x 261 (mm) 
커버 Open 상태 ; 475 (mm) x 192 (mm) x 261 (mm) 

중량 약 5.8 kg

사용 온도/습도
범위 13 to 33°C; 상대 습도 80% 이하 (35°C에서); 결로하지 않을 것

보관 온도/습도
범위

0 to 40°C; 상대 습도 80% 이하 (353C에서); 결로하지 않을 것

* 보안 설정된 USB 메모리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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