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당사는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제품의 품질보증조건에 관하여
(가)

< 사 용 설 명 서 >

당사의 UDC300을 구입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본 설명서는 본 제품의 설치 및 사용방법에 관하
여 기술합니다.
< 목 차 >
1. 안전에 관한 지시(주의) 사항
2. 외관검사·부속품의 확인
3. 제품의 기능 및 사양
4. 사용 가능한 메모리 스틱
5. 연결 방법
6. Trouble 대책

제품의 보증기간은 본 제품을 구입한 날로
부터 1년간으로 하며, 본 사용설명서에서
정한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의
경우에 한해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나) 제품의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에 발생한 고
장 등에 의한 수리는 당사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실비(유상)처리 합니다.
(다) 하기와 같은 경우, 보증기간 내에서 발생한
고장이라도 실비로 처리합니다.
A.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고장
B.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C. 임의의 제품 변경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고장
D. 전원 불안정 등의 전원 이상으로 인한 고장
E. 기타
(라) 고장으로 인하여 A/S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입처 또는 당사 영업부로 연락 바랍니다.

3. 제품의 기능 및 사양
3.1 제품의 기능
UDC300을 사용해서 본체에 있는 데이터를 내장
메모리 또는 메모리 스틱에 저장할 수 있으며,
메모리 스틱에 저장되어있는 파라메터와 프로그램
패턴 정보를 본체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UDC300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내장 메모리
또는 메모리 스틱에 저장된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관리, 변환 및 출력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2 성능 사양
항

목

사

양

모델명

UDC300

규격(W*H*D)

75.1 x 36.1 x 96.81 mm, 215 g

전원

(DC5V, 250mA)

통신 형태

비동기식 시리얼 통신
계기본체 측 : Terminal Block

커넥터

UDC300 측 : Terminal Block

2. 외관검사·부속품의 확인

STS, REC LED 부착

(나)
(다 )

(라)
(마)
(바)

본 사용설명서는 최종 사용자(User)에게 도
달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본
사용설명서를 소중하게 보관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의 조작은 반드시 본 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이해한 후에 조작하여 주십시오.
본 사용설명서는 본 제품에 포함된 기능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사용설명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 사용설명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
로 편집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사용설명서의 내용은 사전통보 또는 예
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사용설명서는 안전을 기하여 작성되었
지만, 내용상 미흡한 점 또는 오기,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구입처(대리점 등) 또
는, 당사 영업부로 연락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메모리 스틱 사용가능
자체 메모리(32M)

2.1 포장 내용 확인
다음의 내용물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3.3 외형치수

75.1

품

명

96.81

(가)

USB Socket

96.81

본 사용설명서에 관한 주의사항

RESET, DUMP, CLEAR 스위치
사양

수량

본체

1

사용설명서

1

2.24

1. 안전에 관한 지시(주의)사항

제품을 입수하게 되면, 먼저 제품의 외관을 검사
하여 제품의 파손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또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오.

36.1

66.3
85.1

본 제품의 안전 및 개조에 관한 주의사항

(나)
(다)

본 사용설명서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사용
또는 취급한 경우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안정성 및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제품의 내부에 개조(변경) 또는 추가하
는 것을 금합니다.
본 제품의 부품 및 소모품을 교환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당사에서 지정한 부품 또는 소
모품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의 면책에 관하여

(가)

(나)

당사의 품질보증조건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
는, 본 제품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 및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당사가 예측 불가
능한 결함 등으로 인한 사용자 또는 제3자
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로 인한 사용자 또
는, 제3자가 입은 손해 및 간접적인 피해

36.1

(가)

85.1
Size :mm

① Terminal Block 단자

2.2 손상품의 처리
제품의 외관점검 후 손상이 있는 경우, 또는 부속
품이 누락된 경우는 제품 구입처 또는 당사 영업
부로 연락 바랍니다.

GND
RXD
TXD
VCC

② 전면부 설명

USB

STS

RESET

CLEAR

DUMP
REC

· STS(Status: Red) : 통신중의 상태를 나타냄
· REC(Record:Green) : 메모리 스틱에 기록중
· USB : 메모리 스틱 삽입
· RESET : 초기화 버튼 (볼펜등으로 누를 것)
· DUMP : 3초간 누르면 내부 Memory Disk
Data를 삽입한 USB Memory Stick
에 다운로드함.(다운로드 중에는
REC Lamp가 점등함)
· CLEAR : 3초간 누르면 내부 Memory Disk
Data를 Clear함
* DUMP, CLEAR Key : TEMI V1R6, TEMP V1R7
부터는

Host(TEMI/TEMP)에서만 조작가능합

니다.
4. 사용가능한 메모리 스틱
기본적으로 모든 제조사 제품이 사용가능하나,
용량이 2G 이상일 경우, 속도 등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연결 방법

· 배선 작업시 WIRE는 AWG18~24번 쉴드
케이블 사용(반드시 본체와 UDC300의 양쪽
CASE간에 쉴드 시킬 것)
· WIRE의 길이는 MAX 2m로 합니다.
계기본체

UDC300

+5V

VCC

RXD

TXD

TXD

RXD

GND

GND

6. Trouble 대책
확인 / 처리사항
▪ 가급적 Format 후 사용하는 것이
▪

바람직합니다.
▪ UDC300과 계기본체가 정확히 연결되어

▪

있는지 확인합니다.

※ 만약 위의 확인/처리사항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 않으면 판매처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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