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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Overview (개요) 

Microcontroller를 기반으로 하는 AM-39는 MF 41BK 산소 센서와 연결하여 측정수에 포함된 

산소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제품이며 양식어장과 수처리 기술을 연구하는데 

사용됩니다. 

AM39K는 광범위한 온도범위를 자동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온도센서와 공기 혼합을 

관찰하기 위한 산소센서가 복합적으로 고안되어 설계된 제품입니다. 

 Meter AM-39는 높은 정확성과 계기 방수처리 및 3개 버튼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기를 작동하기위해  0N, OFF를 사용하며 교정(Calibration) 및 LOG(data 

logger)를 을 위한 버튼이 있습니다. 산소 측정은 PC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약 3200개의 데이터는 장시간 동안 축적이 가능합니다. 만약 센서가 AM-39와 지속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면( 장치 내부에 있는 건전지에 의해 지속적인 극성을) 즉각적으로 장치 

내에 있는 스위치를 올린 후에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Oxygen Meter AM -39 
2.1 Connection Diagram and Start-up(연결 다이어그램 및 시작) 

 

장치 내 스위치는 ON 버튼을 짧게 눌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OFF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서 자동적으로 10분 후 혹은 PC/랩탑에 전송된 데이터 및 “Cal/off” 버튼을 약 5초간 

눌음으로써 실행됩니다.  

AM-39는 Sensortechnik Meinsberg의 전달 케이블을 PC에 연결하여 사용하십시오. 습기의 

상태에서 플로그 코넥터와 부식의 결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센서는 장치에 매 시간 

연결되어야 합니다. 끼워 박은 나사 모자를 갖춘 RS-232짹을 날인 하십시오.  

 



2.2 AM 39 Data logger function( 데이터 저장 기능) 

 장치의 내부 데이터 축적은 약 3200 데이터 축적 세트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 

산소 값을 mg/l에서 포화도, ℃에서 온도를 저장합니다. 읽기/삭제 뿐만 아니라 조정은 PC에 

의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전달 케이블을 가지고 있는 

PC에 RS 232을 연결해야 합니다. 데이터 축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간 간격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메모리 간격을 조절해야 하며 1분에서 999분(약 4일 동안)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조절은 메모리에서 테이터를 세팅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장치가 

순간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장치는 자동적으로 스위치 ON이 되고 데이터 세팅에 

등록되며 자동적으로 스위치 OFF가 됩니다.  

“LOG” 버튼과 함께 여러분은 데이터를 축적에 있어서 스위치 ON 및 스위치 OFF를 할 수 

있습니다. 인증은 두번째 표시선의 마지막에 있는 “D”에 의해 데이터 축적을 실행합니다. 

이런 정보는 색션 3.5에서 “데이터 축적 읽기 및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2.3 Calibration with pushbutton 

 산소 교정은 하나의 포인트 교정입니다. 교정 매개체를 위해 여러분은 대기 공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센서 교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측정 및 교정 

매개체에서 산소 센서의 균형 온도) 만약 가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온도 보상에 

의해 부정확한 측정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Calibration steps( 교정 단계) 

교정은 하나의 포인트 교정입니다. 교정 매개체는 대기 공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센서 

교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측정 및 교정 매개체에서 산소 센서의 균형 

온도) 교정 시간이 부족하다면 잘못된 온도 보상에 의해 부정확한 측정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1. 센서를 보호 캡을 벋긴 상태에서 대기 중에 놓아주십시오. 적절한 온도 평균 시간을 위해 

기다리십시오. 센서 격막부에 직접적인 태양광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2. 만약 장치가 OFF 상태 이라면 AM-39 스위치를 ON 하십시오. 

3.교정 모드를 시작하기 위하여 CAL/OFF 버튼을 누르십시오. 아래의 2가지 화면중 처음 

화면이 보이시면 오른쪽 버튼(CAL/OFF)을 누르십시오. 이 후 아래의 두번째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이 후 왼쪽 버튼(ON)을 누르십시오. 



  

4.위의 두번째 화면에서 왼쪽버튼을 눌러 확인했다면 다음 화면에는 “Ready”라는 표시가 

화면 아래쪽에 표시됩니다. 이 후 사용자는 30초 정도 후에 오른쪽 버튼(CAL/OFF)을 눌러 

교정을 확인하고 저장함과 동시에 측정화면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2.4 Battery exchanging (건전지 교환)  

낮은 상태에 있는 건전지가 연결된 장치는 “LOW BATTERY” 표시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매 

시간 온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오래된 건전지를 교환 

할 때까지 장치에 있는 스위치를 작동 할 수없습니다. 건전지를 교체하기 전에 AM-39 

스위치를 OFF 하십시오. 9-BLOCK 형태만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지 부속품을 

정확하게 닫아 주십시오.그것은 습기가 장치 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센서를 

가지고 있는 산소 미터는 준비 시간 15분 후는 새로운 측정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 다. 

우리는 센서가 건전지 전력으로부터 연결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극성이 방해 되기 때문에 

센서의 새로운 교정을 추천합니다. 



 

3. PC Sotrware “AM 39” 
3.1 Installation and Start up (설치 및 시작) 

부속품 중에서 옵션으로 PC 소프트웨어 AM 39“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산소 

미터의 수치를 알기 위해 사용됩니다. 만약 이 소프트웨어가 PC에 설치되지 않았다면 

CD롬을 포함하는 전달 크기에 있어서 설치를 사용하십시오. 산소 미터는 전송된 데이터 

케이블을 사용함으로써 PC(Win98이나 높은 버전)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PC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시작하십시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언어를 스 

   위치 지정 „Setup“에서 조절하십시오. 

  



 

3.2 Display and store measurements (디스플레이 및 저장 측정) 

만약 여러분이 실제적인 측정값을 보여주거나 저장하기 원한다면 처음에 하나의 기록 파일 

„Start measurement“ 버튼을 선택하고 간격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Start measurement“는 

작동될 것입니다. 기록은 버튼을 누룬후 시작됩니다. 

  

간격 시간은  Probe 비율이며 측정치는 선택된 파일에 적혀 있습니다. 데이터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Date         time        %          ℃        Na    hPa    mg/l   hPa 

  20.02.2004    06:45       101.9%      25.6      311    209    8,32   1013 

  

작은 보기 창에서 여러분은 측정값을 볼 수 있습니다. 측정값을 날짜에 따라 쉽게 체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측정 업무가 실행된다면 여러분은 “End Measurement” 버튼을 

눌음으로써 측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3.3 Configuration 

  

조절 버튼 “ configuration”은 장치 및 시연된 것으로부터 읽을 수있습니다. 지금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바꿀 수 있습니다. 끝은 “OK”이며 장치에서 변동을 저장 할 수 있습니다. 

 

 

Calibration values(교정 값) 

모든 실제적인 장치와 관련된 값은 볼 수 있습니다. 값 매뉴얼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트에 있듯이 매뉴얼 값의 변화는 장치의 효과를 역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측정 

기능을 사용하는데 더 좋습니다. 



 

Fixed temperature or adjustment of the temperature probe 

 (고정된 온도 및 온도 센서의 조절) 

간격 차 온도 시험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필요로 하는 것은 고정 온도를 

입력하고 고정 온도 측정을 위해 장치를 조절합니다. 온도 시험의 측정값은 OFFSE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General adjustments 

여기에 장치 언어 고정이 가능합니다. 장치가 제공하는 모든 다이얼로그들은 선택된 언어를 

표시될 것입니다. 이 조절은 소프트웨어의 언어 조절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색션 

3.1 “Installtion and start up” 에서 제공되었습니다. 이번 색션에서 고정될 것이며 시간 간격차 

데이터 축적은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데이터 축적의 사라짐은 장치 및 다이얼로그 필드에 

있는 “LOG” 버튼을 누룸으로써 끝날 수 있습니다. 



 

3.4 Calibration(교정) 

“Calibration” 버튼을 누름으로써 여러분은 지원한 측정 메뉴을 획들 할 것입니다. 

다이얼로그 필드와 함께 사용자는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산소 센서를 교정하기 원한다면 혹은 공기 압력을 입력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Oxygen” 버튼을 작동한 후에 대기 공기에서 센서가 닫혀 있도록 요청되어 질 것이며 

동시에 측정 값을 측정된 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염분이 없는 곳에서 측정할 

경우 Salty를 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바닷물에 측정시 적절한 염분 값을 입력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가령 바닷물 염도 측정 범위는 대략 30g/l 이며 따라서 3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곳에 센서를 놓아 두십시오 그것은 직접적인 빛 방사선과 바람의 영향에 보호 될 수 

있으며 “OK” 다이얼로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장치가 끊임없는 측정값을 

보여 줄 때까지 장시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3.5 Reading the data logger and configuration (데이터 축적 및 계측 읽기)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축적을 조절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읽음으로써 주어집니다. 시간 

간격과 데이터 축적의 기능 조절은 우리가 이미 색션 “3.2 AM 39 data logger function”에서 

서술되었습니다. 

  

데이터 축적에 있어 최근의 조절에 관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data logger 

Information”을 누르면 됩니다. 장치 내 시간의 날짜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데이터 축적을 알립니다. 경고의 다음 시간은 보여집니다. 조절 되어진 간격 및 이용 가능한 

데이터 자료의 수치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만약 데이터 축적이 일시적으로 동작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보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시간이 잘못되었다면 “clock 

setup”버튼을가지고서 시간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축적은 데이터 셋 타임을 

위한 시간이며 깨어나기 위해 경고를 사용합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Read data 

logger” 버튼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저장을 위해 파일 이름을 입력하기 위한 다이얼로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도표 작성자에 의해 분리되면서 텍스트 형식을 저장했습니다. 다른 평가 

프로그램에 그 자료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로토콜은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  시간,  %에서 산소값,   mg/l에서의 용해도, ℃에서의 온도 

      19.03.04       05:16 99        8,0      26 

      19.03.04       05:16 98        8,0      26 

      19.03.04       05:16 98        8,0      26 

      19.03.04       05:16 98        8,0      26 

      19.03.04       05:16 99        8,0      26 

데이터 전송의 정확한 흐름은 “Data transmission” 다이얼로그 필드에서 보여 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한 메모리에 의해 몇분간 유지될 것입니다.(최대 용량 3200데이터 세트) 

데이터 전송의 끝에 도달함으로써 더 이상 데이터 세트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Clear data 

logger” 버튼에 의해 데이터 축적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축적 정보는 “Set of data” 

제로 포인트 아래에서 보여질 것입니다. 



 

4.Specification to the Oxygen Meter AM 39 

측정범위 0.00~20.00mgO2/L 

0~200% Saturation 

-5.0~50.00℃ 

Salty range 0G/L~40G/L 

온도보상 자동적으로, 5…80℃ 조절가능 

데이터 저장 약 3200 데이터 세트 

인터페이스 수치 및 데이터 출력을 위해RS-232 

디스플레이 .LCD 2line, 7mm 

전원 건전지 9V, IEC 6 F22 

대기 온도 -10……..55℃ 

크기/치수 IP 65, 200*90*40mm(L*W*H) 

용존 산소 센서 

 

 

통합된 온도 PROBE 

용존 산소 센서 MF 41BK 

직경 12mm, 케이블 길이 1.5mm 

AM 39/Set 

-5~45℃ 유속영향 <5% 

 



5. Delivery Volume  

     1 케이스 

     1pc. 산소 미터 AM 39 

     1pc 용해된 산소 센서 MF 41 BK 

     1pc MK 41 BK를 위한 부속품  

     1pc 산소 미터 AM 39 작동 설명서 

     1pc Meinsberg Dissolved Oxygen Probes MF 41, MF 41 BK…43  작동 설명서 

      1pc. 건전지 

      1pc. 제품 인증서 

 

   Optional: 

      1pc. CD ROM AM 39(PC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1pc. RS-232 PC/AM 39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 케이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