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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기 사양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1) ◆◆

신호변환기의 정도
이번부터 약 10회에 걸쳐 [신호변환기의 사양서를 읽는
기초지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엔 먼저 [신호변환기의 정도]에 대해서 입니다.

1. 신호변환기의 정도

4. [정도]에 대한 타사의 표현

[정도]란 단어는 계측/제어분야에서 예를들면,
JIS Z 8103 (계측용어)로 [측정결과의 정확도와 정밀함을
포함한 측정량의 진짜 값과의 일치의 정도]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나
전제조건주1)등을 규정한 통일적인 규격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신호변환기메이커는 각각 독자기준에 근거하여
자사제품의 정도를 표시하고 있고 그 결과, 복수메이커의
신호변환기에 대해서 예를들면 [정도는 ± 0.1％]라고
동일값으로 표현되고 있는 경우라도 전제조건등의 다름에
의해 각 변환기의 [실력]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위의 것들을 고려하여 M-SYSTEM에서는 [정도]에 관해
서 신호변환기중 일반적인 변환기에는 특히 [기준정도]의
단어를 사용하고 또한 JIS C 1111(AC-DC트랜스듀서)의
적용대상제품인 전력트랜스듀서에는 해당 JIS에 사용하고
있는 [허용차]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번엔 먼저
[기준정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M-SYSTEM이외의 변환기메이커에서는
[변환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각각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의 내용은 반드시 명확하
지는 않습니다.

2. 기준정도

●정도
●변환정도

주1)

●정도정격
●허용차

측정/변환정도에는 외부요인인 아래와 같은 환경조건이 영

향을 미칠 경우가 있으므로 이것을 고려하여 통일적으로 표현
하지 않으면 다른 메이커제품의 객관적인 비교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기가열

●외부자계

●주위온도

●입력측의 각종조건

●전원전압

●출력측의 외부부하저항

●전원주파수

[기준정도]는 M-SYSTEM이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써 그 내용은 [미리 M-SYSTEM이 정한 기준동작
조건주2)에 있어 대상하는 신호변환기의 동작을 잘 관리한
신호발생기와 신호측정기를 사용하여 확인했을 때의
이론적출력과 실제출력과의 차를 출력스팬에 대한 백분율
(%) 로 표시한 것]입니다.
즉, [기준동작조건에서 확인한 이론적출력과 실제출력과의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주2)

[기준동작조건]에 대해서는 JIS C 1803(공업프로세스계측

제어기기의 성능표시법통칙)에 [기준동작조건은 자연환경
또는 인공적환경의 기준을 나타낸 값 및 그것들이 변동하여도
기기의 기준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 외부영
향량의 허용범위를 말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기준정도]의
경우는 각 외부요인마다 M-SYSTEM이 미리 구체적인 수값을
정한 것(예를들면, 주위온도: 25℃± 2℃) 말합니다.

3. 외부요인의 기준정도에 대한 영향도 표시
외부요인중, 기준동작조건에서 벗어나면 기준정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M-SYSTEM에서는 요인마다
구체적으로 그 정도를 사양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위온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그 영향도를
[온도계수]란 단어로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도계수]의 상세에 대해서는 다음회차에 설명할 예
정입니다.

직류입력변환기（형식：M2VS）의 예：
기준정도 ： ± 0 .1 ％
온도계수 ： ± 0 .0 1 5 ％／℃
M2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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