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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illoscopes
http://www.koreayokogawa.com
Oscilloscopes

Waveform Measuring

디지털 & 혼합 신호 오실로스코프
셀렉션 가이드

Digital Power
Analyzer

DL 시리즈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전자 디바이스 등의 개발설계에 필요한 고속 샘플링과 폭넓은 대역폭을 가집니다 .
반복파형에 대한 연산을 실행하며 , 자동으로 파형 파라미터를 추출합니다 .
DL 시리즈는 대용량 메모리 , 파워풀한 트리거기능 , 뛰어난 히스토리 메모리기능과 내장 프린터 등을 제공함으로써 광범위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 또한 내부 및 외부 미디어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Data Acquisition
Equipment

모델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Generators,
Sources

DL9040/9140/9240 시리즈

DLM6000/DL6000 시리즈

DLM2000 시리즈

스크린 고속 업데이트 & 전점표시
컴팩트 & 경량, 4 ch 최대 10 GS/s
I2C, SPI, CAN, LIN & UART 버스
분석기능
프로브 파워 컨넥터
USB 저장 지원
USB 마우스/키보드
파워 서플라이 분석 기능

아나로그 4ch+Logic 32/16bits
최대 10 GS/s
시리얼버스신호해석
고속 어퀴지션과 히스토리메모리 기능
USB 마우스/키보드
프로브 파워 컨넥터
USB Storage 지원

고속 화면 업데이트 & 전 점표시
컴팩트 & 경량
아날로그 4ch/아날로그 3ch+로직
8비트 최대 2.5GS/s
UART,I2C,SPI,CAN, LIN 버스
분석기능
파워 서플라이 분석기능
프로브 파워 컨넥터
USB Storage지원

5GS/s
1.0GHz(*2)

10 GS/s(*2)
1.5 GHz(*2)

10 GS/s
1.5GHz

4

4

4

2.5 GS/s
500 MHz(*2)
DLM2022,DLM2032,DLM2052:2ch
DLM2024,DLM2034,DLM2054:4ch

–

8 or 16 bits

DLM2024, DLM2034, DLM2054: St'd 8 bits

2 mV/div
8 bits
500 ps/div
DL9040, DL9140, DL9240:2.5 MW
DL9040L, DL9140L, DL9240L:6.25
MW

2 mV/div
8 bits
500 ps/div

2 mV/div
8 bits
1 ns/div
12.5 Mpoints

PC card

90MB(*3)
40 GB (HDD, FAT32)
USB
이더넷 (LXI 컴플라이언트)

PC card
–
90MB(*3)
40 GB (HDD, FAT32)
USB
이더넷 (LXI 컴플라이언트)

옵션 : 112 mm 너비

옵션 : 112 mm 너비

DL9700L/DL9500L 시리즈

아이템
아나로그 4ch+Logic 32/16bits
입력 최대 5GS/s
시리얼버스 분석 기능
파워 서플라이 분석 기능
"Virtual DA" 기능
프로브 파워 컨넥터
USB 저장기능
USB 마우스/키보드

특징

최고 샘플링 레이트
대역폭
아나로그 입력채널수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로직입력

DL9705L, DL9710L: 표준:32 (8bits x 4)
DL9505L, DL9510L: 표준:16 (8bits x 2)
2 mV/div
8 bits
500 ps/div

최고 수직축 감도(1:1)
수직축 분해능
최소 표시시간
표준
최대 레코드 길이

6.25 MW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선택
내장미디어 드라이브 표준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내장 프린터

선택
표준
선택
표준
선택
표준/선택

기타 옵션

선택

내장 HDD
통신 인터페이스

PC card (2)
–

Recorders

I2C 버스신호 해석
SPI 버스신호 해석
CAN & LIN 버스신호 해석
UART 버스신호 해석
프로브 파워 컨넥터
파워 서플라이 분석 기능
사용자 정의 연산

디스플레이 (TFT LCD)
외형 사이즈
W x H x D (mm)
Control Products

중량 (kg)

8.4-inch 컬러, XGA

8.4-inch 컬러, XGA

350 x 200 x 285

350 x 200 x 178

약 7.7

약 6.5

62.5 Mpoints
125 Mpoints
–
–
100 MB
1.8 GB
USB
이더넷/GP-IB

-

390MB
3.7GB
USB
이더넷 (LXI 컴플라이언트)
옵션 : 112 mm 너비

옵션 : 112 mm 너비

I2C 버스 분석
CAN 버스 분석
SPI 버스 분석
사용자 정의 연산
파워분석
4개의 추가 프로브 파워

I2C 버스신호 해석
SPI 버스신호 분석
CAN & LIN 버스신호 분석
UART 버스신호 분석
프로브 파워 컨넥터
파워 서플라이 분석 기능
사용자 정의 연산

*1: 상세설명을 위해 각 제품카다로그를 참고
*2: 모델에 따라 정해짐

I2C 버스 분석
SPI 버스 분석
CAN & LIN 버스 분석
UART 버스 분석
2/4 OUTPUT 프로브 파워
파워 서플라이 분석기능
사용자 정의 연산기능

8.4-inch TFT 컬러, XGA
DLM: 350 x 200 x 178

8.4-inch 컬러, XGA
226 x 293 x 193

DL: 350 x 200 x 285

약 4.2

약 6.5

*3: Flash Mem: Approx. 30 MB. .
Flash Mem은 파일 오퍼레이션을 통해 유저가 로드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의 일부이다.
*4: The DL7400 시리즈는 4개의 프로브 파워 컨넥터와 함께 기준이 된다.

DL 시리즈 시리얼 버스 아날라이저 선택 가이드
버스 종류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I2C

모델
기능
트리거

CAN

Portable Test
Instruments

트리거 종류
분석 & 서치
트리거

SPI

Meters Products

UART

(*1)
Break Synch
ID/Data, ID/Data OR
Error
(*1)

트리거 종류

트리거 종류
분석 & 서치
트리거

FlexRay

(*1)

트리거 종류
분석 & 서치
CAN dbc 파일
트리거

LIN

SB5000

트리거 종류
분석 & 서치
트리거

분석 & 서치
트리거

트리거 종류

분석 & 서치
FIBEX 데이타베이스 파일
Serial Bus Auto Setup Function

2

6.25 Mpts

: 기본 , O : 옵션 , X : NA
*1: 리얼타임 분석 및 디스플레이

(*1)
Every Data
Data
Error(Framing/Parity)
(*1)
Frame Start
Indicator, Frame ID
Cycle Count, Data
Indicator, Frame ID
Cycle Count, Data (OR)
BSS/FES/CRC Error (OR)

DL9700L/9500L 시리즈

DL9040/9140/9240 시리즈

Every Start, Non-Ack
Address&Data, General Call
Start Byte/HS mode
O(*1)
SOF, Error Frame
ID Std/Data, ID Ext/Data
ID/Data OR
O(*1)
×

DLM2000 시리즈

O

O
Every Start, Non-Ack
Address&Data, General Call
Start Byte/HS mode
O
O
SOF, Error(Frame, Stuff, CRC)
ID Std/Data, ID Ext/Data
ID/Data OR
O
O
O
Break Synch
ID/Data, ID/Data OR
Error
O
O
Data1 pattern (3W)
Data1&Data2 pattern (4W)
O
O
Every Data
Data
Error(Framing/Parity)
O

Start, Non-Ack,
Address&Data
O(*1)

O
O
SOF, ID, RTR
Data Field, Error Frame

O(*1)
×

Break Synch
O(*1)

O
×
×

O(*1)

Data1 pattern (3W)
Data1&Data2 pattern (4W)
O(*1)

O
A Data pattern, B Data pattern
A → B Data pattern, Byte count
O(*1)

Every Data
O(*1)

DL7400 시리즈

×
O(*1)

×

×

O

O

(*1)

O
Frame Start
Payload preamble indicator
Null Frame indicator
Sync Frame indicator
Startup frame indicator
Frame ID
Cycle count, Data, CRC Error
O
×
×

×

O

소형,16 ch 절연입력
(8모듈 슬롯)
GigaZoomEngine & Max 1 GW
Dual Capture
11종류의 플로그인 모듈
웹서버 기능
A6 (112 mm) 프린터(DL750)
A4 (210 mm)대프린터(DL750P)
프로브 파워 컨넥터

100 MS/s (*2)
20 MHz (*2)
플러그인 모듈: 16 ch (절연)

10 MS/s (*2)
3 MHz (*2)
플러그인 모듈: 16 ch (절연)

10 MS/s (*2)
3 MHz (*2)
플러그인 모듈: 16 ch (절연)

표준: 16 (8 bits x 2)

표준 : 16 (8 bits x 2)

표준 : 16 (8 bits x 2)

100 ㎶/div (*2)
Max. 16 bits (*2)
500 ns/div (*2)

100 ㎶/div (*2)
Max. 16 bits (*2)
500 ns/div (*2)

1 mV
Max. 16 bits (*2)
100 ㎲ Setting

250Mpts(1ch),10Mpts(16ch)

50 MW max/2.5 MW (16 ch)

50 MW max/2.5 MW (16 ch)

2Gpts(1ch),100Mpts (16ch)
USB, SD카드
160GB,외장하드 옵션(eSATA)
USB/GP-IB/IRIG
이더넷
112 mm 폭

1 GW max/50 MW (16 ch)
PC card, FDD & Zip
40 GB (FAT32)
USB/GP-IB/RS232/SCSI
이더넷
112 mm or 210 mm

–
PC card
40 GB (FAT32)
USB/GP-IB/RS232/SCSI
이더넷
210 mm 폭

최고 수직축감도 (1:1)
최고수직축분해능
최소표시시간
기본
최고 레코드길이

옵션(/M2)
내장 미디어 드라이브 선택

내장 HDD
인터페이스
내장 프린터
기타

옵션
기본
옵션
기본
옵션

디스플레이(TFT LCD)
외형 사이즈
W x H x D (mm)
중량 (kg)
*1: 상세내용은 각 제품의 카다로그를 참고.
*2: 입력모듈에 따름
*3: 플러그인 모듈은 포함되지 않음

DSP 채널
사용자 정의 연산
프로브 파워 컨넥터
DC 12 V 모델 사용가능
10.4-inch 컬러, SVGA
355 x 259 x 180
약 6.5 *

3

DSP 채널
사용자 정의 연산
프로브 파워 컨넥터
DC 12 V 모델 사용가능(DL750)
10.4-inch 컬러, SVGA
355 x 250 x 180(DL750)
355 x 250 x 225(DL750P)
약 6.6(DL750), 약 8.0(DL750P)

프로브 파워 컨넥터

10.4-inch 컬러, SVGA

Digital Power
Analyzer

355 x 250 x 225
약 8.0 *3
Recorders

로직입력

Control Products

아나로그입력채널수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최고 샘플링 레이트
대역폭

소형, 16 ch 절연입력
(8 모듈 슬롯)
11종류의 플러그인 입력모듈
웹서버기능
A4 (210 mm) 대프린터
프로브 파워 컨넥터

Data Acquisition
Equipment

소형, 16ch 절연오실로스코프
(8모듈 슬롯)
GigaZoomEngine and Max 1 GW
Dual Capture
15종류의 플로그인 모듈
웹서버 기능
A6 (112 mm) 프린터
프로브 파워 컨넥터

항목
특징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SL1400

Generators,
Sources

DL750/DL750P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DL850

Portable Test
Instruments

모델명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스코프코더 시리즈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신호 및 싱글샷을 포착합니다 .
또한 반복 파형에 대한 연산을 실행하고 자동으로 파형파라미터를 추출합니다 .
스코프코더 시리즈는 대용량 메모리 , 파워플한 트리거 기능 , 내장 프린터를 제공하며 , 내부 및 외부 미디어에서 데이타를 저장하거나
다운할 수 있습니다 .
DL750P 와 SL1400 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응하는 대용지 출력 기능을 제공합니다 .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스코프코더 시리즈 선택 가이드

Meters Products

Waveform Measuring

Oscilloscopes

Oscilloscopes
http://www.koreayokog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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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illoscopes
http://www.koreayokogawa.com
Oscilloscopes

Mixed Signal
Oscilloscopes

DLM6000/DL6000 시리즈

Digital Power
Analyzer

고속의 어퀴지션과 히스토리메모리 기능
혼합 신호 오실로스코프 ( 아날로그 4 채널 & 최대 32 비트 로직입력 )

Data Acquisition
Equipment

특징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
•
•
•
•
•
•
•

4 아날로그 채널 + 16/32 비트 로직의 동시 측정과 분석
고속의 어퀴지션과 히스토리 메모리 기능
고도의 파형연산을 고속으로 처리 , 표시
500MHz, 1GHz, 1.5GHz 대역모델을 라인업
광범위한 트리거 기능으로 복합 파형을 조정가능
다목적 줌과 서치 기능
시리얼 버스 분석 ( 옵션 ): UART (New!), I2C, SPI, CAN, LIN
파워 서플라이 분석 ( 옵션 )
DLM6054 DLM6104

Generators,
Sources

DL6054

DL6104

DL6154

아날로그 주파수 대역

500MHz

1GHz

500MHz

1GHz

1.5GHz

아날로그 입력 채널수

4CH

4CH

4CH

4CH

4CH

-

-

-

로직입력 bit 수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모델 형명 및 사양코드
• DL6000 시리즈
모델형명

사양코드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DL6054
DL6104

기본 사양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기본 사양
입력채널수
입력임피던스
전압축 감도설정범위

Recorders
Control Produc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Portable Test
Instruments
Meters Products

4

16/32bits 16/32bits

DL6000 시리즈 : 아날로그 4
DLM6000 시리즈 : 아날로그 4 + 로직 16 or 32
1MΩ±1.0% 약 20pF
50Ω±1.5%
1M Ω입력시 2mV/div ~ 5V/div
50Ω 입력시 2mV/div ~ 500mV/div

주파수 특징
50 Ω입력시
DL6054/DLM6054 DL6104/DLM6104 DL6154
0.5V/div~10mV/div
DC~500MHz DC~1GMHz DC~1.5GHz
5mV/div
DC~400MHz DC~750MHz DC~1GHz
2mV/div
DC~400MHz DC~600MHz DC~750MHz
*1M Ω입력시 ( 표준 패시브프로브 사용시 ) 프로브팁에 규정함 .
5V/div~10mV/div
DC~500MHz DC~500MHz DC~500MHz
5mV/div~2mV/div
DC~400MHz DC~400MHz DC~400MHz
DC 정확도
1MΩ 입력시 :±(1.5% of 8div+ 오프셋 전압확도 )
50Ω 입력시 :±(1.5% of 8div+ 오프셋 전압확도 )
A/D 변환 분해능
8 bit(25LSB/div)
최고 샘플레이트
실시간 샘플링모드
DL6054,DL6104,DLM6054,DLM6104 / DL6154
인터리브 모드 ON
5GS/s
/ 10GS/s
인터리브 모드 OFF
2.5GS/s
/ 5GS/s
등가시간 샘플링 모드
2.5TS/s
/ 2.5TS/s
최대 레코드 길이
6.25Mpts
/ 6.25Mpts
시간축 설정범위
500ps/div~50s/div
디스플레이
8.4 inch 컬러 TFT 액정 디스플레이
내장프린터 ( 옵션 )
출력지 너비 112mm
인터페이스
USB 주변장치 지원 , PC 카드 인터페이스
USB - PC 컨넥션 , 이더넷 ( 옵션 )
정격전원전압
100~120VAC/200~240VAC( 자동전환 )
정격전원주파수
50/60Hz
최대소비전력
300VA
외형 사이즈
DL6054/DL6104/DL6154 350(W) × 200(H) × 178(D)mm
DLM6054/DLM6104
350(W) × 200(H) × 285(D)mm
중량
DL6054/DL6104/DL6154 약 6.5kg ( 프린터 포함 )
DLM6054/DLM6104
약 7.7kg ( 프린터 포함 )

DL6154
전원케이블
도움말 언어
부가사양

-M
- HJ
/B5
/P2
/C9
/C12
/G2
/G4
/F3
/F4

내용
4CH 500MHz, Max. 5GS/s(2.5GS/s/CH),
6.25Mpts/CH(BCP 3 년계약 , 1 년정기 교정 )
4CH 1GHz, Max. 5GS/s(2.5GS/s/CH),
6.25Mpts/CH(BCP 3 년계약 , 2 년정기 교정 )
4CH 1.5GHz, Max. 10GS/s(5GS/s/CH),
6.25Mpts/CH(BCP 3 년계약 , 3 년정기 교정 )
UL, CSA 규격 (3 극 -2 극 변환어답터 포함 ),
PSE 대응
일본어 지원
내장프린터
프로브파워 2 단자 추가
내부저장 +LXI 대응 인더넷 인터페이스
LXI 대응 이더넷 인터페이스
사용자 정의 연산
전원해석기능 ( 사용자정의 연산 포함 )
UART+I 2 C+SPI
UART+CAN+LIN 트리거 & 해석기능

• DLM6000 시리즈
모델형명

사양코드

DLM6054
DLM6104

전원케이블
도움말 언어
로직입력
부가사양

-M
- HJ
- L16
- L32
/B5
/P4
/C9
/C12
/G2
/G4
/F3
/F4

내용
4CH 500MHz+Logic 16/32bit,
Max. 5GS/s(2.5GS/s/CH),
6.25Mpts/CH(BCP 3 년계약 , 1 년정기 교정 )
4CH 1GHz+Logic 16/32bit,
Max. 5GS/s(2.5GS/s/CH),
6.25Mpts/CH(BCP 3 년계약 , 1 년정기 교정 )
UL, CSA 규격 (3 극 -2 극 변환어답터 포함 ),
PSE 대응
일본어 지원
로직입력 16bit( 로직프로브인터페이스 X2)
로직입력 32bit( 로직프로브인터페이스 X4)
내장프린터
프로브파워 4 단자 추가
내부저장 +LXI 대응 인더넷 인터페이스
LXI 대응 이더넷 인터페이스
사용자 정의 연산
전원해석기능 ( 사용자정의 연산 포함 )
UART+I 2 C+SPI 트리거 & 해석기능
UART+CAN+LIN 트리거 & 해석기능

DL9000 시리즈 MSO 모델

우수한 성능과 본체의 소형화
혼합 신호 오실로스코프 ( 아날로그 4 채널 & 16/32 비트 로직입력 )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4 아날로그 채널 + 16/32 비트 로직의 동시 측정과 분석
고속의 어퀴지션과 응답
로직 채널의 빠르고 강력한 분석기능
히스토리 메모리에 의해 변측을 포착 , 구분가능 .
광범위한 트리거 기능으로 복합 파형을 조정가능
다목적 줌과 서치 기능
“Virtual D/A” 기능
시리얼 버스 분석 ( 옵션 ): UART (New!), I2C, SPI, CAN, LIN
파워 서플라이 분석 ( 옵션 )

모델명

DL9710L

DL9705L

아날로그 입력 채널
아날로그 주파수 대역폭

최대
입력
로직
입력

토글 주파수
전압 레인지
Threshold 레벨
임피던스

32bits(8bits × 4) (DL9710L, DL9705L)
16bits(8bits × 2) (DL9510L, DL9505L)
250 MHz (701981)
± 10 V (DC + AC 피크 , 701981)
± 10 V (0.1 V 설정 주파수 , 701981)
약 10k Ω / 약 9 pF (701981)

최대 샘플링 레이트
시간축설정범위
최대 레코드 길이
히스토리 메모리

트리거 모드
트리거 타입

내장 미디어 드라이브
인터페이스
내장 프린터 ( 옵션 )
기타 옵션

디스플레이 (TFT LCD)
외형 사이즈
중량

5GS/s
500ps/div ~ 50s/div
6.25MW
최대 데이터 : 2000 (2.5 kW), 히스토리
사용시
1600 (2.5 kW), N 싱글모드일 때 .
오토 , 오토 레벨 , 표준 , 싱글 ,& N 싱글
Edge/State, Width, Event Interval,
TV, 시리얼 버스 (UART, I2C, SPI, CAN, LIN),
시리얼 패턴
Flash ROM, 90MByte ( 약 30M Byte 는
데이타저장에 사용할 수 있음 .)
USB 주변장치 지원 , PC 카드 인터페이스 ,
USB-PC 컨넥션 , 이더넷 ( 옵션 )
Thermal line-dot, 너비 112mm
시리얼 버스 분석 (UART, I2C, SPI, CAN,
LIN), 유저 정의 연산 , 파워서플라이 분석
내장 HDD, 프로브 파워 서플라이
8.4-inch 컬러 TFT LCD
350(W) × 200(H) × 285(D)mm
약 7.7kg ( 프린터 포함 )

250MHz
5GS( 아날로그와 로직의 동시 샘플링 )

모델 형명 및 사양코드
모델

사양코드

내용

701320

DL9505L: 4ch 500MHz + 로직 16bits
최대 5 GS/s(2.5 GS/s/ch), 6.25 MW/ch

701321

DL9510L: 4ch 1GHz + 로직 16bits
최대 5 GS/s(2.5 GS/s/ch), 6.25 MW/ch

701330

DL9705L: 4ch 500MHz + 로직 32bits
최대 5 GS/s(2.5 GS/s/ch), 6.25 MW/ch

701331

DL9710L: 4ch 1GHz + 로직 32bits
최대 5 GS/s(2.5 GS/s/ch), 6.25 MW/ch

도움말 메뉴 언어
로직 프로브

옵션

-D
-F
-Q
-R
-H
-HE
-L0
-L2
-L4*1
/B5
/P4*2
/C8*3
/C9*3
/C10*3
/C12*3
/G2*4
/G4*4
/F5*5
/F7*5
/F8*5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최대 샘플링 속도

파워케이블

일반사양

500MHz
16bits

UL/CSA 표준
VDE 표준
BS 표준
AS 표준
GB 표준
English
로직프로브 없음
2개의 250 MHz 로직 프로브 (701981)
4개의 250 MHz 로직 프로브 (701981)
내장 프린터
배면 패널프로브 파워단자(4단자)
HDD + 이더넷 인터페이스 내장
HDD + LXI 컴플라이언트 이더넷 인터페이스 내장
이더넷 인터페이스
LXI 컴플라이언트 이더넷 인터페이스
유저 정의 연산 기능
파워 서플라이 분석기능
UART+I2C+SPI 버스 아날라이저
UART+CAN+LIN+SPI 버스 아날라이저
UART+I2C+CAN+LIN+SPI 버스 아날라이저

*1: DL9500시리즈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701920, 701922와 같은 커런트 프로브 또는 디퍼런셜 프로브를 사용한다면 /P4옵션을
구매요망
*3: 한 가지만 선택
*4: 한 가지만 선택
*5: 한 가지만 선택.UART, I2C, CAN, LIN , SPI 트리거는 표준탑재.

Recorders

로직 입력
입력수

1GHz

Control Products

DC 정확도
수직축 분해능

최대 로직 토글 (toggle) 주파수

DC-1GHz(DL9710L, DL9510L)
DC-500MHz(DL9705L, DL9505L)
4ch
1M Ω 입력시
2mV/div ~ 5V/div
50 Ω 입력시
2mV/div ~ 500mV/div
± (1.5% of 8div + offset 전압 정확도 )
8-bit

500MHz
32bi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아날로그 입력
수직 감도

1GHz

로직 입력 채널

Portable Test
Instruments

아날로그 입력
아날로그 대역폭

DL9505L

Meters Products

기본 사양

DL9510L
4ch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Generators,
Sources

•
•
•
•
•
•
•
•
•

Data Acquisition
Equipment

특징

Digital Power
Analyzer

Mixed Signal
Oscilloscopes

Oscilloscopes

Oscilloscopes
http://www.koreayokog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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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illoscopes
http://www.koreayokogawa.com
Oscilloscopes

Digital Oscilloscopes

DL9000

Digital Power
Analyzer

높은 코스트 퍼포먼스의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500 MHz/1 GHz/1.5 GHz 대역폭
개요

Data Acquisition
Equipment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DL9000 signalXplorer 는 Yokogawa 의 10 세대 디지털 오실로스
코프입니다 . 측정시 최적의 메모리 설정을 가능하게 하며 , 길고 짧은
메모리 레코드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나타냅니다 .
파형을 세그먼트 메모리로 저장하며 진보한 메모리 핸들링으로 각
어퀴지션마다 설정한 레코드사이즈에 상관없이 롱 메모리 스코프의
모든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기능은 ADSE(advanced data sream engine) ASIC 에 의해 가
능합니다 .

Generators,
Sources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Recorders
Control Produc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Portable Test
Instruments
Meter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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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DL9000

●히스토리 메모리
긴 주기에서도 원하는 데이터만을 포착합니다 .
불필요한 데이터없이 개발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용량 메모리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

2,000개까지 분할된 메모리를 사용하여 파형비교

기본 사양
최고 샘플링 레이트
5 GS/s (2 채널 ) 2.5 GS/s (4 채널 ) (DL9040/
DL9040L/DL9140/DL9140L)
10 GS/s (2 채널 ) 5 GS/s (4 채널 ) (DL9240/
DL9240L)
대역폭
500 MHz (DL9040/DL9040L)
1 GHz (DL9140/DL9140L)
1.5 GHz (DL9240/DL9240L)
아날로그 입력 채널 수
4 입력 채널
수직 감도
1 M Ω 입력시 : 2 mV/div ~ 5 V/div (1-2-5 의 단계 )
50 Ω 입력시 : 2 mV/div ~ 500 mV/div (1-2-5 의
단계 )
DC 정확도
1 MΩ 입력시 : ±(1.5% of 8 div + 오프셋 전압 정확도 )
50 Ω 입력시 : ± (1.5% of 8 div + 오프셋 전압 정확도 )
수직축 분해능
8-bit (25 LSB/div)
시간축설정범위
500 ps/div ~ 50 s/div (1-2-5 단계 )
최대 레코드 길이
2.5 M word/ 채널 (DL9040/DL9140/DL9240)
6.25 M word/ 채널 (DL9040L/DL9140L/DL9240L)
내장 미디어 드라이브
90 MB ( 플래시 메모리 : 약 30 MB. 시스템메모리 : 약
60 MB.)
플래시 메모리는 파일 오퍼레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다운받거나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의 한 종류이다 .
인터페이스
USB 주변장치 지원 /PC 카드 인터페이스 /
USB-PC 컨넥션 / 이더넷 커뮤니케이션 (/C8 -/C12
옵션 )
내장 프린터
Thermal line-dot, 종이 너비 112 mm ( 옵션 )
기타 옵션
I2C 분석 기능 , SPI 분석 기능 , CAN 분석 기능 ,
LIN 분석 기능 , UART 분석기능 내장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 유저 정의 연산기능 , 파워 서플라이 분석
기능
디스플레이 (TFT LCD) 8.4-inch (21.3 cm) 컬러 TFT 액정디스플레이
외형 사이즈
350 (W) × 200 (H) × 178 (D) mm
( 프린터커버가 닫혀 있을 때 , 핸들과 돌출부분은 제외함 )
중량 (kg)
약 . 6.5 kg		

2000 frames

● 초고속 대응
대용량 데이타를 실행할 시에도 초고속 디스플레이 업데이트
● 점 밀도 디스플레이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와 같이
파형을 표시한다 . 
● UART(New!), I2C, CAN, LIN,
SPI 버스 분석 ( 옵션 )
●시리얼 버스 분석시 오토 셋업
기능 (New!)
	원버튼 하나만으로 초고속 ,
자동으로 시리얼버스 포착 및
분석가능 .

점 밀도 표시를 사용하는 오버레이 파형

모델 형명 및 사양 코드
모델형명
701307
701308
701310
701311
701312
701313
파워 케이블

도움 메뉴
언어

옵션

사양코드

내용

DL9040 500 MHz 최대 5 GS/s (2.5 GS/s/ch), 2.5 Mword/ch
DL9040L 500 MHz 최대 5 GS/s (2.5 GS/s/ch), 6.25 Mword/ch
DL9140 1 GHz 최대 5 GS/s (2.5 GS/s/ch), 2.5 Mword/ch
DL9140L 1 GHz 최대 5 GS/s (2.5 GS/s/ch), 6.25 Mword/ch
DL9240 1.5 GHz 최대 10 GS/s (5 GS/s/ch), 2.5 Mword/ch
DL9240L 1.5 GHz 최대 10 GS/s (5 GS/s/ch), 6.25 Mword/ch
-D
UL/CSA 표준
-F
VDE 표준
-Q
BS 표준
-R
AS 표준
-H
GB 표준
-HE
English
-HC
Chinese
-HK
Korean
/B5
내장 프린터
/P2*1
후면 패널에 2개 프로브파워 컨넥션
/C8*2
HDD + 이더넷 인터페이스 내장
2
/C9*
HDD + LXI 컴플라이언스 이더넷 인터페이스 내장
/C10*2 이더넷 인터페이스
/C12*2 LXI 컴플라이언스 이더넷 인터페이스
/G2*3 유저 정의 연산 기능
/G4*3 파워 서플라이 분석 기능
/F5*4 UART + I2C + SPI 버스 아날라이저
/F7*4 UART + CAN + LIN + SPI 버스 아날라이저
/F8*4 UART + I2C + CAN + LIN + SPI 버스 아날라이저

*1: 701920, 701922, 701932, 701933과 같은 커런트 프로브 또는 디퍼런셜 프로브를 사용한다면 /P2
옵션을 설정요망.
*2: 한 가지만 선택
*3: 한 가지만 선택
*4: 한가지만 선택. UART, I2C, CAN, LIN, SPI 트리거는 표준탑재.

Digital Osciloscopes

Oscilloscopes

Oscilloscopes
http://www.koreayokogawa.com

DL7440/DL7480

Digital Power
Analyzer

8 채널의 아날로그 멀티채널 캡처와 16 비트 로직 신호

DL7440

701450
701460

DL7440 (4 CH 입력)
최대 16 MW 메모리

701470

DL7480 (8 CH 입력)
최대 4 MW 메모리

701480

파워케이블

내부 저장
드라이브

옵션

*1:
*2:
*3:
*4:

-D
-F
-Q
-R
-H
-J1
-J2
/B5
/E4
/EX4
/EA4
/P4
/N3
/N4
/C7
/C10
/G2
/G4
/F5
/F7
/F8
/F9

DL7480(8 CH 입력)
최대 16 MW 메모리
UL/CSA 표준
VDE 표준
BS 표준
AS 표준
GB 표준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1
Zip® 드라이브*1
내장 프린터
4개의 추가 패시브 프로브(701470, 701480만 해당)*2
4개의 701941프로브*7,*9
4개의 701941 프로브*8,*9 추가
4개의 추가 프로브 파워 컨넥터(701470, 701480만 해당)*3
701450/701470*4 로직입력(표준 옵션)
701460/701480*4 로직입력(표준 옵션)
SCSI 인터페이스
이더넷 인터페이스
유저 정의 연산 기능*5
파워 분석기능*5
I2C + SPI 버스 아날라이저*6
CAN + SPI 버스 아날라이저*6
I2C + CAN + SPI 버스 아날라이저*6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내용
DL7440 ( 4 CH 입력)
최대 4 MW 메모리

Recorders

사양코드

FlexRay 시그널 아날라이저

한 가지만 선택
DL7400시리즈는 표준으로 4개의 패시브프로브(700988)가 부속되어 있음.
DL7400시리즈는 표준으로 4개의 프로브 파워 컨넥터가 부속되어 있음.
701450 , 701470모델은 /N3, 701460, 701480모델은 /N4를 선택한다.
로직 프로브는 개별판매함. 이러한 옵션은 무상으로 설치가능함.
*5: /G2 , /G4 는 동시 지정할 수 없다. /G4는 /G2를 포함한다.
*6: 옵션 /F5, /F7, /F8은 동시에 설정할 수 없다. 단 한 가지만 선택.
SPI 버스 분석과 서치기능은 표준으로 탑재되어 있음. SPI버스 트리거는
옵션으로서만 사용가능합니다.
*7: 본 옵션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4개의 700988프로브는 포함하지 않음.
*8: 이러한 옵션은 701470, 701480모델에만 해당함.
*9: 옵션 /E4이 설정되면, /EX4 또는 /EA4는 동시에 설정할 수 없다.

Meters Products

모델

Control Products

모델 형명 및 사양코드
기본 사양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DL7480

Portable Test
Instruments

4 또는 8 아날로그 채널과 16 비트 로직 입력
최대 16 MW 기록 메모리
USB 통신 , USB 메모리 지원
이더넷 접속 용이성 ( 옵션 )
유저 정의 연산 ( 옵션 )
2 GS/s 최대 속도
500 MHz 아나로그 대역폭
250 MHz 로직 프로브 지원
PC 카드 인터페이스 (Type II)
파워 분석기능 ( 옵션 )
시리얼 버스 분석 기능 ( 옵션 )
FlexRay 시그널 분석기 ( 옵션 )

Generators,
Sources

특징
•
•
•
•
•
•
•
•
•
•
•
•

입력채널
4/8 아날로그 ( 모델에 따름 ), 16-bit 로직
전압축 감도 설정범위
1 M Ω입력시 : 2 mV/div ~ 10 V/div (1, 2, 5 단계 )
50 Ω입력시 : 2 mV/div ~ 1 V/div (1, 2, 5 단계 )
주파수 특징
1 M Ω 입력시 : ( 패시브 프로브 모델 700988 사용시 ,
프로브 팁에 의함 ) 10 V/div ~ 10 mV/div: DC ~ 400
MHz (500 MHz*)
*: 소형 패시브 프로브 모델 701941 사용시 ,
프로브팁에 의함 )
A/D 전환 주파수 8 비트 (24 LSB/div)
최대 샘플링 레이트 수 2 GS/s
최대 레코드 길이
701450/701470: 4 MW/ 채널
701460/701480: 16 MW/ 채널
DC 정확도
± (1.5% of 8 div + 오프셋 전압 정확도 )
시간축 설정 레인지
1 ns/div ~ 50 s/div (10 kW 또는 그이상의 레코드
길이 )
디스플레이
8.4-inch 컬러 TFT 액정 디스플레이
내장 프린터 ( 옵션 )
출력지 너비 : 112 mm
인터페이스
GP-IB, USB-PC 컨넥터 , USB 주변장치 컨넥터 ,
이더넷 (100BASE-TX, 10BASE-T; 옵션 ),
SCSI( 옵션 )
기타 옵션
I2C 버스 분석 기능 , CAN 버스 시그널 분석 기능 ,
SPI 버스 시그널 분석 기능 , 파워 분석 기능 , FlexRay
시그널 분석기
외형 사이즈
373 (W) × 210.5 (H) × 355.3 (D) mm ( 프린터
커버가 닫혀 있을때 , 손잡이 , 돌출 부분은 포함하지
않음 )
중량
약 10 kg (24.2 lbs, 프린터 포함 . 로직입력은
포함하지 않음 )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DL7400 시리즈는 4 & 8 채널 아날로그 입력 모델을 포함합니다 .
각 모델은 16 비트 로직 입력을 가집니다 .
이러한 모든 입력은 편리하게 되어 있으며 , 벤치탑 사이즈의
장비입니다 .
16 로직 신호까지 캡쳐하여 두 개의 분리된 오실로스코프를 동기화시킬
필요없이 8 채널의 아날로그 신호까지 동시측정할 수 있습니다 .

Data Acquisition
Equipment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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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illosc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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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illoscopes

Mixed Signal
Oscilloscopes

DLM2000

Digital Power
Analyzer

보기 쉬운 대화면 LCD, 사용이 편리한 소형본체
퍼스널 혼합 신호 오실로스코프

Data Acquisition
Equipment

특징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보기 쉽고 , 사용하기 편리하다 .
8.4 인치의 대형 액정 화면을 시선 위치에 배치하였으며 , 작업대
또는 실험 장소에서의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
● Flexible MSO 입력
한 개의 버튼으로 아날로그 3ch
또는 4ch + 로직 입력 8bit, 최대
11 개의 채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Generators,
Sources

3-ch analog
+ 8-bit logic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DLM2000

Dedicated
Zoom keys

기본 사양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Recorders
Control Produc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Portable Test
Instruments
Meters Products

아날로그 신호 입력
입력 채널
아날로그 입력
DLM20x2: CH1, CH2
		
DLM20x4: CH1 ~ CH4
		
(CH1 ~ CH3, 로직 입력 사용시 )
입력 커플링 설정 		
AC, DC, DC50 Ω, GND
입력 임피던스 아날로그 입력
1 M Ω ±1.0%, 약 20 pF
	50 Ω ± 1.0% (VSWR 1.4 또는 이하 , DC ~
500MHz)
전압축 감도
1 MΩ
2 mV/div ~ 10 V/div (1-2-5 단계 )
설정 레인지
50 Ω
2 mV/div ~ 500 mV/div (1-2-5 단계 )
최대 입력 전압
1 MΩ
150 Vrms (CAT I)
50 Ω
5 Vrms 또는 10 Vpeak 을 초과해서는 안됨
주파수 특징 ( ± 3div 범위의 사인파 sinewave) 입력시 -3 dB 감쇠 )
		
DLM202x DLM203x DLM205x
1 M Ω ( 패시브 프로브 사용시 )
100 mV ~ 100 V/div DC ~ 200 MHz DC ~ 350 MHz DC ~ 500 MHz
20 mV ~ 50 mV/div DC ~ 150 MHz DC ~ 300 MHz DC ~ 400 MHz
50 Ω
10 mV ~ 500 mV/div DC ~ 200 MHz DC ~ 350 MHz DC ~ 500 MHz
2 mV ~ 5 mV/div
DC ~ 150 MHz DC ~ 300 MHz DC ~ 400 MHz
최대 샘플링 레이트
리얼 타임 샘플링 모드 인터리브 OFF
1.25 GS/s
인터리브 ON
2.5 GS/s
반복 샘플링 모드 		
125 GS/s
최대 레코드 길이
2 ch 모델
반복 / 싱글 / 싱글 인터리브 :
( 표준 )
1.25 M/6.25 M/12.5 M 포인트
2 ch 모델
반복 / 싱글 / 싱글 인터리브 :
(/M1S)
6.25 M/25 M/62.5 M 포인트
4 ch 모델
반복 / 싱글 / 싱글 인터리브 :
( 표준 )
1.25 M/6.25 M/12.5 M 포인트
4 ch 모델
반복 / 싱글 / 싱글 인터리브 :
(/M1)
6.25 M/25 M/62.5 M 포인트
4 ch 모델
반복 / 싱글 / 싱글 인터리브 :
(/M2)
12.5 M/62.5 M/125 M 포인트
로직 신호 입력 (4 ch 모델만 해당 )
입력 수
		
8 bit (excl. 4 ch 입력 & 로직 입력 )
최대 토글 (toggle) 주파수
모델 701988: 100 MHz
		
모델 701989: 250 MHz
컴퍼터블 프로브 		
701988, 701989 (8 bit 입력 )
		
(701980, 701981 은 사용가능함 )
디스플레이
		8.4-inch TFT 컬러 액상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1024 × 768 (XGA)
정격 서플라이 전압		
100 ~ 240 VAC
정격 서플라이 주파수		
50 Hz/60 Hz
최대 파워 소비량
170 VA
외형 사이즈
	226 (W) × 293 (H) × 193 (D) mm
( 프린터커버가 닫혀 있는 경우 . 돌출부위는 포함하지 않음 )
중량
		
약 4.2kg( 옵션 없음 )
온도 레인지
5° C ~ 40° C
*1 30 분 워밍업 후 표준 동작 컨디션 상태에서 측정 .
*2 반복 현상시 경우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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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125 M 포인트 ) 메모리로 장시간 측정이 가능합니다 .
●	추후 파형의 반복 재생이 가능하며 , 지나간 파형도 놓치지 않습니다 .
- 히스토리기능 ●리얼타임 필터
● 두 지점을 동시에 ZOOM

모델형명 및 사양 코드
모델

사양코드

710105
710110*1
710115
710120*1
710125
710130*1
파워 케이블

도움말 언어

옵션

-D
-F
-Q
-R
-H
-HE
-HC
-HK
-HG
-HF
-HI
-HS
/LN
/B5
/M1*2

/M2*2

/M1S
/P2*3
/P4*3
/C1*4
/C10*4
/C11*4
/C8
/G2*5
/G4*5
/F1*6
/F2*6
/F3*6
/F4
*1:
*2:
*3:
*4:
*5:
*6:

내용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DLM2022 2ch, 200MHz
혼합 시그널 오실로스코프 DLM2024 4ch, 200MHz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DLM2032 2ch, 350MHz
혼합 시그널 오실로스코프 DLM2034 4ch, 350MHz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DLM2052 2ch, 500MHz
혼합 시그널 오실로스코프 DLM2054 4ch, 500MHz
UL/CSA 표준
VDE 표준
BS 표준
AS 표준
GB 표준
English (메뉴와 패널)
Chinese(메뉴와 패널)
Korean(메뉴와 패널)
German(메뉴와 패널)
French (메뉴와 패널)
Italian
Spanish (메뉴와 패널)
전환불가 로직 입력(4 ch모델만 해당)
내장 프린터
"메모리 확장옵션(4 ch모델만 해당)
장시간 측정시 : 6.25 Mpoints; 싱글 모드 :
25 Mpoints (인터리브 모드가 ON일때: 62.5 Mpoints)"
"메모리 확장옵션(4 ch 모델만 해당)
장시간 측정시 : 12.5 Mpoints; 싱글모드:
62.5 Mpoints (인터리브 모드가 ON일때 : 125 Mpoints)"
"메모리 확장옵션 (2 ch 모델만 해당)
장시간 측정시 : 6.25 Mpoints; 싱글모드:
25 Mpoints (인터리브 모드가 ON일때 : 62.5 Mpoints)"
프로브 파워 2 ch 모델
프로브 파워 4 ch 모델
GP-IB 인터페이스
이더넷 인터페이스
GP-IB + 이더넷 인터페이스
내부 저장(1.8 GB)
유저 정의 연산(4 ch 모델만 해당)
"파워 서플라이 분석 기능(/G2 포함) (4 ch 모델만 해당)"
UART 트리거와 분석(4 ch 모델만 해당)
I2C + SPI 트리거와 분석(4 ch 모델만 해당)
UART + I2C + SPI 트리거와 분석(4 ch 모델만 해당)
CAN + LIN 트리거와 분석(4 ch 모델만 해당)

로직 프로브는 별매함. 악세사리 로직프로브는 개별구매요망.
이 중 한가지만 선택사용함
701920과 701922모델과 같은 커런트 프로브 또는 디퍼런셜 프로브를 사용할 때에 이 옵션을 설정한다.
이 중 한가지만 선택사용함
이 중 한가지만 선택사용함
이 중 한가지만 선택사용함

DL850/DL850V

최대입력채널수 DL850: 16CH/Slot, 128CH/Unit
DL850V: 32CH/Slot, 160CH/Unit
최대레코드길이 최대레코드길이는 모듈의 종류와 채널수에 의함
표준
250Mpts(1CH)
10Mpts/CH(16CH)
시간축설정범위 100ns/div ~ 1s/div(1-2-5 step)
시간축 정확도
± 0.005%
표시
10.4 인치 컬러 TFT 액정 디스플레이
내장 프린터
출력방법
Thermal line-dot 프린팅
종이 너비
112 mm( 실제 출력너비 : 104mm)
통신 인터페이스
GP-IB, USB 주변장치 잭 (USB 키보드 , USB
프린터 ), USB (PC 연결을 위한 Rev2.0) , 이더넷
(1000BASE-T, 100BASE-TX, 10BASE-T),
시리얼 (RJ-45), IRIG.
저장
SD 카드 , USB 메모리 , 내외부 하드디스크
외형 사이즈
355 (W) x 259 (H) x 180 (D) mm
중량
약 6.5 kg ( 본체의 경우 )

측정을 지원하는 기술

플러그인 모듈
Model

701250
701251
701255
701260
701261
701262
701265
701270
701271
701275
701280
720210
720220
720230
720240

상세

고속 10MS/s 12bit 절연모듈
고속 1MS/s 16bit 절연모듈
고속 10MS/s 12bit 비절연모듈
고압 100kS/s 16bit 절연모듈 (RMS)
유니버셜 ( 전압 / 온도 ) 모듈
유니버셜 ( 전압 / 온도 ) 모듈 (AAF)
온도 / 고정밀도 고압모듈
Strain 모듈 (NDIS)
Strain 모듈 (DSUB, SHUNT CAL)
가속도 / 전압 모듈 (AAF)
주파수 모듈
고속 100MS/s 12bit 절연모듈
16ch 전압입력모듈
16ch 로직입력모듈
CAN 버스모니터 모듈 (DL850V)

특징
• 고속 100MS/s, 고분해능 12bit, 절연 1kv 전압측정
• 다채널 128Ch 전압 , 128bit 로직측정 ( 절연프로브 사용시 )
• 100kS/s, 16Ch 신호를 동시에 연속하드디스크 저장 (/HD0, /HD1 옵션추가시 )
• CAN 버스를 모니터하여 트렌드 파형표시 (DL850V 에 해당 )
• 15 가지 종류의 다양한 플러그인 모듈

1. 고속 & 고내압절연 기술
광케이블에 의한 고속 & 고내압 절연기술에 의해
100MS/s, 12bit 1kV 절연측정 실현
2. 고속 • 대량데이터 처리
고속데이터 압축엔진에 의해 기가메모리에 대한
모든 길이의 표시와 순시줌 ( 임의 사이즈 ) 의 실현
3. 우수한 Common 모드 노이즈 억제 성능
전원 및 회로의 절연기술 , 철저한 실드에 의해 우수한 노이즈
억제 성능 실현

모델 형명 및 사양 코드
모델형명
DL850
DL850
전원케이블
도움말 언어
부가사양

사양코드

-M
- HK
/B5
/M1
/M2
/HD0
/HD1

내용
DL850 스코프코더 , 250M 포인트메모리
DL850 스코프코더 , Vehicle Edition
250M 포인트메모리
UL, CSA 규격 (3 극 -2 극 변환어답터 포함 ),
PSE 대응
한국어 지원
내장프린터 (112mm)
메모리확장 1G 포인트 (50MW/ch)
메모리확장 2G 포인트 (100MW/ch)
외부 HDD 인터페이스
내부 HDD(160GB)

/C1

GP-IB 인터페이스

/C20
/G2
/G3
/P4

IRIG, GP-IB 인터페이스
유저정의연산
리얼타임연산
UART+CAN+LIN 트리거 & 해석기능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Generators,
Sources

• 다채널전압 [NEW!]
• 로직입력 [NEW!]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플러그인입력 유닛
8개
720210 모듈 : 최대 4,
720240 모듈 : 최대 2(DL850V)

• 고정밀 전압
• 주파수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타입
슬롯수

• 고속전압 [NEW!]
• 고전압
• 온도
• 변형
• 가속도
•CAN 모니터 (DL850V 전용 )[NEW!]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기본 사양

DL850 시리즈는 종래 제품 DL750 의 측정모듈에 새롭게 라인업된 4 가
지 종류의 모듈이 추가되었습니다 . 미소 신호부터 고내압까지 자유롭게
모듈을 조합하여 사용가능합니다 .

Recorders

DL850 & DL850V(Vehicle Editon)

Control Products

DL850 시리즈는 전압 • 전류 • 왜곡 • 가속도 등 다양한 신호를 동기계측
가능한 모듈형 신호파형기록 측정기입니다 .
에너지절약을 추구하는 기기의 개발 • 평가 • 품질관리를 고속샘플 , 고절
연내압 , 다채널측정으로 지원합니다 .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개요
스코프코더는 순간적인 현상을 포착하는 오실로스코프와 장시간 흐름을
모니터하는 데이터 레코더의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계측 툴입니다 .

Portable Test
Instruments

NEW

Data Acquisition
Equipment

Digital Power
Analyzer

고속 • 절연 • 다채널 + CAN 으로 새로운 측정영역
초고속 메모리코더 등장 !

Meters Products

ScopeCorder

Oscilloscopes

Oscilloscopes
http://www.koreayokog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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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illoscopes
http://www.koreayokogawa.com
Oscilloscopes

ScopeCorder

DL750/DL750P

Digital Power
Analyzer

장시간 레코딩의 메모리와 프린터가 가능한 혁신적 솔루션

Data Acquisition
Equipment

개요
스코프코더는 순간적인 현상을 포착하는 오실로스코프와 장시간 흐름을
모니터하는 데이터 레코더의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계측 툴입니다 .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DL750P

DL750

특징
Generators,
Sources

기본 사양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입력
타입
슬롯
로직 입력
시간축설정
표시
내장 프린터
출력방법
종이 너비

절연 플러그 인 모듈
8 (16 채널 )
16 (8 bits  2)
500 ns ~ 3 days/div (10 div)
10.4 인치 컬러 TFT 액정 디스플레이
Thermal line-dot 프린팅
112 mm (DL750)
210 mm ( 실제 출력너비 : 200mm) (DL750P)

통신 인터페이스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Recorders
Control Products

GP-IB, USB 주변장치 잭 (USB 키보드 , USB 프린터 ),
USB (PC 연결을 위한 Rev. 1.1) , 이더넷 (100BASETX, 10BASE-T; /C10 옵션 ), 시리얼 (RS232), SCSI
내부 미디어 드라이브
플로피 드라이브 , Zip® 드라이브 (DL750), 또는 PC
카드 , 40 GB 하드 드라이브 (/C8 옵션 )
외형 사이즈
355 (W) x 250 (H) x 180 (D) mm (DL750)
355 (W) x 250 (H) x 225 (D) mm (DL750P)
중량
약 6.6 kg (DL750), 8.0 kg (DL750P), (M3, C8, C10,
P4 을 포함한 풀옵션의 본체 )
약 9 kg (DL750), 10.3 kg (DL750P), ( 본체 , 8 개의
701250 모듈 )

모델 형명 및 사양 코드
모델

사양코드

내용

701210

“DL750 메인 유닛 (절연 16채널, 8슬롯 + 16비트
로직)1 112 mm 너비 A6 열프린터 내장”

701230

“DL750P 메인 유닛 (절연 16채널, 8슬롯 + 16비트
로직)1 210 mm 너비 A4 열프린터 내장”

파워케이블

-D

UL/CSA 표준

-F

VDE 표준

-R

AS 표준

-Q

BS 표준

-H

GB 표준(CCC에 의함)

내장 미디어드라이브2 -J1

최장 시간의 디스플레이와 동시 줌 표시를 실현하는 1GW 메모리 ( 사용자정의 사이즈 )

디폴트 도움말 언어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최대 레코딩 시간
샘플레이트

Seconds

Portable Test
Instruments

10 MS/s 100 seconds
1 MS/s
100 kS/s
10 kS/s

Meter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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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고분해능 A4 프린터 (DL750P)
• 효과적인 출력너비 200 mm (1600-dot 분해능 ) (DL750P)
• 소형 본체와 절연 16 아날로그 채널 , 8 슬롯 , 16-bits 로직 입력 .
• 11 개의 플러그인 모듈은 높은 정확성과 소음없는 측정 , 다양한 측정 ( 전압 /
전류 / 온도 / 변형 / 진동 / 주파수 ) 이 가능합니다 .
• 1 GW 대용량 메모리와 30 일 관측
• 1 GW 동시 디스플레이 (GigaZoom 기능 )
• 초고속과 저속도의 동시 레코딩 (Dual Capture 기능 )
• Cycle 통계 연산
• 다수의 이더넷 기능 ( 웹서버 /FTP 서버 / 이메일 )
• 다양한 통신 인터페이스 (USB/ 이더넷 /GPIB/RS232/SCSI)
• PC 카드 드라이브 유용
• 40GB 내장 하드 드라이브

Minutes
1.67

Hours
0.028

Days
0.001

10 minutes

0.167

0.007

9000 150 minutes

2.5 hours

0.10

20 hours

0.83 day

600
72000

1200

1 kS/s

864000

14400

240.0

10 days

200 S/s

2592000

43200

720.0

30 days

메모리 확장

기타 사양

-J2

플로피 드라이브
Zip® 드라이브 (DL750만 사용가능)3

-J3

PC 카드 드라이브

-HE

English

-HJ

Japanese

-HC

Chinese

-HG

German

-HF

French

-HL

Italian

-HK

Korean

/M2

메모리확장 : 10 MW/CH4
메모리확장 : 25 MW/CH4

/M3

메모리확장 : 50 MW/CH4

/M1

내장 40 GB HDD (FAT32)

/C8

이더넷 인터페이스

/C10

사용자 정의 연산기능

/G2
/G3

DSP 채널 기능

프로브 파워(4-output)
/DC DC 12V 파워(10-18VDC)3

/P4
1.
2.
3.
4.

플러그인 모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 가지만 선택.
Zip 드라이브와 DC12V 파워 서플라이는 DL750P에 동시 설정할 수 없다.
동시에 설정할 수 없다.

Oscilloscopes

ScopeCorder LITE

SL1400

Digital Power
Analyzer

빠르고 간편한 메모리와 종이 데이터의 저장
플러그 인 모듈타입은 A4 사이즈의 고분해능 프린터를 내장한
레코더입니다 .

Data Acquisition
Equipment

개요

• 조작이 간편하다 .
• 표준 고분해능 A4 사이즈 열 프린터
• 효과적인 출력너비 200 mm (1600-dot 해상도 )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특징

• 11 종류의 플로그인 모듈은 높은 정확도와 조용한 측정을
가능하게 하며 , 다양한 측정을 제공합니다 .

SL1400

전압 / 전류 / 온도 / 변형 / 진동 / 주파수

• 다수의 이더넷 기능 ( 웹서버 /FTP 서버 /E-mail)

타입

절연 플러그인 모듈

• 다양한 통신 인터페이스 USB/ 이더넷 /GP-IB/RS-232/ SCSI

슬롯

8 (16 채널 )

• PC 카드 드라이브 사용가능

로직 입력

16 (8 비트 × 2)

• 40 GB 내장 하드 드라이브

시간축설정

100 us / 30 일

• USB 저장기능 사용가능

표시

10.4-inch 컬러 TFT 액정 디스플레이

내장 프린터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 사이클 통계 연산

입력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 50MW 대용량 메모리와 30 일 관측

기본 사양

모델형명 및 사양 코드

GP-IB, USB 주변장치 잭
(USB 키보드 , USB 프린터 ), USB (Rev. 1.1),
이더넷 (100 BASE-TX, 10 BASE-T; /C10 옵션 ),
시리얼 (RS232), SCSI
내부 미디어 드라이브
PC 카드 또는 Drive less ( 택일 ), 40GB 하드 드라이브
(/C8 옵션 )
외형 사이즈
355(W) × 250(H) × 225(D) mm
중량

모델
701250
701251
701255
701260
701261
701262
701265
701270
701271
701275
701280

상세
고속 10 MS/s 12-bit 절연 모듈(2 CH)
고속 1 MS/s 16-bit 절연 모듈 (2 CH)
고속 10 MS/s 12-bit 비절연 모듈(2 CH)
고전압 100 kS/s 16-bit 절연모듈(2 CH, RMS)
유니버셜 모듈 (2 CH)
유니버셜 모듈( anti-aliasing filter, 2 CH)
온도/고정밀 전압모듈(2 CH)
변형 모듈 (NDIS, 2 CH)
변형 모듈 (DSUB, Shunt-CAL, 2 CH)
가속도 모듈 (anti-aliasing filter, 2 CH)
주파수 모듈(2 CH)

* 프로브는 모듈에 포함되지 않음.

약 8.0 kg ( 풀옵션 본체 , C8, C10, P4 포함 )

50

12

70

51

12

70

55

12

70

60

12

70

61

12

70

62

12

70

65

12

70

70

12

70

71

12

70

75

12

70

플러그인 모듈 모델 형명

80

12

70

* 상기의 플러그인 모듈은 모든 스코프코더 시리즈에 사용가능합니다 .

모델
701250
701251
701255
701260
701261
701262
701265
701270
701271
701275
701280

상세
고속 10 MS/s 12-bit 절연 모듈(2 CH)
고속 1 MS/s 16-bit 절연 모듈 (2 CH)
고속 10 MS/s 12-bit 비절연 모듈(2 CH)
고전압 100 kS/s 16-bit 절연모듈(2 CH, RMS)
유니버셜 모듈 (2 CH)
유니버셜 모듈( anti-aliasing filter, 2 CH)
온도/고정밀 전압모듈(2 CH)
변형 모듈 (NDIS, 2 CH)
변형 모듈 (DSUB, Shunt-CAL, 2 CH)
가속도 모듈 (anti-aliasing filter, 2 CH)
주파수 모듈(2 CH)

Meters Products

모듈 선택

Portable Test
Instrumen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약 10.3 kg ( 본체 , 8 개의 701250 모듈 )

Recorders

210 mm ( 실제 출력너비 200 mm)

통신 인터페이스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Thermal line-dot 프린팅

출력지 너비

Control Products

출력방법

Generators,
Sources

• 소형 본체와 절연 16 아날로그 채널 , 8 슬롯 , 16-bits 로직입력

* 프로브는 모듈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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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
x

SB5000

y
Ra

All
in
One

LIN

Oscilloscopes

Vehicle Serial Bus
Analyzer

CAN
+ UART, I 2C and SPI

Digital Power
Analyzer

FlexRay 파형과 프로토콜 분석을 위한 선진기능 탑재
차량 신호 버스의 분석 툴

Data Acquisition
Equipment

개요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SB5000 차량 신호 버스 아날라이저는 엔지니어가 개발 또는 차량 통신
버스 사용시에 굉장히 중요한 툴이다 .
FlexRay 의 분석이 가능하며 , 진보적인 ECU's 와 전자 차량 컨트롤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신흥 버스 기술에 사용됩니다 .
32 비트까지 로직 신호를 동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 싱글 SB5000
은 측정과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기타 소스로부터의 parallel 버스 신호를
제공합니다 .

Generators,
Sources

특징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Recorders
Control Produc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Portable Test
Instruments
Meter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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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5710

주요 사양
모델
모델명 (No.)
SB5310
(701351)
SB5710
(701361)

최대 샘플링 레이트
5 GSps
5 GSps

주파수 . BW 최대 레코드길이
6.25 MW
1 GHz
(Mpts)
6.25 MW
1 GHz
(Mpts)

입력채널
아날로그 4 CH +
로직 8 비트
아날로그 4 CH + 로직
32 비트

FlexRay 버스 		
FlexRay 프로토콜 버젼 2.1
비트 레이트 		
10Mbps, 5 Mbps, 2.5 Mbps
FlexRay 트리거 타입
			Frame Start, ID/DATA, ID/DATA OR, Error, Message/
Signal

• 측정과 분석 3 종류의 차량 신호 버스 + 3 종류의 General Purpose
신호 버스 , 32-Bit 최대 Parallel 버스
• 파형 , 분석 리스트 , 디코드 디스플레이
동시 프로토콜 분석과 물리층의 간편하고
효율적인 관측은 버스 통신시스템의 실행값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합니다 .
• FlexRay 시각 일람표 분석
• 	CAN/FlexRay 버스 심볼릭 트리거 분석 ,
디코딩 , 흐름표시
	(CAN 의 DBC 데이터베이스 지원 , FlexRay 의
FIBEX 데이터베이스 )
• 신호 버스용 자동 설정

FlexRay 파형 , 리스트 , 디코드 표시의 예

CAN 버스		
CAN 버젼 2.0B
CAN 트리거 타입
			SOF, Error Frame, ID Std/Data, ID Ext/Data, ID Data
OR, Message/Signal
LIN 버스		
LIN 트리거 타입

LIN1.3 또는 LIN2.0
Break + Synch, ID/Data, ID/Data OR, Error

UART 트리거 타입

Every Data, Data, Error
FlexRay 시각 도표 분석 샘플

버스 전환 레이트 : 3.4 Mbits/s 까지
I C 버스		
어드레스 모드
7 bits/10 bits
I2C 트리거 타입
			Every Start, Address&Data, Non-Ack, General Call,
Start Byte/HS Mode
2

SPI 트리거 타입
			
3 선식 또는 4 선식
			임의의 바이트에 비교된 데이터의 액티브 트리거는
CS(Chip Selection) 의 정의에 의해 카운트 됩니다 .
비교된 데이터의 길이는 1~4 바이트로 설정가능합니다 .

분석결과의 표시
			간단하거나 상세한 분석의 결과표시는 모든 버스에
사용가능
기본 사양
입력 채널
4 (CH1 ~ CH4)
전압축 감도 :
1 M Ω 입력시 : 2 mV/div ~ 5 V/div (1-2-5 단계 )
			50 Ω입력시 : 2 mV/div ~ 500 mV/div (1-2-5 단계 )
최대 입력전압 :	1 M Ω입력시 : 150 Vrms CAT I ( 주파수가 1 kHz 이하
일때 )
			
50 Ω입력시 : 5 Vrms 또는 이하 , 10 V 피크 또는 이하
정격 서플라이 전압	100 ~ 120 VAC 또는 220 ~ 240 VAC ( 자동 전환 )
정격 서플라이 주파수
50/60 Hz
최대 전력
300 VA
소비
외형 사이즈
	350 (W) × 200 (H) × 285 (D) mm ( 프린터커버제거시 ,
핸들 , 기타 돌출부위 제외 )
중량 		
약 7.7 kg ( 옵션없음 )
동작 온도
5 ~ 40 ° C

FlexRay Fibex symbolic 분석 , 디코드의 예

모델 형명 및 사양코드
모델

사양코드

701351
701361

파워케이블

도움메뉴 언어

옵션

-D
-F
-Q
-R
-H
-HE
-HC
-HK
/B5
/P4*1
/C8*2
/C9*2
/C10*2
/C12*2
/G2*3
/G4*3

내용
SB5310: 4 ch 1.0GHz + 로직 8-bit
최대 5GS/s(2.5GS/s/ch), 6.25 MW (Mpts)/ch
SB5710: 4 ch 1.0GHz + 로직 32-bit
최대 5GS/s(2.5GS/s/ch), 6.25 MW (Mpts)/ch
UL/CSA 표준
VDE 표준
BS 표준
AS 표준
GB 표준
English
Chinese
Korean
내장 프린터
배면 패널 프로브 파워 단자(4단자)
내장 HDD + 이더넷 인터페이스
내장 HDD + LXI 컴플라이언트 이더넷 인터페이스
이더넷 인터페이스
LXI 컴플라이언트 이더넷 인터페이스
유저 정의 연산 기능
파워 서플라이 분석 기능

*1: 701920, 701922, 701932, 701933와 같은 커런트 프로브 또는 디퍼런셜 프로브를
사용한다면 P4를 구매해 주십시오.
*2: 한가지를 선택
*3: 한가지를 선택

Oscilloscopes

USB2.0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솔루션
busXplorerTM-USB
*1

busXplorerTM-

USB 는 폭넓고 다양한 DL9000 트리거와 자동 USB
컴플라이언스 테스트의 실행 시스템을 제공하는
분석기능의 장점을 가집니다 .
PC via 이더넷에서 다양한 테스트의 실행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개발된 테스트 소프트웨어는
배선방법을 포함한 상세 테스트 과정을 표시합니다 .
따라서 초보 사용자라도 테스트를 손쉽게 실행할 수

Digital Power
Analyzer

USB 2.0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솔루션

Data Acquisition
Equipment

DL9240/DL9240L
Accessory

있습니다 .

Generators,
Sources

소프트웨어를 포함합니다 .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1) busXplorerTM-USB 는 테스트 설비와 테스트

USB2.0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솔루션 장비

Oscilloscopes Application Software

X viewer/MATLAB tool kit
MATLAB 소프트웨어의 플러그 인

701991
MATLAB tool kit

Xviewer 는 요꼬가와의 DL (M) 시리즈 , DL750/750P/SL1400 시리즈
스코프코더 사용을 위해 고안된 PC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
Xviewer 는 DL 에서 획득한 파형데이타를 표시하며 ("Viewer 기능 사용 ),
파일전환 , PC 상에서의 DL(M) 시리즈를 컨트롤합니다 .

DL 시리즈의 MATLAB tool kit 은 MATALAB 소프트웨어를 위한
플러그인입니다 .
The toolkit 은 MATLAB 을 사용하는 지원 장비를 제어하거나 , MATLAB
via 통신 인터페이스 (GP-IB, USB, Ethernet) 에서 사용되는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사용됩니다 .

Meters Products

701992
Xviewer

Portable Test
Instrumen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Control Products

PC 상에서 본 파형 데이터

Recorders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신호 파형의 상세 분석은 Xviewer 파형 분석 툴과
함께 사용하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 ( 개별 판매 )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 701312/701313 DL9240/DL9240L
• 701985		
USB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설비 & 소프트웨어
• 701923		
PBD2000 2GHz BW differential probe
• 701913		
PBA2000 2.5GHz BW active probe
• 701933		
50MHz BW current probe
* 장비는 시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세를 원하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다양 종류의 악세서리 소프트웨어 , 프리 소프트웨어 , LabVIEW 드라이버 , LabWindows/CVI 드라이버 전부 당사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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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illoscopes

Waveform Measuring

DL
97
0
DL 0
90
0
DL 0
74
0
DL 0
M
20
DL 00
16
0
DL 0
17
00
E
SB
50
00

Digital Power
Analyzer
Data Acquisition
Equipment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Generators,
Sources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Recorders
Control Produc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Portable Test
Instruments
Meter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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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로스코프 악세서리

품명

형명

내용

PB500
(500 MHz 패시브 프로브 )

701943

500 MHz BW, 10:1, 1.5 미터

PBA2500
(2.5 GHz 액티브 프로브 )

701913

2.5 GHz BW, 10:1, 1.2 미터

PBA1500
(1.5 GHz 액티브 프로브 )

701914

1.5 GHz BW, 10:1, 1.2 미터

PBA1000
(1.0 GHz 액티브 프로브 )

701912

1.0 GHz BW, 10:1, 1.2 미터

PBD 2000
(2 GHz 디퍼렌셜 프로브 )

701923

2 GHz BW, 10:1, 최대 디퍼런셜 입력전압 : ±5 V, 1.2 미터

PBL5000
(5 GHz low
capacitance 프로브 )

701974

5 GHz BW, 10:1, 20:1, 0.95 미터

200MHz 패시브 프로브

701938

200 MHz BW, 10:1, 1.5 미터

500MHz 패시브 프로브

701939

500 MHz BW, 10:1, 1.3 미터

400 MHz 패시브 프로브

700988

400 MHz BW (10:1)
10:1 과 1:1 사이에 변환하기 위한 분할비
1.5 미터

200 MHz 패시브 프로브

700960

200 MHz BW (10:1)
10:1 과 1:1 사이에 변환하기 위한 분할비
1.5 미터

500 MHz 소형 패시브
프로브

701941

DC ~ 500 MHz, 10:1, 1.2 미터

350 MHz 소형 패시브
프로브

701942

DC ~ 350 MHz, 10:1, 3.0 미터

100:1
High voltage probe

701944

400 MHz BW, 100:1, 1.2 미터

100:1
고전압 프로브

701945

250 MHz BW, 100:1, 3.0 미터

900 MHz FET 프로브

700939

DC ~ 900 MHz, 입력 임피던스 1.8 pF

로직 프로브

701980

입력 임피던스 : 1 M Ω
최대 토글 (toggle) 주파수 : 100 MHz

로직 프로브

701981

입력 임피던스 : 10 K Ω
최대 토글 주파수 : 250 MHz

PBL100
(100MHz 로직 프로브 )

701988

입력 임피던스 M Ω
최대 토글 주파수 : 100 MHz

PBL250
(100MHz 로직 프로브 )

701989

입력 임피던스 : 100 k Ω
최대 토글 주파수 : 250 MHz

100 MHz
디퍼런셜 프로브

701921

DC~100 MHz, 10:1, 100:1,
최대 디퍼런셜 입력 전압 : ± 70 V (10:1), ±700 V (100:1)

200 MHz
디퍼런셜 프로브

701922

DC~200 MHz, 10:1,
최대 디퍼런셜 입력 전압 : ± 20 V

15 MHz
디퍼런셜 프로브

700925

DC~15 MHz, 10:1, 100:1,
최대 디퍼련셜 입력 전압 : ± 500 V (100:1), ±50 V (10:1)

100 MHz
디퍼런셜 프로브

700924

DC~100 MHz, 100:1, 1000:1,
최대 디퍼런셜 입력 전압 : ± 1400 V (1000:1),±350 V (100:1)

500 MHz
디퍼런셜 프로브

701920

DC~500 MHz, 10:1,
최대 디퍼런셜 입력 전압 : ± 12 V

50MHz
디퍼런셜 프로브

701926

DC~50 MHz, 100:1, 1000:1,
최대 디퍼런셜 입력 전압 : 700V 피크 (100:1), 7000V 피크 (1000:1)

1GHz 디퍼런셜 프로브

701924

DC~1 GHz, 50:1
최대 디퍼런셜 입력 전압 : ± 25V

Deskew 시그널 소스

701935

출력 전압 : Approx. 0-5 V
출력 커런트 : 약 − 100 ~ 0 mA

전류 프로브

701933

DC ~ 50 MHz
30 Arms

전류 프로브

701930

DC ~ 10 MHz
150 Arms

전류 프로브

701931

DC ~ 2 MHz, 500 Arms

전류 프로브

701932

DC ~ 100 MHz, 30 Arms

전류 프로브

701929

DC ~ 50MHz 30 Arms

전류 프로브

701928

DC ~ 100MHz 30 Arms

프로브 파워 서플라이

701934

대량 커런트 출력 , 외부 프로브 파워 서플라이 (4 출력 )

50 Ω 터머네이터

700976

50 Ω 출력의 장비에 1 M Ω입력의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할 때 사용함 .

프로브 스탠드

701919

ø8 ~ 13mm 의 장착가능한 프로브의 지름
질량 : 약 1.5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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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illoscopes

스코프코더 악세사리
내용 *1
1000 Vrms-CAT II

100:1 프로브 ( 절연 BNC 입력시 )

701947

1000 Vrms-CAT II/ ± 3540 V(DC+ACpeak)-CAT I

클립 플러그

701948

1000 Vrms-CAT II (700929,701947)

1:1 Safety BNC Adapter Lead
( 하기 제품과 병행사용 )

701901

1000 Vrms-CAT II, 적색과 검정 각 1 세트

Safety Mini-Clips (Hook type)

701959

1000 Vrms-CAT II, 적색과 검정 각 1 세트

Large Alligator-Clips (Dolphin type)

701954

1000 Vrms-CAT II, 적색과 검정 각 1 세트

Alligator Clip Adaptor Set

758929

1000 Vrms-CAT II, 적색과 검정 각 1 세트

Alligator Clip Adaptor Set

758922

300 Vrms-CAT II, 적색과 검정 각 1 세트

Fork Terminal Adapter Set

758321

1000 Vrms-CAT II, 적색과 검정 각 1 세트

패시브 프로브 (10:1)*2

701940

절연 600 Vpk

1:1 BNC-Alligator Cable

366926

절연 42 V 또는 이하 , 1m

1:1 Banana-Alligator Cable

366961

절연 42 V 또는 이하 , 1.2m

전류 프로브

701933

30 Arms, DC ~ 50 MHz, 지원 프로브 파워

전류 프로브

701930

150 Arms, DC ~ 10 MHz, 지원 프로브 파워

전류 프로브

709131

500 Arms, DC ~ 2 MHz, 지원 프로브 파워

프로브 파워 서플라이

701934

서플라이 (4 출력 ),

Generators,
Sources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701906

Data Acquisition
Equipment

1000 Vrms-CAT II

Long Test Clips

대량 커런트 출력 , 외부 프로브 파워

Bridge Head (NDIS,120 Ω /350Ω)

701955/56

5 m 케이블

Bridge Head (DSUB,120 Ω /350Ω)

701957/58

5 m 케이블 , Shunt-CAL

702911/12

500 Vrms-CAT II
8-Bit, 절연 , TTL level/Contact 입력 (SL1400 용 )

고속 로직 프로브

700986

절연 로직 프로브

700987

8-Bit, 각 채널 절연

758917

측정 리드 ( 세트당 2 개 )

측정리드 세트
Safety BNC-BNC 케이블

701902/03

8-Bit, 절연 , 반응속도 : 1 μ s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로직 프로브 (1m/3m）)

1000 Vrms-CAT II (BNC-BNC),1m/3m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1 실질적인 허용가능한 전압은 본체 , 프로브 , 케이블에서 지정한 전압보다 낮다 .
*2 절연타입 BNC 입력의 701940 을 사용할 때 42 V 는 안전하다 .

악세서리 조합

High-speed
10MS/s
12-bit Isolation
Module
701250

Isolation probe
700929

Isolation probe
701947

High-speed
1MS/s 16-bit
Isolation Module
701251

High-voltage
100kS/s 16-bit
Isolation Module
701260

Plug on clip
701948

Safety
Mini Clips
(Hook Type)
701959

Alligator
Adapters
758922
Frequency
Module
701280

Isolated Leads
758917

Safety BNC
Cable
1m : 701902
3m : 701903

/P4,
Probe Power
4-output
(option)

Long Test Clips
701906

Large Alligator
Clips (Dolphin
Type)
701954

1:1 BNC
Safety Adaptor
Lead
700901

Current Probe
30Arms DC
-50MHz
701933

Alligator
Adapters
758929

Fork Terminal
Adapters
758921

Current Probe
150Arms DC
-10MHz
701930

Probe Power
4-output
701934

Passive Probe for
SL1400/DL750
701940
High-speed 10MS/s
12-bit Nonisolation Module
701255

Acceleration/Voltage
Module (with AAF)
701275

BNC cable
1m: 366924
2m: 366925
BNC-alligator
cable
366926

Bridge Head (NDIS)
120 Ohm: 701955
350 Ohm: 701956
Strain Module (NDIS)
Current Probe
500Arms DC
-2MHz
701931

Carrying Case
701967

701270
Bridge Head
(DSUB, Shunt-Cal)
120 Ohm: 701957
350 Ohm: 701958

High-speed
Logic Probe
700986

Logic Input
Terminals
Isolated Logic
Probe
700987
Isolated Logic
Measurement
Leads
758917
Long Test Clips
701906
Safety Mini-Clips (Hook type)
701959

Large Alligator-Clips (Dolphin type)
701954

Strain Module
(DSUB Shunt-CAL)
701271

Alligator Clip Adaptor Set
758929
Alligator Clip Adaptor Set
758922
Fork Terminal Adapter Set
758321

Universal Module
701261

Universal Module
(with AAF)
701262

Temperature/Highprecision Voltage Module
701265

Recorders

758924

Control Products

Safety BNC-banana Adapter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438920/21/22 250 Ω /100 Ω /10 Ω± 0.1%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션트저항

Digital Power
Analyzer

형명
700929

1:1 Banana-alligator Cable
366961

Shunt Resister for 4-20mA
Measurement
250 Ohm ± 0.1% : 438920
100 Ohm ± 0.1% : 438921
10 Ohm ± 0.1% : 438922

Logic Probe
(TTL level/
Contact Input)
1m: 702911
3m: 702912

Portable Test
Instruments

품명
10:1 프로브 ( 절연 BNC 입력시 )

Meters Products

Waveform Measuring

15

Digital Power Analyzers
http://www.koreayokogawa.com
Oscilloscopes

Digital Power Analyzer

선택 가이드

Digital Power
Analyzers

디지털 파워 아날라이저
요꼬가와의 WT 시리즈 파워미터와 PZ4000 파워 아날라이저로 진보적인 기술과 높은 신뢰성의 폭넓은 파워 측정 솔루션을 실현합니다 .
WT 시리즈
WT Series

Data Acquisition
Equipment

모델

WT3000

WT500

WT1800

WT210/WT230

항목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특징

디지털파워아날라이저 최고급 모델
기본 파워 정확도 : 0.02% of
읽기값, DC
측정 대역폭 : 0.1 Hz-1 MHz
최대 4입력 엘리먼트에 의한 인버터
I/O 의 고정밀 입출력 효율 측정

Generators,
Sources

입력 엘리먼트

1~4

기본 파워 정확도(50/60 Hz)
파워 측정 주파수 레인지
입력전압 레인지(crest factor 3)

0.02% of rdg + 0.04% of rng
DC, 0.1 Hz ~ 1 MHz
15/30/60/100/
150/300/600/1000 V
직접 입력: 0.5/1/2/5/10/20/30 A

입력 전류 레인지(crest factor 3)

or 5 m/10 m/20 m/50 m/100
m/200 m/500 m/1/2 A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외부 입력: 50 m/100 m/200
m/500 m/1/2/5/10 V

측정 파라미터

전압, 전류, 액티브 파워, Reactive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파워, Apparent 파워, 파워팩터, 상
앵글(Phase angle), 피크 전압, 피크
전류, 전압 주파수, 전류 주파수,
액티브 파워 집적, Apparent 파워
집적, Reative파워 집적, 전류 집적,
Corrected 파워, Crest factor,
효율성, 하모닉 분석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디스플레이
외형 사이즈(mm) (W x H x D)

1~6
0.1% of rdg + 0.05% of rng

1~3
0.1% of rdg + 0.1% of rng

DC, 0.1 Hz ~ 1 MHz
1.5/3/6/10/15/30/60/
100/150/300/600/1000 V

DC, 0.5Hz ~ 100kHz
15/30/60/100/150/300/600/1000V

직접 입력: 10 m/20 m/50 m/100
m/200 m/500 m/1/2/5 A or

직접 입력: 500m/1/2/5/10/20/40A
외부센서 입력: 50m/100m/250m

1/2/5/10 /20/50 A
외부 입력: 50 m/100 m/250 m/500
m/1/2.5/5/10 V

/500m/1/2/5/10V

전압, 전류, 액티브 파워, Apparent
파워, Reactive파워, 파워팩터, 상
앵글(Phase angle),
피크전압, 피크전류, 전압주파수,
전류주파수, 액티브 파워집적, 전류
집적, Crest factor, 임피던스,
Resistance, Reactance, Corrected

전압, 전류, 액티브 파워, Reactive
파워, Apparent 파워, 파워팩터, 상
앵글(Phase angle), 피크 전압, 피크

초기모델
소형본체, 우수한 연산 실행
낮은 전류측정(5 mA)
(WT210만 해당)

1 (WT210), 2 or 3 (WT230)
0.1% of rdg + 0.1% of rng
DC, 0.5 Hz ~ 100 kHz
15/30/60/150/300/600 V
직접 입력 : 5 m /10 m/20 m/50
m/100 m/200 m/500 m/1/2/5
/10/20 A (WT210)
직접 입력 : 500 m/1/2/5/10/20 A
(WT230)
외부 입력(옵션): 2.5/5/10 V or 50

전류, 전압 주파수,전류 주파수
액티브 파워 집적, 전류
집적(충전/방전, 유입/유출), crest
factor, 효율성, 하모닉 분석

m/100 m/200 mV
전압, 전류, 액티브 파워, Reactive
파워, Apparent 파워, 파워팩터, 상
앵글(Phase angle), 피크 전압, 피크
전류, 전압 주파수,전류 주파수
액티브 파워 집적, 전류 집적,
하모닉 분석

파워, 하모닉 분석

426 x 177 x 459

8.4-inch TFT color LCD
426 x 177 x 459

5.7-inch TFT color LCD
213 x 177 x 408.5

7세그먼트 LED, 3디스플레이
213 x 8 x 379 (WT210)
213 x 132 x 379 (WT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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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3 (WT210), 5 (WT230)

8.4-inch TFT color LCD

중량(kg)

중급 파워 아날라이저
소형본체와 편리한 사용
최대 1000V와 40A입력
U, I, P와 그 하모닉 구성요소의
동시 측정
외부 USB 메모리 직접 데이터 저장

새로운 중급 파워 아날라이저
1개의 기기에 최대 6개 입력
엘리먼트(1개 본체의 2개의
시스템에서 3상 파워 입력)
6.4-Inch TFT Color LCD
넓은 전압, 전류 입력 레인지

WT 시리즈 & PZ4000 파워 아날라이저
WT시리즈

Recorders

모델

PZ4000
PZ4000

WT2000

품명

Control Products

특징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입력
기본
파워
입력

고정확도 파워미터
총 하모닉 측정과 분석기능
전압변동/플리커 측정기능
높은 정확도의 파워

엘리먼트
파워 정확도(50/60 Hz)
측정 주파수 레인지
전압 레인지

입력 전류 레인지

DC, 2 Hz ~ 300 kHz
10/15/30/60/100/
150/300/600 V
직접 입력: 1/2/5/10/20/30 A
외장 입력: 50 m/100 m/200 mV

파형 대역폭과 고정밀
표시하는 파워아날라이저
변동을 탁월하게 포착.
파워 분석

1 ~ 4 or 1 ~ 3 + 센서 입력
0.1% of rdg + 0.025% of rng
DC, 0.1 Hz ~ 1 MHz
30/60/120/200/300/600/
1200/2000 V peak
직접 입력 5 A: (253751, 253752)

Portable Test
Instruments

0.1/0.2/0.4/1/2/4/10 Apeak
직접 입력 20 A: 1/2/4/10/20/
40/100 Apeak (253752 only)
외장 입력:
100/200/400/1000 mVpeak

측정 파라미터

Meters Products

전압, 전류, 액티브 파워, Reactive
파워, Apparent 파워, 파워팩터, 상

전압, 전류, 액티브 파워, Apparent
파워, Reactive 파워, 파워팩터, 상

앵글(Phase angle)
, 피크 전압, 피크 전류, 전압
주파수, 전류 주파수, 액티브 파워

앵글(Phase angle), 피크 전압,
피크 전류, 전압 주파수, 전류

집적, 전류 집적, 효율성, 하모닉
분석, 플리커 측정

주파수, Crest factor, Form factor,
임피던스, 리시스턴스, Reactance,
효율성, Corrected 파워, 하모닉
분석

디스플레이
외형 사이즈(mm) (W x H x D)
중량 (kg)

16

1~3
0.04% of rdg + 0.04% of rng

측정된
측정을
부하의
그래픽

7세그먼트 LED, 4디스플레이
426 x 132 x 400

6.4-inch TFT color LCD
426 x 177 x 450

13

15

*CW 시리즈 클램프온 파워메터에 대해서는 67p 를 참고해 주십시오 ..

개요
3 상 파워 측정시 , WT3000 고정밀 파워 아날라이저는 기본 파워
정확도 ± 0.02% 를 실현합니다 . 또한 DC, 0.1 Hz–1 MHz 의 대역폭을
제공하고 , 최대 4 개의 입력 엘리먼트까지 가능합니다 . 테스트시
인버터와 기타 아이템 I/O 의 동시 측정을 실현하여 고정밀의
효율측정을 용이하게 합니다 . 이는 기본 파워와 하모닉 측정을 동시
실행하는 기능과 함께 측정 평가시 한층 높은 정확성과 효율적인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

30A 입력 엘리먼트

2A 입력 엘리먼트

내용
모델
모델
모델
모델
for
for
for
for
for
for
for
for

760301
760302
760303
760304
760301
760302
760303
760304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Standard Version
Motor Version
UL/CSA standard
VDE standard
SAA standard
BS standard
GB standard
고도의 연산기능
(IEC 표준 테스트*, 하모닉, FFT, 파형 연산)
/B5
내장 프린터
/DT
데이타 연산
/FQ
주파수 측정 추가
/DA
20ch D/A 출력
/V1
VGA 출력
/C2 한가지 시리얼 (RS-232) 인터페이스
/C12 선택 USB port (PC)
USB port (Peripheral)
/C5
이더넷 기능
/C7
/CC Cycle by Cycle
/FL 전압 변동, 플릭커

* 761922 소프트웨어가 필요함.
주의 : 30A와 2A의 입력 엘리먼트의 혼재는 신규 구입 또는 추가개조의 경우라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류레인지의 변경개조도 할 수 없습니다.
최초 제품 발송후, 입력모듈을 추가할 시에는 공장에서 개조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모델을 선정하시기 바라며,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영업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
•
•
•
•
•
•
•
•
•

고정확도와 폭넓은 주파수범위
최대 4 개의 입력 엘리먼트
낮은 파워 팩터 에러
효율적인 입력범위 : 1% ~ 130%
2 개의 측정기 동시 측정
데이터 업데이트율 : 50 ms ~ 20 sec
다양한 디스플레이 형식 :
Numeric, Waveform, Bar graph, Vector, Trend, MATH, FFT, CC
소프트 (761922) 와 연계한 하모닉 측정
IEC 플리커 측정 (/FL 옵션 )
저장 기능 ( 약 30 MB 내장 메모리 )
모터의 효율성과 총 효율성의 측정 ( 모터 버젼 )

기본 사양
• 측정전압 범위 : (crest factor 3)
15/30/60/100 /150/300/600/1000 V
• 측정전류 범위 : (crest factor 3)
직접 입력 (30 A 입력 엘리먼트 )
500 mA/1/2 /5/10/20/30 A
직접 입력 (2 A 입력 엘리먼트 )
5 m/10 m/20 m/50 m/100 m/200 m/500 m/1/2 A
외장 센서 입력
50/100 /200/500 mV/1/2/5/10 V
• 주파수 범위 :
DC, 0.1 Hz ~ 1 MHz
• 정확도 (45 ~ 66 Hz):*500 mA 범위와 동일 하거나 그 이상
전압 / 전류 ± (0.01% of reading + 0.03% of reading)
파워 ± (0.02% of reading + 0.04% of range)
• 파워 팩터의 유도 ( λ ):
λ일때 = 0
실제적인 파워 읽기 × 0.03%(45 ~ 66 Hz 범위 )
• 외형 사이즈 :
약 426 (W) × 177 (H) × 459 (D) mm
• 중량 :
약 15 kg
( 본체 포함 , 4 입력 엘리먼트 , 옵션 )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엘리먼트
엘리먼트
엘리먼트
엘리먼트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입력
입력
입력
입력

Recorders

옵션

-01
-02
-03
-04
-10
-20
-30
-40
-SV
-MV
-D
-F
-R
-Q
-H
/G6

1
2
3
4

Control Products

파워코드

WT3000
WT3000
WT3000
WT3000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버젼

사양코드

Portable Test
Instruments

모델
760301
760302
760303
760304
엘리먼트 수

특징

Meters Products

모델 형명 및 사양코드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Generators,
Sources

WT3000

Digital Power
Analyzers

고성능 파워 아날라이저
세계최고 등급의 전력 기본 정확도 ( ± 0.02%) 와 안정성 실현

Data Acquisition
Equipment

WT3000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Precision Power Analyzer

Oscilloscopes

Digital Power Analyzers
http://www.koreayokog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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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illoscopes

Digital Power Analyzer

WT1800

Digital Power
Analyzers

고성능 , 광대역 , 6 입력채널이 가능한 고정밀 파워아날라이저

Data Acquisition
Equipment

개요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WT1800
Generators,
Sources

WT1800 은 판매실적이 높은 기존 기종인 WT1600 의 후속모델로서
개발된 제품으로 기본확도는 ± 0.15% 이며 , 주파수 대역은
DC(WLRFB)/ 0.1Hz ～ 5MHz 로 WT1600 과 비교해서 약 5 배에
이른다 . 디지털 신호의 처리성능을 개선하여 종래기종의 10 배가 되는
약 2Ms/ 秒 (16 비트 분해능 ) 의 속도를 실현했다 . 또한 업계 최초로
입출력시 동시에 고조파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였다 .
향후 EV ／ PHV, EV 충전설비 , 에너지절약가전 및 OA 기기 , 태양광 &
풍력 발전의 전력변환 장치 등의 개발 , 평가부분에서 전력효율측정 및
고조파측정 , 에너지절약 설비기기 등의 소비전력측정에 대한 효과적인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징

모델 형명 및 사양코드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
•
•
•
•
•
•
•
•
•
•
•
•
•
•
•
•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Recorders

기본 사양

Control Produc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Portable Test
Instruments
Meters Products

WT1800 은 엘리먼트없이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 엘리먼트의 타입 (5A 또는 50A) 과
수량을 선택해 주십시오 .
Note : WT1800 구매 후 , 엘리먼트와 옵션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WT1800 을
변경해야 합니다 . 제품 선택시 이 점 유의하십시오 . 상세사항을 원하시면
요꼬가와 홈페이지 또는 판매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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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장비당 최대 6 개의 입력 엘리먼트
주파수 범위 : DC, 0.1Hz-1MHz
대역폭 : 최대 5MHz(-3dB)
2MS/s 샘플레이트 & 16bit
직접 입력 측정 : 최대 100V, 50A
듀얼 하모닉 측정기능 ( 두 시스템의 하모닉 동시 측정 )
U, I, P 데이터 하모닉 측정시 50/60Hz 에서 최대 500 개 차수 가능
U, I, P 데이터 1kHz 기본 주파수에서 최대 200 개 차수 가능
50 ms 데이타 저장 주기
고속 샘플레이트 2MS/s
전압 / 전류 주파수 대역 5MHz
고조파 측정 최대 500 차
2 계통 동시 고조파 측정
사용자 정의 이벤트
사용하는 레인지만 선택 가능
GP-IB, 이더넷 , USB 인터페이스 ( 표준사양 )
USB 메모리 슬롯탑재 ( 표준사양 )

• 기본 정확도
전압 / 전류 / 전원 : DC 정확도 ±0.15%
전압 / 전류 / 전원 : 기본 확도 ±0.15%
• 전압 주파수 레인지 : DC, 0.1Hz ~ 1MHz
• U/I 주파수 대역폭 : 최대 5MHz( 표준 )
• 샘플레이트 : 2MS/s
• 입력엘레먼트 : 1~6 개
• 입력 레인지
전압레인지 : 1.5/ 3/ 6/ 10/ 15/ 30/ 60/ 100/ 150/ 300/ 600/ 1000[v]
전류레인지
직접 입력 : 10m/ 20m/ 50m/ 100m/ 200m/ 500m/ 1/2/5 [A]
또는 0.5/ 1/ 2/ 5/ 10/ 20/ 50[A]
외부 입력 : 50m/100m/ 200m/ 500m/ 1/2/5/10[V]( 옵션 )
• 하모닉 측정 : 전압 , 전류의 하모닉값과 하모닉변형 (THD) 측정 ( 옵션 )
• 디스플레이 : 8.4-inch XGA 컬러
• 통신인터페이스 : USB( 표준 ), GPIB( 표준 ), 이더넷 ( 표준 )
• 표시형식 : Numeric, Wave, Trend, Vector( 하모닉 옵션 ),
Harmonic orders( 하모닉 옵션 ), 막대그래프 ( 하모닉 옵션 )
혼합 디스플레이 (Numeric & Wave 등 )
• 데이터 업데이트 레이트 : 50ms/ 100ms/ 200ms/ 500ms/ 1s/ 2s/ 5s/
10s/ 20s
• 데이터 메모리 : USB 장치로 최대 1GB/ 저장
• 외형 사이즈 : 약 426 (W) × 177 (H) × 459 (D) mm
• 중량 :
약 15 kg (6 개 입력 엘레먼트 포함 )

WT500 시리즈

개요
WT500 은 새로운 중급 파워 아날라이저이며 , 5.7 인치 컬러 TFT 와
단상과 3 상파워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소형본체가 특징입니다 .
± 0.1% 의 기본 읽기값과 DC 정확도는 물론 1000Vrms, 40Arms,

Generators,
Sources

100kHz 까지 측정대역폭을 실현합니다 .

Data Acquisition
Equipment

Digital Power
Analyzers

소형 사이즈와 편리한 조작 , 재생 에너지 전력분석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Digital Power Analyzer

Oscilloscopes

Digital Power Analyzers
http://www.koreayokogawa.com

WT500

Options

Suffix Codes

-D
-F
-R
-Q
-H
/C1
/C7
/EX1
/EX2
/EX3
/G5
/DT
/FQ
/V1

Description
WT500 1 input element model
WT500 2 input elements model
WT500 3 input elements model
UL/CSA standard
VDE standard
SAA standard
BS standard
GB standard
GP-IB interface
Ethernet interface
External sensor input for 760201
External sensor input for 760202
External sensor input for 760203
Harmonic Measurement
Delta computation (760202/03 only)
Add-on Frequency Measurement (760202/03 only)
VGA Output

주의 : 최초 제품 수령 후 입력모듈을 추가할 시에는 공장에서의 재작업이 요구됩니다.
신중하게 모델과 사양설정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판매처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Model
760201
760202
760203
Power cord

Portable Test
Instruments

모델 형명 및 사양코드

Control Products

Recorders

•
•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
•
•

DC 와 AC 신호의 정확한 효율 측정
전압 , 전류의 RMS, MEAN, DC, AC, RMEAN 동시 측정
기본 U/I/P 데이터와 하모닉 데이터의 동시 측정
100ms 데이터 포착과 모든 채널의 데이터 저장
충전 / 방전 , 획득 / 방출 파워의 개별 적산기능
전력적산 , 무효전력 , 피상전력 , 전류를 통해 디바이스의 평균 전력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
하모닉 (DC-50th order) 과 총 하모닉 변형 (THD) 의 측정가능
측정된 데이터는 외장 USB 메모리에 직접 저장
측정값은 이미지 또는 수치 데이터로서 저장가능하며 , 레포트에
첨부 , 엑셀 소프트웨어에서의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가능
커서키로 손쉬운 설정
GP-IB, USB, 이더넷 통신 사용가능

Meters Products

• 측정전압 범위 : (crest factor 3)
15/30/60/100/150/300/600/1000V (crest factor 3)
• 측정전류 범위 : (crest factor 3)
직접 입력 500m/1/2/5/10/20/40A
외장 센서 입력
		
50m/100m/200m/500m/1/2/5/10V
• 주파수범위 : DC, 0.5Hz ~ 100kHz
• 측정 정확도 :
기본 정확도 (45Hz ≤ f ≤ 66Hz) & DC
전압 / 전류 / 파워
		
± (0.1% of rdg + 0.1% of rng)
• USB 인터페이스 (PC) 는 표준 사양
• 이더넷 통신기능은 사용가능함 .( 옵션 )
• GP-IB 통신 기능은 사용가능함 .( 옵션 )
• 파워 팩터의 효율성 (at cos φ =0)
		
± 0.2% of rng 추가
• 외형 사이즈 :
약 213(W) × 177(H) × 408.5(D) mm
• 중량 : 약 6.5kg (3 개 입력 엘리먼트포함 )

•
•
•
•
•
•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특징
기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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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illoscopes

Digital Power Analyzer

WT210/WT230

Digital Power
Analyzers

코스트 퍼포먼스를 실현하는 디지털 파워미터
개요

Data Acquisition
Equipment

WT210 과 WT230 은 소형본체이며 반폭타입의 파워미터 입니다 .
저주파수 영역에서 동작하는 기기부터 인버터까지 폭넓은
어플리케이션에 사용가능하며 , 향상된 기본 정확도와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WT210
대기시 미소전력과 정격전력 측정을 1 대로 대응 , 단상 모델

또한 , WT210 에는 5mA 범위에서의 미소전류입력범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미소대기전력과 간헐제어기기에 의한 소비전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

Generators,
Sources

특징
• 높은 정확성의 최대입력 : 20 A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 소형본체 설계 ( 반폭 사이즈 )
• 미소전류 측정을 위한 5 mA 범위 탑재 (WT210 만 해당 )
• 라인 필터 기능

WT230
저주파수 영역에서 동작하는 기기부터 인버터까지 1 대로 대응 , 3 상모델

• 고속 데이터 업데이트 ( 초당 읽기값 10 개 )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 하모닉 측정 기능 ( 옵션 )
• 사용자 캘리브레이션 기능
• 외장 센서입력을 사용한 대전류측정 기능 ( 옵션 )

기본 사양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Recorders
Control Produc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 측정전압 범위 : (crest factor 3)
전압 : 15/30/60/150/300/600V
• 측정전류 범위 : (crest factor 3)
직접 입력 :
5 m/10 m/20 m/50 m/100 m/200 mA/
0.5/1/2/5/10/20 A (WT210),
0.5/1/2/5/10/20 A (WT230)
외장 센서 입력 ( 옵션 ):
2.5/5/10 V or 50/100/200 mV
• 주파수 범위 :
DC & 0.5 Hz ~ 100 kHz
• 기본 정확도 (45 Hz ≤ f ≤ 66 Hz)
전압 / 전류 / 파워
± (0.1% of rdg + 0.1% of rng)
• 파워팩터의 효율성 (at cos φ = 0)
± 0.2% of rng added
• 외형 사이즈 :
약 213 (W) × 88 (H) × 379 (D) mm (WT210)
약 213 (W) × 132 (H) × 379 (D) mm (WT230)
• 중량 :
약 3.0 kg (WT210)
약 5.0 kg (WT230)

모델 형명 및 사양코드
Suffix code

Model number
760401
Power cord

-D

UL/CSA standard

-F

VDE standard

-R

AS standard

-Q

BS standard

-H

GB standard

Options

/C1

GP-IB communication interface

Select

/C2

Serial (RS-232-C) communication interface

one

/EX1

External input 2.5/5/10 V

Select

/EX2

External input 50/100/200 mV

one

/HRM

Portable Test
Instruments

결선

4-channel DA output

Select

/CMP

Comparator and D/A, 4 channels each

one

주의: WT210 통신 인터페이스를 변경하거나, 수령 후 수정할 수 없습니다.

Model number

Suffix code

760401

760502

760503

WT230 3-input element model
GP-IB communication interface

-C2

Serial (RS-232-C) communication interface one

Meters Products

-D

UL/CSA standard

단상 2선식

-F

VDE standard

단상 3선식

-R

AS standard

3상 3선식(2전압, 2전류)

-Q

BS standard

3상 3선식(3전압, 3전류)

-H

GB standard

3상 4선식

Power cord

Options

Select

-C1

/EX1

External input 2.5/5/10 V

Select

/EX2

External input 50/100/200 mV

one

/H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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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WT230 2-input element model

760502
Interface

Model

Harmonic measurement function

/DA4

760503

• 결선타입과 모델 형명

Description
WT210 single-input element model

Harmonic measurement function

/DA12

12-channel DA output

Select

/CMP

Comparator and D/A, 4 channels each

one

PZ4000

Main unit

253751

253752

253771

• 253751 파워 측정 모듈 :
전압 직접 입력 레인지 :
30, 60, 120, 200, 300, 600, 1200, 2000 Vpk (1000 Vrms)
전류 직접 입력 레인지 : 0.1, 0.2, 0.4, 1, 2, 4, 10 Apk (5 Arms)
전류 센서 입력 레인지 : 0.1, 0.2, 0.4, 1 Vpk (500 mVrms)
• 253752 파워 측정 모듈 :
전압 직접 입력 레인지 :
30, 60, 120, 200, 300, 600, 1200, 2000 Vpk (1000 Vrms)
전류 직접 입력 레인지 :
0.1, 0.2, 0.4, 1, 2, 4, 10 Apk (5 Arms, upper terminal)
1, 2, 4, 10, 20, 40, 100 Apk (20 Arms, lower terminal)
전류 센서 입력 레인지 : 0.1, 0.2, 0.4, 1 Vpk (500 mVrms)
• 253771 센서 입력 모듈 :
토크 연산용 아날로그 입력 : 1 /2 /5 /10 /20 /50 Vpk
회전 속도 연산용 아날로그 입력 : 1 /2 /5 /10 /20 /50 Vpk
회전 속도 연산용 플러스 입력 :
최대 입력 레인지 ± 5 Vpk
최소 입력 레인지 1 Vp-p

Model
253710
Power cord

Suffix Code
-D
-F
-R
-Q
-H

Options

/M1
/M3
/B5
/C7

Description
PZ4000 Power Analyzer
UL/CSA Standard
VDE Standard
SAA Standard
BS Standard
GB Standard
Memory extension to 1 M word/CH
Memory extension to 4 M word/CH
Built-in printer
SCSI interface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Generators,
Sources

모델 형명 및 사양코드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 측정 대역폭 DC ~ 2 MHz
• 초고속 ( 최대 5 MS/s) 샘플링으로 입력 파형을 정확히 포착
• 전압과 전류 파형의 디스플레이와 분석기능 . 변동입력시 파워연산이
가능 .
• 최대 500 차까지 하모닉 분석과 고주파수 파워스펙트럼을 가능하게
하는 FFT(Fast Fourier Transform) 기능
• 멀티플 채널과 멀티플 유닛을 사용한 동시측정 . 복잡한 서치결과를
단순화시키는 Master-Slave 트리거 기능
다양한 디스플레이 형식 : Numeric, Waveform, Bar graph, Vector,
X-Y
• 센서 입력 모듈 옵션은 모터와 모터 드라이브를 포함한 전체 효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

Recorders

특징

Control Products

• 측정 전압 레인지
30/60/120/200/300/600/1200/2000 Vpk
( 최대 1000 Vrms)
• 측정 전류 레인지
직접 입력 :
0.1/0.2/0.4/1/2/4/10 Apk
( 최대 5 Arms) (253751, 253752)
1/2/4/10/20/40/100 Apk
( 최대 20 Arms)(253752)
외부 입력 :
100/200/400/1000 mVpk
( 최대 500mVrms)
• 주파수 레인지 : DC ~ 2 MHz
• 기본 정확도 (45 Hz ≤ f ≤ 66 Hz)
전압 / 전류 : ± ( 0.1% of rdg 0.05% of rng)
파워 : ± (0.1% of rdg +0.025% of rng)
파워팩터의 효율성 : ± 0.15% of S reading 추가
(S: apparent power)
• 외형 사이즈 : 약 426 (W) × 177 (H) × 450 (D) mm
• 중량 : 약 15 kg (4 입력 모듈 포함 )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기본 사양

Plug-in modules
Model
253751

Suffix Code

Description
Power measurement module Voltage: 1000 V
Current: 5 A Current sensor: 500 mV

253752

Power measurement module Voltage: 1000 V
Current: 5 A and 20 A Current sensor: 500 mV

253771 *

Sensor input module
Torque / Revolution speed input

Module specifications

-E1

Plug-in unit

* 센서입력모듈은 엘리먼트 4개 슬롯만 사용가능합니다.

Portable Test
Instruments

PZ4000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개요
파워전자공학분야에서 파워측정시 변형된 파형 신호와 저 • 고주파수
를 평가하기 위한 폭넓은 대역폭이 요구됩니다 .
PZ4000 은 최대 2MHz 의 대역폭과 정확한 파워측정을 위한 5MS/s
고속 샘플링을 제공합니다 . PZ4000 은 LCD 컬러 디스플레이 기능은
물론 다양한 측정값을 디스플레이하고 , 또한 입력 파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분석기능은 기존의 파워미터로는 측정이 어려웠던 모터 ,
라이팅의 변화 등 파워 활성화시 변동하거나 순간적인 파워를 측정할
때에 효과적입니다 .

Data Acquisition
Equipment

Digital Power
Analyzers

고속 샘플링 , 대역폭 , 파형분석으로 순간적으로 변하는 전력을
정확히 포착한다 .

Meters Products

Power Analyzer

Oscilloscopes

Digital Power Analyzers
http://www.koreayokog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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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Power Analyzers
http://www.koreayokogawa.com
Oscilloscopes

Digital Power Analyzer

WT2010/WT2030

Power Measurement
Application Software

고정밀 하모닉 분석과 전압변동 / 플리커 측정
Digital Power
Analyzers

WT2010/WT2030 사양

Data Acquisition
Equipment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 정격값 (crest factor 3 의 범위 )
전압 : 10/15/30/60/100/150/300/600 V
전류
직접 입력 : 1/2/5/10/20/30 A
외장 션트 입력 : 50/100/200 mV
• 주파수 범위 :
DC & 2 Hz ~ 500 kHz ( 최대 300kHz)
• 기본 정확도 (45 Hz ≤ f ≤ 66 Hz)
전압 / 전류 :
± (0.03% of rdg + 0.03% of rng)
파워 : ± (0.04% of rdg + 0.04% of rng)
• 파워팩터의 효율성 (cos φ = 0)
± 0.1% of rng 추가
• 외형 사이즈 :
약 426 (W) × 132 (H) × 400 (D) mm
• 중량 : 약 13 kg (3 엘리먼트 모델 )
약 10 kg (1 엘리먼트 모델 )

WT2010/WT2030
디지털 파워메터
• 기본 파워 정확도 : 0.04% of reading
• 하모닉 분석 기능
• 전압변동과 플리커 측정
• 최고 50000 수까지 분해능
• 최고 , 최대값의 홀딩기능

PC 상의 뉴메릭 데이터
U 뉴메리컬 데이터 디스플레이

WT 뷰어 소프트웨어
WT 뷰어는 WT3000, WT1600, WT500, WT210, WT230 에서 수치 , 파형 , 하모닉
데이터를 읽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툴입니다 .

표준 컴플라이언트 측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Generators,
Sources

Suffix codes

Description

253101

Single phase mode

253102

3-phase, 3-wire model

253103

3-phase, 4-wire model

Interface -C1

GP-IB

-C2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Supply voltage

U 파형 디스플레이

760122

■ 모델 형명 및 사양코드
Model

760122/761922

RS-232-C
-1

100 V AC (50/60 Hz)

-3

115 V AC (50/60 Hz)

-5

200 V AC (50/60 Hz)

-7

230 V AC (50/60 Hz)

Power cord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M

UL/CSA standard 3 to 2 pin conversion adapter

-D

UL/CSA standard

-F

VDE standard

-R

SAA standard

761922

-J

BS standard

하모닉 / 플릭커 측정 소프트웨어 (WT3000/G6, /FL 이 필요함 )

-H

GB standard

Additional
specifications

/B5

Built-in printer

/HRM

Harmonic analysis function

/DA

D/A output (14 channels)

/FL

Flicker measurement function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Current Sensor Units

751521/751523

특정의 지식이 없어도 사용자는 761922 하모닉 / 플리커 측정 소프트웨어를 통해
최신 표준 컴플라이언스 판정과 테스트 레포트 출력을 포함한 일련의 WT3000 동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표준은 IEC61000-3-2, IEC61000-3-3, IEC610003-11, IEC61000-3-12, JIS C61000-3-2 입니다 .

Current Transducer

디지털 파워미터와 파워아날라이저의 악세사리

751574

디지털 파워미터와 파워아날라이저의 악세사리

Recorders

751521
( 단상 측정용 )

751521/751523

751574

전류 센서 측정기

전류 트랜스듀서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단상 측정용 751521 모델과 3 상 측정용 751523 모델
• 넓은 범위 –600 A-0A-600 A (DC), 600 A peak (AC)
• 대역폭 DC-100 kHz
• 고정확도 ± (0.05% of 읽기값 + 40 μA)
• 본체의 최적화 설계에 따라 우수한 노이즈억제 및 CMRR 특성을 실현 .
• WT 디지털 파워미터 또는 PZ 파워아날라이저와 결합할 때 높은 정확성과 교정기능

Portable Test
Instruments

Control Products

751523
(3 상 측정용 )

751521/751523 사양

요꼬가와 전류 트랜스듀서 모델 751574 는 전류 센서 측정기 751521, 751523 내에서
사용되는 대전류 측정 DC-CT 입니다 .
엠베디드 시스템과 실제적인 차량네트워크 측정 (e.g., EV/HEV) 과 같이 설치 공간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의 어플리케이션에 유용합니다 .( 단 개별 드라이브 DC 파워
서플라이가 요구되며 , 고정밀 보증상태는 입력 1 차 결선의 컨덕터 위치 조건에
의존하는 전류 센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넓은 다이나믹 범위 –600 A-0A-600 A (DC), 600 A peak (AC)
• 대역폭 DC-100 kHz
• 고정확도 ± (0.05% of rdg + 40 μA)

Meter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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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형식 : CT (s) 를 사용한 유동입력방법
정격 전류 :
DC –600 A-0-600 A
AC 600 A peak
출력 전류 : 400 mA ( 정격 600A 입력 전류가 흐를 때 )
입력 / 출력비율 : 1500 : 1
정확도 :
DC
± (0.05% of rdg + 40 µA)
45 Hz ≤ f ≤ 66 Hz ± (0.05% of rdg + 40 µA)
주파수 측정영역 : DC-100 kHz (-3dB)
• 외형 사이즈 :
751521: 약 426 (W) × 221 (H) × 430 (D) mm
751523: 약 426 (W) × 355 (H) × 430 (D) mm
( 입력 터미널을 포함한 돌출부위 )
• 중량
751521: 약 14 kg
751523: 약 24 kg

751574 사양
정격 전류 :
DC –600 A-0-600 A
AC 600 A peak
출력 전류 : 400 mA (1 차 정격전류 60A 가 흐를 때 )
전류 변형비율 : 1500:1
정확도 :
DC
± (0.05% of rdg + 40 µA)
50/60 Hz ± (0.05% of rdg + 40 µA)
주파수 범위 : DC-100 kHz (-3dB)
외형 사이즈 :
약 122 (W) × 98 (H) × 57 (D) mm
( 컨넥터 , 초급 케이블 가이드 , 기타 돌출부위는 불포함 )
중량 : 약 1 kg.

• • • • •

Large alligator
어댑터

758929

측정리드 (758917) 연결용 . 1 세트에 2 개 .
정격 : 1000 V

• • • • •

안전 터미널
어댑터 세트

758923

( 스프링 홀드타입 ) 1 세트에 2 개의 어댑터

• • • • •

안전 터미널
어댑터 세트

758931

Screw-fastened 어댑터 . 1 세트에 2 개의 어댑터 . 고정용 1.5 mm 앨런
런치 ( 나사조임기구 ) 포함

• • • • •

포크 터미널
어댑터

758921

1 세트의 두개의 어댑터 ( 적색과 검정색 ) . 바인딩 포스트에 바나나
플러그 부착시 사용

• • • • •

전환
어댑터

758924

BNC 와 female banana plug 전환용

• • • • •

전환
어댑터

366971

9-pin/25-pin 전환 어댑터블

• •

외부 입력 WT210 & WT230 외부입력전환용 .
길이 : 50 cm

• • • • •

B9284LK

•

BNC 케이블

366924

BNC 케이블 BNC–BNC, 1 m

• • •

•

BNC 케이블

366925

BNC 케이블 BNC–BNC, 2 m

• • •

•

소형 기기
카트

701960

500 (W) × 560 (D) × 705 (H) mm
/A: 키보드 , 마우스 테이블
/B: 3 선 파워 스트립

• • • • •

디럭스
기기 카트

701961

570 (W) × 580 (D) × 893 (H) mm
/A: 키보드 , 마우스 테이블
/B: 3 선 파워 스트립

• • • • •

다목적
기기 카트

701962

467 (W) × 693 (D) × 713 (H) mm

• • • • •

랙 마운팅
키트

751535E4

EIA 용

• • •

•

751535-J4 JIS 용

• • •

•

랙 마운팅
키트
랙 마운팅
키트
랙 마운팅
키트
랙 마운팅
키트
랙 마운팅
키트
랙 마운팅
키트
랙 마운팅
키트
랙 마운팅
키트
랙 마운팅
키트

751533E2

WT210 EIA 독립 설치용

•

751533-J2 WT210 JIS 독립 설치용

•

751534E2

WT210 EIA 연결 설치용

751534-J2 WT210 JIS 연결 설치용

751533E3

•
•

751533-J3 WT230 JIS 독립 설치용

•

751534E3

Digital Power
Analyzers

•

WT230 EIA 독립 설치용

WT230 EIA 연결 설치용

•

751534-J3 WT230 JIS 연결 설치용

•

Portable Test
Instruments

외장 센서
케이블

Data Acquisition
Equipment

측정리드 (758917) 연결용 . 1 세트에 2 개 .
정격 : 300 V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758922

Generators,
Sources

• • • • •

Small alligator
어댑터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1 세트의 2 개의 리드 . 758922 또는 758929 와 결합해서 758917 사용
총 길이 : 75 cm
정격 : 1000 V, 32 A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758917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 • • • •

측정 리드

Recorders

1000 Vrms-CAT II, 1.8 m long
외부센서입력용 안전형 BNC (male) to safety banana (female)
701959, 758921, 758922 또는 758929 와 결합해서 사용 .

Control Products

701901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T2
10
/W
T2
PZ
30
40
00

W

내

1:1 BNC 안전
어댑터 리드

Meters Products

사양 No.

W

W

제품

T5
00

악세사리 리스트

W
T3
00
0
T1
60
0

Digital Analyzer Accesories List

Oscilloscopes

Digital Power Analyz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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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illoscopes

High Speed Data
Acquisiton Equipment

SL1000

Digital Power
Analyzer

고속 어퀴지션 • 고속 전송 • 저장기능
특징

Data Acquisition
Equipment

- 초고속 어퀴지션
• 최대 100 MS/s ( 모든 채널에 해당 /10 ns 샘플링주기 )
• 병렬 테스트 지원 : 최대 4 개까지 독립 샘플레이트 동시 측정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Generators,
Sources

SL1000

- 고속 전송과 저장
• 고속 USB 2.0 를 통해 PC 에 STREAM 데이터 전송 또는
1000BASE-T Gigabit 이더넷
• PC 하드디스크 또는 SL1000 내장 하드 디스크에 리얼타임으로
STERAM 데이터 전송 ( 스피드 1.6 MS/s = 100 kS/s × 16ch)1
• 최대 8 동시 동시 측정 : 스피드는 PC 실행과 측정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
- 간편한 조작
• 표준 어퀴지션 소프트웨어로 간편한 조작이 가능 .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기본 사양
플러그 & 플레이 :
입력 타입 :

측정기와 모듈의 자동인식
플러그인 모듈
( 각 측정기에 A/D 컨버터 내장 )

- "Standalone" 동작
• PC 없이 SL1000 에 데이터 직접 저장 .
- 플러그인 모듈의 넓은 라이브러리
• 8 모듈 슬롯은 각 유닛에서 사용가능
• 12 개의 다른 플러그인 모듈에서 선택가능 .

최대입력 채널수 :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Recorders
Control Produc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Portable Test
Instruments

16 (1 개 측정기 실행 )
128 (8 개 측정기 동시 실행 )
최대 샘플레이트 :
100 MS/s ( 모든 채널 )
측정 모드 :
프리런 & 트리거
클럭 소스 :
내 • 외장
최대 기록길이 ( 내장 메모리 ):
프리 런 모드
1 모듈 : 32 MW/ch
2 모듈 : 16 MW/ch
3 ~ 4 모듈 : 8 MW/ch
5 ~ 8 모듈 : 4 MW/ch
싱글 트리거 모드
1 모듈 : 50 MW/ch
2 모듈 : 25 MW/ch
3 ~ 4 모듈 : 10 MW/ch
5 ~ 8 모듈 : 5 MW/ch
측정 그룹 :	독립 샘플 레이트 4 그룹까지 한정
트리거 모드 :
Normal, Single, Single(N)
트리거 소스 :
입력 채널 , 외장 , LINE, 타입
레코드 조건 :
프리 런 모드	Immediate, abs. time, time divided, alarm,
외장 트리거
트리거 모드
각 트리거
외장 하드디스크 :
40 GB (/HD1 옵션 )
최대 리얼타임 하드디스크 레코딩 속도 :
내장 하드 디스크
1.6 MS/s
(= 200kS/s × 8ch = 100 kS/s × 16ch)

신호와 데이터 흐름
Display
Dedicated software

SL1000

Measured data
USB/Ethernet

Signal

Control

HDD
Save

Acquisition Hard disk
memory
(option)

동시 실행
최대 8 개까지 SL1000 동시실행가능

Ethernet/USB
Same GROUP-ID
(0 to F)
Master
Unit -ID=0

Slave #1
Unit -ID=1

Slave #2
Unit -ID=2

Slave #7
Unit -ID=7
• • • • • •

Meter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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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 OUT

HDD

SYNC IN

SYNC OUT

HDD

SYNC IN

HDD

SYNC OUT

SYNC IN

HDD

Oscilloscopes

장시간 측정의 리얼타임 HDD레코딩
고속 측정의 트리거 모드

채널수
1
2
4
8
10
16

리얼타임으로 SL1000 내장 하드디
스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샘플링 레이트

100MS/s
50MS/s
10MS/s
1MS/s
500kS/s
200kS/s
1kS/s

측정 채널 수
4ch
8ch
0.25
0.1
0.5
0.2
1.25
0.5
12.5
5
50
20
125
50
25000
10000

2ch
0.5
1
2.5
25
100
250
50000

16ch
0.05
0.1
0.25
2.5
10
25
5000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고속 • 장시간 측정이 가능합니다 .

최대 샘플링 레이트
1MS/s
500kS/s
200kS/s
200kS/s
100kS/s
100kS/s

Digital Power
Analyzer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측정할 경우

싱글 트리거 측정시 최대 측정시간 ( 단위 : sec)

Data Acquisition
Equipment

SL1000 하드디스크 레코딩시
리얼타임 최대 샘플링 레이트

Merging 파일, Dividing 파일,
파형 데이타 파일 CSV파일로 전환.

Zoom
display

X뷰어 파형 뷰어
오프라인 파형 디스플레이와
연산
Operating information
File information,
Record state,
Remaining Hard
Disk indicator, etc.

모델 형명과 사양코드

Trigger, Immediate, Specified time, Alarm

• 종료 조건
Manually, Specified time, Recording time, Alarm, External trigger

모듈 선택
고속 100 MS/s 12 비트 독립 모듈
(720210) 사양
2
AC, DC, GND
100 MS/s
12 비트 (1,500 LSB/ 레인지 )
DC-20 MHz

입력 채널
입력 커플링
최대 샘플 레이트
A/D 전환 분해능
주파수범위 (-3 dB)
최대 입력 전압 (1 kHz 또는 이하 )
700929 또는 701947 와 결합
직접 입력 (1:1)
DC 정확도
입력 임피던스
컨넥터 타입
입력 필터
레이저 안전 표준

50

12

70

51

12

70

55

12

70

60

12

70

61

12

70

62

12

70

65

12

70

70

12

70

71

12

70

1000 V (DC + ACpeak)
200 V (DC + ACpeak)
± (0.5% of 레인지 )
1 M Ω ± 1%, 약 35 pF
독립 타입 BNC 컨넥터
OFF/2 MHz
class 1 (IEC 60825-1)

75

12

70

Including Xviewer Standard Edition (1 license)(701992-SP01)

-D
-F
Power cable -R
-Q
-H
/HD1
/C10
Others
/P4
/XV0
/XV1

UL and CSA standard
VDE standard
AS standard
BS standard
GB standard (Complied with CCC)
Internal 40 GB HDD
Ethernet Interface
Probe power (4-output)
Without Xviewer
With the Xviewer Math Edition (1 license)(701992-GP01)

*1:플러그인 모듈과 PC는 SL1000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모델형명
720210
701250
701251
701255
701260
701261
701262
701265
701275
701270
701271
701280

Control Products

720120

• 개시 조건

Description
SL1000 High-Speed Data Acquisition Unit*1

Recorders

Model/Options Suffix Code

PC HDD, HDD of the SL100 or both

내용
High-speed 100MS/s 12-Bit Isolation Module (2ch)
High-speed 10MS/s 12-Bit Isolation Module (2ch)
High-speed 1MS/s 16-Bit Isolation Module (2ch)
High-speed 10MS/s 12-Bit non-Isolation Module (2ch)
High-voltage 100kS/s 16-Bit Isolation Module (with RMS, 2ch)
Universal Module (2ch)
Universal Module (with Anti-Aliasing Fileter, 2ch)
Temparature / High-precision voltage Module (2ch)
Acceleration / Volatage Module (with Anti-Aliasing Filter 2ch)
Strain Module (NDIS, 2ch)
Strain Module (DSUB, Shunt-CAL, 2ch)
Frequency Module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 레코딩 용도

Portable Test
Instruments

레코딩 조건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Setting Info.
Or Numeric
values

Meters Products

Real time
full-length
display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파일 유틸리티를 통해 프로세스
파형 데이타 파일을 기록할 수 있다.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파일 유틸리티

Generators,
Sources

PC 모니터 디스플레이

80

12

70

* 위 플러그인 모듈은 모든 스코프코더 시리즈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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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베이스 측정기

WE7000

Digital Power
Analyzer

간단한 조작으로 측정 가능한 모듈형 계측기
개요

Data Acquisition
Equipment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Generators,
Sources

•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없는 심플 데이터 어퀴지션
각 WE7000 시스템은 표준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 각
모듈은 모듈내에 상주 펌웨어를 가집니다 .
• 절연 및 노이즈 억제
절연과 노이즈 억제는 기계 전자공학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
WE7000 은 각종 계측모듈의 장착이 가능한 기본 스테이션과
각 모듈이 절연되어 있습니다 .
• 히스토리 추적기능의 다양한 고정밀 모듈
WE7000 은 2 Hz ~ 20 MS/sec digitizing 레이트의 다양한 모듈이 있
으며 , 고정밀 D/A 과 기능 제너레이터를 포함한 신호 출력 기능을 가
집니다 .
• 이더넷 통신을 사용한 원격제어와 모니터링
WE7000 컨트롤 , 모니터링 , 리얼타임 데이터 저장은 이더넷통신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

WE900

WE500

한국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네덜란드 , 스페인 , 이탈리아 ,
오스트레일리아 , 일본에서만 판매합니다 .

특징
• 간단한 조작을 위한 모듈 디자인
• 다양한 신호측정에 대응하는 모듈과 풍부한 기능
• 컨트롤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모든 모듈을 간단히 조작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 WE7000 의 모든 기능을 실현하는 컨트롤 소프트웨어
• 네트워크 대응형 측정기

사양

USB2.0
USB 케이블을 연결한 간단한 통신설정
USB2.0 을 사용한 고속 테이터 통신을 제공 .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480 Mbps 까지 )
이더넷 (100Base-TX/10Base-T)
사내 LAN 과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원격조정과 측정이 가능하
다.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 편리함을 제공하는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 Customization 에 의해 정밀 측정기기로 변환
• 고속 , 독립 프로세싱 ( 옵션 ) 이 가능한 임베디드 모듈

슬롯 수 :
WE500: 5 개 측정 모듈
WE900: 9 개 측정 모듈
PC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 :
USB (USB Rev. 2.0), 이더넷 (10Base-T or 100Base-TX)
외형 사이즈 :
WE500:
약 213 (W) × 266 (H) × 360 (D) mm ( 돌출부위는 제외 )
WE900:
약 350 (W) × 266 (H) × 360 (D) mm ( 돌출부위는 제외 )

Recorders

측정 모듈기능 일람
Product

Bandwidth

Control Products

7071 16/HE

DC to 8 MHz

WE7275 2-CH, 1 MS/s
Isolated Digitizer Module

7072 75/HE

DC to 400 kHz

WE7273 8-CH, 100 kS/s
Isolated Digitizer Module

7072 73/HE

DC to 40 kHz

Number
of
Channels

Isolation

Input
Coupling

Range

2

No

DC/AC
/GND

±100 mV to 50 V
(1-2-5 steps)

2

Yes

DC/AC

±100 mV to 200 V
(1-2-5 steps), 350 V

DC/AC

±50 mV to 50 V
(1-2-5 steps)

8

Yes

Link
Feature

Maximum number of
waveforms displayed
simultaneously

Scaling
Feature

BNC

Yes

18
When 9 modules are linked

Yes

Up to
256

BNC

Yes

18
When 9 modules are linked

Yes

8M

Up to
256

Clamp
terminal

Yes

72
When 9 modules are linked

Clamp
terminal

Yes

36
When 9 modules are linked

Maximum
Memory
(point)

Memory
Partition

12

4M

Up to
1024

14

4M

Resolution
bit

16

I/O Connector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Power
Consumption

Number of
Used Slots
Weight

Calibration signal output

Approx. 10 VA

1
Approx. 0.7 kg

Anti-aliasing filter
OFF/20 Hz to 40 kHz (2-4-8 steps)

Approx. 14 VA

1
Approx. 0.8 kg

Yes

Approx. 20 VA

1
Approx. 0.9 kg

Yes

Approx. 12 VA

1
Approx. 0.7 kg

Approx. 12 VA

1
Approx. 0.7 kg

Other Features

WE7271 4-CH, 100 kS/s
Isolated Digitizer Module

7072 71/HE

DC to 40 kHz

4

Yes

DC

±1 V to 20 V (1-2-5 steps), ±35 V

16

4M

Up to
256

WE7272 4-CH, 100 kS/s
Isolated Digitizer Module

7072 72/HE

DC to 40 kHz

4

Yes

DC

±1 V to 20 V (1-2-5 steps), ±35 V

16

4M

Up to
256

BNC

Yes

36
When 9 modules are linked

Yes

DC

±1 V to 20 V (1-2-5 steps)

16

1M

Up to
256

Input unit sold
separately

Yes

90
When 9 modules are linked

Yes

Multiplex type

Approx. 8 VA

1
Approx. 0.7 kg

DC

K, E, J, T, L, U, N, R, S, B, W, KPvsAU7Fe
±50 mV to 50 V (1-2-5 steps)

14

None

––

Input unit sold
separately

Yes

90
When 9 modules are linked

Yes

Multiplex type

Approx. 7 VA

1
Approx. 0.8 kg

Yes

DC

1000 µ to 20000 µ strain,
±100 mV to ±20 V (1-2-5 steps)

4M

Up to
256

Dsub (9-pin)

Yes

36
When 9 modules are linked

Yes

1, 2, or 4 gauges, DC bridge
Gauge resistance 120 to 1 kΩ,
auto balance

Approx. 15 VA

1
Approx. 1 kg

No

DC
(voltage only)
/AC

Gain: x1 (5 V) to x100 (50 mV)
(1-2-5 steps)

16

4M

Up to
256

BNC

Yes

36
When 9 modules are linked

Yes

Anti-aliasing filter
OFF/20 Hz to 40 kHz (2-4-8 steps)

Approx. 12 VA

1
Approx. 0.8 kg

DC/AC

Period, time interval, totalize count, up
and down count,
and frequency ratio measurements

––

4M

Up to
256

BNC

Yes

32
When 8 modules are linked

Yes

Time stamp measurement

Approx. 8 VA

1
Approx. 0.7 kg

4M

Up to
256

Clamp
terminal

Yes

––

––

Sweep function,
arbitrary waveform output

Approx. 15 VA

1
Approx. 0.9 kg

BNC

Yes

––

––

Sweep function,
arbitrary waveform output

Approx. 15 VA

1
Approx. 0.7 kg

Dsub (25-pin)

No

32

––

2-MHz counter feature
Connect the 707823/707824 and
input/output contact signals

Approx. 4 VA

1
Approx. 0.6 kg

64

Yes

CAN data I/O

Approx. 5 VA

1
Approx. 0.7 kg

2

Yes

PHA, MCS, LIST Mode

Approx. 15 VA

1
Approx. 0.8 kg

WE7251 10-CH, 100 kS/s
Digitizer Module

7072 51/HE

DC to 10 kHz

10

No
L end
common

WE7241 10-CH
Thermometer Module

7072 41/HE

Scan interval
0.5 s or longer

10

Yes

WE7245 4-CH, 100 kS/s
Strain Module

Portable Test
Instruments
Meter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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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umber

WE7116 2-CH, 20 MS/s
Digitizer Module

WE7235 4-CH, 100 kS/s
Accelerometer Module
WE7521 4-CH
Timing Measurement Module
WE7281 4-CH, 100 kS/s
D/A module

7072 45/HE

7072 35/HE

7075 21/HE

7072 81/HE

WE7282 4-CH, 100 kS/s
D/A Module

7072 82/HE

WE7262 32-Bit
Digital I/O Module

7072 62/HE

WE7081 CAN Bus
Interface Module

7070 81/HE

WE7562 Multi-Channel
Analyzer Module

7075 62/HE

DC to 20 kHz

DC to 40 kHz

100 ns to 20 s

DC to 20 kHz

DC to 20 kHz

––

4

4

4

4

No

Yes

––

4

Yes

––

32

No

––

±1 V to 10 V (1-2-5 steps)

15

16

±1 V to 10 V (1-2-5 steps)

16

4M

Up to
256

TTL level (input), CMOS level (output)

––

None

––

Dsub (9-pin)

2 inputs, 0 to 10 V, AD channels: 512 to 16 k 6 stages, shaping time > 500 ns

2000 frames (1 kCH)

BNC

Yes

Oscilloscopes

WE7000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7077 02/7077 03/7077 14/7077 51/7077 61

7077 03
원격조정 부가 소프트웨어

7077 14
연산 파형 뷰어

• WE7000 컨트롤 소프트에 데이터연산기능을 부
가한 소프트
• 사측연산 , FFT 해석 , 필터기능 , 파형파라미터
측정 등이 가능 .

• 멀티플 PC 는 싱글 측정 스테이션 사용가능 .
• 한 PC 가 측정실행하는 동안 다른 PC 는 파형
을 모니터 할 수 있다 . 또한 측정 파라미터를
볼 수 있다 .
• 한 PC 가 측정스테이션을 사용하는 동안 ( 엑세
스 권한 컨트롤 ), 다른 PC 가 측정을 개시하거
나 종료하는 것 , 정 파라미터를 변경시키는 것
을 중지시킬 수 있다 .
• 다른 PC 가 측정기를 컨트롤하거나 검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Lock 기능 )

• WE7000, DL 시리즈의 데이터를 PC 상에서 파
형표시 , 연산 , 해석 가능
• 풍부한 연산기능이 탑재

7077 61
엔진 연소압 해석 패키지

• WE7121, WE7281/82 용 데이타 작성 ,
편집
• 최대 4M 데이터 까지의 파형 편집가능
• 측정 데이터 (WVF format) 과 엑셀
(CSV format) 파일의 읽기 가능
• 지정 구간내의 데이터 편집 ( 함수 , Dot)

• WE7275 용 측정 데이타 오프라인 해석 소프트
• 최대 4~8 기통엔진 지원
• 연소압 해석에 필요한 표준적인 해석항목을 측
정

Product

Type
Added on to the Control Software

Package software

Model Number

Specifications

Computation Function Setup Software

707702

Adds computation functions to the Control Software

Remote Monitor Add-On Software

707703

Adds remote monitor function to the Control Software

Computation Waveform Viewer

707714

Waveform Viewer for the WE7000, DL, etc.

Arbitrary Waveform Editor

707751

Arbitrary waveform data editor for the WE7121 and WE7281/82

Engine Combustion Pressure Analysis Package

707761

Offline combustion pressure analysis for the WE7275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WE7000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Control Products

Recorders

7077 51
임의파형 에디터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Generators,
Sources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7077 02
연산기능설정 소프트웨어

Data Acquisition
Equipment

Digital Power
Analyzer

이더넷 또는 광 통신

WVF File Access API
WVF File Access Tool Kit for MATLAB
WE Control API
Add On Tool for WE API Vol. 1
Add On Tool for WE API Vol. 2
Control Tool Kit for LabVIEW
Control Tool Kit for MATLAB

Model
Number
707712
707713
707741
707742
707743
707746
707747

Specifications
API for accessing WVF
MATLAB toolkit for accessing WVF
Functions for controlling the WE7000
ActiveX controls for Visual Basic
ActiveX controls for Visual Basic (for display)
Toolkit for LabVIEW
Toolkit for MATLAB

Meters Products

Product

Portable Test
Instruments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개발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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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Spectrum
Analyzer

AQ6370 시리즈(AQ6370C)

Digital Power
Analyzer

세계 최고의 고성능 광스펙트럼 아날라이저 (600~1700nm)

Data Acquisition
Equipment

기본 사양
항목
사양설정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개요

Generators,
Sources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통신분야를 중심으로 응용되는 파장대역에 최고 적합한 표준 모델
모델 : 표준과 고성능 2 가지 타입
고파장 정확도 : ± 0.01nm( 고성능모델 ), ±0.02nm( 표준모델 )
고파장 분해능 : 0.02 nm

•
•
•
•

다이나믹 범위 : 78dB typ.
레벨레인지 : +20dBm ~ -90dBm
100nm 파장폭을 0.2 초로 고속측정
공간절약형 구조의 광입력부
싱글 , 멀티모드파이버 테스트 기능
USB 포트 추가 (4 포트 )
내부메모리용량 추가 (512MB 이상 )
전 트레이스 일괄저장 및 재생기능
APC 커넥터 레벨보정 기능
스무딩 기능 (Smoothing function)- 노이저 절감효과 • 조작성의 향상
USB 인터페이스 탑재 , 마우스 키보드 , 외장 저장장치 , 밝기 10.4” LCD
AQ6370 시리즈뷰어 : 애뮬레이션 / 원격조정 소프트웨어 ( 옵션 )

특징

파장정확도

파장직선성
파장재현성
파장분해능 설정
파장분해능 정확도
파장샘플수
측정감도설정
고다이나믹 모드
레벨감도
최대입력파워
레벨정확도
레벨직선성
편파의존성
분해능
0.02nm
다이나믹 분해능
레인지
0.05nm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광반사감쇠량
적합파이버
광컨넥터
내장교정용 광원

Recorders

소인시간

• 모노크로메터내부 미광 (Stray light) 을
절감하여 피크주변에 상당히 넓은 다이나믹
Control Products

레인지 실현

± 0.01nm(1520~1580nm),
± 0.02nm(1580~1620nm)
± 0.04nm(1450~1520nm)
± 0.1nm( 전파장범위 )

± 0.01nm(1520~1580nm), ±0.02nm(1450~1520nm,
1580~1620nm)
± 0.005nm(1 분간 )
0.02, 0.05, 0.1, 0.5, 1.2nm
± 0.5%(1450~1620nm, qnsgosmdtjfwjd: 0.1~2nm, 분해능보정 :ON,
파장샘플설정 :AUTO)
101~50001, AUTO
NORM_HOLD, NORM_AUTO, NORMAL, MID,HIGH1, HIGH2, HIGH3
SWICH( 감도설정 : MID, HIGH1~3)
-90dBm(1300~1620nm), -85dBm(1000~1300nm),
-60dBm(600~1000nm)( 감도설정 :HIGH3)
+20dBm(1 채널당 , 전파장범위 )
± 0.4dB(1310/1550nm, 입력레벨 :-20d, 감도설정 :MID, HIGH1~3)
± 0.05dB( 입력레벨 :-50~+10dBm, 감도설정 HIGH1~3)
± 0.05dB(1550/1600nm), ±0.08dB(1310nm)
55dB( 피크파장 ± 0.2nm),
58dB( 피크파장 ± 0.2nm, Typ.60dB),
37dB( 피크파장 ± 0.1nm)
73dB( 피크파장 ± 1.0nm),

45dB( 피크파장 ± 0.1nm, Typ.50dB)
73dB( 피크파장 ± 1.0nm,Typ.78dB),

62dB( 피크파장 ± 0.4nm),

64dB( 피크파장 ± 0.4nm,Typ.70dB),

45dB( 피크파장 ± 0.2nm)
57dB( 피크파장 ± 0.4nm),

50dB( 피크파장 ± 0.2nm,Typ.55dB)
60dB( 피크파장 ± 0.4nm,Typ.67dB),

40dB( 피크파장± 0.2nm)
45dB( 피크파장 ± 0.2nm,Typ.50dB)
Typ.35dB(Angled PC 컨넥터 사용시 )
SM(9.5/125 μ m), GI(50/125μm, 62.5/125μm)
광입력 :AQ9447(DHQTUS), 교정용 광원출력 :AQ9441( 옵션 ),
컨텍터타입 :FC/SC/ST
파장기준광원 ( 얼라이먼트 및 파장교정용 )
NORM_AUTO: 0.2 초 , NORMAL: 1 초 , MID: 2 초 , HIGH1: 5 초
HIGH2: 20 초 , HIGH3: 75 초

보다 정교한 필터의 형상 ( 고성능모델 )
• 고성능모델에서는 피크파장에서 0.2nm
이내의 필터형상이 보다 정교하게 되어 다이

AQ6370 시리즈 뷰어 애뮬레이션 / 리모트 컨트롤 소프트웨어 ( 옵션 )

나믹레인지
• 통상모드에서 모노크로메터내부의 미광레벨을
규정
• 측정시간이 소요되는 고다이나믹모드를 사용
하지 않는 통상모드에 높은 미광억압비를

AQ6370 시리즈뷰어는 AQ6370 뷰어 , AQ6370C 뷰어 , AQ6375 뷰어를
포함합니다 .
AQ6370C 뷰어는 AQ6370C 와 같이 동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가진
PC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 따라서 손쉽게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며
AQ6370C 에서 획득한 파형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실현하고 측정시간을 대폭단축한다 .
표준 (-10)
73dB

DWDM 신호 측정
높은 미광 억압비 : 80dB typ.

Portable Test
Instruments
Meter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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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4nm(1450~1520nm)
± 0.1nm( 전파장범위 )

분해능
0.1nm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 78dB typ.

고성능 (-20)

± 0.02nm(1520~1620nm),

•
•
•
•

•
•
•
•
•
•
•

사양

표준 (-10)

모델 형명 및 사양코드
사양코드
AQ6370C
사양설정

-10
-20

전원케이블
/FC
/SC
/ST
/RFC
/RSC
/RST
/B5

내용
AQ6370C 광스펙트럼 아날라이저
표준 모델
고성능 모델
UL3P(3 극 -2 극 변환어답터 포함 )
AQ9447(FC) 커넥터 어답터 포함
AQ9447(SC) 커넥터 어답터 포함
AQ9447(ST) 커넥터 어답터 포함
AQ9441(FC) 유니버셜 어답터 포함
AQ9441(SC) 유니버셜 어답터 포함
AQ9441(ST) 유니버셜 어답터 포함
내장감열식 프린터

고성능 (-20)
76dB(Typ.80dB)

Menu bar

• 뷰어 기능
AQ6370C 에서 저장된
파형데이터 파일을 PC 상
에서 재생 , 분석가능
• 원격조정 기능
원격제어를 통해 측정
상태의 설정은 물론 이더넷
네트워크가 설정된 어느
곳에서든지 AQ6370C
광스펙트럼 아날라이저
측정을 실행
• 파일 전송 기능
파일은 AQ6370C 와
PC 사이에서 교환

Panel key menu

Screen example of AQ6370B Viewer

Status bar

Remote control &
File transfer

AQ6370B Viewer

TCP/IP
NETWORK

AQ6370B connected to LAN

Oscilloscopes

Optical Spectrum
Analyzer

AQ6370 시리즈(AQ6375)

Digital Power
Analyzer

최대 파장 OSA 1200 - 2400nm

고속 측정
고속 커맨드 프로세싱과 데이터 전송
• 멀티모드 파이버 지원

모델 형명 및 사양코드

프리 스페이스 옵티컬 입력

모델형명
735305
Power cable

• 손쉬운 조작
마우스 & 키보드 실행
트레이스 줌 기능
• 간편한 캘리브레이션
내장 캘리브레이터
• AQ6375 뷰어 : 애뮬레이션 / 원격조정 소프트웨어 ( 옵션 )

우수한 광측정 실행
• 긴 파장에서의 높은 감도

• 측정의 예시

Factory
Installed
Options

사양코드
-D
-F
-R
-Q
-H
/FC
/SC
/ST
/RFC
/RSC
/RST
/B5

내용
Optical Spectrum Analyzer AQ6375
Power cord (UL3P)
Power cord (CEE-C7)
Power cord (SAA-3P)
Power cord (BS3P Rectangular)
Power cord (BS3P Round)
AQ9447(FC) Connector adapter for optical input
AQ9447(SC) Connector adapter for optical input
AQ9447(ST) Connector adapter for optical input
AQ9441(FC) Universal adapter for calibration output
AQ9441(SC) Universal adapter for calibration output
AQ9441(ST) Universal adapter for calibration output
Built-in thermal printer

AQ6370 뷰어 애뮬레이션 / 원격조정 소프트웨어 ( 옵션 )
AQ6370 뷰어는 AQ6370 뷰어 , AQ6370B 뷰어 , AQ6375 뷰어를 포함합니다 .
AQ6375 뷰어는 AQ6375 와 같이 동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가진
PC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 따라서 손쉽게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며
AQ6375 에서 획득한 파형데이타 분석이 가능합니다 .
2010nm DFB-LD
분해능 : 50 pm, Span: 20 nm 감도 : HiGH1/CHOP

손쉬운 조작
click

Mouse

Keyboard

drag

Memory

HDD

• 뷰어 기능
AQ6375 에서 저장된
파형데이터 파일을 PC 상
에서 재생 , 분석
• 리모트 컨트롤 기능
리모트 콘트롤을 통해
측정상태의 설정은 물론
이더넷 네트워크가 설정된
어느 곳에서든지 AQ6375
광스펙트럼 아날라이저
측정을 실행
• 파일 전송 기능
파일은 AQ6375 와
PC 사이에서 교환

Menu bar

Status bar

USB 인터페이스

트레이스 줌 기능
지정 부분 확대

Panel key menu

Remote control &
File transfer

AQ6370B Viewer

마우스 , 키보드 , 외장 저장장치
지원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Generators,
Sources
Portable Test
Instruments

백색광원 스펙트럼 ( 노란색 )
AQ6375 의 배경 Noise( 적색 )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 높은 효율성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 +20 ~ -70dBm

고분해능 & 넓은 다이나믹 범위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고감도

Recorders

파장길이 : 1200 - 2400nm

Control Products

• 뛰어난 성능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 2µm 을 초과하는 근적외 영역에 대응하는 장파장 모델

TCP/IP
NETWORK

Meters Products

특징

• 측정파장 범위 : 1200 ~ 2400 nm
• 파장 정확도 : ± 0.05 nm (1520 ~ 1580 nm),
± 0.1 nm (1580 ~ 1620 nm), ±0.5 nm (Full range)
• 측정 데이터 포인트 : 101 ~ 50001
• 파장 분해능 설정 : 0.05 ~ 2.0 nm
• 레벨 감도 :
-70 dBm (1800 ~ 2200 nm, 분해능 : 0.1nm 또는 그 이상 , 감도 :
HIGH3)
• 최대 입력 파워 : +20 dBm (Per channel, full span)
• close-in dynamic range(1523nm):
45 dB ( 피크에서 ± 0.4 nm, 분해능 : 0.05 nm)
55 dB ( 피크에서 ± 0.8 nm, 분해능 : 0.05 nm)
• 적용가능한 파이버 : SM (9.5/125 µm), GI (50/125 µm, 62.5/125
µm)
• 데이터 저장 : 내장 메모리 , 외장 USB 저장
• 프린터 : 내장 고속 열프린터 ( 옵션 )
• 표시 : 10.4 인치 컬러 LCD ( 분해능 : 800x600)
• 전원 : 100 ~ 240 VAC, 50/60Hz, 약 150VA
• 외형 사이즈 : 약 426 (W) x 221 (H) x 459 (D) mm
• 중량 : 약 27kg ( 프린터옵션 제외 )

Data Acquisition
Equipment

기본 사양

AQ6370B connected to 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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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http://www.koreayokogawa.com
Oscilloscopes

Optical Spectrum
Analyzer

AQ6370 시리즈(AQ6373)

Digital Power
Analyzer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측정요구에 대응하는
고성능 광스펙트럼 아날라이저

Data Acquisition
Equipment

•
•
•
•
•
•
•
•
•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Generators,
Sources

•
•
•
•
•
•

가시광의 색도도 해석기능 탑재
데이터 저장 : 내장 메모리 , 외장 USB 저장
프린터 : 내장 고속 열프린터 ( 옵션 )
디스플레이 : 10.4 인치 컬러 LCD ( 분해능 : 800x600)
전원 : 100 ~ 240 VAC, 50/60Hz, 약 150VA
외형 사이즈 : 약 426 (W) x 221 (H) x 459 (D) mm
• 중량 : 약 19kg ( 프린터옵션 제외 )

특징
• 가시광 (VIS) 을 포함한 단파장 모델
• 뛰어난 성능

모델 형명 및 사양코드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파장길이 : 350 - 1200nm
고감도

사양코드
파장범위 *1
SPAN*1

: -80dBm

고파장분해능 & 넓은 다이나믹 범위
• 풍부한 어플리케이션 : 가시 LED 의 평가
• 높은 효율성의 고속 측정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 GP-IB/ 이더넷 고속 원격조정
• USB 포트 탑재
• AQ6375 뷰어 : 애뮬레이션 / 원격조정 소프트웨어 ( 옵션 )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어플리케이션
• 광액티브 디바이스 ( 반도체 레이저 , 파이버레이저 , LED)
• 광패시브 디바이스 ( 필터 , FBG, 특수 광파이버 )

Recorders

• 광응용기기의 개발지원
의료 / 바이오분야 ( 레이저치료 , DNA 해석 , 레이저 현미경 )
산업기기분야 ( 레이저가공 , 레이저메이커 )
가전분야 ( 레이저 프로젝터 , 차세대 디바이스 , LED 관련 )

Control Produc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계측분야 (LIDAR)
통신분야 (POF 통신 )

내용
350~1200nm
0.5nm~850nm( 전파장범위 ), 0nm
" ± 0.05nm(633nm), ± 0.20nm(400~1100nm)(633nm He-Ne
파장 정확도 *1
레이저에 의한 파장교정후 "
0.02, 0.05, 0.1, 0.2, 0.5, 1, 2, 5, 10nm( 전파장범위 ) 및
파장분해능 설정 *1,*2
0.01nm(400~470nm)
최소 샘플 분해능 *1
0.001nm
파장 샘플수
101~50001, AUTO
NORM_HOLD, NORM_AUTO, NORMAL, MID, HIGH1, HIGH2,
측정감도 설정
HIGH3
고다이나믹 모드
SWITCH( 감도설정 : MID, HIGH1~3)
" - 80dBm(500~1000nm), - 60dBm(400~500nm,
레벨감도 *3
1000~1100nm)( 대표치 , 분해능 : ≥ 0.2nm, 평균화회수 : 10,
감도설정 : HIGH3)"
최대안전입력파워 *3
+20dBm(550~1100nm), +10dBm(400~550nm)( 전입력파워 )
± 1.0dB(850nm, 입력레벨 : -20dBm, 분해능≥ 0.2nm, 감도설정 :
레벨 정확도 *3
MID, HIGH1~3, SMF[MFD5 ㎛ @850nm, NA0.14])
레벨 직선성 *3
± 0.2dB( 입력레벨 : -40~0dBm, 감도설정 : HIGH1~3)
60dB( 피크파장± 0.5nm, 분해능 :0.02nm, 633nm, 감도설정 :
다이나믹 레인지 *1
HIGH1~3)
적합 파이버
SM, GI(50/125 ㎛ , 62.5/125 ㎛ ), 대구경파이버 (~800 ㎛ )
광컨넥터
FC 타입 ( 광입력 및 교정용 광원출력 )
내장교정용 광원
얼라이먼트용 광원 ( 파장기준광원은 탑재하지 않음 )
NORM_AUTO: 0.5 초 , NORMAL: 1 초 , MID: 2 초 , HIGH1: 5 초 ,
소인시간 *1, *4
HIGH2: 20 초 , HIGH3: 75 초
펌웨어 시간
1 시간 이상 ( 펌웨어 업후 , 내부광원에 의한 얼라이먼트 조정이 필요
모델형명
사양코드
735303
전원케이블
-M
공장출하시 옵션
/B5

• 852nm DFB-LD 의 측정 예

• 405nm FP-LD 의 측정 예

( 분해능 설정 :0.02nm)

( 분해능 설정 :0.01nm)

내용
AQ6373 광스펙트럼 아날라이저
UL3P(3 극 -2 극 변환 어답터 포함 )
내장 감열식 프린터

가시 LED 의 평가
조명 , 표시와 계측 등 다분야에서 응용되는 가시광 LED 의 출력광 발광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해석을 실행합니다 .
대구경 파이버에 대응하는 AQ6373 을 통해 효율적으로 광스펙트럼을 측정
하고 , 표준탑재한 색도도 해석기능에 의해 도미넌트파장과 색좌표 XYZ 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

Portable Test
Instruments
Meter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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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양

측정파장 범위 : 350 ~ 1200 nm
파장 정확도 : ± 0.05 nm
파장 분해능 설정 : 0.02 ~ 10 nm
레벨 감도 : -80 dBm
최대 입력 파워 : +20 dBm (Per channel, full span)
다이나믹 레인지 : 60dB 이상
싱글 모드 , 멀티모드 파이버 , 대구경 파이버에 대응
얼라이먼트 광원 내장
외부광원에서의 자동파장교정

0.02nm 의 고분해능으로 DFB-LD 발진모드를
상세히 측정

400~470nm 의 범위에서는 더욱 분해능으로
측정가능

패시브 디바이스와 광파이버 테스트용
브로드밴드 라이트 소스

WD300 & WD30

높은 신뢰성과 뛰어난 측정기능의
WDM 네트워크용 광 모니터

WD300 & WD30

화이트 라이트 소스

WDM 모니터 & 채널 모니터

AQ4305 는 할로겐 램프를 사용한 고출력 , 브로드밴드 광원입니다 .
광스펙트럼아날라이저와 조합하여 광통신에서 가시광역으로 사용되는
광파이버와 광디바이스 등의 손실파장특성 측정이 가능합니다 .

WDM 모터 WD300 은 가동부가 없는 폴리크로메타 광학계를 사용하며 ,
통신장치용도에 필요한 장기 안전성과 파장길이 , 광파워 , OSNR 의 고정확도 ,
고속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 WD300 은 파장 , 광파워 , OSNR 측정을 정확하고
빠르게 실행하며 , 50GHz 와 100GHz 채널 스페이싱의 DWDM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데 적합합니다 . 축소모델 WD30 은 RODAM 어플리케이션의
모니터로서 최고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

FBG Sensor Monitor

FB200

Control Produc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Portable Test
Instruments

광파이버 Bragg Grating (FBG) 을 센서로서 사용하고 , 온도 변형 압력
등의 변동을 파장의 변화로서 포착하는 FBG 모니터입니다 .
다점배치된 FBG 센서의 고속측정에 대응가능합니다 .
소형 경량으로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항시감시에 사용합니다 .

Meters Products

FB200
FBG 센서 모니터

Recorders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온도 , 변형 , 압력 등의 변동을 고속 감지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Generators,
Sources

AQ4305

Digital Power
Analyzer

WDM Monitor & Channel
Monitor

Data Acquisition
Equipment

AQ4305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White Light Source

Oscilloscopes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http://www.koreayokog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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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illoscopes

Multi Field Tester

AQ1300

Digital Power
Analyzer

세계 최소형 10GbE 이더넷 테스터

• 필드 변경

MAC 어드레스의 DA/SA,
IP 어드레스의 DA/SA,
TCP/UDP 의 Dst Port/Src Port

Data Acquisition
Equipment

• 레이어 1 측정기능
수신클럭측정기능

측정범위
측정분해능

광출력단 발생기능

광출력 레벨단 발생 / 복귀

LFS 발생기능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매뉴얼

연속송신 ( 개시 / 정지 )

오토

링크다운 또는 LF 수신시 , RF 자동송신

• 에뮬레이션 기능
IPv4 Host

ARP 리플라이 , PING 리플라이 , MAC
자동취득 , IP 자동취득 (DHCP)
(VLAN2 단까지 대응 )
NDP 리플라이 , PING 리플라이 , MAC
자동취득 (NDP), 어드레스자동생성
(VLAN2 단까지 대응 )
시험회수 , 로스수 / 율 / 원인 , 최대 / 최소
/ 평균응답시간 , 최신 5 개분의 커런트값
(VLAN2 단까지 대응 )
루트정보 , 응답시간 (VLAN2 단까지 대응 )

Generators,
Sources

IPv6 Host

PING(IPv4) 테스트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사양
• 인터페이스 사양
측정포트
RJ-45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Recorders

10BASE-T, 100BASE-TX
1000BASE-T
SFP
1000BASE-SX, 1000BASE-LX
XFP
10GBASE-SR, 10GBASE-LR
10GBASE-ER
리모트 포트 LAN(RJ-45)
10BASE-T/100BASE-TX
USB TYPE B(mini USB)
외부 PC 제어용
외부메모리포트 USB TYPE A
외부 메모리 접속용
• 시험기능
시험메뉴
오토 , 오토 ( 리모트 ), 매뉴얼 , OPM( 광파워미터 )
시험모드
TRAFFIC, QoS, PING
Loop Back, BERT
• 송신기능
레이트설정
설정단위
%( 분해능 :0.00001%. bit(IFG)),
Frame/s
송신중 레이트 변경가능
프레임길이
48~9999 바이트
송신데이터 설정
페이로드 설정 , 필드 변경가능

Control Products

버스트 설정

송신시간설정
QoS 별 송신기능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에러부가기능
송신프레임설정

채널수

1~65535
1 ㎲ ~1s
연속 , 프레임수 지정 , 시간지정
최대 8ch
( 오토 및 오토 ( 리모트 ) 시 , 최대 4ch)
FCS 에러 , 심볼에러 , 어답터 /
오바사이즈에러
VLAN 최대 4 단
( 본체에서의 설정은 최대 2 단 )

Portable Test
Instruments

• 수신기능
수신성능
수신가능프레임길이
연장시간 및
IFG 측정기능 측정분해능
BERT 기능
시퀀스에러체크기능

48~9999 바이트 ( 최소 IFG:5 바이트 )

Meters Products

100ns
프레임 BERT( 랜덤패턴 PRBS15)
로스패킷수 , 순서반전패킷수 , 중복
패킷수 , 최대버스트로스수 , 최대 8ch
또는 최대 7ch+other
( 오토 및 오토 ( 리모트 ) 시는 최대
4ch), ch 별 연장시간 , ch 별 페이
로드에러측정 , ch 별 시퀀스에러체크

• 루프백기능
대상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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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트 개수
버스트 인터벌

포트 또는 전체 (L2 프로드 캐스트 및
멀티 캐스트 프레임은 제외 , VLAN
이외는 제외 )

-100~ +100ppm
0.1ppm

Traceroute(IPv4)
• 광파워미터 ( 옵션 )
광커넥터
측정파장범위 (nm)
수광범위
측정정확도

유니버셜커넥터
850/1300/1310/1490/1550/1625/1650
+10~-60dBm
±5%

특징
• 세계최소형 10GbE 이더넷 테스터
• 간단한 조작으로 회선개통 , 보수시험가능
• 개통시험으로 필요한 기능을 1 대에 집약
10M/100M/1G/10G 의 광 , 전기측정포트와 광파이미터 ( 옵션 ) 를 구비

개통시험에서 필요한 기능을 1 대에 집약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실장한 각종 장치와 네트워크 시스템의 품질을
측정하고 적합성을 판정하는 시험을 실행합니다 .
• 주요 품질시험항목
Throughput/ 프레임로스 / 연장 /BERT( 비트에러레이트 )/ 프레임간 갭
• L2/L3 루프백기능에 대응
• Pass/Fail 판정기능

오토테스트 기능
복수의 시험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시험시나리오를 PC 상에서 작성하고 ,
본체에 업로드를 하여 현장에서 시험시나리오의 실행을 간단히 실행할 수 있습
니다 . 작업자의 오퍼레이션 스킬을 강력하게 백업함과 동시에 작업품질의 안
정화 , 표준화를 실현합니다 .
• 최대 8 개스텝의 시험을 1 개 설정파일로서 등록가능
• 본체에 최대 48 개의 설정파일을 등록가능
• 각 시험마다 적합판정조건 설정가능
모델형명
AQ1300
언어
전원코드
광파워미터
XFP 모듈

SFP 모듈
RFC2544
어깨 벨트

사양코드
AQ1300 MFT-10GbE
-HJ
일본어 / 영어
-HE
영어
-M
PSE 대응
/SPML
표준광파워미터
/SR
10GBASE-SR XFP 모듈
/LR
10GBASE-LR XFP 모듈
/ER
10GBASE-ER XFP 모듈
/SX
1000BASE-SX SFP 모듈
/LX
1000BASE-LX SFP 모듈
/BM RFC2544 시험기능 대응
/SB 어깨 벨트

내용

Multi field Teser

Oscilloscopes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http://www.koreayokogawa.com

AQ1100
형명 및 사양코드

LD(SM), LED(GU)

LD
<5/<10/<10

<5/<10

GI(LED) 스펙트럼 반값폭

-

-

40(typ)/140(typ)

출광력 레벨 (dBm)

-3 ± 1

-3 ± 1

레벨안정도 (dB)

± 0.05

± 0.05

CW, CHOP(270Hz, 1kHz, 2kHz)
SM(ITU-T G.652)
GI(50/125 ㎛ )
SC, FC, ∅25, SC/Angled-PC
SC, FC, ∅25
1

타입
파장설정

파워레인지 (dBm)

MM850/1300nm, SM1310/1550nm
노이즈레벨 (W)
기준조건의 불확실성

± 5%

± 5%

표시분해능

절대치 : dBm, mW, ㎼ , nW, pW, 상대치 : dB
CW
CHOP(270/1k/2kHz)

CW
CW
CHOP(270/1k/2kHz)
1, 10, 50, 100 회
측정간격 : 500ms, 1s, 2s, 5s, 10s 측정회수 : 10~1000

변조모드

• 보기쉬운 대화면 LCD
• USB 탑재 ( 측정결과 보존 )
• PING 시험기능 ( 옵션 )

± 0.5dB(10%)

0.01

표시단위

우수한 조작성과 기능

.

광파워미터 성능 및 기능
표준 (/SPM)
하이파워 (/HPM)
PON(/PPM)
간이 : 850/1300/1490/1550/1625/1650nm
1310/1490/1550nm
상세 : 설정범위 850nm~1650nm, 1nm 스텝
(1490nm 과 1550nm 은
CWDM: 설정범위 1270nm~1610nm 20nm 스텝
분리동시측정 )
-70~+10(CW)
-50~+27(CW)
-70~+10:1310/1490nm
-70~+7(CHOP)
-50~+24(CHOP)
-50~+27:1550nm
0.5nW
50nW
0.5nW(-63dBm, 1310nm)
(-63dBm, 1310nm)
(-43dBm, 1310nm)
50nW(-43dBm, 1550nm)

평균화 회수
로깅기능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광원 , 광파워미터 일체형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SM(ITU-T G.652)

광커넥터
레이저클래스

특징

SM: -3 ± 1
GI: -20 ± 1
SM: ± 0.05
GI: ± 0.1

.

• 가시광원 ( 옵션 )

AQ1200B

펄스폭

3ns, 10ns, 20ns, 50ns, 100ns, 200ns, 500ns, 1us, 2us, 10us

다이나믹 레인지

32/30dB

33dB

이벤트 데드존

SM(ITU-T G.652)
4m/5m
---

광파워미터 타입
파장설정

CW

파워레인지

CHOP

다양한 기능
• OTDR
파장 : SM1310/1550nm
이벤트데드존 : 80cm 이하
• 광파이버 검사 프로브 접속가능
• 손실테스트기능 ( 옵션 )
광원 : SM1310/1550nm
광파워미터 표준 : +10~-70dBm
하이파워 : +27~50dBm
• 가시광원 ( 옵션 ), PING 시험 ( 옵션 )
광커넥터
파장 , 광출력 레벨
변조모드
레이저 클래스

노이즈레벨

∅25 타입

650nm ± 20nm,-3dBm 이상 ( 피크치 )
CHOP 약 2Hz
3R

± 5%

± 0.5dB

표시분해능

0.01

표시단위

dBm, mW, ㎼ , nW, pW, 상대치 : dB

변조모드
평균화 회수

CW, CHOP(270/1k/2kHz)
1, 10, 50, 100 회

파장 (nm)
안정화
광원

7m
Nomal/Low

Standard(/SLT)
High Power(/HLT)
PON(/PPM)
850/1300/1310/1490/1550/1625/1650nm,
800~1700nm(1nm 스텝 ) or
1310/1490/1550nm
CWDM 파장 1270~1610nm(20nm 스텝 )
+10~-70dBm,
+10~-70dBm
+27~-50dBm
+27~-50dBm
+70~-60dBm
+24~-50dBm
--0.5nW (-63dBm,
0.5nW (-63dBm,
50nW (-43dBm,
1310nm),
1310nm)
1310nm)
50nW (-43dBm,
1310nm)

기준조건의 불확실성

가시광원 (/VLS)

34dB

0.75m

적합파이버
감쇠 데드존
광파워 컨트롤

광파워
미터

Recorders

거리레인지

특징

AQ1200C

출력레벨 (dBm)
레벨안정도 (dB)
변조모드
적합파이버
메모리 , 로깅기능

1310/1550 ± 25nm

1625 ± 10nm

1650 ± 5nm,
1625 ± 10nm

-3 ± 1
± 0.05

± 0.15
CW, 270Hz, 1kHz, 2kHz
SM(ITU-T G.652)
측정데이터 저장수 10~1000 데이터
로깅간격 : 500ms, 1s, 2s, 5s, 10s

.

Control Products

AQ1200A

1310 ± 20nm,
1650 ± 5nm,
1625 ± 10nm
1550 ± 20nm
1650 ± 10nm
500m, 1km, 2km,5km, 10km, 20km, 50km, 100km, 200km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모델
파장 (nm)

Portable Test
Instruments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1 대의
측정기로 실현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AQ1200

Meters Products

Multi field Teser

Generators,
Sources

LD
<5/<10

Data Acquisition
Equipment

AQ1100D
1310/1550 ± 25nm

발광소자

변조모드

• 용도별로 3 종류의 광파워미터를 선택가능
광파워미터 : -70~+10dBm
하이파워 광파워미터 : -50~+27dBm
PON 파워미터 : 1490/1550nm 을 분리동시측정

AQ1100B
1310/1550/1625 ± 25

SM(LD) 스펙트럼폭 (nm)

적합파이버

• 광원에 따른 3 개 모델을 라인업
SM1310/1550nm
SM1310/1550/1625nm

AQ1100A
1310/1550 ± 25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파장 (nm)

Digital Power
Analyzer

광손실 테스트 측정기 , 광손실테스트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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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illoscopes

OTDR

AQ7275

Digital Power
Analyzer

비용절감 , 간편한 조작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

Data Acquisition
Equipment

특징
FTTH 부터 metro, core 네트워크까지 폭넓은 측정범위를 제공합니다 .
• Short dead zone (0.8 m)
• 10 초안에 신속한 기동
• 폭넓은 범위로 core 네트워크에 FTTH 지원이 가능함 .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 고속 실행 & OTDR 의 간편한 조작
• 근접 종단측정을 위한 내장 dummy 파이버 옵션 .
• Bright & high contrast 8.4 인치 LCD 스크린

Event Dead Zone 0.8 m
Generators,
Sources

AQ7275 의 short event dead zone 은 사무실 및 고객에게 설치된 파이버상에서
근접하여 발생하는 Event 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0.8m

사양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Recorders

• 표시 :
8.4 인치 컬러 TFT (640 × 480 pixels)
• 수평축 파라미터 :
샘플링 분해능 :	5 cm, 10 cm, 20 cm, 50 cm, 1 m, 2 m, 4 m,
8 m, 16 m, 32 m
리드아웃 분해능 : 1 cm (Min.)
샘플링 수 :
최대 50,000 points
• 수직축 파라미터 :
수직축 스케일 :	0.2 dB/div, 0.5 dB/div, 1 dB/div, 2 dB/div,
5 dB/div, 7.5 dB/div
리드아웃 분해능 : 0.001 dB (Min.)
• 메모리 기능 :
1000 파형 또는 그 이상
		측정파형과 측정상태 저장가능
• 외형 사이즈 :
287 (W) × 197 (H) × 85 (D) mm
		
( 돌출부위 또는 옵션은 불포함 )
• 중량 :
약 2.8 kg ( 옵션 불포함 )

Control Produc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Portable Test
Instruments

모델명
파장
측정 파이버
거리 범위
펄스폭
다이나믹 범위
Event dead zone
Attenuation dead zone

735031
1650 ± 5nm, ± 10nm

Model

735036
1310/1550 ± 25nm
1625 ± 25nm

파장

30dB
0.8m
12m (typ.)

측정 파이버
거리범위

Meters Products

펄스폭
다이나믹 범위
Event dead zone
Attenuation dead zone

45dB

Dynamic range

Dead-zone

0.8m

넓은 다이나믹 범위 : 최대 45 dB
하이 다이나믹 범위 모델 (735034) 은 45dB 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실현하며 ,
전송라인 측정에 효과적입니다 .

10 초안에 신속한 기동
측정은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시작가능하며 , 10 초안에 기기의 ON, OFF 기능이
작동합니다 . 신속한 전원작동은 물론 , 다음 작업이 준비되어 있을 때 , 전원시간과
관련없이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원을 끄면 배터리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735032
1310/1550 ± 25nm

735033
735034
1310/1550 ± 25nm
1310/1550 ± 25nm
SM (ITU-T G.652)
500m, 1km, 2km, 5km, 10km, 20km, 50km, 100km, 200km, 300km, 400km
3ns, 10ns, 20ns, 50ns, 100ns, 200ns, 500ns, 1μs, 2μs, 5μs, 10μs, 20μs
34/32dB
40/38dB
43/41dB, 45/43 dB (typ.)
0.8m
0.8m
0.8m
7/8m (typ.)
7/8m (typ.)
7/8m (typ.)

735037
1310/1550 ± 25nm
1650 ± 5nm, ± 10nm

735038
1310/1550/1625 ± 25nm

735035
1310/1490/1550 ± 25nm

34/30/32dB
0.8m
7/8/8/m (typ.)

735041
1310/1550 ± 25nm

SM (ITU-T G.652)
500m, 1km, 2km, 5km, 10km, 20km, 50km, 100km, 200km, 300km, 400km
3ns, 10ns, 20ns, 50ns, 100ns, 200ns, 500ns, 1μs, 2μs, 5μs, 10μs, 20μs
40/38/33dB

40/38/30dB

40/38/36dB

40/38dB

0.8m
7/8/12m (typ.)

0.8m
7/8/12m (typ.)

0.8m
7/8/12m (typ.)

0.8m
7/8m (typ.)

850/1300 ± 30nm
GI (62.5/125 μ m,
50/125 ｵμ m)
500m, 1km, 2km, 5km,
10km, 20km, 50km, 100km
3ns, 10ns, 20ns, 50ns,
100ns, 200ns, 500ns,
1 μ s, 2 μ s, 5 μ s
21.5/23dB (50/125 μ m)
22.5/24dB (62.5/125 μ m)
1m
6/10m

주의 : 사양은 측정조건 , 구성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아무런 고지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세사항은 AQ7275 제품 카다로그를 참고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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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procedure
Measurement

Measurement

Measurement

Setup

Setup

Setup

Measurement

Measurement

Measurement

Analysis

Analysis

Analysis

1

Saving

2

Run directly from
the main menu

3

Saving

One Button

Saving

• 측정 설정 지원 - 측정 Wizard
• Dummy 파이버 내장 ( 옵션 )
변칙적인 근접종단 연결 손실을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
* dummy 파이버 옵션은 735041 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내장된 dummy 파이버는 부착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
• USB 기능
AQ7275 는 두 개의 USB 1.1 컴플라이언트 컨넥터 포트를 가집니다 .

작동 환경	온도 0 ~ 45° C ( 밧데리 충전시 0 ~ 35° C)
습도 85% RH 또는 이하 ( 결로현상없음 )
저장 온도
-20 ~ 60° C
밧데리
작동시간 6 시간 ( 외부 대용량 밧데리 18 시간 )
충전시간 5 시간 *2
정격 파워 전압
100 ~ 240 VAC
정격 서플라이 주파수
50 ~ 60 Hz
소비전력	최대 70 W ( 밧데리 충전 및 광프린터 프린트시 )
외형 사이즈	(W) 287 × (H) 197 × (D) 85 mm
( 프로젝션 및 옵션 불포함 )
중량
약 2.8 kg ( 옵션 불포함 )
레이저 안전 표준	Class 1 M (IEC 60825-1:1993 + A2:2001)*3
21CFR1040.10*4
안전 규격
EN61010-1
*3
에미션
EN61326-1 Class A
EN55011 Class A Group 1
Immunity
EN61326-1 Table 2
*1: 10 분간격으로 30 초 간 측정한 경우 , 옵션 불포함 .
IEC 60825-1
전력절약모드 ( 자동전원 OFF 1 분 ) 의 경우 .
*4
*2: 환경온도 23° C, 전원 OFF 의 경우

Complies with 21 CFR 1040.10
and 1040.11 except for deviations
pursuant to Laser Notice No.50,
dated June 24, 2007
2-9-32 Nakacho, Musashino-shi,
Tokyo, 180-8750, Japan

21CFR1040.10

Digital Power
Analyzer

• 풀 자동 측정 모드
• 멀티 파장 측정모드
• 정해진 측정수순을 일괄 측정 - 원버튼 모드

Data Acquisition
Equipment

기본 사양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간편한 조작

Oscilloscopes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http://www.koreayokogawa.com

AQ7275 OTDR

Built-in
dummy fiber

제조 옵션 사양
안정화 광원 기능 (/SLS 옵션 )
광컨넥터
OTDR 과 공유 ( 동일 포트에서 )
센터 파장
OTDR 센터 파장
라이트 출력 레벨
-5 dBm 또는 이상 (at 23° C±2° C)
출력 레벨 안정성
± 0.1 dB ( ± 0.15 dB for 1650 nm)
(5 분동안의 일정한 온도 )
모듈레이션 주파수
CW, 270 Hz
* 735041 (MMF) 에서는 사용불가
광원기능 (/VLS 옵션 )
광 컨넥터
포트는 OTDR 과 공유하지 않음
센터 파장
650 nm ± 20 nm
광출력 레벨
최고값 -3 dBm 또는 그 이상
모듈레이션 주파수
2 Hz
레이저 안전 표준
Class 3R
*735036, 735037, 735041 에는 사용불가 .
파워 모니터 기능 (/PM 옵션 )
광 컨넥터
OTDR 과 공유 ( 동일 포트에서 )
(735036, 735037 : 1310/1550 nm port)
측정 파장
1310, 1490, 1550, 1625, 1650 nm
측정 범위 *1
-50 ~ -5 dBm
측정 정확도 *2
± 0.5 dB
*1 CW 광 , 절대 최대 입력 레벨 0 dBm (1 mW)
*2 CW 광 , 파장 1310 nm, -10 dBm for input, 23° C±2° C
*735031,735041 (MMF) 에 사용불가
내장 프린터 /LAN 기능 (/PL 옵션 )
인쇄 방법
Thermal line-dot
Dot 밀도
576 dots/line
종이 너비
80 mm
작동 환경
온도 0 ~ 40° C
습도 10 ~ 80% RH ( 결로없음 )
저장 온도
-20 ~ 60° C
LAN 기능
10BASE-T/100BASE-TX (RJ-45)×1
Dummy 파이버 (/DF 옵션 )
광파이버
SM (ITU-T G.652)
광파이버 길이
약 100 m
* 다이나믹범위 0.5 dB 까지 감소

1-port, SM1650nm, filter

O

1-port, SM1310/1550 nm
1-port, SM1310/1550 nm,
High DR
1-port, SM1310/1550 nm,
Higher DR
1-port, SM1310/1490/1550 nm

O

O

O

O

O

O

735034

O

O

O

O

O

O

735035

O

O

O

O

O

O

735036

O

O

—

O

O

O

735037

O

O

—

O

O

O

735038

O
1
O*

O
1
O*

O

O

O

O

—

O

—

O

2-port, SM1310/1550/1625 nm,
filter
2-port, SM1310/1550/1650 nm,
filter
1-port, SM1310/1550/1625 nm
2-ports, MM850/1300 nm,
SM1310/1550 nm

*1 : MMF는 지원되지 않음
O : 사용가능

Suffix Codes
-SCC
-FCC
Optical
-NON
Connector -USC
-UFC
-ASC
-HE
-HC
Language
-HK
-HR
-D
-F
-R
Power Cord
-Q
-H
-P
/PM
/SLS
/VLS
/PL
/DF
/SB

Options

Description
SC type connector
FC type connector
No universal adapter
Universal adapter (SC)
Universal adapter (FC)
Angled-PC connector (SC) *2
English
Chinese/English
Korean/English
Russian/English
UL/CSA standard
VDE standard
AS standard
BS/Singapore standard
GB standard, Complied with CCC
Korean standard
Optical power monitor
Stabilized light source
Visible light source
Built-in printer, LAN
Dummy fiber (SMF)
Shoulder belt

*2: 735041의 MM용 포트에는 Angle-PC컨넥터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USX 첨부됩니다. 예시: 735033-USC-HE-D/PM/SLS
AQ7275 OTDR1310/1550nm: 넓은 다이나믹 범위, SC유니버셜 어댑터, 영어
버젼, UL/CSA 기본파워코드, 광파워 모니터 기능, 안정적인 라이트소스기능
기본 악세사리
파워코드, AC어댑터, 밧데리팩, 핸드벨트, 사용자매뉴얼(CD-ROM), 오퍼레이션가이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Model
735070

Suffix Codes
-EN

Specifications
AQ7932 Emulation Software (Ver3.0 or later)
English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O

O

735033

735041

Type B

O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Type A

belt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 타입 A & 타입 B).
타입 A 포트는 저장을 위한 USB 메모리와 USB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용입니다 . 타입 B 포트는 외부 PC 연결시
사용합니다 . AQ7275 는 외부 PC 에서 원격 조정이
가능하고 , AQ7275 의 내장 메모리는 외부 PC 에 직접
엑세스가 가능합니다 .

Remarks

fiber

Recorders

Fiber
under test

monitor source source LAN
O
O
735031 —
O
O
O
735032 O
O

Control Products

Built-in dummy fiber

Option availability

Model Optical Stabilized Visible Printer/ Dummy Shoulder
power light light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Connection loss

모델형명과 사양코드

Portable Test
Instruments

Patch cord

Fiber connection point/marker position

Meters Products

Patch panel

To external network
outside office

Generators,
Sources

Measurement Connections in a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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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Application
Test System

AQ2200

Digital Power
Analyzer

광디바이스 • 광전송장치의 측정 솔루션 제공
프레임과 모듈의 종류

Data Acquisition
Equipment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Generators,
Sources

특징
AQ2200 멀티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시스템은 넓은 범위의
광디바이스와 광 트랜스미터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입니다 .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
•
•
•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공간의 효율성과 유연성
보기 쉬운 TFT 컬러 디스플레이
이더넷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작동
내장 어플리케이션
• 광파워 안정성 측정
• 단시간 광파워 변동측정
• 손실파장 특성측정
• 비트 에러 비율 테스트 (BERT)
• 삽입손실 / 반사손실
• 다양한 플러그인 모듈
• Hot-swappable 모듈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어플리케이션

Recorders

•
•
•
•
•

• 프레임 컨트롤러
AQ2201 프레임 컨트롤러 (3 슬롯 타입 )
AQ2202 프레임 컨트롤러 (9 슬롯 타입 )
• 광소스 모듈
AQ2200-111 DFB-LD module (C & L Band, 1310nm, 1490nm, 1-slot)
AQ2200-136 TLS module (1440-1640nm, SMF, 2-slot)
AQ2200-141 FP-LD module (1310nm, 1550nm, 1-slot)
AQ2200-142 DUAL FP-LD module (1310/1550nm, 1-slot)
• 센서모듈과 센서 헤드
AQ2200-211 Sensor module (-110dBm, 700-1700nm, 1-slot)
AQ2200-215 Sensor module (+30dBm, 970-1660nm, 1-slot)
AQ2200-221 Sensor module (Dual sensor, 800-1700nm, 1-slot)
AQ2200-201 Interface module (for AQ2200-231 and -241, 1-slot)
AQ2200-231 Optical sensor head (Large diameter, 800-1700nm)
AQ2200-241 Optical sensor head (Large diameter, 400-1100nm)
• 반사감쇠량 측정모듈
AQ2200-271 ORL module (SMF)
• 광감쇠기 모듈
AQ2200-311A ATTN module [w/ Monitor output (optional)] (SMF or
MMF, 1-slot)
AQ2200-331 ATTN module [w/built-in optical power meter] (SMF or
MMF, 1-slot)
• 광스위치 모듈
AQ2200-411 OSW module (1  4 or 1  8, SMF or MMF, 1-slot)
AQ2200-412 OSW module (1  16, SMF, 1-slot)
AQ2200-421 OSW module (1  2 or 2  2, SMF or MMF, 1-slot)
• 10Gbit/s BERT 모듈
AQ2200-601 10 Gbit/s BERT module (3-slot)
AQ2200-621 10 Gbit/s optical modulator (1.55 µm, SMF, 1-slot)
AQ2200-622 듈 0 Gbit/s optical modulator (1.31 µm, SMF, 1-slot)
AQ2200-631 10 Gbit/s optical receiver (1.31/1 µm.55 µm, SMF,
1-slot)
AQ2200-641 XFP interface module
AQ2200-642 트랜시버 인터페이스 모듈 (2 슬롯 )
AQ2200-651 SG 모듈 (2 슬롯 )

10Gbit/s 트랜스시버 측정 시스템
GE-PON ONU/OLT 측정 시스템
GE-PON 광 3 파 필터 측정
광증폭기 측정 시스템
MUX/DEMUX 측정 시스템
AQ2200 series modules

Control Products

패시브 컴포넌트 테스트 어플리케이션

10Gbit/s BERT 어플리케이션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TLS-OSA Sync Sweep

TLS-OPM Sync Sweep

Electrical 10Gbit/s BERT System

Portable Test
Instruments

PON 용 광 splitter 측정 시스템의 예

PPG

Meters Products

(1×16)

(1310/1550nm)

AQ2200-421
OSW
AQ2200-111
DFB-LD

10 Gbit/s 트랜스시버 측정 시스템

AQ2200-412
OSW

AQ2200-142
FP-LD

(1×2)

Optical
splitter

AQ2200-221
DUAL
OPM

1×32

AQ2200-601
10G BERT
ED

AQ2200-641
XFP I/F
Tx
Reference
XFP
transceiver
Rx

AQ2200-331
ATTN

Rx
DUT

AQ2200-411
OSW
(1×4)

Tx

AQ2200-412
OSW

(1490nm)

(1×16)

DUT

AQ2202 Frame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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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10Gbit/s BERT System

AQ2200-211
OPM

AQ2202 Frame Controller

AQ6370
optical spectrum
analyzer

Optical Power Meter

Oscilloscopes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http://www.koreayokogawa.com

AQ2160-01/AQ2160-02/AQ4270-01
뛰어난 처리능력과 내구성을 자랑하는
광파이버 네트워크 설정의 강력한 툴

AQ2160-02

AQ4270-01

광 파워미터

광파워미터

LD 광원 (1310/1550 nm)

AQ2160-01 은 소형 , 경량 , 높은 효율성이 특징이며 ,
광파이버 라인 설정과 유지에 사용합니다 .
간편한 조작에 촛점을 맞춘 새로운 표준의 휴대 광파워
미터로 목걸이 줄을 사용한 편리한 백라이트기능과 안전
전송을 실현합니다 .

소형 본체이며 , 상대값 측정 / 절대값 측정 /CHOP 광
측정 , OFF SET 기능의 외부착 어댑터 사용시 하이파워
측정 , 측정값 메모리기능 , USB 통신에서의 메모리데이타
전송 ( 옵션 ) 등 풍부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
USB 인터페이스로 내장메모리에서 PC 로 측정 데이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AQ4270-01 은 0° C ~ 50° C 온도에서 작동이 가능할
정도로 내구성이 강한 휴대 LD 광원이며 , 방수가공 표준
IEC60529 IP X 1 에 따릅니다 .
두개의 파장 (1310/1550 nm) 출력이 가능하며 , 청소가능한
어댑터가 포함되어 코스트 퍼포먼스가 우수한 소형 범용
광원입니다 .

Light Measurement
Data Management Software

파워센서 측정기
• 파장 범위
400 ~ 850 nm
• 광 입력 엘리먼트
Si-PD
• 입력 광파워 범위
1 µW (-30 dBm) ~ 100 mW (+20 dBm)
• 최대 광입력 레벨
+20 dBm (100 mW)
• 최대 파워밀도
5 mW/mm2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 높은 NA (0.85) 에서도 18 mm dia 까지
충분한 한도가 제공
• 센서표면의 저반사화에 의해 다중반사의
영향이 절감됨 .
• 최대 100mW 파워 측정
• 약 100 msec 의 측정주기
• 표준 USB 인터페이스로 풀 원격조정 가능

Recorders

광파워미터

Control Products

TB200

파워미터 측정기
• 표시 분해능
0.01 dB (W unit is selected, floating
point 4 digits past decimal point)
• 표시
절대값 : dBm, mW, µW, nW
상대값 : dB
• 측정주기
약 100 msec
• 인터페이스
USB (type B)
• 파워서플라이
AC adapter ( 정격입력전압 : 100 ~ 240 V)
7 VA
AA 알카리 드라이셀
( 작동시간 : 약 24 시간 )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TB200 사양

Portable Test
Instruments

모든 청색 , 적색 , 근적외선 파장 밴드 지원

Generators,
Sources

TB200

Meters Products

Optical Power Meter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AQ2160-01

Data Acquisition
Equipment

Digital Power
Analyzer

단순한 기능으로 뛰어난 비용절감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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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Channel Source
Measure Unit

GS820

Digital Power
Analyzer

고정밀 2 채널 전압 / 전류 소스 측정기
기능

Data Acquisition
Equipment

Drag & Drop

USB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Drag & Drop

USB ST ORA GE

Generators,
Sources

특징
GS820 은 전압 • 전류 발생 및 측정기능을 탑재한 2 채널 고정밀 •
고기능 프로그램의 DC 전압전류발생 / 측정기입니다 . 2 채널의 발생 ,
측정기능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시험용도에 사용가능합니다 .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 절연 2 채널 소스와 측정 기능

소스
기능 :
모드 :
Sweep 모드 :
트리거 소스 :
Sweep 개시 소스 :
소스 딜레이 :
응답 특성 :
측정
기능 :

전압 또는 전류
DC 또는 펄스 ( 펄스폭 : 50 µs to 3,600 s)
리니어 , 로그 , 프로그램 ( 최대 100,000 단계 )
외장 또는 내장 타이머 1 & 2 ( 주기 : 100 µs ~ 3600 s)
외장 또는 내장 타이머 1 & 2 ( 주기 : 100 µs ~ 3600 s)
15 µ to 3600 s
일반 또는 안정모드

적분시간 :
트리거 소스 :
측정 딜레이 :
측정 데이터 저장 :
평균 :
전압 센스 :
오토 제로 :
NULL 연산 :
사용자 정의 연산 :
오퍼레이터 :

• 소스와 측정 레인지 : 7 V 와 3.2 A 또는 18 V 와 1.2 A
• 200nA 또는 1pA 분해능의 미소전류 레인지

기능 :

• 최대 100,000 점 , 100µs 주기의 임의파형 발생
• 마스터 슬래브 주기 링크에 의한 채널 확장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 고속 테스트 스피드
• 16 비트 디지털 I/O (model 765602)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Recorders

2 채널 표시의 예 (256 x 64 점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

소스 및 측정 범위
7V/3.2A, 18V/1.2A 까지의 소스 동작 ( 전류의 공급 ) 및 싱크동작
Control Products

( 전류 Sink) 에 의한 4 가지 동작이 가능합니다 .
출력분해능 및 측정분해능은 5.5 자리수
Current (A)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3.2

Sink

Source

1.2

Conditional statement:
통신 인터페이스
GPIB
전기 기계 사양 :
기능 사양 :
		
프로토콜 :
어드레스 :
RS232
전기 사양 :
연결 형식 :
전송모드 :
동기화 모드 :
보드 레이트 :
USB
포트 갯수 :
컨넥터 타입 :
전기 기계 사양 :
프로토콜 :
이더넷
이더넷 포트 갯수 :
컨넥터 타입 :
전기 기계 사양 :
전송 시스템 :
데이터 레이트 :
프로토콜 :
		

IEEE St'd 488-1987
SH1, AH1, T6, L4, SR1, RL1, PP0, DC1,
DT1, C0
IEEE St'd 488.2-1987
0 ~ 30
Conforms to EIA RS232
Point-to-point
Full-duplex
Start-stop synchronization
9600, 14400, 19200, 38400, 57600, 115200 bps

1
Type B connector (receptacle)
USB Rev. 2.0
Mass storage class, USB-TMC
1
RJ-45 connector
Conforms to IEEE 802.3
100BASE-TX/10BASE-T
100 Mbps or 10 Mbps
VXI-11 server, HTTP server, FTP server,
DHCP client, and command socket

Portable Test
Instruments

Voltage (V)

-18

-7

-1.2

Source

7

18

모델 및 사양코드

Sink
모델

사양코드

Meters Products

765601

-3.2

765602

Power 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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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 전류 , 자동 , 전압계 , 모드 , 전류계
모드 또는 레지턴스 미터 모드
0.001 ~ 25 PLC ( 파워라인 싸이클 )
외장 또는 내장 타이머 1 & 2 ( 주기 : 100 µs ~ 3600 s)
0 µs ~ 3600 s
최대 100000 데이터 포인트
이동 평균 ( 지정 횟수 : 2 ~ 256)
2 선식 또는 4 선식 시스템
1 개 측정마다 내부제로기준을 측정해서 보정
현재 측정값 또는 사용자 지정값과의 차분연산
리얼타임으로 사용자정의식을 연산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division],
^ [exponentiation], % [mod], | [logic OR], & [logic AND],
! [negation], < <= > >= == != [comparison], = [substitution],
ABS() [absolute value], SQRT() [square root], LN(), LOG()
[logarithm], SIN(), COS(), TAN() [trigonometric functions],
ASIN(), ACOS(), ATAN() [inverse trigonometric functions],
SINH(), COSH(), TANH() [hyperbolic functions], RAND()
(random number generation), EDGE() [logic change
extraction], TRUNC(), FLOOR() [rounding to an integer],
ISINF() [infinity judgment], ISNAN [not-a-number
judgment]
IF-THEN-ELSE

-D
-F
-R
-Q
-H

내용
GS820 Multi Channel Source Measure Unit Standard
Model
GS820 Multi Channel Source Measure Unit Digital I/O
Installed Model
UL/CSA standard
VDE standard
AS standard
BS standard
GB standard

Source Measure Unit

Oscilloscopes

Generators, Sources
http://www.koreayokogawa.com

GS610

Digital Power
Analyzer

1 대로 정확하고 빠른 측정의 실현
전압 / 전류 발생 및 측정범위
USB

최대전압 110V, 최대전류 3.2A, 최대전력 60W 의 소스동작
( 전류의 공급 ) 및 Sink 동작 ( 전류 Sink) 에 의해 4 상한동작이
가능합니다 . 츨력과 측정 분해능은 5.5 자리수 입니다 .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전압 발생 / 측정 레인지 : 200mV ~ 110 V
전류 발생 / 측정 레인지 : 20 µA ~ 3.2 A

특징
GS610 은 매우 정확하고 , 우수한 기능의 프로그래머블 전압 / 전류

± 3.2 A

( 출력전압 ± 12 V 이하 )

±2 A

( 출력전압 ± 30 V 이하 )

±1 A

( 출력전압 ± 60 V 이하 )

± 0.5 A

( 출력전압 ± 110 V 이하 )

Generators,
Sources

최대 출력 전류 :

소스이며 , 전압 / 전류 발생과 측정기능을 혼합한 측정기입니다 .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최대 출력 전압과 전류는 110V, 3.2A 이며 , 전류 소스 또는 전류

Current (A)

싱크로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전기 특성이상의 범위를 평가할

3.2

수 있습니다 .

Sink

2.0

• 소스 & 싱크동작 : 110 V/3.2 A (4 가지 동작 )

1.0

• 기본 정확도 : ± 0.02% *1

0.5

Source

• Sweep 출력 : 최대 100 µs 인터벌
• 다양한 Sweep 패턴 : linear, logarithmic, arbitrary

-110

• 최대 65535 점의 소스 측정 데이터를 내부메모리에 저장

-60 -30 -12

0 12 30 60 110

Voltage (V)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USB STORAGE

-0.5

• USB 저장기능에 의한 간단한 파일조작

-1.0

• WEB 서버기능에 의한 리모트제어 와 파일 전송 ( 옵션 )

Source

*1: DC voltage generation

-2.0

Sink

-3.2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Drag & Drop

Data Acquisition
Equipment

Drag & Drop

기능 :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division], ^ [exponentiation]
ABS(), EXP(), LN(), LOG(), SQRT(), SIN(), COS(),
TAN(), ASIN(), ACOS(), ATAN(), SINH(), COSH(),
TANG(), RAND()

Option

-D
-F
-R
-Q
-H
/C10

내용
GS610 Source Measure Unit Standard Model
UL/CSA standard
VDE standard
AS standard
BS standard
GB standard
Ethernet interface

Control Products

Power cord

사양코드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오퍼레이터 :

모델
765501

Portable Test
Instruments

(16.6ms/20ms 는 전원 ON 의 경우에 전원주파수에서 자동판별 )

모델 및 사양코드

Meters Products

소스 딜레이
메저 딜레이
적분시간

전압 또는 전류
DC 또는 펄스
리니어 , 로그 , 프로그램 ( 최대 65535 단계 )
전압 , 전류 , 저항
최대 65535 데이터 포인트
Block average or moving average
Internal, external, immediate
100µs~3600s 1µs 분해능
1ms~3600s
1µs 분해능 ( 소스메저 동작시 )
100µs~3600s 1µs 분해능 ( 소스만 작동시 )
1µs~3600s
1µs 분해능
1µs~3600s
1µs 분해능
250µs, 1ms, 4ms, 16.6ms/20ms, 100ms, 200ms

Recorders

기능
소스
기능 :
모드 :
Sweep 모드 :
측정기능 :
측정데이터 저장
평균
트리거 모드 :
펄스폭
Period 시간

39

Generators,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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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illoscopes

DC Voltage/Current
Source Measure Unit

GS200

Digital Power
Analyzer

고정밀을 추구하는 직류전압전류원
사양
일반사양

Data Acquisition
Equipment

Drag & Drop

USB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Drag & Drop

USB ST ORA GE

표시부 :
256 x 64 bit VFD
본체내장메모리 :
4Mbyte
( 불휘발성 , 설정파일 , 출력패턴파일 저장 )
워밍업시간 :
60 분이상
동작환경 :
5~40℃ , 20~80%RH
정격전원전압 :
100VAC/120VAC/230VAC
( 각 정격전압의 ±10%, 50/60Hz)

Generators,
Sources

정격전원주파수 :

50/60Hz

최대소비전력 :

약 80VA

허용인가전압 :

Hi-Lo 단자간

32V

Lo-G 단자간

42V peak

Output-Sense 단자간

0.5V

G 단자 케이스간

250Vpeak

특징
특징
• 고정밀도 ( 기본 정확도 ± 0.016%)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질량 :

약 5kg

± 0.016% of setting + 240 ㎶ (10V 레인지 )

외형사이즈 :

약 213(W) x 88(H) x 약 350(D)mm

± 0.03% of setting + 5 ㎂ (100mA 레인지 )

통신인터페이스

• 고안정 ( 온도계수 ± 0.0008%/℃ )

• GP-IB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 0.001% of setting +20 ㎶ (10V 레인지 )

전기적 , 기계적 사양 : IEEE St'd 488-1987 에 준거

± 0.004% of setting + 3 ㎂ (100mA 레인지 ))

기능적 사양 :

SH1, AH1, T6, L4, SR1, RL1, PP0, DC1, DT1,C0

프로토콜 :

IEEE St'd 488-1992 에 준거

어드레스 :

0~30

커멘드 호환 :

7651 커멘드 호환모드

• 고분해능 (5.5 자릿수 ± 120,000 표시 카운트 )
100nV(DCV, 10mV 레인지 )
10nA(1mA 레인지 )
• 저노이즈

• USB 인터페이스

100µVp-p(10v 레인지 , DC~10kHz)
3µAp-p(100mA 레인지 , DC~10kHz)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 ± 32V 까지의 전압발생과 ± 200mA 까지의 전류발생
• 최대 10,000 점의 프로그램 출력

포트수 :

1

커넥터형상 :

B 단자

전기적 , 기계적 사양 : USB2.0 에 준거
• 이더넷 ( 옵션 )

• USB 연산저장기능 탑재

통신포트수 :

1

• 전압 , 전류의 간이모니터 기능 ( 옵션장비 )

커넥터 형상 :

RJ-45 커넥터

Recorders

전기적 , 기계적 사양 : IEEE 802.3 에 준거

전압 / 전류 발생 및 측정범위

전송방식 :

FTP 100BASE-TX/10BASE-T

프로토콜 :

HTTP 서버 , FTP 서버 , VXI-11 서버 ,

± 30V, ± 200mA 레인까지의 소스동작 ( 전류의 공급 ) 및 싱크동작
( 전류의 유입 ) 에 의한 4 상한동작이 가능합니다 .

DHCP 클라이언트 , 커멘드소켓

Control Products

프로그램기능

고정밀전원으로서뿐만 아니라 고정밀 정전류 전자부하 장치로서

최대스텝수 :

10,000

사용가능합니다 .

트리거

:

외부 , 내부타임 , STEP 입력 , 측정종료

슬로프

:

0s ~ 3600.0s( 분해능 0.1s)

전압레인지 :

10mV/100mV/1V/10V/30V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10mV, 100mV 레인지는 고정밀분압기를 사용 )
최대출력전류 : ± 200mA(1V/10V/30V 레인지 )
전류레인지 : 1mA/10mA/100mA/200mA
최대출력전압 : ± 30V

응답시간 ( 대표치 )
전압발생 및 전류발생 , 각 레인지 10ms 이하
변화개시부터 최종치 0.1% 이내에 이르기까지의 최대출력 , 최대부하 ( 순
저항부하 ) 로 리미터가 동작하지 않은 상태
최대용량 / 유도부하
용량부하 :

Portable Test
Instruments

1mH

모델 및 사양코드

Meters Products

모델
GS210
GS211
전원전압
전원케이블
부가사양

40

10 ㎌

유도부하 :

사양코드

-1
-M
/MON
/C10

내용
직류전압 / 전류원 ( 전면출력단자 )l
직류전압 / 전류원 ( 후면출력단자 )
100VAC, 50/60Hz
UL/CSA 규격 (3 극 2 극 변환어답터포함 ), PSE 대응
모니터 기능
이더넷 인터페이스 기능

Digital Power
Analyzer

GS 시리즈 765670 Curve Tracer Software

특징
■소형 , 경량 , 심플한 기기의 구성 , 간단접속
765670 커브 트레이서 소프트웨어가 설정된 PC 에 GS820 소스 측정기를
USB 접속하고 , 본 커브 트레이서를 구성합니다 .
소형 , 경량의 심플한 기기이며 , 빠르고 정확한 커브 트레이서가 가능합니다 .
■리얼타임 , 고속 드로잉 기능
GS 시리즈는 고속 통신과 Sweep 기능을 이용하고 , 최고 20 매 / 초의
고속 갱신 레이트를 실현합니다 .
고속커브 트레이서로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측정 특성의 예
 FETs
VDS-ID characteristics

8.5 m
7.5 m
7m
6.5 m

ID
D

G

Channel 1
V source

6m

VDS
S

VGS

A

Channel 2
V sweep
I measurement

Measure (A)

■응용 분야
• 트렌지스터 , 다이오드 등의 개별 반도체
• 전압 레귤레이터와 op-amps 등의 아날로그 IC
• MOS 로직 등의 디지털 IC
• 발광 다이오드 등의 광디바이스

0V
-0.1 V
-0.2 V
-0.3 V

8.5 m

5.5 m
5m
4.5 m
4m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제품 개요
본 제품은 GS 시리즈 소스측정 유닛과 765670 커브트레이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 빠르고 정확한 리얼타임 V-I 커브 트레이서입니다 .
특히 낮은 신호의 DC 파라메트릭 테스트에 적합한 툴입니다 .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사양
• 그래프 표시 :
전압 vs 전류 , 전압 vs 전압 , gain vs 전압 , 전압 vs 타임스탬프 , 전류 vs
전압 , 전류 vs 전류 , gain vs 전류 , 전류 vs 타임스탬프
Sweep 축 :
전압 소스 또는 전류 소스
측정 축 :
전압 측정 또는 전류 측정
파라미터 :
전압 소스 또는 전류 소스
Sweep 형상 : 	Ramp (linear or log), triangle (linear or log),
rectangle
Sweep 점수 :
5, 10, 20, 50, 100, 200, 1000
스케일링 :
자동 스케일 또는 고정스케일
애버리징 :
2 ~ 100
• 분석 기능 :
Cursor, 줌 & 스크롤 , 기준 커브 설정
• 파일 실행 :
	CSV 데이터 저장 / 로딩하고 , 그래프 이미지 저장 , 패널 이미지 저장 ,
설정의 저장 / 복원

Generators,
Sources

PC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GS820

Data Acquisition
Equipment

USB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GS Series Accessory
Software

Oscilloscopes

Generators, Sources
http://www.koreayokogawa.com

3.5 m
3m
2.5 m
2m
1.5 m
1m
500 µ
0

0250 m 750 m1 1.251.51.75 2 2.252.52.75 3 3.253.53.75 4 4.254.54.75 5

Sweep (V)

FG210, FG220, FG310, FG320
종합 기능의 제너레이터
• 실행 주파수 :
1 µHz ~ 15 MHz (sine waves &
square waves)
1 µHz ~ 200 kHz (triangular,
pulsed, arbitrary)
• 독립 2 채널 (FG220/FG320)
• 다양한 sweep 기능 , 변조기능
• 대형액정패널 & 터치 스크린

FG200/FG300 사양

FG120/FG110 사양

• 시그널 개수 :
1 (for FG210 or FG310)
2 (for FG220 or FG320)
• 출력 파형 : sine waves
Square waves (duty ratio 50% fixed)
Triangular waves (symmetry variable)
Pulse waves (duty ratio variable)
Arbitrary waves (FG310/FG320)
• 동작모드 :
연속 , 트리거 , gate, 직류 , DC 출력
• 주파수 범위
Sine and square waves:
1 µHz ~ 15 MHz
Triangular and pulse waves:
1 µHz ~ 200 kHz
Arbitrary waves: 1 µHz ~ 200 kHz
• 주파수 분해능 :
1 µHz 또는 최대 9 자릿수
• 최대 출력 전압 : ± 10 V
• 출력 임피던스 : 50 Ω ± 1%
• Sweep 타입 :
linear, log, linear step, log step, and
arbitrary patterns (FG310/FG320)
• Sweep 대상 :
주파수 , 진폭 , 오프셋 위상 , duty
ratio, 주파수 & 진폭
• 변조기능 :
AM, DSB-AM, FM, 위상 변조 , 오프셋
변조 , PWM
• 외형 사이즈 :
약 213 (W) × 132 (H) × 350 (D) mm
• 중량 : 약 5 kg

• 신호 출력 개수
1 (706011 (FG110) 사용시 )
2 (706012 (FG120) 사용시 )
• 출력 파형 :
sine, triangular, square wave (duty ratio
50% fixed), ramp, pulse (duty ratio 5 to
95% variable)
• 동작 모드 :
연속 , 트리거 , gate, 직류 , DC 출력
• 출력 주파수 범위
Sine and square waves:
1 µHz ~ 2 MHz
Triangular, ramp, and pulse waves:
1 µHz ~ 100 kHz
• 주파수 분해능 : 1 µHz or 10 digits
• 최대 출력 전압 : ± 10 V*
• 출력 임피던스 : 50 Ω ± 1%
• GP-IB 인터페이스 : 표준장비
• 외형 사이즈 :
약 213 (W) × 100 (H) × 330 (D) mm
• 중량 : 약 3.6 kg

FG120/FG110

*

종합 기능 제너레이터
• 완전 독립 2 채널 출력 (FG120)
• 출력 파형 : sine, square, triangular, ramp
, pulse
• 출력 주파수 : DC, 1 µHz ~ 2 MHz (sine ,
square waves)
• 최대 출력 전압 : ± 10 V
• 소형 (A4 size), 경량 ( 약 3.6 kg), 저비용

CE*: 706011-1/-4, 706012-1/-4 모델 제외

*( 하이 임피던스 로드의 최대 진폭 플러스
오프셋 )

Control Products

주파수 범위 1 µHz ~ 2 MHz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주파수 범위 1 µHz ~ 15 MHz

Portable Test
Instruments

FG210/FG220/FG310/FG320/FG120/FG110

Meters Products

Synthersized Function
Generators

Recorders

• 태양전지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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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Analyzer

NX4000

Digital Power
Analyzer

기본 사양

40G SONET/SDH & 43/44G OTN

SONET/SDH 기능
작동 모드

Data Acquisition
Equipment

SONET/SDH
OC-768/STM-256
Non Frame
39.81 Gbit/s
SONET/SDH		
인터페이스 레이트		
39.81 Gbit/s
NON FRAME		
패턴
PRBS	PRBS31, PRBS31inv, PRBS23, PRBS23inv,
PRBS15, PRBS15inv, PRBS11, PRBS11inv,
PRBS10, PRBS10inv, PRBS9, PRBS9inv,
PRBS7, PRBS7inv
지연시간 측정
측정범위
0.1 µs ~ 10 µs, >Time Out
아이템
전류 , 최대 , 최소 , 평균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OTN 기능
작동 모드
OTN frame
44 G OUT-3 (Four 10 G LAN PHY Mapping)
		
43 G OTU-3 (SONET/SDH Mapping)
Non Frame
43.02 Gbit/s, 44.57 Gbit/s
OTN (Line)		
인터페이스 레이트		
43.02 Gbit/s, 44.57 Gbit/s
10 G LAN-PHY (Client)		
Mapping		
Async mode
SONET/SDH (Client)		
Mapping		
Sync mode, Async mode
NON FRAME		
패턴
PRBS	PRBS31, PRBS31inv, PRBS23, PRBS23inv,
PRBS15, PRBS15inv, PRBS11, PRBS11inv,
PRBS10, PRBS10inv, PRBS9, PRBS9inv,
PRBS7, PRBS7inv
지연시간 측정
측정범위
0.1 µs ~ 10 s, >Time Out
아이템
전류 , 최대 , 최소 , 평균

Generators,
Sources

특징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차세대 네트워크 (NGN) 등의 코어네트워크망을 구성하는 40G 대
SONET/SDH/OTN 전송장치의 통신프레임 송수신과 에러 특성 및 연장
시간 등의 전송특성을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
또한 SONET/SDH/OTN 프레임 이외 40G 대의 Non-Frame 신호 측정
에도 적용가능합니다 .

NX4120 OPT I/F MODULE (NRZ)
인터페이스 레이트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
•
•
•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기기 1 대에 SONET/SDH/OTN 모두 포함
호환성이 높은 저비용의 업그레이드
최신 광변조 포맷 컴플라이언트
주요 측정 기능
- 다양한 알람과 에러 측정
- Bit 에러 (BER) 측정
- 지연 시간 측정
- 다채널 동시 측정
• 편집 및 모니터링 기능
• 간편한 조작
- 대형 10.4 인치 터치 스크린

NX4121 OPT I/F MODULE (DQPSK)
인터페이스 레이트		

44.57 Gbit/s, 43.02 Gbit/s

NX4000 TRANSPORT ANALYZER (Main Frame)
디스플레이
Size
10.4 인치 터치 스크린
분해능
XGA (1024 × 768 pixels)
모듈 슬롯
SLOT1
광 I/F 모듈전용
SLOT2
SONET/SDH BASE 모듈 전용
SLOT3
OTN 모듈
사이즈와 중량
사이즈
426 (W) × 221 (H) × 559 (D) mm
		
( 돌출부위 제외 )
중량
약 30 kg ( 모든 모듈이 설치되었을 경우 )

Mapping
Sync/Async

OTU-3

ODU3

Recorders

각 테스트의 종류

Control Produc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Portable Test
Instruments
Meters Products

(Main frame)

NX4100
SONET/SDH
Base module

E
E
E

E
E
E

NX4110
OTN module

x4

ODU2

Test Application
40 G SONET/SDH
43 G OTN & 40 G SONET/SDH
43 G / 44 G OTN (10 G LAN)
E mark: Required.

v mark: Optional

NX4121
(DQPSK,
C-band)

NX4121
(DQPSK,
L-band)

39.81

39.81 /43.02

43.02/44.57

43.02/44.57

v

v

v

v

E
E

DQPSK-C: A C-band tunable laser is incorporated.

STS48

STS-48c
SPE

Mapping SONET and 10G LAN-PHY
on OTN frame. (example)

STS12

STS-12c
SPE
STS3

STS-3c
SPE
x3

STS1
x4

모델 형명 및 사양코드
모델형명
731210
Power cord

Reference Clock
731214
Wavelength range
Reference Clock
.

사양코드
-D
-F
-R
-Q
-H

-R1
-R2
/RC
-W1
-W2
/RC

STS-1c
SPE
STS-192c
SPE

x4

E

DQPSK-L: A L-band tunable laser is incorporated

OPU2

STS1

STS192

x4

Optical Interface Module
NX4120
(NRZ,
Dual rate)

STS-3c
SPE

Async

x4

731211
731212
731213
Signal speed

NX4120
(NRZ,
Single rate)

STS-12c
SPE
STS3
x3

Slot 3: Additional slot (OTN MODULE)

NX4000
Bit rate
(Gbit/s) Transport Analyzer

STS-48c
SPE
STS12
x4

Slot 1: OPTICAL INTERFACE

Extension Module

STS-192c
SPE
STS48
x4

Optical IF module

Basic Module

STS192
x4

Pluggable 모듈은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 SONET/SDH 테스트 시스템
최소 비용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가능
• OTN 테스트 시스템
NX4000 은 싱글 모듈을 추가함으로써 OTN 테스트시 업그레이드
가능
• 광변조 포맷
다양한 광변조 포맷의 유닛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광인터페이스
모듈을 대체해야 함 .
- 40 Gbit/s NRZ 광인터페이스 , (NX4120, single rate)
- 40/43 Gbit/s NRZ 광인터페이스 , (NX4120, dual rate)
- 43 Gbit/s DPSK 광인터페이스 , C-band (planned)
- 43/44 Gbit/s DQPSK 광인터페이스 (NX4121,C or L-band)
- 43 Gbit/s ODB 광인터페이스 , C-band (planned)

Module

STS-768c
SPE

STS768

OPU3

x4

Slot 2: SONET/SDH BASE MODULE

42

39.81 Gbit/s (suffix code: -R1)
39.81 Gbit/s, 43.02 Gbit/s (suffix code: -R2)

내용
NX4000 TRANSPORT ANALYZER
UL, CSA standard
VDE standard
AS standard
BS standard
GB standard complied with CCC
NX4100 SONET/SDH BASE MODULE
NX4110 OTN MODULE
NX4120 OPT I/F MODULE (NRZ)
40 G Single rate
40/43 G Dual rate
Reference Clock Output
NX4121 OPT I/F MODULE (DQPSK)
Tunable laser for C-band
Tunable laser for L-band
Reference Clock Output

STS-1c
SPE

10 G LANPHY

Traffic TesterPro

Oscilloscopes

Next Generation,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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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5511

Digital Power
Analyzer

뛰어난 코스트 퍼포먼스의 멀티 포트 대응 IP 부하시험기
• 10 Mbit/s ~ 10 Gbit/s 이더넷 지원
• 1 대의 PC 에서 최대 16 프레임까지 제어가능 ( 최대 512 ports)
• 풀 와이어 레이트의 트래픽 발생 , 통계모니터기능

Data Acquisition
Equipment

특징

• 프레임 BERT (Bit Error Rate Test) 기능탑재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 프레임 연장시간 , IFG 측정 기능
• 프레임 포착 기능
• 최대 8 인까지 이용가능한 멀티사용자 기능
AE5511 Traffic TesterPro 는 LAN 스위치 , Routers, GE-PON 등의

• Ethernet-OAM 지원 (AE5523, AE5524)

Generators,
Sources

네트워크기기를 평가 , 검증하기 위한 IP 부하시험기입니다 .
TrafficTesterPro 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와 규격에도 유연하게 대응가능한
유닛교환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IP 네트워크기기의 개발과 검증시에 필요한 기능을 탑재한 고기능 타입의
측정기부터 제조 , 출하검사시의 비용을 절감한 저가격측정기까지 다양한
측정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일본어에 대응하는 전용 컨트롤 소프트웨어로 간편한 조작이 가능하며 ,

LAN
TTpro 컨트롤윈도우상에 표시된 통계모니터
Number of Ports

Recorders

Interface

AE5520 10/100BASE-T unit

10BASE-T, 100BASE-TX

16 ports

AE5521 1000BASE-X unit

1000BASE-SX, 1000BASE-LX

4 ports (GBIC)

AE5522 10GBASE-X unit

10GBASE-LR, 10GBASE-ER, 10GBASE-SR

2 ports (XENPAK)

10BASE-T, 100BASE-TX, 1000BASE-T

12 ports

1000BASE-SX/LX

1 port (SFP)

1000BASE-SX, 1000BASE-LX

12 ports (SFP)

Control Products

Unit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초기도입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AE5524 1000BASE-X unit

AE5520
✔
✔
✔
✔ *1
✔ *2
✔
-

AE5521
✔
✔
✔
✔ *1
✔ *2
✔
-

AE5522
✔
✔
✔
✔
✔ *1
✔ *2
✔
✔
✔ *3

AE5523
✔
✔
✔
✔
✔
✔
✔
✔
✔
✔
✔
✔
✔
✔
✔

AE5524
✔
✔
✔
✔
✔
✔
✔
✔
✔
✔
✔
✔
✔

*1:Can share per unit *2:Only for single link down generation *3:Suppors the frame generation and the capture

Product Name
AE5511 TrafficTesterPro

Model Name
417322900

Suffix Code
-L
-C
-E
-G
-S
-V
-LNJ
-LNE

AE5520 10/100BASE-T Unit
AE5521 1000BASE-X Unit
AE5522 10GBASE-X Unit
AE5523 1000BASE-T Unit
AE5524 1000BASE-X Unit
RFC2544 Test application for AE5511

417322901
417322902
417322904
731010
731011
731070

Specification
JAPAN standard
UL/CSA standard
VDE standard
SAA standard
BS standard
GB standard
Japanese
English

Portable Test
Instruments

FUNCTIONS
Full-wire rate traffic generation
Latency measurement
Frame BERT
Data Capture
Multi user Sharing
Link down generation
IPv4 emulation
IPv6 emulation
Sequence check
Alarm logging
QoS Statistics monitoring
PoE measurement
TX clock adjustment
Clock Master/Slave
LFS
Ethernet-OAM

모델 형명 및 사양코드

Meters Products

적용가능한 기능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AE5523 1000BASE-T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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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테스터미니

AE5501
1 대의 측정기 (10 Mbit/s, 100 Mbit/s, 1 Gbit/s) 로 이더넷 네트워크를 테스트할 수 있다 .

Digital Power
Analyzer

AE5501
트래픽테스터 미니

Data Acquisition
Equipment

AE5501 은 2, 3 층에서 작용하는 와이드밴드 이더넷과 CATV 엑세스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의 설정과 유지에 사용됩니다 .
단순 실행으로 다양한 이더넷 네트워크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10BASE-T upto 1000BASE-T, SX, LX) 를 가집니다 .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SW

1-Gbit/s lines

Network station

Ping test/performance test using two units
Generators,
Sources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Recorders
Control Produc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Portable Test
Instruments
Meter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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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s/
SOHOs

Layer 2/Layer 3 lines

MC

10 Mbit/s or 100 Mbit/s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1 Gbit/s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A single AE5501 is compatible with 10 Mbit/s,
100 Mbit/s, and 1 Gbit/s interfaces.

Network station

MC

Enterprises/
SOHOs

tOne-to-one mode
(normal)
tLoop back mode

MC

SW
or
router

광역 이더넷
서비스

Layer 2/Layer 3 lines
MC

Latency and jitter measurement by
the other unit in the loop back mode

10 Mbit/s or 100 Mbit/s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1 Gbit/s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MC

MC:Media Converter
SW:LAN Switch

7555/7561/7562

Universal Counters

7563

• 6.5 자리수 표시의 온도계
TC 12 타입 & RTD 4 타입
• 온도측정 기본정확도 : 0.006% (TC)
• DCV 측정기본정확도 : 0.0045% (2000
mV)
• 저항측정 기본 정확도 : 0.006% (2000
Ω)
• 샘플링 횟수 : 최대 100 times/s
(4.5 자리수 )

Pressure Standard

7563 사양

TC110/TC120 사양

최대표시 : ± 1999999
분해능 : 전압
100 nV
저항
100 µ Ω
써머커플
0.1° C
RTD
0.01° C
고정밀 기준접점 보상 정확도 :
± 0.2° C
다양한 연산기능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 기능
• 내장 메모리 최대 1000 데이터
• IC 메모리 최대 8000 데이터
통신 기능 : GP-IB
아날로그 출력 ( 옵션 ): /DA
소비 전력 : 20 VA
외형 사이즈 :
213 (W) × 88 (H) × 350 (D) mm
중량 : 약 3 kg
기타 특징 :
• 멀티포인트 측정 최대 50 포인트 가능
(750101 프로그래머블 스캐너 사용시 )

• 주파수 A, B, C 측정 범위
A: 1 Hz ~ 120 MHz (1/2-prescaler)
B: 1 mHz ~ 60 MHz
C: 100 MHz ~ 2 GHz (1/128prescaler)
• 주기 B
측정범위 : 20 ns ~ 999.999999 s
• 시간주기 A → B
측정 범위 : 60 ns ~ 999.999999 s
• 진폭 B
측정범위 : 20 ns ~ 999.999999 s
• Duty ratio B
측정범위 : 0.00000001 ~ 0.99999999
입력범위 : 20 ns ~ 999.999999 ns
• 주파수비율 A/B
측정범위 : A and B:
1 mHz ~ 60 MHz
• Totalization A
입력 주파수 범위 : 1 mHz ~ 50 MHz
숫자 용량 : 0 ~ 999999999
• 분해능 B (TC110 만 해당 )
측정범위 : 60 mrpm ~ 120 Mrpm
• 최고 전압 A 와 B
측정 전압범위 :
± 5 V (ATT = x1)
주파수 범위 : 50 Hz ~ 20 MHz
• 외형 사이즈 :
약 213 (W) × 100 (H) × 330 (D) mm
• 중량 : 약 3.6 kg

TC110/TC120
유니버셜 카운터
• 측정 주파수 범위 :
1 mHz ~ 2 GHz (TC120)
1 mHz ~ 120 MHz (TC110)
• 8 자리수의 분해능
• 1 개의 키로 간편한 동작
• 편리한 오토 트리거 기능
• 측정 분해능 (TC110 only)

Data Acquisition
Equipment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7563
디지털 온도계 6.5 자리수

TC110/TC120

1 mHz ~2 GHz 의 넓은 측정범위 (TC120)

고정밀 디지털 온도계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 저항측정 (OHM, 2 W/4 W) 접		
범위 : 200 Ω ~ 200 M Ω
• 최대표시 : 199999
• RS-232C 인터페이스 ( 표준 )
• GP-IB 인터페이스 ( 옵션 l)
• 외형 사이즈 :
약 213 (W) × 88 (H) × 379 (D) mm
• 중량 : 약 3.5 kg

• 고정확도 ( 직류전압 기본 정확도 )
± 0.0045% of reading ± 15 digits
• 고속샘플링 : 333 times/s
• 대용량 buffer 메모리 : 최대 8000
데이터 IC 메모리 카드 사용가능
• GP-IB 인터페이스 ( 표준 )

Generators,
Sources

Temperature Measuring
Instrument

디지털 멀티미터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 고속 샘플링 : 125 times/s
• 통신기능
자사 및 타사 DMM 의 명령어 사용
• 최대 200A(DC) 의
대전류측정 ( 전류클램프 751106
사용시 )
• 다점측정가능한 간이 스캐너 ( 최대 8
ch, 옵션 )
• D/A 출력 및 BCD 출력 기능

7561/7562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디지털 멀티미터

• DC 전압 (DCV)
범위 : 200 mV ~ 1000 V
• DC 전류 (DCA)
범위 : 2 mA ~ 2000 mA
• AC 전압 (ACV)(7562 only)
범위 : 200 mV ~ 700 V
• AC 전류 (ACA)(7562 only)
범위 : 2 mA ~ 2000 mA
• 저항측정 (OHM, 2 W/4 W)
범위 : 200 Ω ~ 200 M Ω
• 최대 표시 : 1999999
• 외형 사이즈 :
약 213 (W) × 88 (H) × 330 (D) mm
• 중량 : 약 3 kg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7555

7561/7562 사양

• DC 전압 (DCV)
범위 : 200 mV ~ 1000 V
• DC 전류 (DCA)
범위 : 2 mA ~ 2000 mA
전류클램프 (751106) 사용시
150A 까지 측정가능
• AC 전압 (ACV)
범위 : 200 mV ~ 700 V
( 실효값측정방식 )
• AC 전류 (ACA)
범위 : 2 mA to 2000 mA
전류 클램프 (751106) 사용시
150A 까지
측정가능

Digital Power
Analyzer

6.5 자리수 디지털 멀티미터

7555 사양

Recorders

5.5 자리수 디지털 멀티미터

Control Products

Digital Multimeters

Oscilloscopes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http://www.koreayokogawa.com

MC100

MC100
고정밀 압력계
• 우수한 온도 계수
• 고정확도 : ± 0.05% of full scale
제로 포인트 : ± 0.003% of full scale/° C
• 출력범위 및 분해능
Span: ± 0.002% of full scale/° C
0 ~ 200 kPa ( 분해능 0.01 kPa)
0 ~ 25 kPa ( 분해능 0.001 kPa)
• 캘리브레이션 디바이더 출력 , 오토 스텝
출력 , Sweep 출력시 유용한 기능

• 공급압력
0 ~ 200 kPa 범위 모델 :
280 kPa ± 20 kPa
0 ~ 25 kPa 범위 모델 : 50 kPa ±10
kPa
• 정확도
± 0.05% of full scale (at 23° C ±3° C)
• 출력 소음 : ± 0.02% of full scale
• 전후 경사 90°
0~200kPa 범위 모델 : ± 0.01% of
full scale
0~25 kPa 범위 모델 : ± 0.1% of full
scale

좌우 경사 30°
0 ~ 200 kPa 범위 모델 : ±0.2% of
full scale
0 ~ 25 kPa 범위 모델 : ± 2.5% of
full scale
• 압력표시 ( 선택가능 ):
kPa, kgf/cm2, mmH2O, mmHg
kPa, psi, inH2O, inHg
• 외형 사이즈 :
213 (W) × 132 (H) × 400 (D) mm
• 중량 : 약 9.5 kg

Meters Products

MC100 시리즈 사양

Portable Test
Instruments

고정밀 압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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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http://www.koreayokogawa.com
Oscilloscopes

Manometers

MT210/MT210F/MT220/MT10
고정밀 디지털 압력계

Digital Power
Analyzer
Data Acquisition
Equipment

MT210
디지털 압력계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Generators,
Sources

• 고정확도 : ± (0.01% of reading + 3
digits) (130 kPa 범위 모델 )
• 기체 , 액체 모두 사용가능
• D/A 출력 , 컴퍼레이터 출력 , 외부
트리거 입력 ( 옵션 )
• 1kPa 미차압부터 000kPa 게이지압까지
다양한 라인업
• 배터리가동 ( 옵션 )

고속 응답 압력계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MT210 시리즈 사양

MT210F Series Specifications

• 측정범위 ( 게이지압 : positive)
0 ~ 10 kPa, 130 kPa, 700 kPa, 3000
kPa
측정범위 ( 게이지압 : negative)
-80 ~ 0 kPa, -10 ~ 0 kPa
• 측정범위 ( 절대압 )
0 ~ 130 kPa abs
• 측정범위 ( 차압 )
0 ~ 1 kPa, 10 kPa, 130 kPa, 700
kPa
• 정확도 (0 ~ 10 kPa 범위 모델 )
± (0.01% of reading + 0.015% of full
scale) (positive pressure)
• 분해능
0 ~ 1 kPa 범위 모델 : 0.00001 kPa
0 ~ 10 kPa 범위 모델 : 0.0001 kPa
0 ~ 130 kPa 범위 모델 : 0.001 kPa
0 ~ 700 kPa 범위 모델 : 0.01 kPa
0 ~ 3000 kPa 범위 모델 : 0.01 kPa
• 최대 허용입력 ( 게이지압 positive)
0 ~ 10 kPa 범위 모델 : 500 kPa
0 to 130 kPa 범위 모델 : 500 kPa
0 to 700 kPa 범위 모델 : 3000 kPa
0 to 3000 kPa 범위 모델 : 4500 kPa
• 압력 표시 ( 선택가능 ):
psi, inH2O, inHg, kPa, kgf/cm2,
mmH2O, mmHg
• 외형 사이즈 :
213 (W) × 132 (H) × 350 (D) mm
• 중량
약 6.5 kg (0 ~ 130 kPa 범위 모델 )

• 측정범위 ( 게이지압 : positive)
0 ~ 10 kPa, 130 kPa, 700 kPa, 3000
kPa
측정범위 ( 게이지압 : negative)
-80 ~ 0 kPa, -10 ~ 0 kPa
• 측정범위 ( 절대압 )
0 ~ 130 kPa abs
• 정확도 (0 ~ 10 kPa 범위 모델 )
± (0.01% of reading + 0.015% of full
scale) (positive pressure)
• 응답시간 (0 ~ 130 kPa 범위 모델
고속모드 ) 50 msec 이하
• 표시갱신주기 ( 중속 및 고속모드 ) :
100 msec
• 분해능
0 ~ 10 kPa 범위 모델 : 0.0001 kPa
0 ~ 130 kPa 범위 모델 : 0.001 kPa
0 ~ 700 kPa 범위 모델 : 0.01 kPa
0 ~ 3000 kPa 범위 모델 : 0.01 kPa
• 최대 허용 입력 ( 게이지압 positive)
0 ~ 10 kPa 범위모델 : 500 kPa
0 ~ 130 kPa 범위모델 : 500 kPa
0 to 700 kPa 범위모델 : 3000 kPa
0 to 3000 kPa 범위모델 : 4500 kPa
• 압력 표시 유닛 ( 선택가능 ):
psi, inH2O, inHg, kPa, kgf/cm2, mmH2O,
mmHg
• 외형 사이즈 :
213 (W) × 132 (H) × 350 (D) mm
• 중량
약 6.5 kg (0 ~ 130 kPa 범위모델 )

MT210F
디지털 압력계
• 고정확도 : ± (0.01% of reading + 3
digits) (130 kPa range model)
• 3 가지 측정모드 : normal speed,
medium speed, high speed
• D/A 전환 출력 , 콤퍼레이터 출력 ,
외부 트리거 입력 ( 옵션 )
• 가스와 액체 모두 측정 가능
• 외부 장착가능 배터리 팩 ( 옵션 )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필드 캘리브레이션에 효율적인 디지털 압력계

Recorders
Control Produc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Portable Test
Instruments
Meter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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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220
디지털 압력계
• 압력 필드 캘리브레이터와 디퍼런셜의
압력 트랜스미터의 표준
• 고정확도 : ± (0.01% of reading + 3
digits) (130 kPa 범위 모델 )
• DCV/DCA 측정 기능 (DMM 기능 )
• 24 V DC 출력기능
• % 표시기능 , 에러표시기능 ,
측정데이터메모리 기능
• D/A 전환 출력 , 콤퍼레이터 출력 , 외부
트리거 입력 ( 옵션 )
• 가스와 액체 모두 측정 가능
• 외부 장착가능 배터리 팩 ( 옵션 )

휴대용 디지털 압력계

MT220 시리즈 사양

MT10 시리즈 사양

• 측정범위 ( 게이지압 : positive)
0 ~ 10 kPa, 130 kPa, 700 kPa, 3000
kPa
측정범위 ( 게이지압 : negative)
-80 ~ 0 kPa, -10 ~ 0 kPa
• 측정범위 ( 절대압 )
0 ~ 130 kPa abs
• 정확도 (0 ~ 10 kPa 범위 모델 )
± (0.01% of reading + 0.015% of full
scale) (positive pressure)
• 분해능
0 ~ 10 kPa 범위 모델 : 0.0001 kPa
0 ~ 130 kPa 범위 모델 : 0.001 kPa
0 ~ 700 kPa 범위모델 : 0.01 kPa
0 ~ 3000 kPa 범위 모델 : 0.01 kPa
• 최대 허용입력 ( 게이지압 positive)
0 ~ 10 kPa 범위 모델 : 500 kPa
0 ~ 130 kPa 범위 모델 : 500 kPa
0 ~ 700 kPa 범위 모델 : 3000 kPa
0 ~ 3000 kPa 범위 모델 : 4500 kPa
• 압력 표시 ( 선택가능 ):
psi, inH2O, inHg, kPa, kgf/cm2,
mmH2O, mmHg
• DCV/DCA 의 측정범위
측정 기능
0 ~ ± 5.25 V
0 ~ ± 21 mA
• DCV/DCA 측정기능의 정확도 ( 교정 후
6 개월 )
± (0.05% of reading + 3 자리수 )
• 24 VDC 출력
24 ± 1 VDC, 30 mA max.
• 외형 사이즈 :
213 (W) × 132 (H) × 350 (D) mm
• 중량
약 7.0 kg (0 ~ 130 kPa 범위 모델 )

• 압력 타입 : 게이지
• 3 개의 측정 범위
0 ~ 130 kPa, 0 ~ 700 kPa, 0 ~
3000 kPa
• 측정 표시 범위 :
-2.5 ~ 110% of FS
• 정확도 :
0 ~ 130 kPa 범위 모델
± (0.04% of rdg + 0.03% of FS)
0 ~ 700 kPa, 0 ~ 3000 kPa 범위
모델 ± 0.1% of FS
• 분해능
0 ~ 130 kPa 범위 모델 : 0.01 kPa
0 ~ 700 kPa 범위 모델 : 0.1 kPa
0 ~ 3000 kPa 범위 모델 : 1 kPa
• 최대 허용 입력
0 ~ 130 kPa 범위 모델 : 500 kPa
0 ~ 700 kPa 범위 모델 : 1000 kPa
0 ~ 3000 kPa 범위 모델 : 4500 kPa
• 온도의 영향
Zero: ± 0.02% of FS/10° C 이하
Span: ± 0.02% of FS/10° C 이하
• 압력 표시 단위
kPa, kgf/cm2, mmH2O, mmHg, Psi,
inH2O, inHg
• 외형 사이즈 :
약 72 (W) × 174 (H) × 60 (D) mm
( 입력 컨넥션 불포함 )
• 중량 : 약 700 g ( 배터리 포함 )

MT10
미니 압력계
• 소형 , 경량 ( 약 700g), 배터리 사용
• 고신뢰성 (silicon resonant sensor
사용 )
• 정확도 : ± (0.04% of rdg + 0.03% of
FS) 130 kPa 모델용
• 3 가지 모델 : 130 kPa, 700 kPa, 3000
kPa ( 게이지압 )
• 데이터 홀드 기능
• RS-232-C 인터페이스
• 휴대용 케이스 포함

Time Interval
Analyzer

Oscilloscopes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http://www.koreayokogawa.com

TA720/TA220/TA120F
최대 80Ms/s 연속 측정

Generators,
Sources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Recorders
Control Products

• Blu-ray Disc 애퀄라이저 , PLL 탑재
• Limit equalizer ( 옵션 )
• data-to-clock 지터와 펄스폭 지터 측정가능
• 2T 를 제외한 data-to-clock 분석기능 표준 장비
• Inhibit 기능과 block 샘플링 기능
• 이더넷과 GP-IB 인터페이스 표준 장비
• 아날로그미터 , 2 개의 LED 인디케이터에 의한 다양한 표시가능
• 측정 아이템
Data-to-clock 상이차의 지터 및 평균값
펄스폭의 지터 및 평균값 ( 윈도우 범위 LEFT or RIGHT 를 임의설정 )
레벨 측정
측정 범위 : 100 mVp-p ~ 2 Vp-p (3 mVp-p 분해능 )
• 애퀄라이저
편리한 애퀄라이저 회로 : ON/OFF
(Blu-ray 디스크 표준 Part1 Version 1.0 컴플라이언트 )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디지털 지터미터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 최대 지속 샘플링 레이트 80 MS/s
• 샘플링 레이트 :
80MS/s 지속 ( 싱글 측정 기능 )
50MS/s 지속 ( 듀얼 측정 기능 )
• 샘플링 모드 :
타임 스탬프 모드 (T.S. 모드 ), 하드웨어 히스토그램 모드 (H.H. 모드 ), Inter인터심볼 인터페이스 분석 모드 (ISI 모드 )
• 듀얼 측정 기능
이 기능은 두개의 측정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음 .
• 인터심볼 인터페이스 분석 기능
• 이더넷 /PC 카드 인터페이스 ( 옵션 )
• 내장 프린터 ( 표준 )
• GP-IB 인터페이스 ( 표준 )
• 3.5 인치 플로피 드라이브 ( 표준 )
• TFT 컬러 LCD 스크린

TA220

Portable Test
Instruments

타임인터벌 아날라이저

Meters Products

TA720

Data Acquisition
Equipment

Digital Power
Analyzer

차세대 고정밀 광디스크 Blu-ray 규격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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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ers
Oscilloscopes

Recorder

선택 가이드

레코더 패널 탑재형
모델

DX1000

DX2000

DX1000N

DX100P

DX200P

CX1000

CX2000

Digital Power
Analyzer

항목
시리즈명

DAQSTATION

Data Acquisition
Equipment

모델

DX1002/DX1004/
DX1006/DX1012

Industrial recorder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레코더 타입
입력점수
표시

DAQSTATION
DX2004/DX2008/
DX2010/DX2020/
DX2030/DX2040/
DX2048
Industrial recorder

DAQSTATION
DX1002N/DX1004N/
DX1006N/DX1012N

Removable chassis
model

DAQSTATION
DX102P/DX104P/
DX106P/DX112P

Pharmaceutical model
(21 CFR Part11)

DAQSTATION
DX204P/DX208P/
DX210P/DX220P/
DX230P

Pharmaceutical model
(21 CFR Part11)

Control and
measurement station

DAQSTATION
CX2000/CX2010/
CX2020/CX2200/
CX2210/CX2220/
CX2410/CX2420/
CX2610/CX2620
Control and
measurement station

Paperless

Paperless

Paperless

Paperless

Paperless

Paperless

Paperless

2/4/6/12ch

4/8/10/20/30/40/48ch

2/4/6/12ch

2/4/6/12ch

4/8/10/20/30ch

0/6ch

0/10/20ch
10.4 inch
TFT color LCD

Generators,
Sources

5.5 inch
TFT color LCD

10.4 inch
TFT color LCD

5.5 inch
TFT color LCD

5.5 inch
TFT color LCD

10.4 inch
TFT color LCD

5.5 inch
TFT color LCD

최대 측정주기

25 ms or 125 ms

25 ms or 125 ms

25 ms or 125 ms

125 ms or 1 s

125 ms or 1 s

1s

1s

Control Points

−

−

−

−

−

최대 2

최대 6

측정입력 종류

DCV, TC, RTD, DI

DCV, TC, RTD, DI

DCV, TC, RTD, DI

DCV, TC, RTD, DI

DCV, TC, RTD, DI

DCV, TC, RTD, DI

DCV, TC, RTD, DI

−

−

−

−

−

−

−

4 levels/CH

4 levels/CH

4 levels/CH

4 levels/CH

4 levels/CH

4 levels/CH

4 levels/CH

최대 6 ( 옵션 )

최대 6( 옵션 )

차트 스피드
알람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최대 6 ( 옵션 )

최대 24 ( 옵션 )

최대 6 ( 옵션 )

최대 6 ( 옵션 )

최대 24 ( 옵션 )

내부 메모리

알람 릴레이 출력점수

80 MB or 200 MB
(Flash memory)

80 MB or 200 MB
(Flash memory)

80 MB or 200 MB
(Flash memory)

5 MB (Flash memory)

5 MB (Flash memory)

외부 미디어

CF card

CF card

CF card

Zip disk, CF card

Zip disk, CF card

3.5-inch floppy disk,
Zip disk, CF card

3.5-inch floppy disk,
Zip disk, CF card

표준 통신
인터페이스

이더넷

이더넷

이더넷

이더넷

이더넷

이더넷

이더넷

RS232 or RS-422/485

RS232 or RS-422/485

RS232 or RS-422/485

RS232 or RS-422/485

RS232 or RS-422/485

RS232 or RS-422/485

RS232 or RS-422/485

옵션
통신 인터페이스
환경사양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IP65/NEMA4
0 ~ 50  C

전원전압

IP65/NEMA4
0 ~ 50  C

IP65/NEMA4
0 ~ 50  C

1.2 MB (Flash memory) 1.2 MB (Flash memory)

IP65/NEMA4
IP65/NEMA4
IP65/NEMA4
IP65/NEMA4
0 ~ 50  C (5 ~ 40  C 0 ~ 50  C (5 ~ 40  C 0 ~ 50  C (5 ~ 40  C, 0 ~ 50  C (5 ~ 40  C,
when Zip drive
when Zip drive
if a floppy disk or Zip
if a floppy disk or Zip
operation)
operation)
drive is in operation)
drive is in operation)

90 to 132 or 180 to 264 90 to 132 or 180 to 264 90 to 132 or 180 to 264 90 to 132 or 180 to 264 90 to 132 or 180 to 264 90 to 132 or 180 to 264 90 to 132 or 180 to 264
VAC
VAC
VAC
VAC
VAC
VAC
VAC

외형사이즈 (mm)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모델

144 x 144 x 228.5

288 x 288 x 226

144 x 144 x 258.5

144 x 144 x 218

288 x 288 x 220

144 x 144 x 223.6

μR10000

μR10000

μR20000

μR20000

DR241

DR242

Recorders

항목
시리즈명
모델

Control Products

레코더 타입
입력점수
표시

μR10000
436101, 436102,
436103, 436104

μR10000
436106

μR20000

μR20000

437101, 437102,
437103, 437104

437106, 437112,
437118, 437124

DARWIN
DR241

DARWIN
DR242

100 mm pen type

100 mm dot type

180 mm pen type

180 mm dot type

250 mm type

Chart

Chart

Chart

Chart

Chart

Chart

1/2/3/4ch

6ch

1/2/3/4ch

6/12/18/24ch

Max. 30ch

Max. 300ch

250 mm type

VFD

VFD

VFD

VFD

VFD

VFD

최대 측정주기

125 ms

1s

125 ms

1 s or 2.5 s

2s

500 ms

Control Points

−

−

−

−

−

−

DCV, TC, RTD, DI

DCV, TC, RTD, DI,
strain,
mA, Pulse, Power
monitor

측정입력 종류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차트 스피드
알람
알람 릴레이 출력점수

DCV, TC, RTD, DI

DCV, TC, RTD, DI

DCV, TC, RTD, DI

5 to 12000 mm/h (82
increments)

1 to 1500 mm/h (1 mm
step)

5 to 12000 mm/h (82
increments)

4 levels/CH

4 levels/CH

4 levels/CH

DCV, TC, RTD, DI

1 to 1500 mm/h (1 mm 1 to 1500 mm/h (1 mm 1 to 1500 mm/h (1 mm
step)
step)
step)
4 levels/CH

4 levels/CH

4 levels/CH
Alarm contact output
option (10 CH) requied

Portable Test
Instruments

최대 6 ( 옵션 )

최대 6 ( 옵션 )

최대 12 ( 옵션 )

최대 24 ( 옵션 )

최대 10 ( 옵션 )

내부 메모리

−

−

−

−

512 KB (optional)

512 KB (optional)

외부 미디어

−

−

−

−

3.5-inch floppy disk

3.5-inch floppy disk

표준 통신
인터페이스

−

−

−

−

−

−

Ethernet, RS232,
RS422/485 GP-IB

Ethernet, RS232,
RS422/485, or GP-IB
modules

옵션
통신 인터페이스
Meters Products

환경사양

전원전압
외형사이즈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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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QSTATION
CX1000/CX1006/
CX1200/CX1206

RS-422/485, or
Ethernet

RS-422/485, or
Ethernet

RS-422/485, or
Ethernet

RS-422/485, or
Ethernet

IP54
0 ~ 50  C

IP54
0 ~ 50  C

IP54
0 ~ 50  C

IP54
0 ~ 50  C

90 ~ 132 or 180 ~ 264 90 ~ 132 or 180 ~ 264 90 ~ 132 or 180 ~ 264 90 ~ 132 or 180 ~ 264
VAC
VAC
VAC
VAC
144 x 144 x 220

144 x 144 x 220

288 x 288 x 220

288 x 288 x 220

0 ~ 50  C
0 ~ 50  C (5 to 40  C
subunit:-10 to 60
when Floppy disk
 C (5 to 40  C when
operation)
Floppy disk operation)
90 ~ 250 VAC

90 ~ 250 VAC

444 x 284 x 343

444 x 284 x 308

288 x 288 x 225.5

Oscilloscopes

Recorders

레코더 데스크탑형
MV1000

MV2000

DR130

DR231

DR232
Digital Power
Analyzer

모델 l

DARWIN

Chart

Chart

입력점수

4/6/8/12/24 ch

8/10/20/30/40/48 ch

Max. 20 ch

Max. 30 ch

Max. 300 ch

표시

5.5inch
TFT color LCD

10.4inch
TFT color LCD

VFD

VFD

VFD

25 ms or 125 ms

25 ms or 125 ms

2s

2s

500 ms

−

−

−

−

−

제어 점수
측정입력 종류

DCV, TC, RTD, DI

챠트 스피드

-

알람

DCV, TC, RTD, DI

DCV, TC, RTD, DI

DCV, TC, RTD, DI

DCV, TC, RTD, DI,
strain, mA, pulse, Power
monitor

-

1 to 1500 mm/h (1 mm
step)

1 to 1500 mm/h (1 mm
step)

1 to 1500 mm/h (1 mm
step)

4 levels/ch

4 levels/ch

4 levels/ch

4 levels/ch

4 levels/ch

최대 6 ( 옵션 )

최대 12 ( 옵션 )

최대 10 ( 옵션 )

최대 10 ( 옵션 )

Alarm contact output
option (10 CH) requied

내부 메모리

80 MB (standard)
200 MB (large)

80 MB (standard)
200 MB (large)

512 KB ( 옵션 )

512 KB ( 옵션 )

512 KB ( 옵션 )

외부 미디어

CF card or USB
memory

CF card or USB
memory

3.5-inch floppy disk

3.5-inch floppy disk

3.5-inch floppy disk

표준 통신
인터페이스

이더넷

이더넷

−

−

−

RS232 or RS-422/485

RS232 or RS-422/485

Ethernet, RS232, or
GP-IB

0 ~ 40  C

0 ~ 40  C

알람 릴레이 출력점수

옵션
통신 인터페이스
동작환경

전원사양

90 to 132 or 180 to 264 VAC, 90 to 132 or 180 to 264 VAC,
10.0 to 28.8 VDC
10.0 to 28.8 VDC

외형사이즈 (mm)

Ethernet, RS232, RS422A/485, Ethernet, RS232, RS422A/485,
or GP-IB modules
or GP-IB modules

0 ~ 50  C (5 ~ 40  C 0 ~ 50  C (5 ~ 40  C
when Floppy disk
when Floppy disk
operation)
operation)

0 ~ 50  C (5 40  C
when Floppy disk
operation)

90 to 250 VAC,
10 to 32 VDC

90 to 250 VAC,
10 to 32 VDC

90 to 250 VAC,
10 to 32 VDC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최대 측정주기

250 mm type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250 mm type

Chart

Generators,
Sources

150 mm type

Paperless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Portable desktop type

Paperless

189 x 173 x 258

281 x 273 x 260

338 x 221 x 335

438 x 291 x 336

438 x 291 x 301

MW100

MX100

DA100-1

DA100-2

DC100-1

DAQMASTER

DAQMASTER

DARWIN

DARWIN

DARWIN

DARWIN

MW100

MX100

DA100-1

DA100-2

DC100-1

DC100-2

Stand-alone model

PC measurement unit

Stand-alone model

Expandable model

Stand-alone model

Expandable model

Paperless

Paperless

Paperless

Paperless

Paperless

Paperless

Max. 60 ch/unit

Max. 1200ch (20 units)

Max. 40 ch

Max. 300 ch

Max. 40 ch

Max. 300 ch

모듈 타입
모델명

DC100-2

항목
시리즈명
모델

레코더타입
입력점수
표시
최대 측정주기 l
제어 점수
측정입력 종류

챠트 스피드
알람
알람 릴레이 출력점수

−

−

−

−

VFD

VFD

10 ms

10 ms

500 ms

500 ms

500 ms

500 ms

−

−

−

−

−

−

DCV, TC, RTD, DI,
strain, mA, pulse

DCV, TC, RTD, DI,
strain, mA, pulse

DCV, TC, RTD, DI,
DCV, TC, RTD, DI,
DCV, TC, RTD, DI,
DCV, TC, RTD, DI,
strain, mA, pulse, Power strain, mA, pulse, Power strain, mA, pulse, Power strain, mA, pulse, Power
monitor
monitor
monitor
monitor

−

−

−

−

−

−

4 levels/ch

2 levels/ch

4 levels/ch

4 levels/ch

4 levels/ch

4 levels/ch

DO module (10 CH)
required

DO module (10 CH)
required

내부 메모리

−

−

−

−

1 MB, 2 MB, or 4 MB

1 MB, 2 MB, or 4 MB

외부 미디어

CF Card (Max 2 GB,
optional)

CF Card (Max 2 GB,
optional)

−

−

3.5-inch floppy disk

3.5-inch floppy disk

표준 통신
인터페이스

Ethernet (Modbus/TCP)

Ethernet

−

−

−

−

RS232, RS-422/485, or
CANBus

−

Ethernet,
RS232,
RS422/485, or GP-IB
modules

Ethernet,
RS232,
RS422/485, or GP-IB
modules

Ethernet,
RS232,
RS422/485, or GP-IB
modules

Ethernet,
RS232,
RS422/485, or GP-IB
modules

환경사양

-20 ~ 60  C

0 ~ 50  C

0 ~ 50  C

0 ~ 50  C (subunit:10 ~ 60  C)

5 ~ 40  C

5 ~ 40  C (subunit: 0
~ 60  C)

전원전압

90 ~ 250 VAC,
10 ~ 32 VDC

90 ~ 250 VAC

90 ~ 250 VAC,
10 ~ 32 VDC

90 ~ 250 VAC,
10 ~ 32 VDC

90 ~ 250 VAC,
10 ~ 32 VDC

90 ~ 250 VAC,
10 ~ 32 VDC

외형사이즈 (mm)

455 x 131 x 159

442 x 131 x 159

422 x 176 x 100

336 x 165 x 100

338 x 236 x 157

338 x 236 x 157

옵션
통신 인터페이스

Alarm contact output
Alarm contact output
Alarm contact output
Alarm contact output
option (10 CH) requied option (10 CH) requied option (10 CH) requied option (10 CH) requied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Portable desktop type
레코더 타입

Data Acquisition
Equipment

DR232

Recorders

DARWIN
DR231

Control Products

DARWIN
DR130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MVAdvanced
MV2008, MV2010,
MV2020, MV2030,
MV2040, MV2048

Portable Test
Instruments

MVAdvanced
MV1004, MV1006,
MV1008, MV1012,
MV1024

Meters Products

시리즈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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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ers
Oscilloscopes

PC_based Data
Acquisiiton Unit

M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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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Power
Analyzer

데스크탑 측정부터 대용량 데이터 수집까지 신속한 시스템 설정
개요

Data Acquisition
Equipment

모듈구성에 의한 유연한 기능확장성 , 이더넷에 의한 고속통신
(100Base-TX), 최소한의 배선 , 배선거리에 제약받지 않아 설계가
자유롭습니다 . 측정환경에 적합한 데이터 로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 연구개발 / 내구성 시험 / 품질평가 / 설비감시 등에서 요구되는
높은 신뢰 리얼타임 , 데이터 로깅시스템의 조기 이동을 실현합니다 .

MX1 측정기와 1 대의 PC 접속
(24ch/10 ms, 60ch/100ms 측정 )
Status display

Measured data

On-Demand, Remote Measuring System
Web 브라우저 모니터링
& 설정변화
Internet Explorer 5.0 또는
이하 버젼, JAVA VM/JAVA Script지원

Web브라우저에서 MW100의 URL을 지정하고, 현장에서 MW100를 통해 보고싶은 정보를 보고싶을 때 열람가능
MW100의 조작성은 설정변경과 데이터수집의 개시/정지까지 친숙한 웹브라우저 인터페이스로 간편하게 조작

Multi-User & Multi-Access

Straight cable
100Base-TX

R&D

최대 60 ch/1측정기
(광영역 분산 시스템)
Manufacturing
facilities

HUB

Equipment
facilities

광범위한 현장정보를 계측기술과 네트워크기술에 의해 공유화/시설/장치의 상태확인을 다수의 장소에서 Web
브라우저로 동시 엑세스
DHCP(IP어드레스 자동취득), SNTP(시각보정기능)을 탑재, Modbus/TCP(클라이언트측/M1:연산필수),
Modbus/RTU(서버측/M1:연산필수)

Long Duration Memory & File Transmission
CompactFlash:

CF 2 GB (60 ch/100 ms: 약 10일,
60 ch/1 s: 약 3개월)

Offline

Drag & drop

Network online (FTP: file transmission)
Web브라우저로 MW100의 URL을 지정하고 MW100의 데이터파일을 Drag & Drop조작으로 전송
파일작성의 타이밍으로 FTP:네트워크 ON라인 전송, 메인측정기에서 CF카드를 빼서 OFF라인전송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특징
Main module

Input/output module

Generators,
Sources

다수의 MX 측정기와 1 대의 PC 접속
HUB
Straight cable
100Base-TX

최대 고성능의 실현
■ 고속 / 다채널 / 고내압
• 최소측정주기 10ms
(24ch/10ms, 60ch/100ms 의 고속측정가능 )
• 최대 1200ch 데이터 수집가능 ( 요꼬가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시 )
• 입력터미널과 케이스간 ( 강화절연 )
3700Vrms(1 분 ), 600Vrms/VDC( 연속 )
■ 멀티 인터벌 : 3 종류의 측정주기를 시스템내에서 혼재 사용가능
( 측정주기는 모듈단위로 설정 )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간편한 조작
■ 자유로운 시스템 구축 : 모듈구성에 따라 4ch 부터 1200ch 까지 ,
측정주기 10ms~60s 까지 시스템 구축 / 변경가능
■ 다양한 PC 측정환경에 대응 : 요꼬가와 정품 소프트웨어 , API,
LabVIEW 드라이브
■ 손쉬운 소프트웨어 설정 : 요꼬가와 정품 PC 소프트웨어가 접속된
MX100 을 자동인식
■ 측정시마다 재배선할 필요없음 : 제거 가능한 터미널 사용가능

•
•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Up to 20 units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Data Acqusition
Unit

MW100

http://www.koreayokogawa.com

Recorders

웹브라우저 모니터링과 현장 및 장비에서의 데이터 수집기능
특징

Control Products

상태표시
2개의 입력/출력 모듈 장착

MW100 메인모듈
측정데이터의 저장과 통신을 조정하는
데이터수집엔진. 측정데이터는 삽입된
CF카드에 저장됨.(CF카드는 기본첨부
되지않음)1대의 메인 모듈에는 최대 6
개의 입출력모듈 결합가능.6개이하의
경우 입출력모듈의 종류, 개수는 임의로
선택가능.

CF카드슬롯

이더넷 포트
(표준장비)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입력/출력 모듈

개시/정지 버튼

우수한 절연의 다양한
입력/출력모듈 사용가능

screw 터미널 옵션
또는
DC전원옵션시

RS-232,
RS-422A/485
(옵션)

웹 모니터

Portable Test
Instruments

MW100의 설정, 측정값
리얼타임 모니터링은
브라우저에서 실시
(Java VM 및 Java
Script가 탑재된 브라
우저가 필요함)

Meter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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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Web 브라우저로 MW100 의 URL 을 지정하면 , 시설 / 장비에
분산설치된 MW100 에 엑세스해서 현장의 상황과 장치의 운전상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 Web 브라우저의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다수
장소에서의 정보공유를 실현하고 , 시설관리 / 설비감시에 최적의
영역분산형의 원격감시 / 데이터수집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언제 , 어디서나 측정가능
■ 넓은 사용온도범위 : -20 ~ 60° C1,2,3,4
■ 강화절연 : 입력터미널과 케이스간 5,
3700 Vrms (1 분 ) or 600 Vrms/VDC ( 연속 )
■ 다양한 네트워크 기능 : HTTP, FTP, DHCP, SNTP, 이메일 , 기타
■ DC 전원 (12 V–28 V) 대응 ( 옵션 )
스마트 로깅
■ 10ch/10ms, 60ch/100ms(1 유닛내 ) 의 고속측정 : 최단측정주기
10ms
■ 멀티 인터벌 : 3 종류의 측정주기를 1 유닛내에서 혼재사용기능
( 측정주기는 모듈단위로 설정 )
■ 최대 2GB 까지 CF(Compact Flash) 카드 6 에 대응
2GB 일 경우 60ch/100ms 로 약 10 일 , 60ch/1s 로 약 3 개월 연속
데이터 수집가능
■ 연산 (/M1 옵션 ), 레포트 (/M3 옵션 )
■ 360ch 일괄 데이터 수집가능 (Modbus 결합 , /M1 옵션 )
1. 1 입력모듈 , 메인모듈의 사용온도범위 . 출력모듈의 사용온도범위는 -20 ~ 50° C.
2. 메인모듈의 파워코드는 작동온도범위에 따라 상이합니다 .(7p 사양서 참고 )
만약 표준 파워코드의 작동온도범위사양이 조건과 맞지 않는다면
메인모듈 파워입구용 터미널을 플러그타입보다는 screw 타입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 파워입력케이블에 공급합니다 .
3. DC 전원용 AC 어댑터의 사용온도범위는 0 ~ 40° C.
4. -20° C 이하로의 온도대응품에 관해서는 상담요망
5. 4 입력모듈 MX110 에서의 내전압값 . 기타 입출력모듈의 내전압값은 별도의 사양서
(GS 04M10B01-01E) 를 참고해 주십시오 .
6. CF 카드 불포함 ( 별도판매 )

Recorders
Oscilloscopes

DAQMASTER

구성요소
Base plate

DAQMASTER 는 메인모듈 , 입출력모듈 ,

Digital Power
Analyzer

베이스플래이트를 조합해서 원하는 측정환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조합이 완성되면 그대로 데스크탑으로서
DIN rail mounting bracket

사용합니다 . 랙 또는 패널 설치에는 DIN rail 을

Data Acquisition
Equipment

사용합니다 .(DIN rail 설치용 브래킷은
MX150 에 기본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
Input/output modules

Main module (MX100, MW100)

MX100 & MW100

4-Wire RTD and Resistance Input Module
Strain Input Modules
Pulse Input Module
5 V Digital Input Module
24 V Digital Input Module

MX110-V4R-M06 MX112-B12-M04 MX112-B35-M04 MX112-NDI-M04 MX114-PLS-M10 MX115-D05-H10 MX115-D24-H10

Number of
channels

Shortest
measurement interval

4
10
30
6

10 ms
100 ms
500ms
100 ms

Description
DC voltage, thermocouple, 3-wire RTD, DI (non-voltage contact, Level (5 V logic)). Mixed input allowed.
DC voltage, thermocouple, 3-wire RTD, DI (non-voltage contact, Level (5 V logic)). Mixed input allowed.
DC voltage, thermocouple, DI (non-voltage contact, Level (5 V logic)). Mixed input allowed.
DC voltage, 4-wire RTD, 4-wire resistance, DI(non-voltage contact, Level (5 V logic)). Mixed input allowed.
Built-in bridge resistance of 120 Ω

4

100 ms

Built-in bridge resistance of 350 Ω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Universal Input Modules

MX110-VTD-L30

Model
MX110-UNV-H04
MX110-UNV-M10
MX110-VTD-L30
MX110-V4R-M06
MX112-B12-M04
MX112-B35-M04
MX112-NDI-M04
MX114-PLS-M10
MX115-D05-H10
MX115-D24-H10

For connection with an external bridge head and strain gauge type sensor (NDIS connector)

10
10
10

10 ms
10 ms

Non-voltage contact, open collector, and Level (5 V logic). Mixed input allowed. 10 kpulse/s
Non-voltage contact, open collector, and Level (5 V logic). Mixed input allowed.
Level (24 V logic), Vth = 12 V

출력 모듈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MX110-UNV-H04 MX110-UNV-M10

Name

Generators,
Sources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입력 모듈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MX100 MW100

MX120-VAO-M08 MX120-PWM-M08 MX125-MKC-M10

100 ms
100 ms
100 ms

MX150

탈착식 터미널 플레이트 / 컨넥터
MX100/MW100 과 각종 입추력 모듈장착용
베이스플레이트
No. of slots
1
2
3
4
5
6

Model
MX150-1
MX150-2
MX150-3
MX150-4
MX150-5
MX150-6

입출력모듈의 단자 플레이트는 탈착
가능 , 배선작업성의 향상

772061 (M4 screw)

772063

Model

악세서리

772066

• 컨넥터 커버
오픈 슬롯용 컨넥터 커버
• AC 어댑터 (772075)
DC 전원모델용 AC 어댑터 (772075)
사용온도범위 : 0 ~ 40° C

772062

(NDIS 변형 : MX112-NDI-M04 제외 )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Base Plate

Description
Allows mixed voltage (±10 V) and current (4-20 mA) output
Pulse width modulation output module
“A” contact (SPST)

Recorders

Output update
interval

8
8
10

Control Products

Number of
channels

772064

772065

772067

772068

772069

772080

772081

772082

772083

Description

772061

Used in combination with the external M4 screw terminal block, RJC (reference junction
compensation), and 772062. Applies to MX110-UNV-M10, MX115-D-H10

772062

Used in combination with the input module -M4 screw terminal block connection cable
and 772061. Applies to MX110-UNV-M10 and MX115-D-H10
Plate with clamp terminals (with RJC), applies to MX110-UNV-M10 and MX115-D-H10
Clamp terminal, applies to MX110-UNV-H04
Clamp terminal, applies to MX120-VAO-M08, MX120-PWM-M08, and MX125-MKC-M10
Plate with clamp terminals, applies to MX110-V4R-M06
Plate with clamp terminals with 120 Ω built in bridge resistance, applies to MX112-B-M04
Plate with clamp terminal with 350 Ω built in bridge resistance, applies to MX112-B-M04
Plate with M3 screw terminals (with RJC), applies to MX110-UNV-M10 and MX115-D-H10
Plate with clamp terminal for current with 10 Ω built in bridge resistance, applies to MX110-UNV-M10
Plate with clamp terminal for current with 100 Ω built in bridge resistance, applies to MX110-UNV-M10
Plate with clamp terminal for current with 250 Ω built in bridge resistance, applies to MX110-UNV-M10

772063
772064
772065
772067
772068
772069
772080
772081
772082
772083

Portable Test
Instruments

Model
MX120-VAO-M08
MX120-PWM-M08
MX125-MKC-M10

Meters Products

Name
Analog Output Module
PWM Output Module
Digital Output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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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ers
Oscilloscopes

DAQMASTER
Quick Start Package

MX100 MW100
PC 베이스 데이터 어퀴지션 시스템

Digital Power
Analyzer

Single Unit Data Logging
고속
24 ch/10 ms
60 ch/100 ms

MX100-E-   /SL1

Type

(MX110 모듈사용시)

1 unit connection

Data Acquisition
Equipment

높은 신뢰성
MX100-E-   /SL2

Type

듀얼 레코딩(옵션)
데이터 백업(표준)

고내압
600 Vrms/VDC (연속)
3700 Vrms (1분간)

MX100에 표준첨부된 MXStand소프트웨어는 1대 접속전용으로 100ms의 소규모 데이터 수집에 최적

MX100-E-   /SL3

Type

메인측정기에 CF카드를 탑재하고 통신단절시 데이터백업과 W레코딩기능(옵션지정)으로 데이터수집의 신뢰성향상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MX100

Multi Unit Data Logging

Quick Start Package

Generators,
Sources

간단 ! 소형 ! 고속 !
빠른 설정 ( 센서 부착 ) 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소프트웨어의 로드는 물론
데이터를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
• 유니버셜 입력 (DCV/TC/RTD/DI)
• 100 ms 스캔 속도
• 멀티 인터벌 측정과 수집
• 히스토리컬 뷰어로 소프트웨어의 흐름관찰과 수집이 가능

R&D

최대 1200 ch/system
(60ch/20대의 측정기 접속)

Manufacturing
facilities

Equipment
facilities

MXLOGGER (별매)에 의해 최대 1200ch/20대의 대규모 데이터수집시스템을 프로그램없이 조기가동
이더넷 고속통신(100Base-TX)탑재, 케이블 총 길이와 접속방식에 제약받지 않는 유연한 계측시스템을 실현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Model

Sufﬁx Code

MX100
Software language -E
Supply voltage
-1
Power supply inlet and power □
supply cord
Options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Quick Start Package

Description
Main module
English (with MX100 standerd software)
100 VAC-240 VAC

Example
1

Example
2

Example
3

측정그룹2

Power supply code
/DS
/SL1
/SL2
/SL3

Multi Interval Data Logging
측정그룹1

측정그룹3

Dual save function
10 ch Quick Start Package
20 ch Quick Start Package
30 ch Quick Start Package

측정그룹단위로
데이터수집주기설정
입력모듈을 3개의 측정그룹에 지정하여 변화가 빠른 신호에서 온도까지 측정그룹단위로 측정주기를 설정가능
측정그룹단위로 파형 관측하여 파형변화의 상관관계와 경향파악이 용이하게 되어 현상해석효율을 향상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웹 데이터 어퀴지션 & 데이터 수집 시스템
On-Demand, Remote Measuring System

Recorders

Web 브라우저 모니터링
& 설정변화

Control Products

MW100-E- /SL1

Type

MW100-E- /SL2

Type

MW100-E- /SL3

Internet Explorer 5.0 또는
이하 버젼, JAVA VM/JAVA Script지원

Web브라우저에서 MW100의 URL을 지정하고, 현장에서 MW100를 통해 보고싶은 정보를 보고싶을 때 열람가능
MW100의 조작성은 설정변경과 데이터수집의 개시/정지까지 친숙한 웹브라우저 인터페이스로 간편하게 조작

MW100

Multi-User & Multi-Access

Quick Start Package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간단 ! 소형 ! 고속 !
빠른 설정 ( 센서부착 ) 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며 , 웹브라우저를 설정합니다 .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가 필요없이 데이터를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으며
소형플래쉬 미디어의 우수한 성능으로 데이터로깅을 내장합니다 .

Portable Test
Instruments

Model

Sufx Code

Meters Products

Quick Start Package
*1
*2
*3
*4

CF (compact ﬂash) 카드 불포함
Modbus/TCP 기능을 표준장비
“W” 는“-2” 로 선택불가
-3은 W (screw terminal)만 선택가능

최대 60 ch/1측정기
(광영역 분산 시스템)

Equipment
facilities

광범위한 현장정보를 계측기술과 네트워크기술에 의해 공유화/시설/장치의 상태확인을 다수의 장소에서 Web
브라우저로 동시 엑세스
DHCP(IP어드레스 자동취득), SNTP(시각보정기능)을 탑재, Modbus/TCP(클라이언트측/M1:연산필수),

Added
Specications
Code

Description
Main module *1, 2
English (comes with MW100 Viewer Software)
100 VAC-240 VAC
12 to 28 VDC, with AC adapter *3
12 to 28 VDC, without AC adapter *4

-E

-1
-2
-3
Power input type and power □
supply cord
Options

R&D

Manufacturing
facilities

• Web 브라우저에 의한 리얼타임 데이터 모니터링
• 유니버셜 입력 (DCV/TC/RTD/DI)
• 100 ms 스캔 속도
• 멀티 인터벌 데이터 수집
• E-Mail & FTP 파일 전송

MW100
Language
Supply voltage

52

Type

Sold separately

Power supply code
RS-232 communication interface *5, 6
RS-422-A/485 communication interface *5, 6
MATH functions *6, 7
10 ch Quick Start Package
20 ch Quick Start Package
30 ch Quick Start Package

/C2
/C3
/M1
/SL1
/SL2
/SL3
*5
*6

/C2, /C3 동시선택불가
/C2 또는 /C3는 Modbus/RTU slave기능 사용시 선택필수
또한 Modbus/RTU마스터 기능 사용을 위해 “/M1” 선택 필수
*7 /M1은 Modbus/TCP 클라이언트 기능 사용시 선택필수

Modbus/RTU(서버측/M1:연산필수)

Long Duration Memory & File Transmission
CompactFlash:

CF 2 GB (60 ch/100 ms: 약 10일,
60 ch/1 s: 약 3개월)

Offline

Drag & drop

Network online (FTP: file transmission)
Web브라우저로 MW100의 URL을 지정하고 MW100의 데이터파일을 Drag & Drop조작으로 전송
파일작성의 타이밍으로 FTP:네트워크 ON라인 전송, 메인측정기에서 CF카드를 빼서 OFF라인전송

● 멀티채널 유니버셜 입력
t-in
B es
MV1000: 최대 24 입력 채널 Class
MV2000: 최대 48 입력 채널
e s t-in
● 높은 신뢰성의 장시간 메모리 B Class
내부 메모리 : 200 MB
( 예시 : 12ch 측정데이터 보존주기는 1 초로 약 75 일간 연속이
데이터 보존 )
CF 카드 , USB 메모리에 보존가능
● 탈부착식 입력 터미널로 배선작업이 간단
● 알루미늄사용으로 경량화 실현 (MV2000)
● 텍스트 세이브모드로 범용 소프트에 직접 전송
● E-Mail 기능 , FTP 와 DHCP 기능 등의 네트워크 기능

필수항목의 설정만으로 즉시 측정을 개시할수 있습니다 .
취급설명서가 없어도 간단하게 설정이 가능하며 ,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내부메모리에 데이터 저장 예시*
MVAdvanced
Standard memory

*조건

t샘플링 주기:
1 sec
t측정 채널:
12 ch
t바이너리 저장모드

약 30일

MVAdvanced
Large memory

텍스트 파일형식
MVAdvanced 는 a .txt 텍스트 파일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어 텍스트 데이
터를 열고 접근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허용
합니다 . 데이터의 안전성을 위해 바이너리 파일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
니다 .

약 75일

MV1000/MV2000 사양
● 모듈과 입력성능
입력 채널과 측정주기
Model
MV1000

Type
MV1004 (4 channels), MV1008 (8 channels)
MV1006 (6 channels), MV1012 (12 channels), MV1024 (24 channels)
MV2008 (8 channels)

MV2000

Measurement Interval*
125 ms (25 ms)
1 s (125 ms)
125 ms (25 ms)

MV2010 (10 channels), MV2020 (20 channels), MV2030 (30 channels),
MV2040 (40 channels), MV2048 (48 channels)

1 s (125 ms)

* Numbers in parentheses are when in high-speed mode.

● 메모리
내장 메모리
		
성능 : 표준 : 80 MB
		
대용량 : 200 MB

● 탈부착식 저장 미디어
타입 : 컴팩트플래시 (CF) 메모리카드 , USB 메모리
성능 : 최대 2 GB (32 MB CF 카드 포함 )
형식 : FAT16 또는 FAT32
● 소프트웨어
환경설정 , 파일 뷰어 , PC 소프트웨어 전환 포함
● 외형사이즈
MV1000: 189 (W) × 177 (H) × 259 (D) mm
MV2000: 307 (W) × 273 (H) × 260 (D) mm
● 중량
MV1000: 약 3.5 kg
MV2000: 약 5.6 kg

Recorders
Control Products

탈부착식 입력 터미널
플러그인 입력터미널은 2 채널단위로 탈
부착이 가능하여 손쉽게 작업할 수 있습
니다 . 악세서리로서 별도 구매도 가능합
니다 .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대용량 메모리
내부 메모리에 최대 200MB 의 플래쉬메모리를 탑재 .
외부미디어 (CF 카드 ) 와의 이중화에 의해 데이터의 안정성이 더욱 향상되
었습니다 .
정전시에도 전원이 복구되면 측정이 자동복귀됩니다 .

Portable Test
Instruments

48ch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MV1000 은 최대 24ch, MV2000 은 48ch.
각 채널간은 절연되며 , 신뢰성이 높은 데이타 수집이 가능합니다 .
DAQMASTER MW100 시리즈와의 접속에 의해 최대 348ch 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

24ch

Digital Power
Analyzer

빠른 설정 모드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다채널 입력

Data Acquisition
Equipment

특징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강력한 포터블 데이터 어퀴지션 스테이션

Generators,
Sources

MV1000/MV2000

Meters Products

MVAdvanced

Oscilloscopes

Rec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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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ers
Oscilloscopes

Laboratory Recorders

LR12000E/LR8100E

http://www.koreayokogawa.com

멀티 펜 레코더
Digital Power
Analyzer

LR12000E 사양

Data Acquisition
Equipment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Generators,
Sources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 동작방식 : digital servo
• 채널수 : 10 또는 12
• 입력모드 : guarded floating 입력
• 측정 정확도 :
0.05% of reading + 0.03% of
range
+ 1.0 µV (1 mV 이상 )
• 측정범위 : 0.1 mV ~ 200 V FS
( 고감도 모델 ), 12 타입의 열전대 ,
RTD
LR12000E
• 측정주기 : 최대 135 Hz
Multipen Laboratory Recorder
• 차트 스피드 : 10 ~ 600 mm/h
• 10, 12 펜 모델
또는 mm/min
• 전압 입력 유니버셜 , 열전대 또는 • 기록지 : 유효기록폭 250 mm;
RTD
연속용지 30 m
• 선명한 컬러기록 , 풍부한 인쇄기능 • 기록펜 : 일회용 felt-pen
• 비접촉기술에 의한 고신뢰성 실현 • Pen gap: 약 3.5 mm 위상
• IC 메모리카드 ( 표준 , 플로피
동기기능 표준장비
디스크 드라이브 ( 옵션 )
• 인쇄방식 : wire dot, ink-ribbon
( 단색 )
• 표시 : 형광표시관 (5 x 7 dots);
6 행 x 20 문자
• 표시내용 : 디지털값 , 막대그래프 ,
범위
• 메모리 : IC 카드슬롯 ( 표준 ),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 옵션 )
• 전원 : AC
• 옵션 : 원격제어 , 알람 , 8 점출력 ,
통신 (via GP-IB 또는 RS-232C),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 외형사이즈 : 약 438 (W) × 266
(H) × 434 (D) mm
• 중량 : 약 20 kg (12 펜 )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Laboratory Recorders

LR8100E 사양
• 동작방식 : digital servo
• 채널수 : 4, 6 or 8
• 입력모드 : guarded floating 입력
• 측정정확도 :
0.05% of reading + 0.03% of
range
+ 1.0 µV (1 mV 이상 )
* • 측정범위 : 0.1 mV ~ 200 V FS
( 고감도 모델 ), 12 타입의 열전대 ,
LR8100E
RTD
Laboratory Recorder
• 측정주기 : 최대 135 Hz
• 차트 스피드 : 10 ~ 1200 mm/h
• 4, 6, 또는 8 펜 모델
또는 mm/min
• 전압유니버셜 입력 , 열전대 또는
• 기록지 : 유효기록폭 250 mm;
RTD
• 선명한 컬러기록 , 풍부한 인쇄기능 연속용지 30 m
• 비접촉기술에 의한 고신뢰성 실현 • 기록펜 : 일회용 felt-pen
• Pen gap: 약 4 mm 위상 동기기능
• IC 메모리카드 ( 표준 , 플로피
표준장비
디스크 드라이브 ( 옵션 )
• 인쇄방식 : wire dot, ink-ribbon
( 단색 )
• 표시 : 형광표시관 (5 x 7 dots);
8god x 20 문자
• 표시내용 : 디지털값 , 막대그래프 ,
범위
• 메모리 : IC 카드슬롯 ( 표준 ),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 옵션 )
• 전원 : AC 또는 DC ( 옵션 )
• 옵션 : 원격제어 ,
알람 ,8 점출력통신 , (via GP-IB
또는 RS-232C),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 연산 , 10 ~32 V
DC 드라이브
• 외형사이즈 :
약 438 (W) × 266 (H) × 310 (D)
CE*: -/B 모델 불포함
mm
• 중량 : 약 16 kg (8 펜 )

LR4100E/LR4200E

http://www.koreayokogawa.com

멀티 펜 레코더
LR4100E 사양

Recorders
Control Produc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Portable Test
Instruments
Meters Products

• 동작방식 : digital servo
• 채널수 : 1, 2, 3, or 4
• 입력모드 : guarded floating 입력
• 측정 정확도 :
0.05% of reading + 0.03% of
range
+ 1.0 µV(1 mV 이상 전압범위 )
* • 측정범위 : 0.1 mV ~ 200 V FS
( 고감도모델 ), 12 타입의 열전대 ,
LR4100E
RTD
Laboratory Recorder
• 측정주기 : 최대 135 Hz
• 차트 스피드 : 10 ~ 1200 mm/h
• 1, 2, 3, 4 펜 모델
또는 mm/min
• 전압 입력 유니버셜 , 열전대 또는
• 기록지 : 유효기록폭 250 mm;
RTD
• 선명한 컬러기록 , 풍부한 인쇄기능 연속용지 20 m
• 비접촉기술에 의한 고신뢰성 실현 • 기록펜 : 일회용 felt-pen
• Pen gap: 약 4 mm 위상 동기기능
• IC 메모리카드 ( 표준 , 플로피
표준장비
디스크 드라이브 ( 옵션 )
• 인쇄방식 : wire dot, ink-ribbon
( 단색 )
• 표시 : 형광표시관 (5 x 7 dots);
4 행 x 20 문자
• 표시내용 : 디지털값 , 막대그래프 ,
범위
• 메모리 : IC 카드 슬롯 ( 표준 ),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 옵션 )
• 전원 : AC 또는 DC( 옵션 )
• 옵션 : 원격제어 , 알람 4 점출력 ,
통신 (GP-IB, RS-232C), 플로피
디스크드라이브 , 연산 , 10 ~ 32 V
DC 드라이브
• 외형사이즈 : 약 438 (W) × 199 (H)
× 323 (D) mm
• 중량 : 약 14 kg (4 펜 )
CE*: -/B 모델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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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4200E 사양

*
LR4200E
Flat-Bed Laboratory Recorder
• 1, 2, 3, 4 펜 모델
• 전압 입력 유니버셜 , 열전대 또는
RTD
• 선명한 컬러기록 , 풍부한
인쇄기능
• 비접촉기술에 의한 고신뢰성 실현
• IC 메모리카드 ( 표준 ,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 옵션 )

CE*: -/B 모델 불포함

• 동작방식 : digital servo
• 채널수 : 1, 2, 3, or 4
• 입력모드 : guarded floating 입력
• 측정 정확도 :
0.05% of reading + 0.03% of
range
+ 1.0 µV(1 mV 이상 전압범위 )
• 측정범위 : 0.1 mV ~ 200 V FS
( 고감도모델 ), 12 타입의 열전대 ,
RTD
• 측정주기 : 최대 135 Hz
• 차트 스피드 : 10 ~ 1200 mm/h
또는 mm/min
• 기록지 : 유효기록폭 250 mm;
연속용지 20 m
• 기록펜 : 일회용 felt-pen
• Pen gap: 약 4 mm 위상 동기기능
표준장비
• 인쇄방식 : wire dot, ink-ribbon
( 단색 )
• 표시 : 형광표시관 (5 x 7 dots);
4 행 x 20 문자
• 표시내용 : 디지털값 , 막대그래프 ,
범위
• 메모리 : IC 카드 슬롯 ( 표준 ),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 옵션 )
• 전원 : AC
• 옵션 : 원격제어 , 알람 4 점 출력 ,
통신 (GP-IB, RS-232C), 연산 ,
롤차트 , 반복 롤 기능
• 외형사이즈 : 약 448 (W) × 455
(D) × 185 (H) mm
• 중량 : 약 14 kg (4 펜 )

Data Acquisition Unit

DA100

http://www.koreayokogawa.com

Oscilloscopes

Recorders

Data Collector

DC100

http://www.koreayokogawa.com

데이터 컬렉터

Data Acquisition
Equipment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DA100 은 사용자인터페이스로서 PC 를 사용하여 확장성과 자율성을 높인
측정기입니다 .
• 자율성이 높은 설계
소형으로 40ch 까지 데이타 수집이 가능한 독립형 모델과 최고 300ch
까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확장가능한 확장모델 , 2 종류 .
• 네트워크 대응
이더넷 (10baseT) 통신장비가능 , 간이네트워크의 구축 , 내부 LAN 으로의
접촉이 가능하게 되어 원격데이터수집과 데이터의 일원화관리를 지원
• PC 친화성
데이터로깅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어 PC 베이스의 데이터 수집환경을
용이하게 구축
• 고속 , 고정밀 측정
스캐닝 스피드 300ch/500ms 로 고속 , 고정밀 측정에 대응
• 풍부한 입출력 모듈
입출력모듈은 전압 , 습도 ( 열전대 , 측온저항체 ), 접점 , 변형 , 펄스 ,
파워모니터 , mA( 직류전류 ) 등 , 기타 통신모듈 , 알람출력모듈 ,
전송출력모듈 등 풍부한 모듈군
• 우수한 경제성
최장 500m 의 리모트계측에 의한 배선의 최소화 , 본체 소형화에 의한
공간활용도 향상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데이터 어퀴지션 측정기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DA100

입력 :
모듈단위로 확장 / 변경 가능
독립형 모델 : 10 ~ 40 채널
확장형 모델 l: 10 ~ 300 채널
입력 타입 :
DC 전압 ( ± 20 mV ~ ± 50 V), 열전대 (R, S, B, K, E, J, T, N, W, L, U),
RTD, mA, pulse, power monitor, strain, DI, etc.
통신 표준 : GP-IB, RS-232-C, RS422A/485, Ethernet
원격측정 ( 확장형 모델 ):
최대 총 거리 ( 특정 케이블 사용 ): 500 meters
최대 연결 서브측정기수 : 6
측정주기 : 0.5–60 초
집적시간 : 50 ms, 60 ms, 100 ms
기타 : 알람출력
옵션 : 연산기능 , 리포트 연산기능
PC 소프트웨어 : DAQ 32Plus, DAQLOGGER
외형사이즈 :
독립형 : 약 422 (W) × 176 (H) × 100 (D) mm
확장형 : 약 336 (W) × 165 (H) × 100 (D) mm
서브측정기 : 약 422 (W) × 176 (H) × 100 (D) mm
중량 : 약 4 kg ( 모듈포함 )

Generators,
Sources

DA100 사양 ( 별도 판매 옵션사양 포함 )

Digital Power
Analyzer

PC 베이스 데이터 어퀴지션 측정기

• 효율적인 데이터처리 지원
대용량 메모리 ( 주문시 내부 메모리 지정 : 1MB, 2MB, 4MB) 의 DC100 은 효율적인
데이터 어퀴지션을 실현합니다 .
내부 메모리에 동시적으로 백업을 실시해도 PC 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DC100 은 표준으로 3.5 인치 플로피 드라이브를 가지며 , 옵션으로 SI 인터페이스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 우수한 이동성
경량 ( 약 5kg))*, 소형디자인 ( 약 20cm 높이 ) 의 DC100 은 차재 설치 및 휴대용
데이터 컬렉터로서 유용합니다 . (DC100 본체에 40 채널 입력모듈 탑재 )
• 놀라운 기능의 확대
DC100 은 구성을 소규모 10 채널 독립본체부터 최대 300 채널 데이터 어퀴지션
시스템까지 변경하거나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
DC 전압 , 온도 ( 열전대 , RTD), 접속 , 파워모니터 , 파장 , 변형 , DC 전류 (mA) 를
포함한 다양한 입력타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초고속 , 고정밀 측정
DC100 은 모든 채널에서 최대 500ms 의 스캐닝 속도로 초고속 , 고정밀 측정을
실현합니다 .
• 네트워크 성능
DC100 은 이더넷 (10BASE-T) 이 구비되어 있어 단순 네트워크를 설정하거나 ,
데이터 어퀴지션의 조정 , 데이터 중앙관리를 위한 on-premises LAN 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Control Produc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DC100 을 통해 내부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대형 모니터에서 다양한
표시기능을 사용하여 I/O 신호를 모니터합니다 .
대용량 메모리 DC100 1 대로 현장에서의 간편한 조작과 휴대성 , 이동성 , 환경적
내구성 , 차트프리 디자인 , 측정테이터의 효율적인 사용 , 가격 책정 등의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 시킬 수 있습니다 .

Portable Test
Instruments

데이터 컬렉터

Meters Products

DC100

입력 채널 :
독립형 모델 : 10 ~ 40 채널
확장형 모델 : 10 ~ 300 채널
측정주기 : 0.5–60 초
A/D 집적시간 : 20 ms (50 Hz), 16.7 ms (60 Hz), 100 ms (10 Hz)
입력타입 : DC 전압 , 열전대 , RTD, mA, 진폭 , 파워모니터 , 변형 , DI
통신표준 : GP-IB, RS-232-C, RS422A/485, Ethernet
통신표준 : GP-IB, RS-232-C, RS422A/485, Ethernet
기타 : 알람 출력 , 원격조정 기능
내부 메모리 :
1 MB 표준 ; 옵션으로 2 MB 또는 4 MB 사용가능 ( 주문시 지정 )
외부저장미디어 : 3.5 인치 플로피 드라이브 ( 표준 ), 옵션 SCSI 인터페이스
원격조정측정 ( 확장형 모델 ):
최대 총 거리 ( 특정 케이블 사용 ): 500 meters
최대 연결서브측정기수 : 6
PC 소프트웨어 : DAQ 32Plus, DAQLOGGER
외형사이즈 :
DC100 본체 : 약 338 (W) × 236 (H) × 157 (D) mm
서브측정기 : 약 422 (W) × 176 (H) × 100 (D) mm
중량 : 약 5.3 kg ( 모듈 포함 )

Recorders

DC100 사양 ( 별도판매옵션 사양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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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ers
Oscilloscopes

Portable Hybrid Recorder

DR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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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하이브리드 레코더
Digital Power
Analyzer

DR130 사양 ( 개별 판매 옵션사양 포함 )

Data Acquisition
Equipment

DR130
휴대용 하이브리드 레코더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DR130 은 질량 10kg 이하의 소형본체내에 높은 신뢰성의 고성능 기동력과
기능성이 우수한 하이브리드 레코더입니다 .
플로피 디스크드라이브기능의 탑재로 PC 와의 데이터교환을 보다 쉽게
합니다 .

입력 : 10 또는 20 채널 ( 주문시 지정 )
입력타입 : DC 전압 , 열전대 , RTD, DI
통신표준 : GP-IB, RS-232, 이더넷
측정주기 : 2–60 초
기록주기 : 최소 2 초
기록사양 : 10 색 dot 기록 , 유효기록폭 150 mm
표시 : VFD 5 × 7 dot matrix, 3 행 표시
메모리 : 3.5 인치 플로피 드라이브 (512 KB SRAM)
옵션 :
여산기능 , 알람출력 , 원격조정기능 , 파워모니터 , 리포트 연산기능
PC 소프트웨어 :
DAQ 32Plus, DAQLOGGER
외형사이즈 : 약 338 (W) × 221 (H) × 335 (D) mm
중량 : 약 9.3 kg

Generators,
Sources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 소형경량 , 휴대성
종래의 기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소형 , 경량화를 실현하여 기동력
향상
• 네트워크대응
이더넷 (10baseT) 통신장비 . 간이네트워크의 구축 , 내부 LAN 의 접속이
가능하여 원격데이터수집과 데이터의 일원화관리를 지원
• 플로피디스크의 데이터 저장
설정값과 측정데이터를 FD 에 저장가능 . 측정데이터의 저장은 512KB 의
SRAM 을 경유하여 신뢰성 향상 . 데이터 어퀴지션 소프트웨어 32Puls 로
Excel 과 Lotus 1-2-3 형식으로 데이터 변환가능
• PC 친화성
풍부한 PC 소프트웨어로 PC 베이스 수집환경 구축
• 유니버셜 입력
절연된 각 채널의 입력 유닛에는 신호 컨디셔너기능이 내장되어 다양
한 입력 ( 전압 , 열전대 , 측온저항체 , 접점 ) 의 유니버셜 계층이 가능합
니다 .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Hybrid Recorder

DR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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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레코더
DR230 사양 ( 개별 판매옵션 사양포함 )

Recorders
Control Produc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Portable Test
Instruments
Meter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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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230
Hybrid Recorder
DR230 은 산업연구개발용 툴로서 높은 기능확장성과 자유로운 설계로
소규모 데이터로깅부터 다점데이터 수집까지 실현합니다 .
• 자율성이 높은 설계가능
소규모의 데이터로깅에서 다점데이터수집까지 유연한 변경 , 확장이
가능 . 10ch ~ 300ch 까지 사용자가 측정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확장
모델과 30ch 까지의 심플구성이 가능한 독립형 모델
• 네트워크대응
이더넷 (10baseT) 통신장비 . 간이네트워크의 구축 , 내부 LAN 의 접속이
가능하여 원격데이터수집과 데이터의 일원화관리를 지원
• 우수한 경제성
최장 500m 의 원격 계측의 의한 배선의 최소화 , 소형화에 의한 공간활용
도 향상
• 고속 , 고정밀 측정
스캐닝 속도 300ch/500ms 로 고속 , 고정밀측정이 가능
• PC 친화성
PC 베이스 데이터 수집환경을 용이하게 구축 , 플로피디스크 탑재가능
• 풍부한 입출력 모듈
입출력 모듈은 전압 , 온도 ( 열전대 , 측온저항체 ), 접점 , 변형 , 펄스 ,
파워모니터 , mA( 직류전류 ) 등과 기타 통신 모듈 , 알람출력모듈 등의
풍부한 모듈군

입력 :
독립형 모델 : 10, 20, 30 채널 ( 주문시 지정 )
확장형 모델 : 10 ~ 300 채널 ( 확장 또는 변경가능 )
입력타입 : DC 전압 , 열전대 , RTD, mA, 펄스 , 파워모니터 , 변형 , DI
통신 표준 : GP-IB, RS-232-C, RS422A/485, 이더넷
기타 : 알람 출력 , 원격조정기능
원격측정 ( 확장형 모델 ):
최대 총 거리 ( 특정 케이블 사용 ): 500 meters
최대 연결 서브유닛수 : 6
측정주기 : 0.5( 확장형 모델 ) ~ 60 초 ( 독립형 모델의 측정주기는
2 초부터 시작 )
기록주기 : 최소 2 초
기록사양 : 10 색 dot 기록 , 유효기록폭 250 mm
표시 : VFD 5 × 7 dot matrix, 3 행 표시
메모리 : 3.5 인치 플로피 드라이브 (512 KB SRAM)
옵션 : 연산기능 , 리포트 연산기능
PC 소프트웨어 : DAQ 32Plus, DAQLOGGER
외형사이즈 :
약 291 (H) × 301 (D) mm
Subunit: Approx. 422 (W) × 176 (H) × 100 (D) mm
중량 : 약 13 kg ( 모듈포함 )

(Data Acquisition Station)

DX1000/DX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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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Power
Analyzer

Introducing the New DX Series

Oscilloscopes

Recorders

차세대 레코더 DAQSTATION
Basic Functions

Data Acquisition
Equipment

･ 최대 48 채널 입력
･ batch에 의한 기록의 시작/정지, 데이터파일 생성가능!
･ 외부접속시 최대 348채널까지 확장가능

Display & Operation
･ custom display기능으로 원하는 표시방법 설정
･ 날짜, 시간 캘린더 서치기능으로 데이터의 이력 확인가능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Networking
･ 표준 이더넷 인터페이스
･ PROFIBUS-DP와 이더넷/IP 프로토컬 지원!
･ 웹, 네트워크 확장기능

Reliability and Security

･ 분석, 설정, 어퀴지션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DAQSTANDARD: 설정지원과 데이터 파일 분석
DAQStudio:
custom 디스플레이용 설정 소프트웨어
DAQWORX:
집적화된 데이터 어퀴지션 소프트웨어

DX1000
DX2000

Customizable Display Screens !

대용량 메모리

DX2000 (200MB)
디스플레이 업데이트(min/div)
저장주기(sec)
총 샘플시간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내부 메모리로서 최대 200MB 플래시메모리 탑재가능
외부미디어로서 최대 2GB의 CF카드 사용가능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Application Software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Generators,
Sources

･ 방진방적 전면패널(IP65, NEMA4 컴플라이언트)
･ 에러수정기능을 갖춘 높은 신뢰성의 내부 메모리
･ 전면패널 도어의 잠금과 로그인 기능

30 min/div
60 sec
약 1085일

USB 인터페이스

Control Products

Recorders

전면과 후면에 USB포트 사용가능
키보드 : 104 또는 9 US 키보드, USB Class Ver 1.1
메모리 : USB 메모리에 대응

표시부
표시기 :
DX1000: 5.5-inch TFT color LCD (320  240 pixels)
DX2000: 10.4-inch TFT color LCD (640  480 pixels)

알람기능
레벨 : 최대 4 레벨 / 채널
알람타입 : 상한 / 하한 , 변화율 상승한 / 변화율 하강한 , 차상한 / 차하한 ,
딜레이 상한 / 딜레이 하한
이더넷 통신기능
접속 : 이더넷 (10Base-T)
프로토콜 : TCP, UDP, IP, ICMP, ARP, DHCP, HTTP, FTP, SMTP, SNTP,
Modbus, DX private
구조
앞면 패널 : 물 , 먼지 방지 (IEC529-IP65, NEMA No.250 TYPE4*)
* 착빙시험 제외
외형사이즈 :
DX1000: 144(W)  144(H)  229(D)* mm *max.
DX2000: 288(W)  288(H)  226(D)* mm *max.

Portable Test
Instruments

데이터 저장 기능
외부 저장 미디어 :
매체 : 컴팩트플래시 메모리 카드 (CF 카드 )
외부 메모리 :
매체 : 플래시 메모리
용량 : 80 MB 또는 200 MB 선택가능

Meters Products

입력
입력수 :
DX1000: 2, 4, 6, 12 채널
DX2000: 4, 8, 10, 20, 30, 40, 48 채널
측정주기 :
DX1002, DX1004, DX2004, DX2008:
125 ms, 250 ms, 25 ms ( 고속 샘플링 모드 )
DX1006, DX1012, DX2010, DX2020, DX2030, DX2040, DX2048:
1 s, 2 s, 5 s, 125 ms ( 고속 샘플림 모드 )
입력 : 유니버셜 입력
DCV (20, 60, 200 mV, 2, 6, 20, 50 V, 1-5 V)
TC (R, S, B, K, E, J, T, N, W, L, U, WRe)
RTD (Pt100, JPt100)
DI ( 접속 입력 , TTL level)
DCA ( 내장 션트 레지스터 포함 )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DX1000/DX2000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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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ers
Oscilloscopes

DAQSTATION Control and
Measurement Station

CX1000/CX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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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감시의 일원화 실현
Digital Power
Analyzer

CX1000/CX2000 사양

Data Acquisition
Equipment

CX1000/CX2000
제어 , 계측 스테이션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DAQSTATION CX1000/CX2000 은 최대 6 임베디드 내부 제어루프를
탑재하고 , 시리얼신호에 따라 최대 16 루프까지 외부 컨트롤러 ( 요꼬가와
그린시리즈 ) 의 제어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제어감시에 최적인 제어 ,
계측스테이션입니다 .
PID 제어기능을 탑재하고 , 프로그램운전과 튜닝기능을 탑재하는 등
컨트롤러 화면과 컨트롤 그룹 등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

Generators,
Sources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 데이터 수집장치
CX1000/CX2000 은 제어 , 계측값뿐만 아니라 외부 컨트롤러의
제어값 기록 . 제어상태 , 운전상태를 간편하게 기록 ,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수집을 용이하게 실현
• 조작단말
점재하는 조절계를 한 곳에서 집중관리 , 조작가능 . 조작감시에 필요한
화면은 표준으로 준비되어있음 . 보기 쉬운 표시상태로 그린시리즈의
운전용 파라미터설정이 가능
• 네트워크를 이용한 감시
조절계에서 발생한 알람을 계기로 CX 에서 전자메일의 발신이 가능 .
원격에서도 알람감시가 가능하며 , 휴대용 PC 브라우저로 CX 화면을
표시
• 인터넷기능
이더넷 (10BASE-T) 을 표준실장에 의해 기존의 LAN/WAN 환경에 즉시
도입가능 . E-Mail 에 의한 통지 , 웹브라우저에 의한 원격모니터 , FTP 에
의한 파일 전송 등의 네트워크기능을 제공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DAQSTATION

DX100/D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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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대응의 데이터 어퀴지션 스테이션
DX100/DX200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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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 5.5 인치 TFT color LCD (CX1000)
10.4 인치 TFT color LCD (CX2000)
제어모드 : 싱글 루프 , cascade 제어 , 루프 컨트롤 (PV switching)
제어연산기능 : 연속 PID 제어 , relay ON/OFF 제어 , time-proportionate
PID 제어 , overshoot 제어기능 (Super)
제어주기 : 250, 500, 1000 ms
제어루프점수 : 0, 2 (CX1000) / 0, 2, 4, 6 (CX2000)
측정주기 : 1, 2 초
측정 채널 : 0, 6 (CX1000) / 0, 10, 20 (CX2000)
유니버셜 출력타입 : 4-20 mA 전류 출력 / 전압 펄스 /Relay 접속 출력
접점 입력 : 6 점 /2 루프
오픈 컬렉터 트랜지스터 출력 : 4 점 /2 루프
접속 relay 출력 : 2 점 /2 루프
이더넷통신 ; 표준장비
RS422A/485, RS232: 택일 지정
프로그램 설정기능 : 프로그램 패턴 : 최대 4(/PG1) 또는 최대 30(/PG2)
세그먼트수 : 최대 99/1 패턴
총 세그먼트 : 최대 300
외부 저장미디어 : 플로피 디스크 , Zip 디스크 , 컴팩트플래시 메모리 카드
접속 그린시리즈 컨트롤러수 : 4 (CX1000), 16 (CX2000)
Ladder 통신 : 사용가능
연산채널수 : 12 채널 (CX1000), 30 채널 (CX2000)
외형사이즈 :
CX1000: 144 (W) × 144 (H) × 223 (D) mm
CX2000: 288 (W) × 288 (H) × 225.5 (D) mm
중량 : CX1000: 약 3.0 kg
CX2000: 약 6.3 ~ 7.7 kg

입력 :

DX100/DX200
DAQSTATION
DAQSTATIONJDX 시리즈는 이제까지의 기록계의 개념을 초월한 최신 네
트워크 기능과 고도의 정보처리능력을 구비한 차세대 데이터 어퀴지션 스
테이션입니다 .
• 선진 네트워크 기능
이더넷 (10BASE-T) 을 표준장착함에 따라 기존의 LAN/WAN 환경에 즉시
도입가능 . E-mail 에 의한 통지 , 웹브라우저에 의한 원격모니터 , FTP 에
의한 파일전송 등의 네트워크기능을 제공
• 다양한 표시기능
DX100 에는 5.5 인치 , DX200 에는 10.4 인치의 광시야각 / 고분해능
TFT 컬러액정
디스프레이사용 . 트렌드 표시는 물론 막대그래프 표시 , 디지털표시 ,
오버뷰표시와 과거의 트렌드표시 등 다양한 표시기능
• 유연한 메모리 기능
외부 기억 미디어에 3.5 형 플로피 디스크 , 컴팩트플래시 메모리카드 ,
Zip 디스크
• 최고 수준의 신뢰성
내부 메모리에 밧데리 백업이 필요없는 플래시 메모리사용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곳에 데이터 백업가능

2, 4, 6, or 12 채널 (DX100)
4, 8, 10, 20, 30 채널 (DX200)
입력타입 : DC 전압 ± 20 mV to ±50 V
열전대 : R, S, B, K, E, J, T, N, W, L, and U
RTD: Pt100, JPt100
동작기록
DC 전류 ( 션트저항 외부부착 )
* 임의혼재입력
표시 :
5.5 인치 TFT 컬러 액정 디스플레이 (DX100)
10.4 인치 TFT 컬러 액정 디스플레이 (DX200)
외부 저장미디어 : 주문시 하기 사항 지정
3.5 인치 플로피 드라이브 (1.44 MB)
컴팩트플래시 메모리카드
Zip 디스크
메모리용량 :
6 채널분 1 개월 ( 연산채널없이 샘플링주기 60 초 )
다양한 샘플링주기 설정가능
알람타입 :
상하한 , 연장상하한 , 차상하한 , 변화율상하한
옵션사양 :
알람출력 , RS-422A, RS-232, FOUNDATION ™ Fieldbus 통신기능 , 원격
조정 , FAIL/ 메모리엔드출력 , 연산 / 리포트 기능 , batch 기능 , 24 V DC
트랜스미터 파워 출력 , 24 V DC/AC 전원가동 , VGA 출력 (DX200) 등
외형사이즈 : DX100: 144 (W) × 144 (H) × 218 (D) mm
DX200: 288 (W) × 288 (H) × 220 (D) mm
중량 : DX100: 약 3.0 kg
DX200: 약 6.6 ~ 7.3 kg
			

DAQSTATION
Pharmaceutical Models

DX100P/DX2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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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Rec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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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CFR Part11 에 대응
바이너리형식으로 데이터저장 , batch 기능 , 로깅기능 및 조작이력저장
에 따라 전자기록규격에 대응 . sign-in 기능 및 로깅기능으로 전자서명
규격에 대응
■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본체 및 PC 소프트로 sin-in 실현
측정파일에 sin-in 정보를 보관하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 네트워크 기능
이더넷 (10BASE-T) 을 표준실장에 의해 기존의 LAN/WAN 환경에 즉시
가능 . E-Mail 에 의한 통지 , 웹브라우저에 의한 원격모니터 , FTP 에 의
한 파일 전송 등의 네트워크기능을 제공
■ 다양한 표시기능
고시야각 / 고분해능 TFT 컬러액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며 , 화면시인성
과 다양한표시 ( 트렌드 / 막대 그래프 / 디지털 / 오버뷰 표시 등 ) 실현
■ 유연한 메모리 기능
외부기억미디어에 컴팩트플래시메모리카드 , Zip 디스크사용 , 용도에 따
라 선택이 가능 . 또한 다양한 파일형식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만을 효율
적으로 저장가능 . 기록시 종이와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DX 시리즈로 효
율개선과 TCO 절감을 실현
■ 최고수준의 신뢰성
내부메모리에 밧데리백업이 필요없이 플래시메모리를 사용 . 네트워크를
사용한 다양한 데이터백업도 가능 .

Generators,
Sources

DAQSTATION

DR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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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레코더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DX100P/DX200P

2, 4, 6, 12 채널 (DX100P)
4, 8, 10, 20, 30 채널 (DX200P)
입력타입 :
DC 전압 (20 mV ~ 50 V), 열전대 , RTD, 작동기록 , DC 전류
( 션트저항 외부부착 )
* 임의혼재입력
접점
표시 :
5.5 인치 TFT 컬러액정 디스플레이 (DX100P)
10.4 인치 TFT 컬러액정 디스플레이 (DX200P)
외부 저장미디어 : 주문시 하기사항을 지정 :
컴팩트플래시 메모리카드
Zip 디스크
기록용량 :
6 채널에 약 100 일 ( 연산채널없이 샘플링주기 60 초 )
다양한 샘플링주기 설정가능
알람타입 :
상하한 , 연장상하한 , 차상하한 , 변화율상하한
옵션 사양 :
알람출력 , RS-422A, RS-232, FAIL/ 메모리엔드 출력 , 연산 / 리포트기
능 , 원격조정 , 24 V DC 트랜스미터 파워출력 , 24 V DC/AC 전원가동 ,
VGA 출력 (DX200P) 등
외형사이즈 : DX100P: 144 (W) × 144 (H) × 218 (D) mm
DX200P: 288 (W) × 288 (H) × 220 (D) mm
중량 : DX100P: 약 3.0 kg
DX200P: 약 6.6 ~ 7.3 kg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입력 :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DX100P/DX200P 사양

Digital Power
Analyzer

21 CFR Part 11 컴플라이언트의 데이터 어퀴지션 스테이션

Control Produc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하이브리드 레코더 DR240 은 자사가 개발한 높은 신뢰성의 고내압반도체
릴레이를 탑재하고 , 내환경성이 우수합니다 . 프로세스모니터에 최적인
패널 탑재타입의 공업용 기록계입니다 .
• 높은 신뢰의 내환경성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한 높은 내환경성 , 신뢰성을 제공
입력스캐너부에는 자사가 개발한 표면실장타입의 고내압반도체 릴레이를
탑재하고 대폭적인 소형화와 고신뢰화를 동시에 실현
• 자율성이 높은 설계
10ch ~ 300ch 까지 현장에서 유연한 변경 , 확장이 가능한 확장모델과
30ch 까지 심플한 구성의 독립형 모델
• 네트워크 대응
이더넷 (10baseT) 통신장비 가능 . 간이네트워크의 구축 , 사내 LAN 에
접속이 가능하여 원격데이터수집과 데이터의 일원화관리를 지원
• 우수한 경제성
최장 500m 의 원격계측에 의한 배선의 최소화 , 소형화에 의한 공간
활용도 향상
• PC 친화성
PC 베이스의 데이터 수집환경을 용이하게 구축
플로피디스크 탑재가능
• 풍부한 입출력 모듈
입력모듈은 전압 , 온도 ( 열전대 , 측온저항체 ), 접점 , 스트레인 , 펄스 ,
파워모니터 , mA( 직류전류 ) 등 다양함
기타 통신모듈 , 알람출력 모듈 등 풍부한 모듈군

Portable Test
Instruments

하이브리드 레코더

Meters Products

DR240

입력 :
독립형 모델 : 10, 20, 30 채널 ( 주문시 지정 )
확장형 모델 : 10 ~ 300 채널 ( 확장 및 변경가능 )
입력타입 : DC 전압 , 열전대 , RTD, mA, 펄스 , 파워모니터 , 변형 , DI
통신표준 : GP-IB, RS-232-C, RS422A/485, 이더넷
기타 : 알람 출력 , 원격기능
원격측정 ( 확장형 모델 ):
최대 총거리 ( 특정 케이블사용 ): 500 meters
최대 연결 서브측정기수 : 6
측정 주기 :
0.5 초 ( 확장형 모델 ) ~ 60 초 ( 독립형 모델은 2 초부터 )
기록주기 : 최단 2 초
기록사양 : 10 컬러 dot 기록 , 유효기록폭 250 mm
표시 : VFD 5 × 7 dot matrix, 3-line display
메모리 : 3.5 인치 플로피 드라이브 (512 KB SRAM)
옵션 : 연산기능 , 리포트연산기능
PC 소프트웨어 : DAQ 32Plus, DAQLOGGER
외형사이즈 :
독립형 : 약 444 (W) × 288 (H) × 343 (D) mm
확장형 : 약 444 (W) × 288 (H) × 308 (D) mm
서브측정기 : 약 422 (W) × 176 (H) × 100 (D) mm
중량 : 약 16 kg ( 모듈포함 )

Recorders

DR240 사양 ( 개별판매옵션사양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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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ers
Oscilloscopes

Industrial Recorders

µR10000/µR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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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쉽고 , 처리가 간편한 공업용 레코더
Digital Power
Analyzer

µR10000 사양

Data Acquisition
Equipment

µR10000
우수한 공업용 레코더 (100 mm 레코더 )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µR10000 은 고신뢰 , 고품질 , 우수한 조작성을 최신기술로 실현한
레코더입니다 . 네트워크기능 등의 다양한 고객요구를 만족하는 다기능을
장비한 가로폭 100mm 의 기록지를 사용하는 최신 공업용 레코더입니다 .

Generators,
Sources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 높은 신뢰성과 우수한 품질
비접촉기술
custom IC 에 의한 고집적화
경량 (2.5 kg for 6 점 모델 )
전면패널 방진방적 대응
• 다양한 라인업
1 ~ 4 펜 모델 , 6 점 모델
• 다양한 입력타입
유니버셜 입력
다수의 입력센서 사용가능 (35 입력타입 : Pt50, PR20-40 etc)
• 간편한 조작
VFD 101 × 16 full dot matrix 표시
다용목적 동작표시
네비게이션표시에 의한 대화형식으로 간단설정 가능
뉴 차트 카세트
White LED
• 연산결과 아날로그기록
( 연산옵션 : /M1)
• 네트워크 기능
이더넷 , RS422A/485 통신옵션

유효기록지폭 : 100 mm
차트길이 : 16 m
입력수
펜 모델 l: 1-4 펜
점 모델 l: 6 점 모델
입력타입 : ± 20 mV ~ ± 50 V, 1-5 V range
TC (R, S, B, K, E, J, T, N, W, L, U, WRe)
RTD (Pt100, Jpt100)
DC 전류 ( 외부 션트저항에 의함 )
측정주기 :
펜 모델 : 125 ms/ 채널
점 모델 : 1 s/6 점 또는 2.5 s/6 점
기록방법
펜 모델 : Disposable fel + pen, plotter pen
점 모델 : 6 color wire dot
기록주기
펜 모델 : 연속기록
점 모델 : 최대 6 채널 /10 초
표시 : VFD 101 × 16 full dot matrix 표시
표시타입
멀티플 디스플레이
디지털 , 막대그래프 , flag, DI/DO 표시 등
약 80 표시타입에서 최대 15 표시타입 선택가능
알람 레벨 : 최대 4 레벨
알람 타입 :
상한 / 하한 , 변화율상승한 / 하강한 , 차상한 / 차하한 , 지연상한 /
하한
옵션 사양 :
알람출력 , RS422A/485 통신
이더넷 통신 , 연산기능
확장입력 , 원격제어 , Header 출력 , 포터블 타입 , 24 V DC/
AC 전원가동 등
외형사이즈 : 약 144 (W) × 144 (H) × 220 (D) mm
중량 : 2.1 ~ 2.5 kg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µR20000 사양
Recorders
Control Produc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Portable Test
Instruments
Meter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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µR20000
우수한 공업용 레코더 (180 mm 레코더 )
µR20000 은 고신뢰 , 고품질 , 우수한 조작성을 최신기술로 실현한
레코더입니다 . 네트워크기능 등의 다양한 고객요구를 만족하는 다기능을
장비한 가로폭 180mm 의 기록지를 사용한 최신 공업용 레코더입니다 .
• 높은 신뢰성과 우수한 품질
비접촉기술
custom IC 에 의한 고집적화
경량 (8.4 kg for 6 점 모델 )
전면패널 방진방적 대응
• 다양한 라인업
1 ~ 4 펜 모델 , 6, 12, 18, 24 점 모델
• 다양한 입력타입
유니버셜 입력
다수의 입력센서 사용가능 (35 입력타입 : Pt50, PR20-40 etc)
• 간편한 조작
VFD 181 × 16 full dot matrix 표시
다용목적 동작표시
네비게이션표시에 의한 대화형식으로 간단설정 가능
뉴 차트 카세트
White LED
• 연산결과 아날로그기록 ( 연산옵션 : /M1)
• 네트워크 기능
이더넷 , RS422A/485 통신옵션

유효기록지폭 : 180 mm
차트길이 : 20 m
입력수
펜 모델 l: 1-4 펜
점 모델 l: 6, 12, 18, 24 모델
입력타입 : ± 20 mV ~ ± 50 V, 1-5 V range
TC (R, S, B, K, E, J, T, N, W, L, U, WRe)
RTD (Pt100, Jpt100)
DC 전류 ( 외부 션트저항에 의함 )
측정주기 :
펜 모델 : 125 ms/ 채널
점 모델 : 1 s/6 점 , 2.5 s/12~24 점 , 2.5s/6 점 , 5s/12,
10s/18~24 점
기록방법
펜 모델 : Disposable fel + pen, plotter pen
점 모델 : 6 color wire dot
기록주기
펜 모델 : 연속기록
점 모델 : 최대 6 채널 /10 초 , 7~12ch/15 초 , 13~18ch/20 초 ,
19~24/30 초
표시 : VFD 101 × 16 full dot matrix 표시
표시타입
멀티플 디스플레이
디지털 , 막대그래프 , flag, DI/DO 표시 등
약 80 표시타입에서 최대 15 표시타입 선택가능
알람 레벨 : 최대 4 레벨
알람 타입 :
상한 / 하한 , 변화율상승한 / 변화율하강한 , 차상한 / 차하한 ,
지연상한 / 지연하한
옵션 사양 :
알람출력 , RS422A/485 통신
이더넷 통신 , 연산기능
확장입력 , 원격제어 , Header 출력 , 포터블 타입 , 24 V DC/
AC 전원가동 등
외형사이즈 : 약 288 (W) × 288 (H) × 220 (D) mm
중량 : 펜모델 : 7.5~7.6kg
점모델 : 8.4~9.0kg

Power and Energy Meter

Oscilloscopes

Control Products
http://www.koreayokog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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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설비용 메터 & 에너지절약 감시용 모니터

Generators,
Sources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Recorders
Control Produc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상 및 선식 : 유니버셜 상선식 ( 단상 2 선식 , 단상 3 선식 , 3 상 3 선 ,
3상 4선)
입력주파수 : 45 ~ 65 Hz
입력전압 : 유니버셜 전압 (150 V AC, 300 V AC, 600 V AC)
입력전류 : 1 A AC, 5 A AC
정확도 정격 :
전압과 전류 : ± 0.25% of F.S.
유효전력 : ± 0.5% of F.S.
유효에너지 : ± 0.5% (EN60687 accuracy: class 0.5 or equivalent)
아날로그 출력 : 출력용 측정요소의 측정정확도 + (±0.5% of F.S.)
( 옵션 )
임의 적산용 제어신호 또는 Demand 알람해제 ( 옵션 ): 전압 1 점
아날로그 출력 : 4 ~ 20 mA DC 1 점 ( 옵션 )
허용부하저항 : 0 ~ 600 Ω
전력량 펄스출력 : 오픈 컬렉터 1 점 ( 옵션 )
출력용량 : 30 V DC at 200 mA DC
디맨드 알람출력 : 오픈 컬렉터 1 점 ( 옵션 )
출력 용량 : 30 V DC at 200 mA DC
통신
통신사양 : RS-485 인터페이스 ( 표준장비 ), 이더넷 통신 ( 옵션 )
통신프로토콜 : [RS 485] PC link, MODBUS, PR201 프로토컬
[ 이더넷 ] MODBUS/TCP
측정값 표시 : 3-row, 5-digit, 7-segment red LED 표시
전워공급 : 100-240 V AC ± 10% (50/60 Hz) , 130-300 V DC ±15%
외형사이즈 :
110 (W) x 110 (H) x 126.5 (D) mm (ANSI 4-inch round form size )
96 (W) x 96 (H) x 124.5 (D) mm (DIN 96-square instrument size)

Portable Test
Instruments

PR300 사양

• 비용절감 / 배선의 최소화 / 공간활용 향상을 실현
전력량 ( 유효 , 회생 , 무효 , 피상 ), 전력 ( 유효 , 회생 , 무효 , 피상 ),
전압 ,
전류 , 주파수 , 역율 등 풍부한 측정기능을 1 대로 집약
• 유니버셜 설계
교류전원의 상 ( 相 ) 및 선식 ( 線式 ), 입력전압회로를 유니버셜화
단상 2 선식에서 3 상 4 선식까지 설정에서 변경이 가능 , 입력전압도
600V AC 까지 변경대응
JIS110 각계기 사이즈 , DIN96 각계기 사이즈 , ANSI 4 인치 Round
Form 사이즈 1 대로 대응
• 3 단 대형 LED 표시부 사용
3 단표시에서 3 상의 전압 , 전류를 동시에 확인
전력 , 전류 , 전력량 등 임의의 측정요소를 3 단표시기에 설정하고 , 최대
8 패턴까지 변경확인 가능 .
상의 변경키도 있음 . 국내 상표시는 R, S, T, 해외 상표시도 A, B, C 로
대응
• 다양한 기능
전력 , 전압 , 주파수 , 역률의 최대값 / 최소값 , 전류의 최대값을 측정
트랜스듀서기능 : 전력 , 전압 , 전류 , 역율 , 주파수를 4~20mA DC 로
외부기기에 전송
디멘드 측정기능 : 알람출력의 디멘드 전류 / 디멘드 전력으로
전력계약 오버 예방
펄스출력기능 : 전력량 ( 유효 , 회생 , 무효 , 피상 ) 을 외부에 펄스전송
임의적산기능 : 임의시간간격의 전력량도 측정 , 생산설비의 공정마다
전력량도 측정가능
RS-485 통신을 표준장비 / 이더넷 통신도 대응
• PR970 대응
전력모니터 데이터수집소프트 PR720 과 조합하여 일보 / 월보 / 년보를
자동 작성

Meters Products

전력 모니터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PR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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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Oscilloscopes

DAQWORX

DAQWO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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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Digital Power
Analyzer

소프트웨어 일람
• 통합 패키지
DAQLOGGER:

Data Acquisition
Equipment

GateDX-P:
GateµR: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DAQWORX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는 통합 DAQ
소프트웨어입니다 .

Generators,
Sources

YOKOGAWA 의 레코더 & 데이터 DAQ 스테이션과 데이
터 어퀴지션기기와 조합해서 DAQ 시스템을 특정 프로그
램없이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
고부가가치의 소프트웨어 접속으로 측정영역과 어플리
케이션 의 시스템영역을 간단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GateMX/MW:
GateCONTROL:
GateWT:
GateOPC:
GateMODBUS:
GateEye:

특징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DAQ(Base) 소프트웨어 4 개 , 고부가가치 (Add-on)
소프트웨어 6 개 , 인터페이스 (Gate) 소프트웨어
8 개와 공통 뷰어소프트웨어 1 개 , 총 19 개의
소프트 웨어로 구성되며 , 자유롭게 조합하여 사용자
어플리케이션환경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 수집 ,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DAQ 소프트웨어의 선택에 의해 다음 2 가지의 패키지로
구분합니다 .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 통합 패키지
DAQ 소프트웨어 [DAQLOGGER] 를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각종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를 조합해서
레코더 , DAQ 기기뿐만 아니라 계측기와 계장장치 등 다
양한 기기를 통합한 데이터 수집 , 감시시스템을 실현 .
각종 고부부가치 소프트웨어를 조합해서 그룹별 기록과
트리거 기록 , 사용자 작성화면감시 등도 실현가능 .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Recorders

• 제품전용 패키지
하드웨어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패키지로
DAQ 소프트웨어로서 DARWIN 용 [DAQ32Plus],
DAQMASTER MX 용 (MXLOGGER], DAQSTATION
DX/CX 및 MVAdvanced/Mobile Corder MV 용
[DAQEXPLORER] 3 가지가 있음 .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를 조합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집
데이터를 DAQLOGGER 에 통합가능 .

최대 32 대 1600ch, 최고속
1 초 주기의 범용데이터 DAQ
< 접속기기 >
Daqstation DX/CX,
MVAdvanced/MobileCorder
MV, DA/DC/DR, VR, and the
µR1000/1800.
DX100P/DX200P 용 인터
페이스
µR10000/µR20000 용 인터
페이스
MX100/MW100 용 인터페이스
소규모계장기기 ( 컨트롤러 ,
신호변환기 등 ) 용 인터페이스
전력측정기 WT 시리즈용
인터페이스
OPC DA 서버용 인터페이스
IMODBUS 용 인터페이스
(TCP/RTU)
Web 카메라에서 AddObserver
감시 패널까지 리얼타임
이미지전송

예시 :
1 MXLOGGER에 MZ의해 MX100아나로그패턴출력 & 데이터 수집
2 DAQLOGGER에 의해 WT1600과 MX100의 데이터 통합수집
3 AddMulti에 의한 그룹별 데이터 기록, 감시
4 데이터 브라우저에 의해 그룹간/ 로트간의 데이터파일을 겹쳐서
재표시, 비교함
3 AddMulti

4 DataBrowser
Analog waveform output

2 DAQLOGGER
(via GateWT)

2 DAQLOGGER
(via MXLOGGER)
Ethernet
WT1600

MX100

1 MXLOGGER

Test equipment

Control Products

DAQOPC

DAQLOGGER Client: DAQLOGGER 용 원격 모니터
AddObserver:
사용자작성화면에서의
리얼타임 모니터 ( 화면작성
소프트포함 )
AddObserver Runtime: 사용자 작성화면에서의
리얼타임 모니터 ( 런타임
버젼 )
AddMulti:
32 ch × 50 그룹의 그룹별수집
AddTrigger:
풍부한 트리거조건에 의한
수집
• 제품전용 패키지
DAQ32Plus:
DARWIN 용 최고속 0.5 초
주기수집
MXLOGGER:
MX100 전용 , 최고속 10 ms
주기 수집
DAQEXPLORER:
DXAdvanced/DX/CX/MV 전용
데이터 파일 자동회수
DAQ32Plus Client: DAQ32Plus 용 원격모니터
AddObserver(Runtime)/AddMulti/AddTrigger:
통합패키지참조
• 공통 뷰어
DataBrowser:
파일검색 , 멀티파형표시

Energy research

Durability testing

Manufacturing facilities

Combustion tests

DXA410 for DX/DX-P/CX/MV, DP410 for DARWIN

http://www.koreayokogawa.com

OPC Interface Package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DXA410

DP410
Application PC
OPC client
OPC interface
DAQOPC
OPC server

Portable Test
Instruments
Meters Products

62

Process monitor

DAQOPC 특징
• OPC Data Access Version 2.0 을 지원하는 OPC 서버
• 다양한 OPC 클라이언트 ( 사용자어플리케이션과
SCADA) 와 접속가능
• OPC 클라이언트에 대한 Custom 인터페이스 , 오토메
션 인터페이스 제공
• WWW 브라우저기능을 지원 . OPC 클라이언트에서
OPC 서버내의 내용 열람가능

주요 사양

DXA410 for DX/DX-P/CX/MV, DP410 for
DARWIN
OPC 인터페이스 패키지
OPC(OLE for Process Control) 은 미국 OPC
Foundation 이 책정한 국제표준 어플리케이션간
통신인터페이스의 통일규격입니다 . DAQOPC 에는
다양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SCADA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 과 DX/DX-P/CX/MV
시리즈 (DXA410) 또는 DARWIN 시리즈 (DP410) 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DAQOPC 는 이하의 OPC 사양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
• Data Access (DA) 서버 기능
DA 서버는 아이템 ID 를 식별자로 한 프로세스데이터의
읽기 , 통신입력채널 (C01 ~ C60) 을 경유해서 입력을
실행할 수 있음 .

시스템 구성
• 서버 / 클라이언트 구성
DAQOPC 사용자 (OPC 클라이언트 ) 는 이하와 같이
구성이 가능
• OPC 클라이언트가 DAQOPC 와 동일한 PC 상에서
공존
• OPC 클라이언트가 상위 컴퓨터 (Windows 2000/XP)
에 공존

• 복수 클라이언트 구성
복수 OPC 클라이언트에서 1 개의 DAQ OPC 에 엑세스
가능
• 복수 서버 구성
1 개의 OPC 클라이언트에서 복수 DAQ OPC 서버에
엑세스 가능

접속대상기기
• DXA410: DX100/DX200/DX100L/DX200C/DX100P/
		
DX200P/CX1000/CX2000/MV100/MV200
• DP410: DA100/DC100/DR130/DR230/DR240
• 통신표준 :
이더넷 : 전기종
RS-232/RS-422A/RS-485: DX100P/DX200P 이외의
기종
• 작동시스템 : Windows 2000 or XP Professional

어플리케이션 용량
최대 접속 클라이언트수 : 100 클라이언트
최대 그룹 오브젝트수 : 최대 1000 그룹
최대등록아이템 ID 수 : 최대 10,000/group
최대 cache 갱신 아이템 ID 수 : 100,000
Cache 갱신주기 : 1 ~ 3600 초
최대접속대수 (DXA410): 24
최대접속대수 (DP410): 최대 16

Data Logger

Datum-Y, Datum-LOGGER

http://www.koreayokogawa.com

Oscilloscopes

Portable Test Instruments

소음억제 및 통신기능의 최상급 소형 데이터로거

Datum-Y 내부 메모리와 외부 저장 미디어에 저장된 파일 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으며 , 파일을 전송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
Ethernet

Suffix code

8ch, with Screw in type terminal block unit

XL122

16ch, wth Screw in type terminal block unit
16ch, with M3 screws type terminal block unit

XL124
-D

Power cord(UL/CSA Standard)

-F

Power cord(VDE Standard)

-H

Power cord(GB Standard)

-R

Power cord(AS Standard)

-S

Power cord(BS Standard)

옵션 악세사리
Application Software “Datum-LOGGER”

모델형명
Name

Optional
accessories

Datum-LOGGER 는 최대 10 개까지 Datum-Y 를 PC 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리얼타임
으로 측정한 후 ,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최대 1 초의 속도로 실시간 측정
• 웨이브 폼 뷰어에서 수집된 데이터 분석 줌 기능
• 다양한 데이터 저장 기능 이용 가능 ( 선택적 · 부분적 저장 )
Printer (97010)

Carrying case (93037)

Data Acquisition
Equipment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Specification

XL121

Lithium ion battery (94009)

Model No.

Description

Type-K TC

90060

5 meter 3 4 sets

Carrying case

93037

To store the main unit and accessories

Lithium ion battery

94009

2,400 mAh, 7.4 V

Stand

93039

Supports tilted installation on the desktop,
wall mounting, and DIN rail mounting

Digital I/O cable

91029

For pulse/logic inputs and alarm outputs, 3 m

Application Software (Datum-LOGGER)

XL900

For Datum-Y

Communication cable

91011

RS-232 communication cable for PC (9 pin)

Printer cable

91010

RS-232 cable for printer

Printer

97010

Includes 1 roll thermal paper and 1 battery pack

Printer thermal paper

97080

10 rolls/set

AC adapter for printer

94006

Power supply 200-240 V

AC adapter for printer

94007

Power supply 100-120 V

Digital I/O cable (91029)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Model

Recorders

Web Monitoring

Ethernet

모델 형명 및 사양코드

Stand (93039)

Control Products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 손쉽게 Datum-Y 모니터링 가능합니
다 .( 화면을 5 초 ,10 초 또는 30 초간 자동적 · 수동적인 화면 업데이트가능 )
파워 온 · 오프 그리고 잠금키를 제외한 Datum-Y 의 오퍼레이션 페이지 원
격제어가 가능하며 , 단순 모니터링 화면 관측이나 Datum-Y 화면 전환이 가
능합니다 . 또한 각 화면에 대한 보안 강화에 대한 엑세스인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마이크소프프트사에서 등록된 상표입니다 .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Web Server Function

Generators,
Sources

FTP Server Function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 전 채널 범용 절연 입력 채널 탑재
: 각 채널별 온도 및 전압 독립적 설정가능
• 스크린 디스플레이 판독의 용이성
: 실외에서도 읽기 쉬운 칼라 TFT LCD
• 최대 100mS 로 데이터 저장 가능
: 신뢰성이 높은 온도변화 측정
• 대용량 데이터 취득 가능
: 컴팩트 플래시와 SD 카드 사용
USB 메모리에 데이터 복사 기능 지원
• LAN 포트 기본 제공
: 또한 원거리 데이터 수집 지원 .

Portable Test
Instruments

휴대용 데이터 스테이션 (Data Logger)

Meters Products

Datum-Y (XL120 시리즈 )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입력 채널 수 : 8 채널 (XL121), 16 채널 (XL122, XL124)
Floating unbalanced input, 채널간 절연
측정주기 : 100 ms (8 채널터미널 블럭 사용시에 ), 200 ms, 500 ms,
1 sec, 2 sec, 5 sec, 10 sec, 20 sec, 30 sec,
1 min, 2 min, 5 min, 10 min, 20 min, 30 min, 1 hr
입력 타입
: TC, RTD, DCV
* RTD (XL121 과 XL122 만 가능 )
디지털 펄스 (1ch), DI (2ch)
기 능
: 트리거 기능 (Pre-trigger/trigger delay),
Four arithmetic operation, Linear scaling,
Statistical operation (MAX, MIN, AVE, P-P, RMS)
통신기능 : 이더넷 , USB, RS-232, RS-485
네트워크 기능 : 웹 서버 , FTP 서버 , FTP 클라이언트 ,
E-mail 전달기능 , 시간 동기화
시리얼 통신 모드버스 프로토콜 :
전송 매체 : RS-232 또는 RS-485
전송 모드 : RTU 모드 , ASCII 모드
데이터 저장 : 내부 메모리 : 16 MB
외부 저장매체 : 컴팩트 플래시 메모리 카드 ( 타입 II), SD 카드 ,
USB 메모리 ( 복사기능은 USB 메모리로만 가능하며 ,
Yokogawa 에서 추천하는 검증된 USB 메모리 사용을
권장 )
표시 : 3.5 인치 TFT 칼러 LCD (320 X 240 픽셀 )
외형사이즈 : 약 155 (W)  155 (H)  55 (D) mm
중 량 : 약 800 g ( 밧데리 & 고무덮개 제외 )

Digital Power
Analyzer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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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mp-on Power Meters

CW240, CW120/CW121, AP24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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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량과 전원품질을 1 대로 분석가능
Digital Power
Analyzer

CW240 사양

Data Acquisition
Equipment

측정 모드 :
모든 아이템 동시 측정 가능
순시치 ( 파형 )/ 전기 에너지 / 고조파 / 전압변동 / 디맨드
결선 :		
1P2W, 1P3W, 1P3W3i, 3P3W2i, 3P3W3i, 3P4W, 3P4W4i
멀티 시스템 부하 측정 :
1P2W × 2/ × 3/ × 4, 1P3W × 2, 3P3W × 2, SCOTT 결선 (1P3W + 3P3W)
범위 :
전압 : 150/300/600/1000 V
전류 : 200.0 mA (96036) ~ 3000 A (96034/35)
정확도 :
전압 :
± (0.2% rdg. + 0.1% rng.)
전류 / 유효전력 : ± (0.6% rdg. + 0.4% rng.)
96030,96031,96033,96036 클램프 사용시
: ± (1.0% rdg. + 0.8% rng.)
96032, 96034, 96035 클램프 사용시
기본 사양
• 외형사이즈 : 206 (W) × 184 (H) × 65 (D) mm
• 중량 : 약 1.2 kg ( 밧데리 제외 )
• 전원 : AC 아답터 , AA 사이즈 알카라인 밧데리 × 6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CW240
Clamp-on Power Meter

Generators,
Sources

• 전력 , 고조파 , 전압변동 , 파형 동시 측정
• 연결 지원 범위
• 넓은 측정 범위
• 누설 전류 측정
• 외부 메모리
• 넓은 LCD

에너지절약 저비용 측정기
CW120 시리즈 사양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측정 아이템 :
전압실효치 (V), 전류실효치 (A), 유효전력 (W) 주파수 (Hz)
결선 :
CW120: 1P2W, 1P3W and 3P3W and 1P2W × 2
CW121: 1P2W, 1P3W, 3P3W, 3P4W, 1P2W × 2 and 1P2W × 3
범위 :
전압 : 150/300/450 V
전류 : 5/10/20/50/100/200/500/1000 A
기본 정확도 :
전압 : ± (0.3% rdg. + 0.2% rng.)
전류 / 유효전력 : ± (0.8% rdg. + 0.4% rng.) 96030,96031,96033 클램프 사용시
: ± (1.2% rdg. + 0.8% rng.) 96032 클램프 사용시
기본 사양
• 외형사이즈 : 117 (W) × 161 (H) × 51 (D) mm
• 중량 : 약 600 g
• 전원 : AC 100 to 240 V ±10%, 50/60 Hz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CW120 Series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Clamp-on Power Meter
입력 시스템 : 단상 2 선 , 3 상 3 선 (CW120), 3 상 4 선 (CW121)
측정 기능 : 전압 , 전류 , 주파수 , 유효전력 , 무효전력 , 역률 ,Regenerative power
특징 : 대용량 메모리 (ATA 플래쉬 메모리 카드 ), 결선 에러 체크 기능
다양한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 지원

Recorders

단시간에 측정데이터를 해석 !
AP240E
Data Analysic Program for CW series

Control Products

• 데이터 측정
• 데이터 플레이 선택
• 그래프 디스플레이
• 일일 보고서 디스플레이 , 주간 / 월간 보고서 디스플레이
• 고조파 그룹 디스플레이
• 순시 고조파 값 디스플레이
• 파형 데이터 디스플레이
• 전압 변경 표시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W240/CW120 시리즈용 클램프 프로브
Portable Test
Instruments

Model

Clamp Probes
Meters Products

* Need AC adapter
Diameter of measurable
conductor

φ 40 mm

φ 18 mm

φ 30 mm

φ 30 mm

φ 65 mm

Measuring Range

AC 2 A

AC 50 A

AC 200 A

AC 500 A

AC 700 A (1000 A 5 min) AC 1000/2000/3000 A

AC 300/3000 A

AC 50 mV

AC 500 mV

AC 500 mV

AC 500 mV

AC 250 mV

AC 500 mV

AC 500 mV

20 Hz to 5 kHz

20 Hz to 20 kHz

20 Hz to 20 kHz

20 Hz to 5 kHz

45 Hz to 66 Hz

30 Hz to 1.5 kHz

10 Hz to 20 kHz

52 × 106 × 25 mm

73 × 130 × 30 mm

73 × 130 × 30 mm

100 × 172.5 × 32 mm

120 × 310 × 48 mm

140 × 64 × 28 mm

Approx. 220 g

Approx. 300 g

Approx. 300 g

Approx. 500 g

Approx. 1,390 g

Approx. 470 g

Output Voltage
Frequency Range

External dimensions 70 × 120 × 25 mm
Weight

64

Approx. 300 g

65 × 100 mm

φ 170 mm

* Need to purchase AC adapter separately

DC current
mA SINK
OHM
RTD

Thermocouple

C

CA150

US

Frequency
/pulse

핸디 캘리브레이터

특징
소스 및 측정용 DC 전압범위 0.02% 정확도
소스와 측정 동시 실행
세로타입의 넓은 화면 디스플레이
루프 파워 서플라이 기능 (22mA 부하시 최대 24 VDC)
전원 공급중 mA 레인지 전류 측정 가능
• 싱크 기능
• 스위프 기능은 아래 3 가지 타입의 지속적인 출력 허용 :
계단 스위프 기능
리니어 스위프 기능
프로그래머블 스위프 기능

DC current
OHM
RTD

0.1˚C

0.1˚C
Thermocouple

1˚C
0.01Hz
0.1Hz
0.1kHz
1kHz
0.1CPM

소스 및 측정 사양 공통
• 통신 기능 :

Pulse

Loop power supply

Range
500mV
5V
35V
20mA
100mA
500V
5kV
50kV
PT100
JPT100
K
E
J
T
N
L
U
R
S
B
100Hz
1000Hz
10kHz
CPM
CPH
24V LOOP

Resolution
10uV
0.1mV
1mV
1uA
10uA
0.01V
0.1V
1V
0.1˚C

0.1˚C

1˚C
0.01Hz
0.1Hz
0.001kHz
1CPM
1CPH

시리얼 인터페이스
RS232 D-Sub 9-pin connector
데이터 저장가능 , 메모리에 설정값 로딩가능
( 셋팅 데이터 ), 데이터메모리 ( 소스 / 측정 )

• 메모리 기능 :
일반 소스 사양
• 전원 :

어플리케이션

6 AA 사이즈 알카라인 밧데리
AC 아답터 ( 별도판매 ) 또는 전용 니켈수소 밧데리
( 별도판매 )

Converter
+

4-20mA
-

(Distributor)

* 2결선 타입 트랜스미터(소스 기능)어플리케이션
ink function
최대 28VDC 전압으로 파워서플라이에서 전류(Sink)를 받아, Loop로 mADC시그널을 전송
Converter
+

4-20mA
-

(Distributor)

악세사리 옵션 ( 별도판매 )
Product name

Model name
Remark

-D
-F
-H
-R
-S

AC adapter

RJ sensor

Accessory storage case

NiMH battery

Main body case

94010

B9108WA

B9108XA

94015

93027

For reference junction
compensation

Lead cables, RJ sensor, etc.
can be stored.

NiMH battery Dedicated

With strap and accessory
storage case

For UL/CSA Standard
For VDE Standard
For GB Standard
For AS Standard
For BS Standard

Recorders

24VDC로 트랜스미터 파워공급하는 동안 mADC 시그널 측정

Control Products

Loop체크기능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 2결선 타입 트랜스미터(측정기능)어플리케이션

Portable Test
Instruments

소스 / 측정
6 개 밧데리 사용시 : 약 8 시간
니켈수소 밧데리 사용시 : 약 10 시간
• 자동 전원 오프 : 약 10 분
• 절연 저항 :
입력 터미널과 출력 터미널 사이 :
500 VDC, 50 M Ω 이상
• 내전압 :
측정 터미널과 발생 터미널 사이 :
350 VAC, 1 분
• 동작 온도 / 습도 범위 :
0 ~ 40° C, 20 ~ 80%RH (no condensation)
• 보관 온도 범위 :
-20 ~ 60° C 90%RH 이하 (no condensation)
• 외형 사이즈 :
약 251 × 124 × 70 mm
• 무게 :
약 1000 g ( 밧데리 포함 )
• 악세사리 :
발생용 리드 케이블 :
1 세트
측정용 리드 케이블 :
1 세트
휴대케이스 :
1
터미널 아답터 :
1
AA 사이즈 밧데리 :
6
사용 설명서 l:
1
측정용 휴즈 :
1 ( 예비 )
• 대응규격 :
안전
EN61010-1
EMC
EN 61326 Class B;EN 55011 Class B Group1
EN 61000-3-2; EN 61000-3-3, EN61326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 밧데리 수명 조건 : 동시

●2 결선 타입 트랜스미터 어플리케이션

Two-wire type transmitter

DC voltage

일반사양

•
•
•
•

Two-wire type transmitter

Resolution
1uV
10uV
0.1mV
10mV
1uA
1uA
0.01
0.1
1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DC voltage

Measurement Unit
Range
100mV
1V
10V
30V
20mA
20mASINK
500
5k
50k
PT100
JPT100
K
E
J
T
N
L
U
R
S
B
100Hz
1000Hz
10kHz
50kHz
CPM

Generators,
Sources

Source Unit

Digital Power
Analyzer

일반사양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높은 정확성과 소형 디자인

Data Acquisition
Equipment

hhttp://www.koreayokogawa.com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CA150

Meters Products

Handy Calibrators

Oscilloscopes

Portable Test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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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ble Test Instruments
Oscilloscopes

Handy Calibrators

CA51/CA71

http://www.koreayokogawa.com

동시 신호 발생 및 측정 기능

Digital Power
Analyzer

일반사양
Source Unit
Parameter

Data Acquisition
Equipment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Generators,
Sources

Accuracy (23±5°C per year)

Resolution

±(0.02% + 15 µV)

10 µV

0–1.1000 V

±(0.02% + 0.1 mV)

0.1 mV

10 V

0–11.000 V

±(0.02% + 1 mV)

1 mV

30 V

0–30.00 V

±(0.02% + 10 mV)

10 mV

20 mA

0–24.000 mA

4–20 mA

4/8/12/16/20 mA

mA SINK

20 mA

0.1–24.000 mA

±(0.05% + 3 µA)

1 µA

Resistance

400 Ω

0–400.00 Ω

±(0.025% + 0.1 Ω)

0.01 Ω

Pt100

-200.0–850.0°C

JPt100

-200.0–500.0°C

±(0.025% + 0.3°C)

0.1°C

K

-200.0–1372.0°C

E

-200.0–1000.0°C

J

-200.0–1200.0°C

T

-200.0–400.0°C

±(0.02% + 0.5°C)

N

-200.0–1300.0°C

(0°C or greater)

L

-200.0–900.0°C

±(0.02% + 1°C)

U

-200.0–400.0°C

(0°C or less)

DC voltage

DC current

특징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 소스발생 및 측정 동시 수행 가능
( 소스 및 측정 신호 옵션 : 전압 , 전류 , 저항 , 온도 (TC), 열전대 (RTD),
주파수 , 펄스 )
• AC 전압 및 공급 전압 측정 가능
• 간편한 조작
• 소형사이즈 & 경량
• 추가적인 기능의 넓은 배열 포함
• 소스
4-20mA 의 단계 설정값
24V DC 파워 서플라이 전송
• 분할 출력 (n/m) 기능
출력설정값을 n/m 으로 분할해서 출력
• 자동 스텝 기능
분할출력기능의 설정값을 단계상으로 변화시켜 출력
• 온라인 통신 (CA71 만 )
RS-232C 절연 인터페이스
• 스위프 기능
출력 신호의 리니어 증가 또는 감소 . 출력 시간의 증가 , 감소 시간은 16 초
또는 32 초로 설정가능
• 메모리 기능
소스값과 측정 형식의 개별적인 값을 핸디 캘리브레이터 내부 메모리에서 읽고
저장할 수 있다 . ( 최대 50 개 메모리 설정 ).
• 온도 모니터 기능

Range
-10.00–110.00 mV

1V

CA51/CA71
핸디 캘리브레이터

Reference
100 mV

RTD

TC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Parameter
Power supply

Specifications

Recorders

Battery life

20 hours
Simultaneous signal generation/measurement, output 20 mA/5 V: Approximately 12 hours

Applicable standards

Frequency,
pulse

±(0.02% + 2.5°C)

Control Produc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Portable Test
Instruments
Meter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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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idity ranges

DC voltage

DC current
Resistance

AC voltage

Weight

Approximately 730 g (including batteries)

1°C

(1000°C or less)

B

600–1800°C

500 Hz

1.0–500.0 Hz

±0.2 Hz

0.1 Hz

1000 Hz

90–1100 Hz

±1 Hz

1 Hz

10 kHz

0.9 kHz–11.0 kHz

±0.1 kHz

0.1 kHz

1–99,999 cycles

–

1 cycle

Pulse cycle

Reference

±(0.02% + 1.5°C)

Accuracy (235C per year)

Parameter

Reference

(0.025% + 20 V)

10 V

K

1V

(0.025% + 0.2 mV)

0.1 mV

E

10 V

(0.025% + 2 mV)

1 mV

J

100 V

(0.05% + 20 mV)

0.01 V

T

20 mA

(0.025% + 4 A)

1A

100 mA

(0.04% + 30 A)

10 A

400

(0.05% + 0.1 )

0.01

U

1 mV

R

0.01 V

S

0.1 V

B

10 V

(0.5% + 5 dgt)

100 V
(0.5% + 2 dgt)

0.1 Hz

1000 Hz
10 kHz

1V
0.01 Hz

100 Hz
Frequency,
pulse

• CA71 만 해당
Resolution

100 mV

300 V

0–50°C, 20–80% RH (no condensation)
Approximately 190 × 120 × 55 mm

±(0.02% + 1.5°C)
(100°C or greater)

1V

EN61326-1

External dimensions (WHD)

(100°C or less)

Measurement Unit

EN55011, Class B, Group 1
Operating temperature and

0.1°C

(1000°C or greater)

Approximately 10 minutes (auto-power-off can be disabled through a DIP switch setting)
IEC61010-1, IEC61010-2-31

(-100°C or less)

±(0.02% + 2°C)

(using alkaline batteries, with backlight off)

Auto-power-off function

(-100°C or greater)

S

Measurement off, output 5 V DC/10 kΩ or greater: Approximately 40 hours
Simultaneous signal generation/measurement, output 5 V DC/10 kΩ or greater: Approximately

4 mA

±(0.02% + 1°C)

0–1768°C

Parameter

Four AA alkaline batteries, or special AC adapter (sold separately)

1 µA

±(0.02% + 0.5°C)

R

• CA51, CA71 모두 해당

일반사양

±(0.025% + 3 µA)

2 dgt

0.001 kHz

CPM

1 CPM

CPH

1 CPH

TC

RTD

N

Accuracy (235C per year)

Resolution

(0.05% + 1.5C)
(-100C or greater)
0.1C
(0.05% + 2C)
(-100C or less)

L

Pt100
JPt100

(0.05% + 2C)
(100C or greater)
(0.05% + 3C)
(100C or less)

1C

(0.05% + 0.6C)

0.1C

CA450, CA11E, CA12E

http://www.koreayokogawa.com

계장기기의 일상점검부터 트러블슛 용도까지 1 대로 해결

Data Acquisition
Equipment

일반사양

Digital Power
Analyzer

Handy Calibrators

Oscilloscopes

Portable Test Instruments

Process Multimeter CA450

특징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 Loop 체크기능
- 24V Loop 전원을 공급하면서 mA 측정가능
- HART 모드용 250 Ω부하저항의 ON/OFF 전환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 Loop Check 기능
•2 선식 전송기와의 접속 예시
CA450 은 HART 의 부하저항 ON 일
때 Loop 저항으로서 24V 20mA 까지
의 발생출력을 가집니다 .

● Span/Step/Sweep Output 기능
• 4-20mA Span 발생기능
4 <->20mA 의 출력설정을 원터치로
전환가능하며 , 밸브 개폐동작 체크 등
을 간단히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 선식 전송기를 동작시켜 4-20mA
의 출력측정이 가능합니다 .

• 4-20mA STEP 발생기능
4 <->8<->12<->16<->20mA 의
출력설정값사이를 원터치 또는 오토
(5 초 또는 15 초 간격 ) 으로 이동가능
하여 조작효율이 향상되었습니다 .

● 전송기의 시뮬레이터 기능
•2 선식 전송기에 사용된 디스토리뷰
터와의 접속 예시

● 전송기의 시뮬레이터 기능
• 4-20mA SWEEP 발생기능
출력값을 일정한 경사모양으로 설정
값까지 증가 또는 감소시킵니다 . 변환
에 의한 STEP 및 SWEEP 와 변화속도
15/40 초를 변경가능합니다 .

CA450 은 최대 48V 까지의 공급전압
의 전류를 흡입 (SINK) 하고 , Loop 회
로의 체크가 가능합니다 .
(20mA SINK 레인지 사용 )

전압 , 전류 소스 발생 및 측정

시뮬레이터 일반 열전대 열전대 및 RTD 센서

CA11E 사양

CA11E
Voltage/Current Calibrator
신호 소스 :
DCV( 최대 30 V),DCA( 최대 24 mA)
측정 :
DCV( 최대 30 V),DCA( 최대 24 mA)
특징 :
자동스텝 (4 ~ 20 mA), 20 mA 싱크 ,
스위프기능 , 24V (20 mA) / 루프 체크
기능

소스
DCV: 30/10/1-5/1 V/100 mV
DCA: 20/4-20 mA SINK
측정
DCA: 30/10/1 V/100 mV
DCA: 20 mA
일반사양
• 외형사이즈 :
192 (W) × 90 (H) × 42 (D) mm
• 무게 : 약 440 g
• 전원 :
4 개 AA(R6) 건전지 또는 AC 어댑터

CA12E 사양

CA12E
Temperature Calibrator
신호 소스 :
TC, RTD PT100, 100 mV, 400Ω
측정 :
TC, RTD PT100, 100 mV, 400Ω

소스
TC: K/E/J/T/N/R/S/B/L/U
RTD: PT100/JPT100
100 mV, 400 Ω
측정
TC: K/E/J/T/N/R/S/B/L/U
RTD: PT100/JPT100
100 mV, 400 Ω
일반사양
• 외형사이즈 :
192 (W) × 90 (H) × 42 (D) mm
• 무게 : 약 440 g
• 전원 :
Four AA(R6) 건전지 또는 AC 어댑터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주요 기능

Recorders

● PC 와의 연계
- IR-USB 에 의한 PC 통신으로 데이터 전송

Control Products

보다 높은 안정성 , 감전사고의 예방
삽입오류방지용 전류단자 셔터
AC 부하전류측정은 센서기능과 외부 AC 클램프 프로브로 변환
600V CAT. Ⅳ , 1000V CAT. Ⅲ의 안전규격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
-

Portable Test
Instruments

측정기능
DC30.000m A 까지의 계장신호를 0.05% 로 고정밀 측정
Handheld DMM 기능탑재
Peak/Hold 기능에 의한 DCS 전원파 최대값 측정
센서모드에 의해 각종 센서측정값을 직접 읽기 가능

Meters Products

●
-

Generators,
Sources

● 발생기능
- 전송기 시뮬레이트 (SINK) 기능
- 다종류의 발생방법 선택가능
- 4-20mA Span/Step/Auto Step/Sweep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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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가이드 TY700시리즈
Additional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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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illoscopes

Digital Multimaters

Data Acquisition
Equipment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TY710
50000
TY720
TY520
6000
TY530
Handheld
73201
73202
4300
73203
73204
73101 Pocket-sized 4300
: Also functions as excessive current input warning.

Generators,
Sources

새로운 기준의 휴대용 DMM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
•
•
•
•

기본 사양
추가 기능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SB 통신 ( 광어댑터 & 소프트웨어 ),
U
데이터메모리 (TY720: 10,000 데이터 , TY710: 1,000 데이터 ), 최
대 / 최소값 메모리 , relative/percentage 값 연산 , logarithm 연산 ,
데이터 / 오토 홀드 , 피크 홀드 (TY720), 과전압 경고 , 백라이트
4 개의 AA (R6) dry cells
약 120 시간
90 (W) × 192 (H) × 49 (D) mm
약 560 g ( 밧데리 포함 )
1000 V CAT. 3, 600 V CAT. 4

전원공급
밧데리수명
외형사이즈
중량
안전표준

TY700 시리즈
Digital Multimeters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TY700 시리즈 사양
Accuracy: (23° C ± 5° C, Less than 80% RH), ±(% rdg + dgt)
Detection
Item
DCV

Recorders
ACV
[RMS]

TY710
RMS
Range
50mV
500mV/2400mV
5V
50V/500V/1000V

50mV
50mV/5V/
50V/500V
1000V

Control Products

ACV
[MEAN]

Upper: 10 to 20Hz
Lower: 20Hz to 1kHz
—
—
1.5+30
0.7+30

5V/50V/500V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1000V

DCA

—

Portable Test
Instruments

500 μ A/5000 μ A/
50mA/500mA
5A/10A

ACA
[MEAN]

500 μ A/5000 μ A/
50mA/500mA
5A/10A

Meters Products

Resistance
Low-power
Resistance
Frequency
Capacitance
Continuity check
Diode test
Temperature

TY720
Switching detection (RMS or MEAN)
Accuracy
0.05+10
0.02+2
0.025+5
0.03+2
Upper: 20kHz to 50kHz
Upper: 10 to 20Hz
Lower: 50kHz to 100kHz
Lower: 20Hz to 1kHz
—
2+80
—
0.4+40
—
—
1+30
0.4+30
—
—
10 to 20Hz
4+80

—

1.5+10
1+10
1.5+10
1+10

2+30

Upper: DC,20kHz to 50kHz
Upper: DC,1kHz to 10kHz
Lower: DC,50kHz to
Lower: DC,10kHz to 20kHz
100kHz
1+10
—
2+10
—
—
—
—
—

500 μ A/5000 μ A/
50mA/500mA
5A
10A

ACA
[RMS]

DCA+ACA

Upper: 1kHz to 10kHz
Lower: 10kHz to 20kHz
—
—
0.7+30
2+50
3+30
—

50mV
50mV/5V/
50V/500V/1000V
Upper: DC,10 to 20Hz
Lower: DC,20Hz to 1kHz

DCV+A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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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측정 정확도 : 0.020% rdg + 2 dgt
높은 신뢰성 : 덮개 케이스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관리의 풀지원 : 측정데이터 내부 메모리에 저장
안전성 : 전류측정시 잘못된 테스트리드의 삽입을 방지한다 .( 터미널 셔터 )
Shockproof elastomer casing

500 μ A/5000 μ A/
50mA/500mA
5A/10A
500 Ω /5k Ω /50k Ω
500k Ω
5M Ω
50M Ω
5k Ω /50k Ω /500k Ω
5M Ω
2.0Hz to 99.99kHz
5nF/50nF/500nF
5 μ F/50 μ F
500 μ F
5mF/50mF
550 Ω
2.4V
-200 to 1372° C

Upper: DC,10 to 20Hz
Lower: DC,20Hz to 1kHz
1.5+10
0.5+10
1.5+10
0.5+10

Upper: 1kHz to 10kHz
Lower: 10kHz to 20kHz
5+40
5.5+40
0.4+30
1+40
3+30
—
20Hz to 500Hz
1.5+30

Upper: 20kHz to 50kHz
Lower: 50kHz to 100kHz
15+40
15+40
2+70
5+200
—
—
500Hz to 1kHz
5+30

1+30

3+30

Upper: DC,20kHz to 50kHz
Upper: DC,1kHz to 10kHz
Lower: DC,50kHz to
Lower: DC,10kHz to 20kHz
100kHz
0.5+10
2+10
1+10
5+20
—
—
—
—

0.2+5

10Hz to 20Hz

20Hz to 1kHz

1kHz to 5kHz

1.5+20

1+20

—

—
DC,10 to 20Hz

—
DC,20Hz to 1kHz

DC,1kHz to 5kHz

2+10

1.5+10

—

0.6+10
0.6+5
10Hz to 20Hz

20Hz to 1kHz

1kHz to 5kHz

1+20

0.75+20

1+30

1.5+20
10Hz to 20Hz

1+20
20Hz to 1kHz

2+30
1kHz to 5kHz

2+20

1.5+20

2+30

3+20
DC,10 to 20Hz

2+20
DC,20Hz to 1kHz

4+30
DC,1kHz to 5kHz

1.5+10

1+10

1.5+10

2+10

1.5+10

0.1+2

3+10
0.05+2

0.5+2
1+2
—
—

0.2+3
1+3
0.02+1
1+5
2+5
3+5
Buzzer sounds at 100 ± 50Ω or less
1+2
1+1.5° C

Digital Multimater

Oscilloscopes

Portable Test Instruments

TY500 series, 732 series, 73101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설계 제공
Accuracy: (23° C ± 5° C, Less than 80% RH), ±(% rdg + dgt)

Detection

TY530

RMS

Switching detection

Range

Accuracy

600mV/6V/
60V/600V

ACV

600mV/6V/60V/600V
1000V

TY500 시리즈

0.5 + 5

1+ 5

600 μ A/6000 μ A/60mA

DCA

500Hz to 1kHz
1.5 + 5
—

0.2 + 2

600mA/6A/10A

0.5 + 5
50/60Hz

600 μ A/6000 μ A/60mA/
600mA/6A/10A

40Hz to 1kHz

0.75 + 5

1.5 + 5

600Ω/6kΩ/60kΩ/600kΩ
Resistance

Frequency

0.4 + 1

6M Ω

0.5 + 1

60M Ω

1 + 2 (0 to 40M Ω )
2 + 2 (40 to 60M Ω )

10.0Hz to 99.99kHz

Capacitance

0.02 + 1

10nF

2 + 10

100nF/1 μ F/10 μ F

2+5

100 μ F/1000 μ F

3+5

Continuity check 600 Ω
2V

Temperature

-50 to 600° C

Buzzer sounds at 50 ± 30Ω or less
1+ 2
2 + 2° C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Diode test

Generators,
Sources

ACA

기본 사양
• 외형사이즈 :
90 (W) × 192 (H) × 49 (D) mm
• 중량 : 약 570 g
• 전원공급 : 4 개의 AA (R6) dry cells

저비용 휴대 DMM
732 시리즈 사양
Accuracy: (23° C ± 5° C, Less than 80% RH), ±(% rdg + dgt)

Model

73201

73202

Detection
400.0 mV/4.000 V/
40.00 V/400.0 V/600 V

Accuracy

ACV

4.000 V/40.00 V/
400.0 V/600 V

DCA

400.0 μA/4000 μA/
40.00 mA/400.0 mA/
10.00 A

1.0%+2
2.0%+2

−

ACA
(40 to 500
Hz)

400.0 μA/4000 μA/
40.00 mA/400.0 mA/
10.00 A

2.0%+20
2.0%+5
2.0%+20
2.0%+5
2.0%+20

−

Resistance

400.0 Ω/4.000 kΩ/
40.00 kΩ/400.0 kΩ/
4.000 MΩ/40.00 MΩ

0.5%+1
0.75%+1

0.5%+1

0.3%+1

1.0%+5

0.5%+1
0.75%+5

Control Products

0.75%+2
0.75%+1
2.0%+1
5.0%+2

기본 사양
• 외형사이즈 :
74 (W) × 155 (H) × 31 (D) mm
• 중량 : 약 240 g
• 전력공급 :
2 개의 AAA (LR03 or R03) dry cells

포켓 사이즈의 DMM
73101 사양
Accuracy: (23° C ± 5° C, Less than 80% RH), ±(% rdg + dgt)

Item

Range

Accuracy

Input Resistance

DCV

400.0 mV
4.000 V
40.00/400.0/600 V

1.2%+2
0.7%+1
1.2%+1

>100 MΩ
11 MΩ
10 MΩ

ACV

4.000 V
40.00/400.0/600 V

2.0%+5

10 MΩ

400.0 Ω
4.000 k/40.00 k/400.0 kΩ
4.000 MΩ
40.00 MΩ

1.2%+2
2.0%+3
5.0%+3

Resistance

73101

Continuity check

Pocket Digital Multimeter

Diode test

4300 개수 표시
연속체크 , 다이오드 테스트
오토홀드
오토 파워오프

기본 사양
• 외형사이즈 :
76 (W) × 117 (H) × 18 (D) mm
• 중량 : 약 110 g
• 전원공급 : 2 개의 LR-44 dry cells

400.0 Ω
2.00 V

−
1.5%+1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Range

DCV

Recorders

Item

Digital Multimeters
3.5 자리수 (4,300 개수 ), Mean value 타입
측정 기능 : 전압 , 전류 , 저항 , 연속체크 , 다이오드
테스트 , 주파수 , 용량 , 온도
특징 : 오토 홀드 , 오토 파워오프

73204

Open-circuit Voltage<3.4 V
Testing Current<1.0 mA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732 시리즈

73203
Mean value

Portable Test
Instruments

3.5 자리수 (6,000 개수 , 31 세그먼트 막대그래프표시 ),
RMS 타입
측정 기능 : 전압 , 전류 , 저항 , 연속체크 , 다이오드
테스트 , 주파수 , 용량 , 온도
특징 : 덮개 케이스 캘리브레이션 , 고충격 오버몰
드 케이스 , USB 통신 ( 옵션 어댑터 & 소프트웨어 )
(TY530 만 해당 ), 데이터 메모리 (TY530 전용 1,600
데이터 )
안전표준 : 1000 V CAT. 3, 600 V CAT. 4

40 to 500Hz

Meters Products

Digital Multimeters

0.15 + 2
50/60Hz

Data Acquisition
Equipment

0.09 + 2

1000V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DCV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Item

TY520

Digital Power
Analyzer

TY500 시리즈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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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mp-on Testers

선택 가이드, CL120, CL130/CL135, CL150/CL155, CL220

200 to 600 A

1.5+4

O

O

O

O

400 to 2000 A

1.0+3

O

O

O

O

O

O

O

O

O

CL155

φ54

400 to 2000 A

1.0+3

φ24

400 to 300 A

1.0+4

O

Filter

φ33
φ54

CL220

Peak hold

O
O

CL150

O

Data hold

O

Output

O

True RMS

O

Frequency

O

1.5+6

Continuity check

2.0+7

200 to 600 A

Resistance

20 to 200 A

φ33

AC voltage

φ24

DC voltage

Accuracy

CL135

O
O

O

O
O

O

O

O

O

O

O

O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Generators,
Sources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CL235

φ33

400 to 600 A

1.0+5

O

O

O

O

O

O

CL250

φ55

400 to 2000 A

1.5+2

O

O

O

O

O

O

CL255

φ55

400 to 2000 A

1.5+2

O

O

O

O

O

O

CL320

φ24

20 mA to 200 A

2.0+4

O

O

O

O

O

O

O

O

O

O

O

O

O

CL340

φ40

40 mA to 400 A

1.0+5

O

CL345

φ40

40 mA to 400 A

1.0+5

O

O

O

O

O
O

O

O

O

O

30031A

φ40

3 mA to 60 A

1.0+5

O

O

O

30032A

φ40

3 mA to 60 A

1.0+5/1.5+5

O

O

O

CL360

φ68

200 mA to 1000 A

1.0+2

O

O

Light weight & compact design

O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CL130/135

Clamp-on Tester

Clamp-on Testers

• ACA
• φ 24
• AC/20 ~ 200A

• ACA
• φ 33
• AC/200 to 600A
• AC V/ Ω
• RMS for CL135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Range
200A

Recorders

ACA

20A

Accuracy
2.0+7 (50 to 1kHz)
2.0+5 (50/60Hz)
3.0+10 (40 to 1kHz)

ACA

200A
600A

ACV

200V/600V

Resistance

200Ω

Accuracy (CL130/CL135)
1.5+4 (50/60Hz)
1.5+6 (50/60Hz)
2.0+5 (40 to 1kHz)
2.0+5 (40 to 1kHz)
1.5+4 (50/60Hz)
1.0+3 (50/60Hz)
2.0+5 (40 to 1kHz)
2.0+5 (40 to 1kHz)
1.0+2 (50/60Hz)
1.0+2 (50/60Hz)
1.5+4 (40 to 1kHz)
1.5+4 (40 to 1kHz)
1.2+4, Beeps at below 30Ω (continuity check)

Control Produc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Portable Test
Instruments

CL150/CL155

CL220

Clamp-on Testers

Clamp-on Tester

• ACA
• φ 54
• AC/400 to 2000 A
• AC V/DC V/ Ω
• DC Output
• RMS for CL155

• ACA/DCA
• φ 24
• AC/40 to 300 A
• DC/40 to 300 A

CL220 사양
Accuracy: (23°C ±5°C, Less than 85% RH), ±(% rdg + dgt)

Accuracy: (23°C ±5°C, Less than 75% RH), ±(% rdg + dgt)

Range

Accuracy

Meters Products

1.0 + 3 (50/60 Hz)
2.0 + 3 (40 to 1 kHz)
1.0 + 3 (50/60 Hz)
2000 A (0 to 1500 A)
3.0 + 3 (40 to 1 kHz)
2000 A (1500 to 2000 A) 3.0 (50/60 Hz)
1.0 + 2 (50/60 Hz)
40/400/750 V
1.5 + 3 (40 to 1 kHz)
1.0 + 2
40/400/1000 V
400/4 k/40 k/400 kΩ 1.5 + 2, Beep sound at less than 50 ±35 Ω
400 A

ACV

Range

AC/DC 전류측정

CL150/CL155 사양

DCV
Resistance

O

Accuracy: (23°C ±5°C, Less than 85% RH), ±(% rdg + dgt)

Item

넓은 전류측정범위

ACA

O

CL130/CL135 사양
Accuracy: (23°C ±5°C, Less than 75% RH), ±(% rdg + dgt)

Item

O

O

Both AC/DC Current Measurement

CL120

CL120 사양
Item

70

Range

Leak current

CL120
CL130

DC current

Data Acquisition
Equipment

Diameter of
measurable conductor

AC current

Digital Power
Analyzer

Model

Item
ACA

DCA

Accuracy
Range
40 A
1.0 + 4
300 A (±20 to ±200 A) 1.5 + 4
300 A (±200 to ±300 A) 3.0
1.0 + 4 (50/60 Hz)
40 A
2.5 + 4 (20 to 1 kHz)
1.5 + 4 (50/60 Hz)
300 A (20 to 200 A)
2.5 + 4 (20 to 1 kHz)
3.5 (50/60 Hz)
300 A (200 to 300 A)
4.0 (20 to 1 kHz)

넓은 범위의 ACA/DCA 측정

CL235

CL250/CL255

Clamp-on Tester

Clamp-on Testers

• ACA/DCA
• φ 33
• AC/400 to 600A, DC/400 to 1000A
• AC V/DC V/ Ω /Hz
• RMS

• ACA/DCA
• φφ 55
• AC/400 to 2000A, DC/400 to 2000A
• AC V/DC V/ Ω
• DC Output
• Hz,RMS for CL255

CL235 사양

CL250 사양
Accuracy: (23°C ±5°C, Less than 75% RH), ±(% rdg + dgt)

Accuracy: (23°C ±5°C, Less than 75% RH), ±(% rdg + dgt)

Item

Range

ACA

400/600A

DCA

400/1000A

ACV

40/400/600V

DCV
Resistance
Frequensy

40/400/600V
400/4000Ω
10 to 3000Hz

Accuracy
1.5+5 (50/60Hz)
3.5+5 (40 to 1kHz)
1.0+5
1.5+5 (50/60Hz)
3.5+5 (40 to 1kHz)
1.0+5
1.0+5, Beeps at below 20Ω (continuity check)
1.5+5

Item
DCA
ACA

Accuracy
1.5+2
1.5+2 (50/60Hz)
400A/2000A (0 to 1000A) 3.0+4 (40 to 500Hz)
5.0+4 (500 to 1kHz)
2000A (1001 to 2000A) 3.0+2 (50/60Hz)
Range
400/2000A

Digital Power
Analyzer

RMS ACA/DCA 측정

Data Acquisition
Equipment

CL235, CL250/CL255, CL320, CL340/CL345, CL360, 30031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Clamp-on Testers

Oscilloscopes

Portable Test Instruments

CL255 사양

1.5+2
1.5+3 (50/60Hz)
400A/2000A (150 to 1700A)
3.0+4 (30 to 1kHz)
2000A (1701 to 2000A) 3.5+3 (50/60Hz)

전류의 누전 측정

전류 누전 측정
CL340/CL345

Leakage Clamp-on Tester

Leakage Clamp-on Testers

• ACA
• φ 24
• AC/20mA to 200A

• ACA
• φ 40
• AC/40mA to 400A
• RMS for CL345

CL345 사양
Accuracy: (23°C ±5°C, Less than 85% RH), ±(% rdg + dgt)

Item
ACA

Range

전류 누전 측정
CL360

30031A/30032A

Leakage Clamp-on Tester

Leakage Clamp-on Tester

• ACA
• φ 68
• AC/200mA to 1000A
• DC/AC 출력

• ACA
• φ 40
• AC/3 mA to 60 A

30031A/30032A 사양
Accuracy: (23°C ±5°C, Less than 80% RH), ±(% rdg + dgt)

Accuracy: (23°C ±5°C, Less than 85% RH), ±(% rdg + dgt)

ACA

50/60Hz
1.0+5 (50/60Hz)
1.0+5 (50/60Hz)
2.0 (50/60Hz)

1 mA 전류의 누전 측정

CL360 사양

Item

Accuracy

WIDE (20Hz)
40mA/400mA
2.5+10 (20 to 1kHz)
400A (0 to 300A) 2.5+10 (40 to 1kHz)
400A (300 to 400A) 5.0 (40 to 1kHz)

Range

Accuracy

WIDE (40 to 1kHz)
1.0+2 (50/60Hz)
20mA/2A/20A
3.0+2 (40 to 1kHz)
1.5+2 (50/60Hz)
200A
3.5+2 (40 to 1kHz)
1.5+2 (50/60Hz)
1000A (0 to 500A)
3.5+2 (40 to 1kHz)
5.0+2 (50/60Hz)
1000A (501 to 1000A)
10.0+2 (40 to 1kHz)

50/60Hz
1.5+2
2.0+2

Item

Range

ACA

0 to 30 mA
0 to 50 A
50 to 60 A

Accuracy
30031A, 30032A Filter OFF

30032A Filter ON

1.0+5 (50±1.0Hz/60±1.0Hz) 1.5+5 (50±1.0Hz/60±1.0Hz)
5.0+5 (50±1.0Hz/60±1.0Hz) 5.5+5 (50±1.0Hz/60±1.0Hz)

Recorders

ACA

5.0+5 (50/60Hz)

50/60Hz
1.0+5 (50/60Hz)
1.0+5 (50/60Hz)
2.0 (50/60Hz)

Control Products

3.0+5 (50/60Hz)

Accuracy

WIDE (20Hz)
40mA/400mA
2.5+10 (20 to 1kHz)
400A (0 to 350A) 2.5+10 (40 to 1kHz)
400A (350 to 400A) 5.0 (40 to 1kHz)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50/60Hz

Range

Portable Test
Instruments

WIDE (40 to 400Hz)
20mA/200mA
2.0+4 (50/60Hz)
200A (0 to 100A) 5.0+6 (40 to 400Hz)
200A (100.1 to 200A) 5.0+4 (50/60Hz)

Accuracy: (23°C ±5°C, Less than 85% RH), ±(% rdg + dgt)

Item

Meters Products

Accuracy

Range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CL340 사양
Accuracy: (23°C ±5°C, Less than 85% RH), ±(% rdg + dgt)

ACA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CL320

CL320 사양

Item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ACA

Accuracy

Range
400/2000A

Generators,
Sources

Accuracy: (23°C ±5°C, Less than 75% RH), ±(% rdg + dgt)

Item
DCA

2.0+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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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laion Testers

선택 가이드, MY40
Series/
Model

Type
Digital insulation
testers

Digital Power
Analyzer

MY40

4
ranges

Suffix Code
& Backlight

Rating

Data Acquisition
Equipment

32-E (N/A)
42-E (EL-illuminated)
33-E (N/A)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43-E (EL-illuminated)
34-E (N/A)

Generators,
Sources

Analog insulation testers

44-E (EL-illuminated)
35-E (N/A)
45-E (EL-illuminated)

MY10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Single
range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Single
range

3213A

01 (afterglow-illuminated)
02 (afterglow-illuminated)
03 (afterglow-illuminated)
04 (afterglow-illuminated)
05 (afterglow-illuminated)
41 (N/A)
42 (N/A)
43 (N/A)
44 (N/A)
45 (N/A)
46 (N/A)

3 1/2-digit
LCD

Automatic discharge
Conductor resistance
measurement
Comparator function
Memory function

Analog

Automatic discharge
Battery check

Analog

Automatic discharge
Battery check

Analog

Battery check

Additional Function

0–300V

0–300V

0–600V

0–600V

0–600V
0–250V
0–300V
0–500V
0–500V
0–500V
0–150V
0–250V
0–300V
0–300V
0–300V
0–250V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4 가지의 측정레인지를 가진 절연저항계
특징

Recorders

• 다기능
절연 저항 , AC 전압 , 컨덕터 저항 측정
절연 테스트 모드 :
Comparator, 메모리 , 오토홀드 , 자동방전기능
전 테스트 모드 :
Live-line alarm ( 전압측정 불포함 ), 밧데리 체크 ,
자동 파워 오프
• 보기쉬운 디스플레이 , 변동없는 디스플레이
• 더블 액션 안전기기

Control Products

기본 사양
외형사이즈 : 125 (W) × 103 (H) × 53 (D) (mm), 돌출부위 불포함
중량 :
420 g ( 본체 , 밧데리만 해당 , 악세사리 불포함 )
밧데리 :
4 개의 AA (R6P) 밧데리

MY40
Digital Insulation Tester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테스트 실행 사양
Model

Rating

Portable Test
Instruments

125V/200M

250V/200M

Meters Products

MY40-01
500V/2000M

1000V/2000M

72

0–600V

25V/5MΩ
50V/10MΩ
125V/20MΩ
125V/20MΩ
250V/50MΩ
125V/20MΩ
250V/50MΩ
500V/100MΩ
250V/50MΩ
500V/100MΩ
1000V/2000MΩ
250V/500MΩ
500V/1000MΩ
1000V/2000MΩ
125V/20MΩ
250V/50MΩ
500V/100MΩ
500V/1000MΩ
1000V/2000MΩ
100V/20MΩ
250V/50MΩ
500V/100MΩ
500V/1000MΩ
1000V/2000MΩ
125V/20MΩ

41-E (EL-illuminated)

2406E

Display

125V/200MΩ
250V/200MΩ
500V/2000MΩ
1000V/2000MΩ

01 (EL-illuminated)

31-E (N/A)

2&3
ranges

AC Voltage
Measuring range

Range Resolution
Option
.4000
.1k
4.000
1k
40.00
10k
200.0 100k
.4000
.1k
4.000
1k
40.00
10k
200.0 100k
4.000
1k
40.00
10k
400.0 100k
2000
1M
4.000
1k
40.00
10k
400.0 100k
2000
1M

Measuring Range
0.0199M
.020010.00M
10.01200.0M

Tolerance
*

(5%of rdg+6dgt)
(2%of rdg+6dgt)
5%of rdg

Lower Limit of
measured
0.125M

Rated Central Scale
Current
Value
1mA
5M

(5%of rdg+6dgt)
(2%of rdg+6dgt)
5%of rdg

0.25M

1mA

5M

*

00.999M
1.000500M
5012000M

(5%of rdg+6dgt)
(2%of rdg+6dgt)
5%of rdg

0.5M

1mA

50M

*

(5%of rdg+6dgt)
(2%of rdg+6dgt)
5%of rdg

2M

*

Tolerances under the above-mentioned conditions:
Deviation from zero scale value: 6 digits maximum
Indication of mark on bar graph:

0.0499M
.050020.00M
20.01200.0M

01.999M
2.0001000M
10012000M

Standard test conditions
Ambient temperature/humidity ranges: 23 5:/45-75% RH

Rated measuring current: 1 mA (0 to 20%) when in first effective measuring range
Short-circuit Current: 2 mA max.

AC voltage measurement (45-400 Hz)
Model
MY40-01

* First effective measuring range; ** The minimum value at which the rated voltage can be maintained

0.5mA

50M

Approx. 4000 M min. (500 V/1000 V)
Approx. 400 M min. (125 V/250 V)

Open circuit voltage: 130% max. of rated voltage

Range Resolution
600V

1V

Accuracy
(2% of rdg + 6dgt)

Input Impedance
Approx. 2 M

Conductor resistance measurement
Model
MY40-01

Range Resolution
400

0.1

Accuracy
(2% of rdg + 8dgt)

Open-circuit Voltage
Buzzer sound
resistance: <40.

Insulaion Testers

Oscilloscopes

Portable Test Instruments

2406E series, MY10 series, 3213A series
2, 3 레인지의 절연저항계

Digital Power
Analyzer

특징

Data Acquisition
Equipment

• AC 전압측정
• 자동 방전
• 스카이 블루 백라이트

기본사양
외형사이즈 ( 본체 ):
중량 :
밧데리 :

2406E Series
Analog Insulation Testers

약 120 (W) × 110 (H) × 60 (D) (mm)
약 500 g ( 밧데리포함 )
6 개의 AA (R6P) 밧데리

-E
-E
-E
-E

240634
240644

-E
-E

240635
240645

-E
-E
EL-backlit

Non-backlit

Effective
Central
AC Voltage
Measuring range
Scale Value
Measuring range
0.001–5M
0.1M
0–300V
0.005–10M
0.2M
0.01–20M
0.5M
0.01–20M
0.5M
0–300V
0.01–50M
1M
0.01–20M
0.5M
0–600V
0.01–50M
1M
0.05–100M
2M
0.01–50M
1M
0–600V
0.05–100M
2M
1–2000M
50M
0.1–500M
10M
0–600V
0.5–1000M
20M
1–2000M
50M
* The minimum value at which the rated voltage can be maintained;
** 0.55 mA in the case of the first effective measuring range

Lower limit of
measured
0.025M
0.05M
0.125M
0.125M
0.25M
0.125M
0.25M
0.5M
0.25M
0.5M
1M
0.25M
0.5M
1M

Rated Current
1mA
1mA
1mA
1mA
1mA
1mA
1mA
1mA
1mA
1mA
1mA**
1mA**
1mA**
1mA**

단일 레인지의 절연저항계
특징
• AC 전압측정
• 자동 방전
• 선택폭이 넓은 악세사리
– MY40 과 공유하도록 설계

Generators,
Sources

240632
240642
240633
240643

Rating
25V/5M
50V/10M
125V/20M
125V/20M
250V/50M
125V/20M
250V/50M
500V/100M
250V/50M
500V/100M
1000V/2000M
250V/500M
500V/1000M
1000V/2000M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Suffix code
-E
-E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Model
240631
240641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테스트 실행 사양

MY10 Series
Analog Insulation Testers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기본 사양
외형사이즈 : 약 125 (W) × 103 (H) × 53 (D) (mm), 돌출부위 포함
중량 :
약 400 g ( 본체 , 밧데리만 해당 , 악세사리 불포함 )
밧데리 :
4 개의 AA (R6P) 밧데리

0.0120M
0.0150M
0.05100M
0.51000M
12000M

AC Voltage
Lower Limit of
Rated Current
Measuring Range
Measured *
0250V
11.2mA
0.125M
0300V
11.2mA
0.25M
0500V
11.2mA
0.5M
0500V
0.50.6mA
1M
0500V
0.50.6mA
2M
* The minimum value at which the rated voltage can be maintained

단일 레인지의 아날로그 절연저항계
특징
•
•
•
•

진동 , 충격에 강함
연속측정이 가능한 스위칭락 방식
교류전압측정 , 밧데리 체크가능
각종측정조건에 대응하는 악세사리

기본 사양
외형사이즈 : 약 110 (W) × 180 (H) × 60 (D) (mm)
중량 :
약 700 g 의 밧데리 포함 , 약 1.2 kg 하드 케이스 , 핸들 , 테스트
리드 , 밧데리
밧데리 :
8 개의 AA (R6P) 밧데리

3213A Series
Analog Insulation Testers

테스트 실행 사양
Model

Rating

321341
321342
321343
321344
321345

100V/20M
250V/50M
500V/100M
500V/1000M
1000V/2000M

Effective
Central
Lower Limit of
AC Voltage
Rated Current
measured
Measuring Range
Measuring Range
Scale Value
0.0220M
0.5M
0150V
1mA
0.1M
0.0550M
1M
0250V
1mA
0.25M
0.1100M
2M
0300V
1mA
0.5M
11000M
20M
0300V
1mA**
0.5M
22000M
50M
0300V
1mA**
1M
* The minimum value at which the rated voltage can be maintained; ** 0.55 mA in the case of the first effective measuring range

Control Products

125V/20M
250V/50M
500V/100M
500V/1000M
1000V/2000M

Central Scale
Value
0.5M
1M
2M
20M
50M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MY10-01
MY10-02
MY10-03
MY10-04
MY10-05

Effective Measuring Range

Portable Test
Instruments

Rating

Meters Products

Model

Recorders

테스트 실행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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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 Tester

323511
레인지 변경없이 단일 다이얼 측정
323511 사양

Digital Power
Analyzer
Data Acquisition
Equipment

측정범위 :
어스 저항 :
어스 전압 :
스케일 :
어스 저항 :
어스 전압 :
정확도 :
어스 저항 :

측정 다이얼상의 3 자리 대수계산자 연속 스케일
검류계상의 유니폼 스케일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 5% of 2 Ω in the range of 0 to 2 Ω
± 2.5% of 20 Ω in the range of 2 to 20 Ω
± 2.5% of 200 Ω in the range of 20 to 200 Ω
± 5% of 1,000 Ω in the range of 200 to 1,000 Ω
어스 전압 : ± 5% of full scale value
측정 주파수 : 500 Hz
환경온도의 영향 : 계기의 표시도수는 20±20° C 온도변화에 반응하는 1 개의 스케일
디비젼내에서 변화합니다 .
밧데리 전압의 영향 : 전압이 작동조건 이하인 약 4V 까지 떨어져도 정확성은 지정
한도내에서 유지됩니다 .
어스 전압의 영향 : 계기의 표시도수는 통상 주파수에서 최대 10V 의 어스전압에
반응하는 1 개의 스케일 디비젼내에서 변화합니다 .
파워소스 : 4 개의 1.5V 밧데리
절연저항 : 터미널과 케이스 사이에서 500V DC 의 20 MΩ 이상
외형사이즈 : 약 122 × 190 × 124 mm( 악세사리 불포함 )
중량 : 약 1.5 kg( 본체만 해당 , 모든 악세사리 포함시 약 3.5 kg)

323511
Earth Tester
• 어스 저항의 3 터미널 측정
• 고정밀 , 넓은 범위의 대수 계산자
• AC 분압기 브릿지 , 동시 감지기
• 휴대용 , 외부충격방지

Generators,
Sources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Leakage Current Tester

0 to 10 to 100 to 1,000 Ω
0 to 30 V

322610
전기제품 체크를 위한 휴대용 유니버셜 테스터
322610 사양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322610
Leakage Current Tester

Recorders

• 3 개 입력저항 범위 : – 1, 1.5 & 2 kΩ
• 4 개의 기능 : – AC 전류 , DC 전류 , DC + AC 전류 & AC 전압측정
• ± 2.5% 풀 스케일 정확도
• 100 µA 풀스케일값
• 동작을 사용한 충격완화 인디케이터
• 내장 오버로드 방지회로
• 휴대용 , 편리한 이동성
• Shielded 케이스 , 고주파수 필드 저항

Control Products

Digital Illuminance Me-

510 series

범위 : DC 전류 ... 0.1, 1, 10 mA,
		
AC 전류 .... 0.1, 1, 10 mA,
		
(DC + AC) 전류 ... 0.1, 1, 10 mA,
		
AC 전압 ... 150, 300 V (50 & 60 Hz)
정확도 : ± 2.5%( 전류 , 전압범위에서의 풀스케일값 )
입력 임피던스 : 전류범위 ; 1 k Ω , 1.5 kΩ, and 2 kΩ
		
전압범위 ; 100 k Ω이상
주파수범위 : 20 Hz ~ 5 kHz
파워소스 :
2 개의 9 V dry cells,
		
연속실행시간 ; 약 290 시간
오버로드 보호 : 1 분에 최대 30 mA AC 는 전류범위에서 측정기를 손상시키지 않음
외형사이즈 : 약 190 × 124 × 90 mm( 핸들 불포함 )
중량 : 약 1.0 kg

Digital Thermometers

신속한 조도측정 실행

TX10 series

기능을 한정한 저비용 온도계
TX10 시리즈 사양

510 시리즈 사양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Portable Test
Instruments
Meter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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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Series
Digital Illuminance Meters
측정범위 : 9.99 (51002)/99.9/999/
9,990/99,900/999,000 lx
저확도 : +/-(4% rdg + 1 dgt) (51001),
+/-(2% rdg + 1 dgt) (51002)
특징 : 타이머 홀드 , 파급측정 , 평균 조
도연산기능

광전소자 : Silicon Photodiode
측정범위 : 0.0 ~ 99.9/999/
9,990/99,900/999,000lX
대응시간 :
5 초 (Auto Range)
2 초 (Manual Range)
정확도 : ± 4% rdg. ± 1 dgt. (51001)
± 2% rdg. ± 1 dgt. (51002)
기본 사양
• 외형사이즈 ( 본체 ):
약 67 (W) × 177 (H) × 38 (D) (mm)
• 중량 : 약 260 g
• 밧데리 : 1 개의 9 V 6F22(S-006P)

TX10 Series
Digital Thermometers
TX1001:
1 채널 단일기능 ( 데이터 홀드기능 )
TX1002:
1 채널 다기능 ( 데이터 홀드 , 내부 메
모리 , 사용자 캘리브레이션 , 상대표시
기능 )
TX1003:
2 채널 다기능 ( 데이터 홀드 , 내부 메
모리 , 사용자 캘리브레이션 , 상대표시
기능 )

• 열전대 측정범위
Type K: -200 to 1372 deg.C
Type J: -200 to 1000 deg.C
Type E: -200 to 700 deg.C
Type T: -200 to 400 deg.C
• 분해능
-200.0 to 199.9 deg.C: 0.1 deg.C,
200 deg.C: 1 deg.C (TX1001)
-200.0 to 199.9 deg.C: 0.1 deg.C
or 1 deg.C ( 분해능이 1 deg.C 에 설
정되었을 경우 ),
200deg.C: 1 deg.C (TX1002, 03)
• 정확도
-200.0 to -100.1 deg.C: +/-(0.1%
of rdg + 1.0deg.C);
-100.0 to 199.9 deg.C: +/-(0.1%
of rdg + 0.7deg.C);
200deg.C, 분해능이 1deg.C:+/(0.2% of rdg + 1 deg.deg.C) 에 설
정되었을 경우
기본사양
• 외형사이즈 :
56 (W) × 151 (H) × 33 (D) mm
• 중량 : 약 180 g
• 파워 : 2 개의 AA size (LR6) dry

Thermo-Collectors

Oscilloscopes

Portable Test Instruments

TM10, TM20
온도측정과 온도 데이터 기록관리

1

2
Thermocouple

External thermistor -30C to 200C
Built-in thermistor -20C to 50C

Measuring range
(only the main unit)

Voltage input
External thermistor
0.3C to 1.0C

Accuracy
(only the main unit)

External
dimensions
Supplied accessories

Generators,
Sources

Approx. 133(H) ¥ 56(W) ¥ 33(D) mm
(excluding protrusions)
Weight: Approx. 170 g
(including batteries)

Approx. 151(H) ¥ 56(W) ¥ 33(D) mm
(excluding protrusions)
Weight: Approx. 180 g
(including batteries)

Software, two AA-size alkaline dry batteries (LR6), a waterproof cover, and an instruction manual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 효율적인 HACCP 프로그램 실행
• 최대 5000 테이터 아이템 수집 (time-stamp, tag name ,inspector name 사용 )
• 1 분 주기의 2 주 연속 수집된 데이터 저장 ( 최대 20000 데이터 아이템 , 측정주기는 1
초 ~24 시간 )

Collector mode:
0.5 seconds or longer when 1 channel is used.
Logging mode:
1 second to 24 hours when 1 channel is used.

5000 data items when used in collector mode only,
20000 data items when used in logging mode only.

Data capacity

TM10/TM20
Trermo-collectors

Thermocouple -200.0 to 100.1C
: (0.1% of rdg + 0.7C)
-100.0C or above
: (0.1% of rdg + 1.0C)
Voltage input (0.1% of rdg + 0.2% of range)

Built-in thermistor
0.8C to 1.0C

Collector mode: 1 second or longer
Logging mode: 1 second to 24 hours

Measuring
interval

Type K : -200C to 1372C
Type J : -200C to 1000C
Type E : -200C to 700C
Type T : -200C to 400C
100 mV, 1 V

누가 , 언제 , 무엇을 실시했는지의 정보가 데이터에 저장

TM10/TM20 용 옵션 악세사리

TM20/TX10 용 프로브
Response
time (second)

Sensor
Dimenter / Length (m/m)

rounded end

-50 to 600C

0.4% or 1.5C

1.4

φ3.2 / 200

Probe type

Measuring range

Accuracy

Printer

97010

90020

AC adapter for printer (Europe)

94006

90021

rounded end

-50 to 600C

0.4% or 1.5C

0.4

φ1.6 / 150

AC adapter for printer (USA)

94007

90022

rounded end

-50 to 600C

0.4% or 1.5C

1.4

φ3.2 / 500

Thermal paper for printer (10 rolls)

97080

90023

needle

-50 to 500C

0.4% or 1.5C

0.4

φ1.6 / 100

RS-232C cable for printer connection

91010

90024

needle

-50 to 500C

0.4% or 1.5C

1

φ2.1 / 100

90030

Surface straight

-20 to 250C

0.75% or 2.5C

2

φ15 (temp. sensing portion)

90031

Surface angled

-20 to 250C

0.75% or 2.5C

2

φ15 (temp. sensing portion)

90032

Surface straight

-20 to 500C

0.75% or 2.5C

2

φ15 (temp. sensing portion)

90033

Surface angled

-20 to 500C

0.75% or 2.5C

2

φ15 (temp. sensing portion)

Bead TC

-40 to 260C

0.75% or 2.5C

Standard needle probe (90010) / Rounded end probe (90013) / Material: SUS316

600
600
600

98
98
98

150
150
150

90024
Material:
SUS316

110

13

110

13

110

heat-resistant
PVC

Recorders

13

φ 14
110

φ 22
100

45°

φ3
φ3
φ3

φ14
φ14
φ14

30
30
30

90023
Material:
SUS316

13

1200

φ 14

1200

φ 22
100

45°

heat-resistant
PVC

φ 14

1200

heat-resistant
PVC
1200

heat-resistant
PVC
1200

silicon
rubber

1200

High-speed needle probe (90011) / Material: SUS316

110

12

110

silicon
rubber
1200

29

φ 22

φ 14

φ 4.8
14

silicon
rubber

110

12

100

Meters Products

φ 14

φ6
φ 22

silicon
rubber
1200

φ15
1200

φ 14

φ 22

φ15
215

φ 18

90033
Material:SUS316

Portable Test
Instruments

12

1200

φ 14

110

φ6
φ 22

φ 15

13.5
25.5
100

90031
Material:SUS316

12

φ 15

90032
Material:SUS316

13.5
28.5

98
98
98

55.5

46

φ14
φ14
φ14

100
100
100

600
600
600

14
26

φ 4.8

φ14
φ14
φ14

φ2
φ2
φ2
φ10
φ10
φ10

30
30
30

56

90030
Material:SUS316

45.5

600
600
600

Surface probe (90012) / Material: SUS316

1.5
1.5
1.5

245907

30
30
30

98
98
98

120
120
120

φ1.6
φ1.6
φ1.6

TM10

500

90022
Material:
SUS316

110

φ 14

외형치수

150

90021
Material:
SUS316

13

φ 14

주의 : 상기의 정확비율은 변동있는 액체 측정에서 확보
한 내용입니다 .

90020
Material:
SUS316

φ 22

약 2 초 (90% of final value )
(90011)
약 6 초 (90% of final value)
(90012)

200

TM20
TX10

φ 22

●반응 :

외형 사이즈

φ 22

●반응 : 약 6 초 ( 90% of final value)

(Typical)
(Typical)
(Typical)
(Typical)
(Typical)

φ 1.6

(Typical)
(Typical)

온도범위 (T)
정확도
-30° C ≤ T < -20° C±2.0° C
-20 ≤ ° C ≤ 0
±1.5° C
0 < ° C < 100
±1.5° C
100 ≤ ° C < 150
±1.5° C
150 ≤ ° C ≤ 200
±2.5° C

φ 2.1

(Typical)
(Typical)

1200 (included cord)
(90% response)
NOTE: 90030 is using polyimide to insulate from objects to be measured.
Manufacturers of polyimide are announcing not to apply polyimide directly for food, internal and body fluid.
245907

φ 3.2

온도범위 (T)
정확도
-30° C ≤ T < -20° C± 1.0° C
-20 ≤ ° C ≤ 0
± 0.5° C
0 < ° C < 100
± 0.5° C
100 ≤ ° C < 150 ± 1.0° C
150 ≤ ° C ≤ 200 ± 2.0° C

90011 High-speed Needle Probe
90012 Surface Probe
측정범위 : -30° C to 200° C

φ 1.6

90010 Standard Needle Probe
90013 Rounded end Probe (for Liquid)
측정범위 : -30° C to 200° C

φ 3.2

TM10 용 프로브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Model

91011

Control Products

RS-232C cable for PC connection (9-pin)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Temperature Probe (for type K)

Model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Product name

Data Acquisition
Equipment

Number of measuring
channels

TM20 Thermo-collector
Thermocouple model
(54011)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TM10 Thermo-collector
Thermistor model
(54051)

Product name
(Model)

Digital Power
Analyzer

TM10/TM20 사양

silicon
rub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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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Resistors

Metal foil 저항계

279301/279303

높은 정확성 , 6 개 다이얼의 다양한 DC 저항계

Digital Power
Analyzer

2792A 시리즈 사양

Data Acquisition
Equipment

Model
2792A01
2792A02
2792A03
2792A04
2792A05
2792A06
2792A07
2792A08

279301 사양

Nominal value
0.001 Ω
0.01 Ω
0.1 Ω
1 Ω
10 Ω
100 Ω
1 kΩ
10 kΩ

저항범위 : 0.100 to 1,111.210 Ω
( 최소 저항은 0.100 Ω).
다이얼 구성 : 0.001 × 10 + 0.01 Ω × 10 +
0.1 Ω × 11 + 1 Ω × 10 + 10 Ω × 10 +
100 Ω × 10
분해능 : 0.001 Ω
정확도: ± (0.01% + 2 mΩ) (온도 23 ± 2°
C, 습도 45 to 75%, 0.1 W 파워어플리케
이션 )

Accuracy 23˚C±2˚C
±100ppm
±75ppm
±50ppm
±30ppm
±30ppm
±30ppm
±30ppm
±30ppm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Generators,
Sources

작동온도와 습도범위 :
0-50° C / 20-80% RH
최대 허용전원 : 3 W
테스트 정확도 : ± 5 ppm
• 고정확성 : 테스트 (calibrated) 정확도
전원특징 : ± 100 ppm/W
± 5 ppm
절연 저항계 1000 M Ω이상 (500 V DC)
• 효율적인 저항 온도
저항전압 : 1.5 kV ( 측정터미널과 casing 사이에 1
• 다양한 모델
분간 )
0.001 Ω 과 10 k Ω사이에 작은 저항값
터미널 구성 : 4 터미널
을 가지는 8 개의 모델
• 고정밀 온도컨트롤장비 (oil bath) 는 저 외형사이즈 : 약 φ 104 × 150 mm ( 전류터미널너
비 : 약 174 mm)
항온도 효용에 대한 탁월한 개선기능으
중량 : 약 1.2 kg
로 캘리브레이션이 불요
악세사리 : User'S Manual, Test Certificate(1 부 )
• 문서포함 : Test certificate

2792A series

279301/279303

Standard Resistors

Decade Resistance Boxes

279303 사양

279301
• 높은 정확성과 안정성
• 높은 재현성
• 1 m Ω 분해능

저항범위 : 0 to 111.1110 M Ω .
다이얼 구성 : 100 Ω × 10 + 1 kΩ × 10 +
10 k Ω × 10 + 100 k Ω × 10 + 1 MΩ ×
10 + 10 M Ω × 10.
정확도 : 100 Ω , 1 k Ω , 10 k Ω and 100 kΩ
steps - ± (0.05% + 0.05Ω)
1 M Ω and 10 M Ω steps ... ±0.2%
( 온도 23 ± 2° C, humidity below 75%,
including residual resistance of approx.
0.05 Ω ).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Decade Resistance
boxes

279303
• 최대 100 M Ω (100 Ω step)
• 저전압계수
• 충격 , 진동 방지 구조

Slide Resistors

278610/278620
빠르고 간편한 설정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278610/278620
Decade Resistance Boxes

Recorders

모델 278610 과 278620 6 개 다이얼 디케이
드 저항박스를 통해 빠르고 간편한 저항범위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저항박스는 dummy 로드저항 또는
AC bridges 의 arm 과 같이 전압 또는 전류를
조정하기 위해 전압 및 전류와 결합하여 사
용됩니다 .

Portable Wheatstone
Control Products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Portable Test
Instruments
Meters Products

76

Decade Resistance
Boxes

2792A series

2791 series
연구실 및 산업용 테스트에 사용

278610/278620 사양

2791 시리즈 사양

사용가능한 모델 :

사용 모델

Model Number

Resistance Range

278610

0.1 to 111,111 Ω (six decade dials)

278620

1 to 1,111,110 Ω (six decade dials)

잔여 저항 : 23 m Ω 미만
Power Rating: 0.3W/step, 3W 내 모든
계측기에 사용
최대 허용입력 : 0.5W/step, 5W 내 모든
계측기에 사용
최대 셔킷 전압 : 250 V.
작동온도범위 : 0 to 40° C
저장온도범위 : -10 to 50° C
습도범위 : 25 to 85%, 상대습도
절연저항 : 500 M Ω이상 (500 V DC 시 )
유전체 강도 : 1,500 V AC(1분간 )

다이얼과 스위치의 작동으로 1 Ω ~ 10MΩ

Allowable Input
Current

279101

4,800 Ω

0.18 A

279102

1,400 Ω

0.35 A

279103

600 Ω

0.5 A

279105

170 Ω

1.0 A

279108

39 Ω

2.0 A

4.7 Ω

6.0 A

허용가능한 변동 : ± 20% of nominal value.
절연저항 : 5 M Ω이상 ( 터미널과 케이스사이
모델 2791 은 와이어를 견고하게 유지시
500 V DC)
키는 슬라이딩 브러쉬와 특정의 세라믹
유전체 강도 : 1,000 V AC( 터미널과 케이스
으로 감긴 절연코딩의 저항선으로 구성
간 1분 )
되어 있습니다 .
저항은 계속적으로 다양하며 , 이에 따라
원하는 대로 줄이거나 증가시킬 수 있습
니다 .

Slide Resistors

2769

4 개의 플러그와 1 개의 측정다이얼 (0.1mΩ ~ 110Ω)
2769 사양

2755 Specifications
측정범위 : 1,000 Ω to 10.00 Ω.
측정 Arms: 1Ω × 10 + 10 Ω × 10 + 100 Ω
× 10 + 1,000 Ω × 10 (min. one step: 1
Ω ).
Ratio Arms (Multiplier): × 0.001, × 0.01, ×
0.1, × 1, × 10, × 100, × 1,000 (M10,
M100, M1000 ... Murray & Varley loop
testing).
정확도 : ± 0.1% of reading on 100 Ω to
2755
100 kΩ range, ±0.3% of reading on 10
Portable Wheatstone Bridge
Ω to 1 MΩ range, ±0.6% of reading on
1 Ω to 10 M Ω range.
모델 2755 은 다이얼과 스위치를 동작함
저항소자의 온도계수 :
으로서 1 Ω ~ 10 M Ω의 저항을 측정
± 5 × 10-5/° C (5~35° C 환경온도 ) ,
합니다 .
±
2 × 10-5/° C(20 ~ 35° C 환경온도 )
밧데리와 검류계는 개별 포함되어 있습
Galvanometer:
감도 - 0.9 μA/div., 내부저
니다 . 전면 컨트롤 패널은 파워와 검류
항 - 약 150 Ω, 외부 critical damping 저
계 서킷 선별기 , 1 개의 ratio arm 다이
항 - 약 800 Ω , 주기 - 1.5 초내
얼 , 4 개의 측정 arm 다이얼과 함께 제
파워소스 : 3 개의 1.5 V 밧데리 ( 내장 ).
공됩니다 .
동작온도범위 : 5 to 35° C.
습도범위 : 최대 85%
케이스 : ABS resin.
악세사리 : 이동케이스 ( 추가비용없음 )

Nominal Value

279112

2791 Series

Portable Double

2755

Code

2769
Portable Double Bridge
모델 2769 는 소형이며 , 4 개의 multiplication 플러그와 1 개의 측정 다이얼
로 0.1 m Ω ~ 110 Ω의 저저항을 측정
하기 위해 켈빈 더블 브릿지가 설계되었
습니다 .
표준 저항계 , 브릿지 파워 소스와 고감
도 taut-band 시스템 전기 DC 감류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

측정범위 : 0.1 m Ω * to 110 Ω .
측정다이얼 l: 1.00 to 11.00 Ω at × 1.
Multipliers: × 0.0001*, × 0.001, × 0.01, ×
0.1, × 1, × 10 (plug-in system).
최소 Division: 0.005 m Ω at × 0.0001*,
0.05 m Ω at × 0.001, 0.5 mΩ at × 0.01,
5 mΩ at × 0.1, 50 mΩ at × 1, 0.5 Ω at
× 10.
정확도 : ± (0.05 Ω × multiplier + 0.01 mΩ)
전류비율 : 10 A at × 0.0001*
(0.01 Ω ), 3A at × 0.001 (0.1 Ω), 1A
at × 0.01 (1 Ω ). 0.3A at × 0.1 (10
Ω ), 0.1A at × 1 (100 Ω ), 0.01A at
× 10 (1,000 Ω ).
감류계 : 전기 DC 감류계 , 전압감도 내장 .
약 20 μ V/div.
감도 전환 ;
G0 ... ( 입력저항 : 약 11 kΩ).
G1 ... 약 1/11 of G0 감도
G2 ... 약 1/110 of G0 감도
작동온도범위 : 5 to 35° C
습도범위 : 85% 이하
브릿지 파워소스 : Tow 1.5 V 밧데리
, 외부파워소스 사용가능
* 주의 : 0.1~1.1 m Ω범위 측정시 표준저항계
( 모델 2771) 이 요망 (0.0001 multiplier 의 경우 )

전면커버사이즈 ( 너비 × 높이 mm)

• JIS C1102-2007 와 호환

210 □ A：
218 □ A：

Clearline Series and FS,FL Series
Panel Meters
• JIS C1102-2007 호환
• Clearline Series
Two types of movement suspension
systems, Taut-band and Pivot &
Jewel 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
가능
• FS,FL Series
청결한 전면커버로 비주얼 향상

DC-DC 절연계
AC 전압 , 전류 ( 평균정류 )
AC 전압 , 전류 (RMS 정류 )
AC 전압 , 전류 (RMS 정류 )

2370A Series
0.5 급 전력용 트랜스듀서

전면커버사이즈 ( 너비 x 높이 mm)
2071, 2081:
2072, 2082:
2073, 2083:
2074A, 2084A, FL80:

52 × 44
57 × 48
69 × 58
82×69
(FL80: 80×67)
2075A, 2085A, FL10: 102×85
(FL10: 100×83)
2076A, 2086A:
122 × 102
2093A, FS60:
60 × 60
2094A, FS80:
80 × 80
FS10:
100 × 100

Generators,
Sources

라인업

• DIN rail, 패널설치에 사용가능

전원
반응 전원
상(相)
파워팩터
주파수

2371A
2372A
2373A
2374A
2375A
2376A
2377A
2377A
2378A

사이즈 (mm)
2371A, 2372A, 2373A, 2374A, 2378A:
127(H) × 40(W) × 130(D)
2375A, 2376A, 2377A:
127(H) × 55(W) × 130(D)

Next Generation,
Datacomm
Measuring
Instruments

• Clearline Series
(2071 2076A, 2081 to 2086A,
2093A, 2094A)
DC 전류계와 전압계 , AC 전류계와 전
압계 , 주파수 미터
• FS,FL Series
FS,FL Series
DC 전류계와 전압계 , AC 전류계와 전
* Cover with set pointer
압계 , 주파수미터 , 와트미터 , 전압계 ,
파워팩터미터

Wireless
Communication
Test Instruments

Line-up

Other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0.5 급 전력용 트랜스듀서

패널 미터

Clearline Series

110 × 110
80 × 80

Optical
Measuring
Instruments

• 진동 , 충격에 강한 재현성이 우수한
Taut-band 시스템
• 일렉트로닉스 기술을 도입한 트랜스듀
서방식
• 장시간 안정적인 실행

Switchboard Instruments

Recorders

휴대용 지시계기

2100A Series

Control Products

2011 ~ 2053

DC 전류계와 전압계 : 2101A, 2181A
AC 전류계와 전압계 : 2102A, 2182A
와트미터 : 2105A, 2185A
Varmeters: 2106A, 2186A
파워팩터미터 : 2107A, 2187A
주파수 미터 : 2108A, 2188A
Synchroscope : 2109

Data Acquisition
Software Suite

205206

라인업

DC 전류계 , 전압계 : 2011, 2012
AC 전류계 , 전압계 : 2013, 2014
고주파수 AC 전류계 , 전압계 : 2016
오디오주파수 AC 전압계 :
2017
주파수 미터
2038
파워팩터미터
2039
와트미터
2041,
2042
최소 DC 전류계와 전압계 : 2051
최소 AC 전류계와 전압계 : 2052,
2053

Portable Test
Instruments

201314

라인업

Digital Power
Analyzer

스위치보드 측정기

휴대용 지시계기

Data Acquisition
Equipment

2011 ~ 2053, 2100A Series, Clearline Series, FS,FL Series, 2370A Series

Meters Products

Meters Products

Oscilloscopes

Meter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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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your local Yokogawa sales offices/representatives
Yokogawa serves its customers worldwide through a network of sales, engineering, and service
companies and manufacturing subsidiaries located in the following countries and regions.
Support is also provided by sales and service representatives around the world.
Click the following URL and select your county and product category to find your local Yokogawa
sales offices/representatives.

https://y-link.yokogawa.com/YL016.po

CIS

Europe
North & Central
America

Middle East

Africa
South
America

East Asia
South
Asia
ASEAN &
Oceania

World Headquarters

U.S.A.

Europe

Headquarters & Plant
2 Dart Road, Newnan
Georgia 30265-1094
Tel: (1)-800-888-6400 or (1)-770-253-7000
Fax: (1)-770-251-6427
URL: www.yokogawa.com/us/

Regional Headquarters Europe
Euroweg 2, 3825 HD Amersfoort,
The Netherlands
Tel: (31)-88-4641000
Fax: (31)-88-4641111
URL: www.yokogawa.com/eu/

Yokogawa Corporation of America

Yokogawa Europe B.V.

China

ASEAN

Regional Headquaters for Sales,
Engineering and Service
K. Wah centre 28, 29F
1010 Huai Hai Zhong Rd.
Shanghai 200031
Tel: (86)-21-5405-1919
Fax: (86)-21-5405-1011
URL: www.yokogawa.com/cn/

Head Office & Factory
5 Bedok South Road
Singapore 469270
Tel: (65)-62419933
Fax: (65)-62412606
URL: www.yokogawa.com/sg/

Yokogawa China Co., Ltd.

Yokogawa Engineering Asia Pte. Lt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