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Acquisition and Switching
(데이터 수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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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72A/34970A LXI 데이터수집스위치장치
주요 특징 및 사양
ã내장형 34970A (GPIB 및 RS232) 34972A (LAN 및 USB) 인터페이스를 갖춘 3슬롯 메인프레임
ã6.5디지트(22비트) 내장형 DMM, 초당 최대 250채널 스캐닝
ã8가지의 스위치 및 제어 플러그인 모듈 중에서 선택
ã내장 신호 컨디셔닝이 열전쌍(thermocouple), RTD 및 서미스터, ac/dc 전압 및 전류, 저항, 주파수 및 주기를 측정
ã전원이 꺼져도 50k 판독값의 비휘발성 메모리에 데이터 저장
ã각 채널에서 Hi/LO 경보 설정, 4개의 TTL 경보 출력

기본 악세서리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쉽게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써머커플
•드라이버

•벤치링크 데이터로거 소프트웨어
•표준제품 설명서, 교정 시험 보고서, 프로그래밍 및 참조 CD

모듈
34901A
34903A
34905A
34907A

20채널 멀티플렉서(2/4와이어) 모듈
20채널 액츄에이터/GP 스위치 모듈
2GHz 듀얼 1:4 RF Mux, 50옴 모듈
다기능 모듈

34902A
34904A
34906A
34908A

16 채널 멀티플렉서 (2/4-와이어) 모듈
4 x 8, 2와이어 매트릭스 모듈
75옴 모듈, 2GHz 듀얼 1:4 RF Mux
40채널 싱글 엔드 멀티플렉서 모듈

운반케이스
악세서리 파우치
렉장착키드
2U 듀얼 플랜지 키트
듀얼 연결 잠금 키트

34161A
34131A
34190A
34194A
34191A

열전쌍키트
서미스터 키트
벤치링크 데이터로거 프로 소프트웨어
USB/GPIB 인터페이스 고속 USB2.0
BenchVue 프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옵션 악세서리
34830A
34308A
34307A
34905-60001
34906-60001

관련 계측기
•E3600 시리즈 벤치 파워서플라이
•3000X/T 시리즈 오실로스코프
•33500B 시리즈 펑션 제너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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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0A 다기능 스위치/측정 장비
주요 특징 및 사양
ãLXI C형과 호환
ã내장형 6.5디지트 DMM(옵션)을 갖춘 8 슬롯 메인프레임
- DC ~ 20GHz 스위칭, 디지털 I/O, D/A 컨버터, 카운터/토탈라이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19개의 플러그인 모듈
ã단일 프레임에 최대 560개의 2와이어 멀티플렉서 채널 또는 1024개의 2와이어 매트릭스 교차점 장착
ã표준 케이블, 착탈식 터미널 블록 또는 대량 상호연결 솔루션
ãUSB, GPIB, LAN (LXI)

기본 악세서리
8-슬록 스위치/내부 DMM560채널을 스위칭과
측정 메인프레임

•벤치링크 데이터로거 소프트웨어
•표준 제품 설명서, 교정 시험 보고서, 프로그래밍 및 참조 CD

기능 옵션
34980A-DMM

내부 6.5 디지트 DMM 추가

옵션 악세서리
34832A
34308A
34307A
Y1130A
Y1131A
Y1132A
Y1135A

열전쌍 키트
서미스터 키트
벤치링크 데이터로거 프로 소프트웨어
렉 마운트 키트
검증 밑 진단툴
모듈 확장
1.5m 50 핀 DSUB 케이블

Y1136A
Y1137A
Y1138A
Y1139A
Y1140A
Y1141A
Y1142A

3m 50 핀 DSUB 케이블
1.5m 78 핀 DSUB 케이블
3m 78 핀 DSUB 케이블
솔더 컵 커넥트 키트
솔더 컵 커넥트 키트
솔더 컵 커넥트 키트
솔더 컵 커넥트 키트

관련 계측기
•4000X 시리즈 오실로스코프
•33500B 시리즈 펑션 제너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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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0A 다기능 스위치/측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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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데이터 로거 SEFRAM DAS240
주요 특징 및 사양

Sefram 은 ISO9000 V2000 인증을 받았으며 귀하의 계측기에
대한 최상의 솔류션을 제공합니다.

ã20 ~ 200개의 아날로그 채널
ã입력: 전압, 열전대, Pt100-Pt1000, 전류 (옵션 어댑 터 사용 시), 저항
ã전압 DC: 1mV ~ 200V (±100V)까지
ã온도: 열전대 (모든 종류), Pt100-Pt1000 (2W, 3W)
ã16Bit 분해능
ã최대 샘플링: 1ms (1kHz)
ã12개의 로직 채널
ã4개의 알람 (출력)
ã카운터가 있는 4개의 로직 기능 & 주파수 측정
ã10” 파노라믹 터치 스크린
ã32GB 내부 하드-드라이브 (기본)
ã인터페이스: USB, 이더넷, Wi-Fi (옵션)
ã리튬-이온 배터리 (Factory Option): 15시간 사용
ãDas Lab 소프트웨어 무상 제공
ãIEC 61010 CAT I 100V 준수

옵션 악세서리
DAS240
DAS240BAT
20 ch 모듈
Wi-fi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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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아날로그 멀티플렉스 채널, 12 로직 채널 입력
20 아날로그 멀티플렉스 채널, 12 로직 채널 입력, 내부 배터리 (15시간 자율성)
DAS 240 모듈
USB 동글

휴대용 데이터 로거 SEFRAM DAS240

트리거: 다수 선택 및 한계점, 채널, 조건 결합 가능

측정 화면의 확대 및 커서

채널간의 연산 가능

DAS240의 파일 매니지먼트

설정: 사용자 안내를 위한 아이콘

수치로 측정 보기 가능

채널 설정: 모든 파라리터 한 화면에서 보기 가능

XY 모드

SEFRAM DasLab

DAS240: 옵션 20 패널을 갖춘 유연한 솔루션

PC(윈도우)에 대한 새로운 DasLab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합니다.

더 많은 측정 채널이 필요합니까? DAS240은 유연하고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ã레코더 설정 관리(온라인 & 오프라인)

20개의 측정 채널과 함께 공급되며 더 나아가 180채널을 더 추가 할 수 있으며, 모듈(20채널)로 최대 200

ãDAS240의 원격 설정

개 채널까지 확장 시킬 수 있습니다. 20 채널 모듈 (PN: 902401000)은 다 기능 모듈입니다. 전압과 온도

ã장비에서 (기록, 설정) 파일 관리 및 다운로드

를 측정을 할 수 있으며 열전대, Pt100-1000 등이 있으며 쉽게 연결 할 수있도록 Quick-Connector도
함께 제공됩니다.

DasLab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이며
SEFRAM 홈페이지에서 다운받 을 수 있습니다.
(Free License) DAS240과 사용자 컴퓨터의
연결 링크는 이너넷 인터페이스 또는
Wi-fi 인터페이스(옵션)로 가능합니다.

DasLab: 원격 설정

20 채널 모듈 (PN: 902401000)

DasLab: 파일 관리

40 채널 모듈을 탑재한 DAS240

DasLab: 채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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