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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품질 보증 및 배상 책임의 제한 

모든 Fluke 제품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정비하는 한, 재료와 제작상에 하자가 없음을 보증합니다. 품질 
보증 기간은 선적일로부터 1년입니다.  부품, 제품 수리 및 서비스는 90일 동안 보증됩니다. 이 보증은 원 
구매자 또는 공인 Fluke 판매점의 최종 고객에게만 적용되며, 퓨즈, 일회용 배터리 또는 오용, 개조, 
부주의한 취급, 오염, 사고 또는 비정상 상태에서의 작동 및 취급에 기인한 손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Fluke는 90일 동안 소프트웨어가 기능적 사양에 따라 작동할 것과 결함없는 매체에 올바로 기록되었음을 
보증합니다. Fluke는 소프트웨어가 오류나 중단 없이 작동할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공인 Fluke 판매점은 최종 고객에 한해 신제품에 대해 이 보증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어떤 보증도 
Fluke를 대신하여 추가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Fluke의 공인 판매처에서 제품을 구입했거나 합당한 국제 
가격을 지불한 경우에만 품질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Fluke는 제품을 구입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구매자에게 수리/교체 부품 수입 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Fluke의 품질 보증 책임은 보증 기간 내에 Fluke 서비스 센터에 반환된 결함 있는 제품에 한해 Fluke의 
결정에 따라 구입가 환불, 무상 수리 또는 결함 제품 대체에 한정됩니다. 

품질 보증 서비스를 받으려면 가까운 Fluke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여 인증 정보를 받은 다음,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 서비스 센터로 제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때 우송료 및 보험료를 사용자가 
선불(도착항 본선 인도)해야 합니다. Fluke는 운송 시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증 수리가 끝난 제품은 운송료 발신자 부담으로(도착항 본선 인도) 구매자에게 반송됩니다.  제품에 
지정된 정격 전압을 준수하지 않아서 생긴 과압 고장이나 정상적인 기계 부품의 마모로 인해 생긴 고장을 
포함해서 부주의한 취급, 오용, 오염, 개조, 사고 또는 부적절한 상태에서의 작동이나 취급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했다고 Fluke가 판단한 경우 Fluke는 수리비 견적을 내서 고객의 허가를 받은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수리 후, 제품은 구매자에게 반송될 것이며 수리 비용과 반환 운송료(FOB 발송지)는 구매자에게 청구될 
것입니다. 

본 보증서는 구매자의 독점적이고 유일한 구제 수단이며 다른 모든 보증과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과 같은 
여타의 명시적, 암시적 보증을 대신합니다. Fluke는 데이터 손실을 포함한 특별한, 간접적, 부수적 또는 
결과적인 손상이나 손실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원인이나 이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암시된 보증 또는 우발적 또는 결과적인 손상을 제외 또는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부 주나 국가에서는 
이러한 배상 책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본 보증서의 일부 조항이 관할 사법 기관의 
의사 결정권자나 법원에 의해 무효 또는 시행 불가능하게 되었다 해도 그 외 규정의 유효성 또는 시행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Fluk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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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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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1 

제품 개요 및 사양 

개요 
이 장에서는 제품, 설명서 세트, 안전 정보, 연락처 정보 및 사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품 개요 
Fluke Calibration 2638A HYDRA Series III Data Acquisition Unit(본 제품 또는 
장치)은 DC 전압, AC 전압, DC 전류, AC 전류, 저항, 빈도,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휴대용 벤치탑 데이터 로거입니다(표 1-1 참조). 본 제품에 허용되는 
측정 입력의 유형 및 범위에 대한 정보는 사양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본 제품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캔 - 스캔 스윕당 최대 67개의 아날로그 채널을 순차적으로 스캔합니다. 또한 

본 제품에는 20개의 수학 채널, 하나의 DIO 채널, 하나의 TOT 채널이 있어 
스캔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스캔은 전면 패널에서 수동으로 제어되거나 
타이머, 경보, 외부 소스 또는 원격 SCPI 명령 등 다양한 트리거에 의해 
트리거됩니다.  
스캔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모든 채널 값이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최고점 간 값, 변화율 등 통계값과 함께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그래프 기능을 사용하여 최대 4개 채널의 측정 데이터를 
디스플레이에 그려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소프트키로 데이터 
모드를 전환하여 실시간 데이터 또는 이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 - 단일 채널의 측정값이나 통계값을 표시합니다. 모니터는 스캔이 진행 
중이거나 비활성 상태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능입니다. 스캔 기능과 
마찬가지로 단일 측정의 통계값을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거나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저장 - 최대 20Mb의 데이터 및 채널 설정 파일을 비휘발성 내장 
메모리나 외장 USB 드라이브에 직접 저장합니다. 또한 SCPI 인터페이스 명령 
세트를 사용하여 장치 후면에 있는 LAN TCP/IP 인터페이스나 USB 
드라이브를 통해 PC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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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 - 상한(HI) 또는 하한(LO) 초과 시를 이를 나타내는 두 개의 독립적인 
경보를 각 채널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장치의 제어를 위해 후면 패널 
경보 출력에서 디지털 신호를 출력하도록 경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I/O(DIO) – 본 제품에는 감지와 출력이 가능한 디지털 8비트 
트랜지스터-트랜지스터 로직(TTL) 포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DIO 채널을 
스캔 목록에 포함할 경우, 이 포트의 값이 판독 시 포트 상태에 따라 0 ~ 255 
범위의 값으로 각 스캔의 스캔 데이터 레코드에 기록됩니다. 

• 적산계 - 본 제품에는 1,048,575(20비트)의 입력 카운트가 가능한 단방향 
리셋형 적산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카운트 증분은 기기 후면에 있는 적산계 
입력 단자의 접점 폐쇄 또는 디지털 신호 변화를 통해 수행됩니다. 

• Digital Multimeter 기능(DMM) – 친숙한 DMM 기능과 표준 벤치 DMM과 같은 
컨트롤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 DMM은 6 ½자릿수를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추세 데이터의 시각화를 위해 DMM은 측정 통계값의 
그래프를 그리고 표시하는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원격 작동 – 후면 패널 USB 또는 LAN TCP/IP 연결을 통해 원격 SCPI 명령 
또는 FlukeDAQ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품을 원격 
작동합니다. 



 제품 개요 및 사양 
 전면/후면 패널의 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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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후면 패널의 개요 
표 1-1에는 전면 패널 기능과 관련 설명이 나와 있고, 표 1-2에는 후면 패널 기능과 
관련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표 1-1. 앞면 패널 기능 

X

19

14

1

345 2

6

7

109 11 12 138 15

17

16

1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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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름 기능 

 대기 키 
제품을 대기 모드로 전환합니다. 대기 모드에서는 디스플레이가 꺼지고 
키가 비활성화됩니다. 또한 원격 작동이 비활성화됩니다. 2장 "전원 켜기 
및 대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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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앞면 패널 기능(계속) 

항목 이름 기능 

 기능 소프트키 
하위 메뉴를 열고 선택 사항을 설정하는 기능 소프트키. 소프트키의 
기능은 각 메뉴마다 바뀌며 디스플레이의 소프트키 위에 표시됩니다. 

 화살표 키 
메뉴를 스크롤하고, 값을 늘리거나 낮추고, 선택 사항을 강조 
표시합니다. 또한 데이터 메뉴에서 측정값 간에 이동하고 그래프 보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USB 데이터 전송 
표시기 

USB 드라이브가 인식될 때 켜지고 USB 드라이브와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깜박이는 빨간색 LED.  

W주의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해 LED가 깜박일 때 USB 드라이브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전면 패널 USB 포트 USB 드라이브를 삽입할 USB 포트.  

 전류 입력 단자 
최대 100 mA까지 전류 측정을 수행하는 입력 단자. 전류 입력은 열 
과전류 방지 회로에 연결됩니다. 이 회로는 과전류 발생 시 입력을 끊고 
과전류 상태가 해소되면 입력을 다시 연결합니다.  

 V, Ω, mA 입입 단단 
테스트 리드에 연결되어 AC 및 DC V, AC 및 DC mA, Hz, Ω를 측정하는 
입력 단자.   

 4WΩ 감지 단단 3선 및 4선 보상 저항을 측정하는 감지 입력 단자. 

 채널 상상 표표표 
채널을 켜짐으로 설정할 때 표시되는 녹색 사각형 상자. 채널이 
켜기으로 설정되었을 때 이를 "활성"이라고 합니다.  

 메메 이이 메뉴 이름. 

 X위험 전압 표시기 
입력의 위험 전압을 사용자에게 경고합니다. 전압이 30 V DC 또는 AC 
RMS보다 클 때 표시됩니다. 

 날날날 표시 
기기 설정 메뉴에 설정된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됩니다. 데이터를 
기록할 때 이 날짜와 시간이 시간스탬프에 사용됩니다. 

 모모 표표표 
입력 모듈이 연결된 슬롯과 그 갯수가 표시됩니다. 2장 "입력 모듈 및 
릴레이 카드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2638A/05 모델은 활성 슬롯 하나만 
표시합니다. 

 스스/모모모 

모든 활성 채널을 스캔합니다. 스캔 기능은 테스트 설정 파일에 지정된 
모든 활성 채널을 샘플링합니다. 모니터 기능은 단일 채널의 측정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작동 지침은 4장을 참조하십시오. 



 제품 개요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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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앞면 패널 기능(계속) 

항목 이름 기능 

 표기 

데이터 기록을 시작 또는 중지합니다. 기록할 때 키가 켜지고 디스플레이 
상단에 "녹화"이 표시됩니다. 스캔할 때 기록을 자동으로 시작 및 
중지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캔 데이터를 기록하는 외에 전면 패널 
DMM을 통한 측정값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작동 지침은 
4장을 참조하십시오.  

 메모메 
내장 메모리나 USB 메모리에 있는 설정 파일, 스캔 데이터 파일 및 DMM 
데이터 파일을 관리합니다.  

 DMM  
전면 패널 입력을 빠르게 구성하고 측정할 수 있는 Digital Multimeter(DMM) 
기능. DMM 작동 지침은 5장을 참조하십시오.  

 장장 설설 
제품을 구성합니다. 제품 사용자 정의를 위한 대부분의 사용자 구성 가능한 
설정이 메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장 "제품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채널 설설 
채널을 구성하고 확인합니다. 채널 설정은 제품 전원을 켤 때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기본 메뉴입니다. 채널 배선 및 구성 방법은 3장을 참조하십시오. 

 숫단 키패키 

메시지가 표시되면 입력 숫자값을 사용합니다. 디스플레이의 스크린샷을 
캡처하려면 PRINT 또는 "0" 키를 길게 누릅니다. 전면 패널을 잠궈서 변경을 
방지하려면 LOCK 키를 길게 누르고, 잠금 해제하려면 UNLOCK 키를 길게 
누릅니다.  

표 1-2. 뒷면 패널 기능 

1 2 3 4 5 6 7 8 1 2 3 4 5 6

1

2

3

4

5 6 8 9

1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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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름 기능 

 
회선 전압 선택 및 
퓨즈 

영역 전압 선택. 2장 "영역 전압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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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후면 패널 기능(계속) 

항목 이름 기능 

 주 전력 스위치 장치에 주 전력을 공급 또는 차단합니다. 

 주 전원 커넥터 주 전원 코드 소켓.  

 섀시 접지 
섀시에 내부 접지된 단자. 시스템의 접지 참조점 위치가 제품인 경우, 이 
바인딩 포스트를 사용하여 다른 장비를 지면 접지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직렬 USB 포트 
원격 작동에 사용되는 USB 포트. 2638A 원격 프로그래머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LAN 연결 
원격 작동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포트. 2638A 원격 프로그래머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적산계 입력 적산계 기능을 위한 입력 단자. 3장 "적산계 채널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DIO(디지털 I/O 
입력 포트) 

8비트 TTL 값으로 표시되고 이에 해당하는 십진수 값으로 기록되는 디지털 
8비트 트랜지스터-트랜지스터 로직(TTL) 값을 감지 및 출력하는 데 사용되는 
8개의 디지털 포트. 

 
디지디 외외 경경 
트메트 출입 

채널이 설정된 경보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디지털 외부 경보를 트리거하는 
데 사용되는 6개의 디지털 출력. 3장 "HI 및 LO 채널 경보"를 참조하십시오. 

 트메트 입입: 
외부 트리거 유형을 사용할 때 스캔을 트리거하는 입력 단자. 4장 "스캔 
테스트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입입 모모 슬슬 
입력 모듈을 받아들이는 슬롯. 2장 "입력 모듈 및 릴레이 카드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2638A/05의 가용 슬롯은 1개뿐입니다. 



 제품 개요 및 사양 
 안전 설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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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경고는 사용자에게 위험한 상태 및 절차를 나타냅니다. 주의는 테스트 중에 
제품이나 장비가 손상될 수 있는 상태 및 절차를 나타냅니다. 

본 설명서 및 제품에 사용된 기호의 목록은 표 1-3을 참조하십시오. 

표 1-3. 기호 

기호 설명 기호 설명 

W 위험. 중요 정보. 설명서 참조.  AC(교류) 

X 위험 전압. 30V DC 또는 AC 
PEAK를 초과하는 전압 발생 가능. 

 DC(직류) 

 
또는  
 

AC 또는 DC(교류 또는 직류)  디지털 신호. 

 지면 접지. + 전원 켜기/끄기  

 재활용 T 이중 절연. 

CAT II 
측정 범주 II는 저전압 전원 설치의 
운용 지점(콘센트 및 유사한 
지점)에 직접 연결된 회로 측정 및 
테스트에 적용됩니다. 

CAT III 
측정 범주 III은 건물의 저전압 전원 설치의 
배전부에 연결된 회로 측정 및 테스트에 
적용됩니다. 

CAT IV 
측정 범주 IV는 건물의 저전압 
전원 설치의 전원에 연결된 회로 
측정 및 테스트에 적용됩니다. 

P 본 제품은 관련 EC Directive의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 

이 제품은 WEEE 
Directive(2002/96/EC) 마킹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부착된 
레이블에 이 전기/전자 제품을 
가정용 생활 폐기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분류: WEEE Directive Annex 
I의 장비 유형에 따라 이 제품은 
범주 9 "모니터링 및 제어 계측"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제품은 
분류되지 않은 폐기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Ã 관련 한국 EMC 표준을 준수합니다. 

WX경고 

감전, 화재 및 상해를 방지하려면: 

• 모든 안전 정보를 읽은 후에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 모든 지침을 주의해서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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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지정된 방식으로만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품과 함께 
제공된 보호 장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케이스를 점검하십시오. 금이 갔거나 소실된 
플라스틱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단자 주위의 절연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하십시오. 

• 제품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이 파손된 경우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비활성화하십시오. 

• 해당 국가에서 인증된 전압 및 전력 플러그 구성 또는 제품의 정격에 
맞는 주 전력 코드 및 커넥터만 사용하십시오. 

• 접지부가 손상되었거나 마모된 흔적이 보이는 경우 주 전력 코드를 
교체하십시오. 

• 주 전력 코드의 접지선이 보호 접지선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호 접지선의 피복이 벗겨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전압이 섀시에 흐를 수 있습니다. 

• 주 전력 코드에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 측정에 적합한 측정 범주(CAT), 전압, 정격 암페어수 프로브, 테스트 
리드 및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 정격 전압의 케이블만 사용하십시오. 

• 테스트 리드가 손상된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테스트 리드에 
손상된 절연체가 있는지 검사하고 알려진 전압을 측정하십시오. 

• 제품, 프로브 또는 부속품의 최저 정격 개별 구성품의 정격 측정 
범주(CAT)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 손가락은 프로브의 손가락 보호대 뒤에 놓으십시오. 

• 단자 간 또는 각 단자와 접지 간에 정격 전압 이상을 가하지 마십시오. 

• 30V ac rms, 42V ac pk 또는 60V dc를 초과하는 전압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 지정된 측정 범주, 전압 또는 정격 전류로 작업을 제한하십시오. 

• 먼저 알려진 전압을 측정하여 제품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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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채널이라도 위험 전압 소스에 연결할 경우 접근 가능한 모든 
채널에 위험 전류가 흐르고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십시오. 

• 입력 소스를 끌 때까지는 위험 입력의 내부 배선을 제거, 접촉 또는 
변경하지 마십시오. 

• 입력 모듈을 열기 전에 위험 전압 소스로부터 입력을 제거하십시오. 

• 측정에 적합한 단자, 기능 및 범위를 사용하십시오. 

• 이 제품은 실내에서만 사용하십시오. 

•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존재하는 환경 또는 눅눅하거나 습한 
장소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면 캡처 기능 
본 제품은 디스플레이의 스크린샷을 캡처한 후 USB 드라이브에 직접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스크린샷을 캡처하려면(표 1-1 참조): 

1. 전면 패널에 USB 드라이브에 꽂고 USB 데이터 전송 표시기가 빨간색으로 
표시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2. PRINT 또는 숫자 키패드의 "0" 키를 3초간 눌렀다가 놓습니다. 디스플레이에 
"파일 저장됨"이 표시됩니다.  

3. 전면 패널에서 USB를 제거한 후 PC의 USB 드라이브에 연결합니다. 

4. USB 드라이브를 열고 다음 경로의 이미지 폴더로 이동합니다. 

\\fluke\2638A\[Product Serial Number]\Image 

3 seconds

=PRINT

 
hjw059.eps 

그림 1-1.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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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에 대한 정보 
이 설명서는 다음의 7개 단원으로 구성됩니다. 

• 1장 - 제품 정보, 안전 정보, 연락처 정보 및 사양을 제공합니다.  

• 2장 - 제품을 처음 사용하기 위해 설정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 3장 - 입력 모듈에 입력을 배선하고 관련 채널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4장 - 검색, 채널 모니터링, 측정 데이터 기록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 5장 - 본 제품의 DMM 기능을 작동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6장 - 제품을 청소하고 제품 후면에서 퓨즈를 교체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7장 - 오류 메시지 및 제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제품 설명서 세트 
제품 설명서 세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2638A 사용자 설명서 - 기능 정보, 작동 정보, 기본 사용자 유지 관리 및 문제 
해결 정보를 포함합니다. 사용자 설명서는 다국어로 번역됩니다. 

• 2638A 안전 정보  - 본 제품의 중요 안전 정보를 포함하는 인쇄본입니다. 안전 
정보는 다국어로 번역됩니다. 

• 2638A 원격 프로그래머 가이드 - 제품을 원격 작동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프로그래머 가이드에는 모든 명령이 알파벳순으로 나열되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예제 코드가 제공됩니다.   

• 2638A 교정 설명서 - 제품을 사양 내로 유지하는 교정 및 조정 절차를 
포함합니다. 

모든 설명서는 http://www.fluke.com/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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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ke Calibration 연락처 
Fluke Calibration에 문의하려면 다음 전화 번호 중 하나로 연락하십시오. 

• 기술 지원(미국): 1-877-355-3225 

• 보정/수리(미국): 1-877-355-3225 

• 캐나다: 1-800-36-FLUKE(1-800-363-5853) 

• 유럽: +31-40-2675-200 

• 일본: +81-3-6714-3114 

• 싱가포르: +65-6799-5566 

• 중국:  +86-400-810-3435 

• 브라질:  +55-11-3759-7600 

• 전세계: +1-425-446-6110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최신 설명서 보충 자료를 다운로드하려면 Fluke Calibration의 
웹 사이트( www.flukecal.com.)를 방문하십시오. 

제품을 등록하려면 http://flukecal.com/register-product를 방문하십시오. 

교정 및 수리 정보 
교정 또는 수리를 위해 예약하고 제품을 Fluke로 보내려면: 

1. 해당 지역의 Fluke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여 교정 또는 수리를 
예약하십시오("Fluke에 문의" 참조). 

2. 제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주변에 2인치 이상의 포장재를 둘러 제품을 
운송 상자에 단단히 포장합니다. 

3. 제품을 서비스 센터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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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양 
주 전력 전압 

100V 설정  .......................................................... 90V~110V 
120V 설정  .......................................................... 108V~132V 
220V 설정  .......................................................... 198V~242V 
240V 설정  .......................................................... 216V~264V 

주파수 ..................................................................... 47Hz~440Hz 

전력 소비 ................................................................. 36VA PEAK(평균 24W) 

환경 온도 
작동 시 ................................................................ 0°C~50°C 
최대 정확도 ......................................................... 18°C~28°C 
보관 시 ................................................................ -20°C~70°C 
예열 ..................................................................... 완전한 정확도 사양에 이르기 위해 1시간 소요 

상대 습도(비응축) 
작동 시 ................................................................ 0°C~28°C<90% 
 28°C~40°C<75% 
 40°C~50°C<45% 
보관 시 ................................................................ -20°C~70°C<95% 

고도 
작동 시 ................................................................ 2,000m 
보관 시 ................................................................ 12,000m 

채널 용량 
총 아날로그 채널 ................................................. 67 
전압/저항 채널 .................................................... 61 
전류 채널 ............................................................ 7 
디지털 I/O ........................................................... 8비트 
적산계 ................................................................. 1 
경보 출력 ............................................................ 6 
트리거 입력 ......................................................... 1 

채널 용량: 2638A/05 

총 아날로그 채널 ............................................... 23 
전압/저항 채널 .................................................. 21 
전류 채널 ........................................................... 2 

안전 보호 기능  
주 전원 입력 ...................................................... IEC 61010-1, 과전압 범주 II, 공해 지수 2 

측정 전면 패널 ..................................................  IEC 61010-2-030: CAT II 300V 
측정 후면 패널 .................................................. IEC 61010-2-030: CAT II 150V CAT II, 250V RMS (최대 과도 전압 

1000V Peak) 이들 단자는 외부 과도 전압 억제 없이 150V를 초과하는 주 
전력 전압 연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후면 모듈 단자 사이에 또는 후면 
모듈 단자와 지면 접지 사이에 인가할 수 있는 최대 입력은 250V DC 
또는 AC RMS입니다. 

전자기 호환성(EMC) 

국제 ..................................................................... IEC 61326-1: 기본 전자기 환경 

CISPR 11: 그룹 1, Class A 

그룹 1: 장비는 자체 내부 기능에 필요한, 전도적으로 커플링된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생성 및/또는 사용합니다. 

Class A: 장비는 가정용 외의 다른 모든 용도로 적합하며 주거용 
건물의 저전압 전력 공급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장비에는 방사성 장해 및 전도로 인해 기타 환경에서 전자기 
호환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잠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장비를 테스트 대상에 연결하면 CISPR 11에서 요구하는 레벨을 
초과하는 방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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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KCC) ........................................................ Class A 장비(산업용 방송 및 통신 장비) 

Class A: 장비는 산업 전자파 장비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며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본 장비는 기업 환경 용도이며 
가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SA(FCC) ........................................................... 47 CFR 15 하위 파트 B, 본 제품은 15.103항에 따라 예외 장치로 
간주됩니다. 

수학 채널 
채널 수 ................................................................ 20 
연산 ..................................................................... 합계, 차이, 곱하기, 나누기, 다항식, 거듭제곱, 제곱근, 역수, 지수, 대수, 

절대값, 평균, 최대값, 최소값 

트리거 ..................................................................... 간격, 외부(트리거 입력), 경보, 원격 (버스), 수동 

배터리 수명 ............................................................. 5년 

메모리 
스캔 데이터 RAM ................................................ 75,000회 읽기(시간 스탬프 포함) 
데이터/설정 플래시 메모리 ................................. 20MB 
비휘발성 메모리 수명 ......................................... 5년 

USB 호스트 포트 
표준2.0 ................................................................ 최대 속도 
커넥터 유형 ......................................................... A형 
기능 ..................................................................... 메모리 
파일 시스템 ......................................................... FAT32 
메모리 용량 ......................................................... 32GB 

USB 장치 포트 
커넥터 유형 ......................................................... B형 
등급 ..................................................................... 장비 
기능 ..................................................................... 제어 및 데이터 전송 
명령 프로토콜 ..................................................... SCPI 

LAN 
기능 ..................................................................... 제어 및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프로토콜 .............................................. 이더넷 10/100, TCP/IP 
명령 프로토콜 ..................................................... SCPI 

치수 
높이 ..................................................................... 150mm 
너비 ..................................................................... 245mm 
깊이 ..................................................................... 385mm 
무게 ..................................................................... 6kg (일반 구성) 
운송 시 무게 ........................................................ 9.5kg (일반 구성) 

적합성 ..................................................................... CE, CSA, IEC 61010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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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사양 
일반적으로 정확도 사양은 환경 온도 범위 18°C~28°C에서 최소 1시간 이상 예열 후 전면 패널 입력(채널 001)에 대해 6 ½ 
자릿수 모드에서 유효합니다. 24시간 사양은 교정 표준을 기준으로 하며 EN 61326에 따른 제어된 전자기 환경을 전제로 
합니다. 정확도 사양의 신뢰 수준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교정 날짜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99%입니다. 

스캔 속도(일반, 기능 및 범위에 따라) 

빠름 ..................................................................... 초당 최대 46채널(채널당 0.02초) 

보통 ..................................................................... 초당 10채널(채널당 0.1초) 

느림 ..................................................................... 초당 2채널(채널당 0.5초) 

디스플레이 분해능 ................................................... 4 ½~6 ½ 자릿수(샘플 속도 또는 NPLC에 따라) 

DC 전압  
최대 입력 ................................................................. 300V(모든 범위) 

공통 모드 거부 ......................................................... 50Hz 또는 60Hz에서 140dB(NPLC 1 이상에 대해 1kΩ 비균형, ±낮음 
리드에서 최대 500V Peak) 

일반 모드 거부 ......................................................... NPLC 1 이상 및 전원 회선 주파수±0.1%에 대해 55dB, ±최대 범위 
Peak의 20% 

측정 방법 ................................................................. 다중 램프 A/D 

A/D 선형성 .............................................................. 측정 2ppm+범위 외 1ppm 

입력 바이어스 전류 .................................................. 25°C에서<30pA 

DC 전압 입력 특성 

범위 분해능 
분해능 

입력 임피던스 빠름  
4½ 자릿수 

보통 
5½ 자릿수 

느림 
6½ 자릿수 

100mV 100.0000mV 10µV 1µV 0.1µV 10MΩ 또는 > 10GΩ [1] 

1V 1.000000V 100µV 10µV 1µV 10MΩ 또는 > 10GΩ [1] 

10V 10.00000V 1mV 100µV 10µV 10MΩ 또는 > 10GΩ [1] 

100V 100.0000V 10mV 1mV 100µV 10MΩ±1% 

300V 300.000V 100mV 10mV 1mV 10MΩ±1% 

참고: 

± 12V를 벗어난 입력은 클램프 처리됩니다. 클램프 전류는 최대 3mA입니다. 기본 입력 임피던스는 10MΩ입니다. 

DC 전압 정확도 
정확도는 ±(측정값의 %+범위의 %)로 표시됩니다.  

범위 
24시간 

(23 ± 1°C) 
90일 

(23 ± 5°C) 
1년 

(23 ± 5°C) 

T.C./ °C, 
18°C~28°C 범위 

외 

100mV 0.0025%+0.003% 0.0025%+0.0035% 0.0037%+0.0035% 0.0005%+0.0005% 

1V 0.0018%+0.0006% 0.0018%+0.0007% 0.0025%+0.0007% 0.0005%+0.0001% 

10V 0.0013%+0.0004% 0.0018%+0.0005% 0.0024%+0.0005% 0.0005%+0.0001% 

100V 0.0018%+0.0006% 0.0027%+0.0006% 0.0038%+0.0006% 0.0005%+0.0001% 

300V 0.0018%+0.002% 0.0031%+0.002% 0.0041%+0.002% 0.0005%+0.0003% 

참고: 

• 10MHz~20MHz 범위에서 주 전원 입력의 전도성 장해가 1V를 초과하는 경우 범위의 0.02%를 추가하십시오. 
장해가 3V를 초과하는 경우 정확도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 450MHz~550MHz 범위에서 방사성 장해가 1V/m를 초과하는 경우 범위의 0.02%를 추가하십시오. 장해가 3V/m를 
초과하는 경우 정확도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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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전압 추가 오류 

자릿수 NPLC 채널 x01 – x20 추가 NPLC 노이즈 오류 

6 ½ 200 2µV 추가 -  

6 ½ 100 2µV 추가 - 

6 ½ 10(느림) 2µV 추가 - 

5 ½ 1(보통) 2µV 추가 범위의 0.0008% 추가 

4 ½ 0.2(빠름) - 범위의 0.002% 추가+12µV 

4 ½ 0.02 - 범위의 0.014% 추가+17µV 

 

AC 전압  
AC 전압 사양은 범위의 5%를 초과하는 AC 사인파 신호에 대한 것입니다. 범위의 1%~5% 및 50kHz 미만의 입력에 
대해서는 범위의 0.1%를 허용 오차로 추가합니다. 50kHz~100kHz 범위에 대해서는 범위의 0.13%를 추가합니다. 

 

최대 입력 ................................................................. 300V RMS 또는 425V PEAK 또는3 × 107V-Hz 제품(더 작은 쪽)(모든 
범위) 

측정 방법 ................................................................. AC 결합 True-RMS. 모든 범위에서 입력의 AC 구성 요소를 최대 
300V DC 바이어스로 측정 

AC 필터 대역폭 
느림 ..................................................................... 20Hz 
빠름 ..................................................................... 200Hz 

최대 파고 지수 ......................................................... 최대 규모에서 5:1 

추가 파고율 오류 ..................................................... 파고율 1~2, 전체 스케일의 0.05% 

 파고율 2~3, 전체 스케일의 0.2% 

 파고율 3~4, 전체 스케일의 0.4% 

 파고율 4~5, 전체 스케일의 0.5% 

AC 전압 입력 특성 

범위 분해능 

분해능 

입력 임피던스 4½ 
자릿수 

5½ 
자릿수 

6½ 
자릿수 

100mV 100.0000mV 10µV 1µV 0.1µV 

1MΩ±2%, 150pf씩 분로됨 

 

1V 1.000000V 100µV 10µV 1µV 

10V 10.00000V 1mV 100 ㎶ 10µV 

100V 100.0000V 10mV 1mV 100µV 

300V 300.000V 100mV 10mV 1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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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전압 정확도 
정확도는 ±(측정값의 %+범위의 %)로 표시됩니다.  

범위 주파수  
24시간 

(23±1°C) 
90일 

(23±5°C) 
1년 

(23±5°C) 

T.C./ °C, 
18°C~28°C 

범위 외 

100mV 

20Hz~20kHz 0.1%+0.05% 0.11%+0.05% 0.11%+0.05% 0.01%+0.005% 

20kHz~50kHz 0.2%+0.05% 0.22%+0.05% 0.22%+0.05% 0.01%+0.005% 

50kHz~100kHz 0.55%+0.08% 0.6%+0.08% 0.6%+0.08% 0.05%+0.01% 

1V 

20Hz~20kHz 0.1%+0.05% 0.11%+0.05% 0.11%+0.05% 0.01%+0.005% 

20kHz~50kHz 0.2%+0.05% 0.22%+0.05% 0.22%+0.05% 0.01%+0.005% 

50kHz~100kHz 0.55%+0.08% 0.6%+0.08% 0.6%+0.08% 0.05%+0.01% 

10V 

20Hz~20kHz 0.1%+0.05% 0.11%+0.05% 0.11%+0.05% 0.01%+0.005% 

20kHz~50kHz 0.2%+0.05% 0.22%+0.05% 0.22%+0.05% 0.01%+0.005% 

50kHz~100kHz 0.55%+0.08% 0.6%+0.08% 0.6%+0.08% 0.05%+0.01% 

100V 

20Hz~20kHz 0.1%+0.05% 0.11%+0.05% 0.11%+0.05% 0.01%+0.005% 

20kHz~50kHz 0.2%+0.05% 0.22%+0.05% 0.22%+0.05% 0.01%+0.005% 

50kHz~100kHz 0.55%+0.08% 0.6%+0.08% 0.6%+0.08% 0.05%+0.01% 

300V 

20Hz~20kHz 0.1%+0.05% 0.11%+0.05% 0.11%+0.05% 0.01%+0.005% 

20kHz~50kHz 0.2%+0.05% 0.22%+0.05% 0.22%+0.05% 0.01%+0.005% 

50kHz~100kHz 0.55%+0.27% 0.6%+0.27% 0.6%+0.27% 0.05%+0.03% 

참고: 

10MHz~40MHz 범위에서 주 전원 입력의 전도성 장해가 1V를 초과하는 경우 범위의 0.02%를 추가하십시오. 장해가 
3V를 초과하는 경우 정확도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느린 주파수 오류 
오류는 판독값의 %로 표시됩니다. 

주파수 
AC 필터 

20Hz 200Hz 
20Hz~40Hz 0% − 

40Hz~100Hz 0% 0.55% 

100Hz~200Hz 0% 0.2% 

200Hz~1kHz 0% 0.02% 

>1kHz 0% 0% 

DC 전류 
입력 보호 ................................................................. 0.15A/600V 리셋 가능 PTC 

DC 전류 입력 특성 

범위 분해능 

분해능 

참조 저항(Ω) 
버든(Burden) 

전압 
빠름  
4½ 

자릿수 

보통 
5½ 

자릿수 

느림 
6½ 

자릿수 

100µA 100.0000µA 10nA 1nA 0.1nA 1kΩ <1mV 

1mA 1.000000mA 100nA 10nA 1nA 1kΩ <1mV 

10mA 10.00000mA 1µA 100nA 10nA 10Ω <1mV 

100mA 100.0000mA 10µA 1µA 100nA 10Ω <1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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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전류 정확도 
정확도는 ±(측정값의 %+범위의 %)로 표시됩니다.  

범위 24시간(23±1°C) 
90일 

(23±5°C) 
1년 

(23±5°C) 

T.C./ °C, 
18°C~28°C 

범위 외 

100µA 0.005%+0.003% 0.015%+0.0035% 0.015%+0.0035% 0.002%+0.001% 

1mA 0.005%+0.001% 0.015%+0.0011% 0.015%+0.0011% 0.002%+0.001% 

10mA 0.005%+0.003% 0.015%+0.0035% 0.015%+0.0035% 0.002%+0.001% 

100mA 0.005%+0.001% 0.015%+0.0035% 0.015%+0.0035% 0.002%+0.001% 

DC 전류 추가 오류 

자릿수 NPLC 
10mA, 100mA에 대한 추가 

NPLC 노이즈 오류 
100µA, 1mA에 대한 추가 

NPLC 노이즈 오류 

6 ½ 200 - - 

6 ½ 100 - - 

6 ½ 10(느림) - - 

5 ½ 1(보통) 0.0008% 범위 0.0008% 범위 

4 ½ 0.2(빠름) 범위의 0.002%+1.2µA 범위의 0.002%+12nA 

4 ½ 0.02 범위의 0.014%+1.7µA 범위의 0.014%+17nA 

AC 전류 
입력 보호 ................................................................. 0.15A/600V 리셋 가능 PTC 

측정 방법 ................................................................. AC 결합 True-RMS, 분로에 대한 DC 결합(차단 커패시터 없음) 

AC 필터 대역폭 
느림 ..................................................................... 20Hz 
빠름 ..................................................................... 200Hz 

최대 파고 지수 ......................................................... 최대 규모에서 5:1 

추가 파고율 오류 ..................................................... 파고율 1~2, 전체 스케일의 0.05% 

 파고율 2~3, 전체 스케일의 0.2% 

 파고율 3~4, 전체 스케일의 0.4% 

 파고율 4~5, 전체 스케일의 0.5% 

AC 전류 입력 특성 

범위 분해능 

분해능 

참조 저항 
버든(Burden) 

전압 4½ 
자릿수 

5½ 
자릿수 

6½ 
자릿수 

100µA 100.0000µA 10nA 1nA 0.1nA 1kΩ <10mV(RMS) 

1mA 1.000000mA 100nA 10nA 1nA 1kΩ <10mV(RMS) 

10mA 10.00000mA 1µA 100nA 10nA 10Ω <20 mV(RMS) 

100mA 100.0000mA 10µA 1µA 100nA 10Ω <50 mV(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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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전류 정확도 
정확도는 ±(측정값의 %+범위의 %)로 표시됩니다. 기본 정확도 사양은 진폭이 범위의 5%를 초과하는 사인파 신호에 대한 
것입니다. 범위의 1%~5% 사이의 입력 신호에 대해서는 범위의 0.1%를 추가하십시오.  

범위 주파수  24시간(23±1°C) 90일(23±5°C) 1년(23±5°C) 
T.C./ °C, 

18°C~28°C 
범위 외 

100µA 20Hz~2kHz 0.2%+0.06% 0.25%+0.06% 0.3%+0.06% 0.015%+0.005% 

1mA 20Hz~2kHz 0.2%+0.06% 0.25%+0.06% 0.3%+0.06% 0.015%+0.005% 

10mA 20Hz~2kHz 0.2%+0.06% 0.25%+0.06% 0.3%+0.06% 0.015%+0.005% 

100mA 20Hz~2kHz 0.2%+0.06% 0.25%+0.06% 0.3%+0.06% 0.015%+0.005% 

추가 느린 주파수 오류 
오류는 판독값의 %로 표시됩니다. 

주파수 
AC 필터 

20Hz 200Hz 
20Hz~40Hz 0% − 

40Hz~100Hz 0% 0.55% 

100Hz~200Hz 0% 0.2% 

200Hz~1kHz 0% 0.02% 

>1kHz 0% 0% 

주파수 
게이트 시간 ............................................................. 100밀리초~1초. 

측정 방법 ................................................................. 유연한 계산 기술. AC 전압 측정 기능을 사용한 AC 결합 입력  

안정화 고려 사항 ..................................................... DC 오프셋 전압 변경 후에 주파수를 측정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최대 1초 동안 입력 차단 
커패시터가 안정화되기를 기다립니다. 

측정 고려 사항 ......................................................... 측정 오류를 최소화하려면 저전압, 저주파수 신호를 측정할 때 외부 
노이즈로부터 입력을 보호합니다. 

주파수 정확도 
정확도는 측정값의 ±%로 표시됩니다.  

범위 주파수  24시간(23±1°C) 90일(23±5°C) 1년(23±5°C) 
T.C./ °C, 

18°C~28°C 
범위 외 

100 mV~ 

300V
[1][2]

 

20Hz~40Hz 0.03% 0.03% 0.03% 0.001% 

40Hz~1MHz 0.006% 0.01% 0.01% 0.001% 

[1] 입력 >100mV. 10mV~100mV의 경우 측정 오류 백분율에 10을 곱함 

[2] 3 X 107V-Hz로 제한됨 

저항 
측정 방법 ................................................................. LO 입력에서 참조하는 전류 소스. 

리드 저항(4선Ω) ...................................................... 리드당 10Ω(100Ω, 1k 범위의 경우)Ω 리드당 1kΩ(다른 모든 범위의 
경우)  

입력 보호 ................................................................. 300V(모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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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입력 특성 

범위 분해능 
분해능 

전류 공급 빠름  
4½ 자릿수 

보통 
5½ 자릿수 

느림 
6½ 자릿수 

100Ω 100.0000Ω 10mΩ 1mΩ 0.1mΩ 1mA/4V 

1kΩ 1.000000kΩ 100mΩ 10mΩ 1mΩ 1mA/4V 

10kΩ 10.00000kΩ 1Ω 100mΩ 10mΩ 100µA/6V 

100kΩ 100.0000kΩ 10Ω 1Ω 100mΩ 100µA/12V 

1MΩ 1.000000MΩ 100Ω 10Ω 1Ω 10µA/12V 

10MΩ 10.00000MΩ 1kΩ 100Ω 10Ω 1µA/12V 

100MΩ 100.0000MΩ 10kΩ 1kΩ 100Ω 0.1µA/12V 

저항 정확도 
정확도는 ±(측정값의 %+범위의 %)로 표시됩니다. 기본 정확도 사양은 4선 저항에 대한 것입니다. 2선 저항의 경우, 채널 1 
사용 시 0.02Ω 내부 저항을 추가하십시오. 채널 x01~x20 사용 시 1.5Ω을 추가하고 외부 리드 선 저항을 추가하십시오. 

범위 24시간(23±1°C) 90일(23±5°C) 1년(23±5°C) 
T.C./ °C, 

18°C~28°C 범위 
외 

100Ω 0.003%+0.003% 0.008%+0.004% 0.01%+0.004% 0.0006%+0.0005% 

1kΩ 0.002%+0.0005% 0.008%+0.001% 0.01%+0.001% 0.0006%+0.0001% 

10kΩ 0.002%+0.0005% 0.008%+0.001% 0.01%+0.001% 0.0006%+0.0001% 

100kΩ 0.002%+0.0005% 0.008%+0.001% 0.01%+0.001% 0.0006%+0.0001% 

1MΩ 0.002%+0.001% 0.008%+0.001% 0.01%+0.001% 0.001%+0.0002% 

10MΩ 0.015%+0.001% 0.02%+0.001% 0.04%+0.001% 0.003%+0.0004% 

100MΩ 0.3%+0.01% 0.8%+0.01% 0.8%+0.01% 0.05%+0.002% 

참고: 

10MHz~40MHz 범위에서 주 전원 입력의 전도성 장해가 1V를 초과하는 경우 범위의 0.6%를 추가하십시오. 장해가 3V를 
초과하는 경우 정확도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저항 추가 오류 

자릿수 NPLC 추가 NPLC 노이즈 오류 

6 ½ 200 범위의 0% 
6 ½ 100 범위의 0% 
6 ½ 10(느림) 범위의 0% 
5 ½ 1(보통) 0.0008% 범위 
4 ½ 0.2(빠름)(2선만) 범위의 0.002%+12mΩ 
4 ½ 0.02(2선만)  범위의 0.01% 17mΩ 

 

RTD 
온도 범위 ................................................................. -200°C~1200°C(센서에 따라) 

저항 범위 ................................................................. 0 Ω~4kΩ 

최대 리드 저항(4선Ω) .............................................. 리드당 범위의 2.5%(400Ω, 4kΩ 범위의 경우) 

샘플 속도 

느림 ..................................................................... 10PLC 
보통 ..................................................................... 2PLC 
빠름 ..................................................................... 1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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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D 온도 정확도 
정확도는 느림 샘플 속도를 사용한 4선 100 Ω 공칭 RTD에 대한 것입니다. 3선 PRT/RTD의 경우, 채널 1 사용 시 0.015°C를 
추가하십시오. 또는 채널 x01~x20 사용 시 정확도 사양에 내부 저항 불일치 0.15°C를 추가하고 외부 리드 선 저항 불일치를 
추가하십시오. 보통 또는 빠름 샘플 속도 사용 시(NPLC <10), 표에 지정된 숫자를 정확도 사양에 추가하십시오. 환경 
온도가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온도 계수에 온도 편차를 곱한 후 정확도 사양에 추가하십시오. 표의 지점들 사이에 
선형 보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양에는 센서 정확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온도 측정 범위는 센서 및 
특성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도 정확도 
보통/빠름 샘플 

속도(NPLC <10) 
T.C./ °C, 18°C~28°C 

범위 외 

-200°C 0.016°C 0.02°C 추가 0.0026°C 

0°C 0.038°C 0.02°C 추가 0.0041°C 

300°C 0.073°C 0.03°C 추가 0.0063°C 

600°C 0.113°C 0.03°C 추가 0.0089°C 

참고: 

10MHz~40MHz 범위에서 주 전원 입력의 전도성 장해가 1V를 초과하는 경우 범위의 0.6%를 추가하십시오. 장해가 3V를 
초과하는 경우 정확도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RTD 측정 특성 

범위 

온도 디스플레이 분해능 

전류 공급 느림 
샘플 속도 

보통/빠름 
샘플 속도 

0Ω~400Ω 0.001°C 0.01°C 1mA 

400Ω~4kΩ 0.001°C 0.01°C 0.1mA 

서미스터 
온도 범위 ................................................................. -200°C~400°C(센서에 따라) 

저항 범위 ................................................................. 0 Ω~1MΩ 

샘플 속도 

느림 ..................................................................... 10PLC 
보통 ..................................................................... 2PLC 
빠름 ..................................................................... 1PLC 

 

서미스터 온도 정확도 
정확도 사양은 보통 또는 느림 샘플 속도를 사용한 4선 서미스터에 대한 것입니다. 2선 서미스터의 경우, 표에 지정된 
숫자를 내부 저항의 정확도 사양에 추가하십시오. 빠름 샘플 속도 사용 시(NPLC<10), 정확도 사양에 3을 곱하십시오. 환경 
온도가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지정된 환경 온도 범위를 1°C 벗어날 때마다 정확도 사양을 25% 높이십시오. 
사양에는 센서 정확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온도 측정 범위는 센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도 
정확도 

2.2kΩ 서미스터 5kΩ 서미스터 10kΩ 서미스터 2선 

-40°C 0.002°C 0.007°C 0.007°C 0.002°C 추가 

0°C 0.005°C 0.004°C 0.003°C 0.004°C 추가 

25°C 0.013°C 0.007°C 0.005°C 0.016°C 추가 

50°C 0.019°C 0.01°C 0.011°C 0.05°C 추가 

100°C 0.116°C 0.054°C 0.026°C 0.34°C 추가 

150°C 0.527°C 0.239°C 0.1°C 1.7°C 추가 

참고: 

10MHz~40MHz 범위에서 주 전원 입력의 전도성 장해가 1V를 초과하는 경우 0.2°C를 추가하십시오. 장해가 3V를 
초과하는 경우 정확도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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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스터 측정 특성 

범위 

온도 디스플레이 분해능 

전류 공급 느림 
샘플 속도 

보통/빠름 
샘플 속도 

0 Ω~98kΩ 0.001°C 0.01°C 10µA 

95kΩ~1MΩ 0.001°C 0.01°C 1µA 

열전쌍 
온도 범위 ................................................................. -270°C~2315°C(센서에 따라) 

전압 범위 ................................................................. -15mV~100mV 

샘플 속도 

느림 ..................................................................... 10PLC 
보통 ..................................................................... 2PLC 
빠름 ..................................................................... 1PLC 

 

열전쌍 온도 정확도 
정확도 사양은 느림 샘플 속도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또는 빠름 샘플 속도 사용 시(NPLC<10), 정확도 
사양을 25% 높이십시오. 환경 온도가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지정된 환경 온도 범위를 1°C 벗어날 때마다 정확도 
사양을 12% 높이십시오. 고정/외부 CJC의 정확도에는 참조 접점 온도의 정확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의 지점들 
사이에 선형 보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양에는 센서 정확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온도 측정 범위는 센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범위) 온도 

정확도 

고정/외부 CJC 내부 CJC 

채널 1 채널 x01 – x20 채널 x01 – x20 

K 

-270°C~1372°C 

-200°C 

0°C 

1000°C 

0.28°C 

0.10°C 

0.14°C 

0.41°C 

0.15°C 

0.20°C 

1.60°C 

0.62°C 

0.64°C 

T 

-270°C~400°C 

-200°C 

0°C 

200°C 

400°C 

0.27°C 

0.10°C 

0.08°C 

0.08°C 

0.40°C 

0.15°C 

0.12°C 

0.11°C 

1.60°C 

0.65°C 

0.47°C 

0.41°C 

R 

-50°C~1768°C 

0°C 

300°C 

1200°C 

1600°C 

0.76°C 

0.42°C 

0.33°C 

0.34°C 

1.13°C 

0.63°C 

0.47°C 

0.49°C 

1.28°C 

0.71°C 

0.52°C 

0.54°C 

S 

-50°C~1768°C 

0°C 

300°C 

1200°C 

1600°C 

0.74°C 

0.45°C 

0.37°C 

0.39°C 

1.11°C 

0.67°C 

0.54°C 

0.56°C 

1.26°C 

0.76°C 

0.60°C 

0.63°C 

J 

-210°C~1200°C 

-200°C 

0°C 

1000°C 

0.20°C 

0.08°C 

0.11°C 

0.29°C 

0.12°C 

0.14°C 

1.41°C 

0.61°C 

0.53°C 

N 

-270°C~1300°C 

-200°C 

0°C 

500°C 

1000°C 

0.42°C 

0.15°C 

0.12°C 

0.14°C 

0.62°C 

0.23°C 

0.17°C 

0.19°C 

1.69°C 

0.64°C 

0.44°C 

0.4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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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70°C~1000°C 

-200°C 

0°C 

300°C 

700°C 

0.17°C 

0.07°C 

0.06°C 

0.08°C 

0.25°C 

0.10°C 

0.09°C 

0.10°C 

1.42°C 

0.61°C 

0.46°C 

0.45°C 

B 

100°C~1820°C 

300°C 

600°C 

1200°C 

1600°C 

1.32°C 

0.68°C 

0.41°C 

0.38°C 

1.97°C 

1.02°C 

0.60°C 

0.55°C 

1.97°C 

1.02°C 

0.60°C 

0.55°C 

C 

0°C~2315°C 

600°C 

1200°C 

2000°C 

0.23°C 

0.28°C 

0.44°C 

0.33°C 

0.40°C 

0.60°C 

0.54°C 

0.63°C 

0.91°C 

D 

0°C~2315°C 

600°C 

1200°C 

2000°C 

0.22°C 

0.26°C 

0.39°C 

0.32°C 

0.36°C 

0.53°C 

0.44°C 

0.49°C 

0.69°C 

G 

0°C~2315°C 

600°C 

1200°C 

2000°C 

0.24°C 

0.22°C 

0.33°C 

0.36°C 

0.32°C 

0.46°C 

0.36°C 

0.33°C 

0.46°C 

L 

-200°C~900°C 

-200°C 

0°C 

800°C 

0.13°C 

0.08°C 

0.09°C 

0.19°C 

0.12°C 

0.12°C 

0.99°C 

0.62°C 

0.48°C 

M 

-50°C~1410°C 

0°C 

500°C 

1000°C 

0.11°C 

0.10°C 

0.10°C 

0.16°C 

0.15°C 

0.14°C 

0.64°C 

0.51°C 

0.41°C 

U 

-200°C~600°C 

-200°C 

0°C 

400°C 

0.25°C 

0.10°C 

0.08°C 

0.37°C 

0.15°C 

0.11°C 

1.48°C 

0.63°C 

0.40°C 

W 

0°C~2315°C 

600°C 

1200°C 

2000°C 

0.24°C 

0.22°C 

0.33°C 

0.36°C 

0.32°C 

0.46°C 

0.36°C 

0.33°C 

0.46°C 

열전쌍 측정 특성 

범위 

온도 디스플레이 분해능 

느림 
샘플 속도 

보통/빠름 
샘플 속도 

-270°C~2315°C 0.01°C 0.1°C 
 

디지털 I/O  
절대 전압 범위 ........................................................ -4V~30V 

입력 최소 논리 높음 ................................................ 2.0V 

입력 최대 논리 낮음 ................................................ 0.7V 

출력 유형 ................................................................. 개방 드레인 활성 낮음 

출력 논리 낮음(< 1mA) ........................................... 0V~0.7V 

최대 싱크 전류 ........................................................ 50mA 

출력 저항 .................................................................  47 Ω 

적산계  
절대 전압 범위 ........................................................ -4V~30V 

최소 논리 높음 ........................................................ 2.0V 

최대 논리 낮음 ........................................................ 0.7V 

최소 펄스 너비 ........................................................ 50 µs 

최소 주파수 ............................................................. 10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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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억제 시간(Debounce Time).............................. 1.7ms 

최대 카운트 ............................................................. 1048575(20비트) 

트리거  
절대 전압 범위 ........................................................ -4V~30V 

최소 논리 높음 ........................................................ 2.0V 

최대 논리 낮음 ........................................................ 0.7V 

최소 펄스 너비 ........................................................ 50 µs 

최대 지연시간 ......................................................... 100ms 

경보 출력  
절대 전압 범위 ........................................................ -4V~30V 

출력 유형 ................................................................. 개방 드레인 활성 낮음 

출력 논리 낮음(< 1mA) ........................................... 0V~0.7V 

최대 싱크 전류 ........................................................ 50mA 

출력 저항  ................................................................  47 Ω 

2638A-100 Universal Input Module 
일반 
측정 ......................................................................... IEC61010-2-030: CAT II 150V, 모든 범위. 최대 250V(이 설명서에서 

입력 보호의 안전 고지 사항 참조)  

오프셋 전압 ............................................................. < 2µV 

3선 내부 저항 불일치 .............................................. < 50mΩ 

기본 CJC 정확도 ..................................................... 0.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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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초기 설정 및 구성 

개요 
이 장에서는 제품을 처음 사용하기 위해 설정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지역 전압 설정 
본 제품에는 주 전력 코드를 연결하기 전에 사용 지역에 맞게 설정해야 하는 전압 
선택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기는 100 V, 120 V, 220 V 또는 240 V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압 선택기 설정 방법에 대한 그림을 보려면 그림 2-1 을 
참조하십시오.  

퓨즈 교환 방법에 대한 지침은 6 장을 참조하십시오. 선택하는 각 전압에 대해 
특정 퓨즈를 사용해야 합니다. 표 2-1 을 참조하십시오. 

표 2-1. 퓨즈 

전압 선택기 퓨즈 Fluke 부품 번호 

100 V 0.25 A, 250 V(지연형(Slow Blow)) 166306 

120 V 0.25 A, 250 V(지연형(Slow Blow)) 166306 

220 V 0.125 A, 250 V(지연형(Slow Blow)) 166488 

240 V 0.125 A, 250 V(지연형(Slow Blow)) 166488 

W주의 

제품 손상을 방지하려면 주 전력을 연결하기 전에 지역 전압 선택기를 
해당 지역에 맞는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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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w016.eps 

그림 2-1. 퓨즈 교체 및 라인 전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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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력 연결 
주 전력 코드를 사용하여 제품을 100 V ac, 120 V ac 또는 230 V ac 공칭 콘센트에 
그림 2-2 와 같이 연결합니다. 

 WX경고 

감전, 화재 및 상해를 방지하려면: 

• 해당 국가에서 인증된 전압 및 전력 플러그 구성 또는 제품의 
정격에 맞는 주 전력 코드 및 커넥터만 사용하십시오. 

• 접지부가 손상되었거나 마모된 흔적이 보이는 경우 주 전력 코드를 
교체하십시오. 

• 주 전력 코드의 접지선이 보호 접지선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호 접지선의 피복이 벗겨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전압이 섀시에 흐를 수 있습니다. 

• 주 전력 코드에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W주의 

제품 손상을 방지하려면 주 전력을 연결하기 전에 지역 전압 선택기를 
해당 지역에 맞는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hjw051.eps 

그림 2-2. 주 전력 코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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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 위치 선택 
핸들은 제품을 간편하게 이동할 때 사용되지만 스탠드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림 2-3 에 다양한 핸들 위치를 나타내었으며 핸들과 보호 고무 부트를 제거 및 
설치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hjw007.eps 

그림 2-3. 핸들 위치 및 부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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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켜기 및 대기 
그림 2-4 와 같이 본 제품 후면 패널에는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 전력 스위치가 
있으며 전면 패널에는 제품을 대기 모드로 전환하는 대기 키() 가 있습니다. 
주 전력 스위치의 (I) 쪽을 누르면 제품 전력이 켜집니다. 제품의 전력을 켜면 
디스플레이에 시작 화면이 표시되면서 제품이 자체 점검을 수행합니다. 이 자체 
점검을 완료하는 데 최대 2 분이 걸릴 수 있으며 제품이 오류를 발견하면 
디스플레이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메시지에는 오류 설명과 함께 문제 
해결 시 도움을 주는 오류 코드가 포함됩니다(7 장 "오류 메시지" 참조). 

제품 전력이 켜지면 대기 키()를 사용하여 제품을 대기 상태에 놓습니다. 대기 
상태에서는 디스플레이, 키 및 기능이 비활성화되지만 내부 구성요소에는 전력이 
들어오고 예열된 상태가 유지됩니다("제품 예열" 참조).  

 
hjw045.eps 

그림 2-4. 주 전력 스위치 및 대기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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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예열 
환경 제어되는 구성요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사용 전에 제품을 예열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1 장에 나열된 사양에 부합하는 최상의 성능이 보장됩니다. 
충분한 예열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전력을 30 분 이상 동안 꺼둔 경우, 1 시간 이상 예열하십시오. 
• 제품 전력을 끈지 30 분이 지나지 않았으면 전력을 꺼둔 시간의 최소 2 배 

이상의 시간 동안 예열하십시오. 예를 들어, 제품 전력을 끄고 10 분이 
지났으면 20 분 동안 예열하십시오. 

제품 구성 
'장치 설정' 메뉴를 사용하여 제품을 구성합니다. '장치 설정' 메뉴를 열려면 전면 
패널에서 을 누릅니다. 설정을 변경하려면 설정을 강조 표시한 다음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메뉴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설정을 편집합니다.  

표 2-2 에 '장치 설정' 메뉴에 포함된 메뉴 항목과 선택 항목을 나타내었습니다.  

표 2-2. 장치 설정 메뉴  

메뉴 항목 설명 제공되는 선택 항목 

언어 

디스플레이 언어를 변경합니다.  

참고 

실수로 잘못된 언어를 설정한 경우, 을 누른 다음 
. 을 누릅니다. 그러면 언어가 임시로 '영어'로 
재설정됩니다. 

English 

中文 

Français 

Deutsch 

Portugués 

Español 

Русский 
日本語 

한국어 

펌웨어 
설치된 펌웨어 버전, 모델 번호 및 일련 번호를 
표시합니다. 

-- 

날짜 
디스플레이 상단 오른쪽 구석에 표시되는 날짜 및 날짜 
형식을 변경합니다. 이 날짜는 데이터 로그의 
타임스탬프에도 사용됩니다. 

MM-DD-YYYY 

YYYY-MM-DD 

DD/MM/YYYY 

시간 
디스플레이 상단 오른쪽 구석에 표시되는 시간 및 시간 
형식을 변경합니다. 이 시간은 데이터 로그의 
타임스탬프에도 사용됩니다. 

12H 또는 24H 

십진수 형식 십진수 형식을 변경하여 쉼표나 소수점을 표시합니다. 점(0.000) 또는 쉼표(0,000) 

디스플레이 
밝기 

디스플레이 밝기 레벨을 변경합니다.  높음, 중간 또는 낮음 

키패드 음 키를 누를 때 들리는 키 음을 켜거나 끕니다. 켜기 또는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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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장치 설정 메뉴(계속) 

메뉴 항목 설명 제공되는 선택 항목 

화면 보호기 대기 시간을 변경하거나 화면 보호기를 비활성화합니다.    
없음, 15 최소, 30 최소 또는 
60 최소 

캘리브레이션 
날짜 

제품이 마지막으로 캘리브레이션된 날짜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2638A 캘리브레이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암호 관리 관리자 및 사용자 프로필 암호를 변경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 장의 "보안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스캔다시 시작 
전력 공급이 중단된 후 자동으로 다시 전력을 켜고 스캔 및 
기록을 다시 시작하도록 제품을 설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4 장의 "전력 
공급 중단 후 자동 스캔 
재시작"을 참조하십시오. 

원격 포트 LAN 이더넷 또는 직렬 USB 통신 설정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2638 원격 
프로그래머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릴레이 카운터 
입력 모듈의 이름, 일련 번호 및 캘리브레이션 날짜와 함께 
채널 릴레이가 스캔된 횟수를 표시합니다. 

--  

입력 모듈 및 릴레이 카드 설치 
입력 모듈을 후면 패널에 삽입하기 전에 우선 릴레이 카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르고 필요에 따라 그림 2-6 을 참조하여 릴레이 카드를 
설치하십시오. 

1. 주 전력 스위치로 제품 전력을 끕니다. 

2. 플라스틱 프레임을 후면 패널에 고정시키는 나사 6 개를 제거합니다. 

3. 플라스틱 프레임을 제거합니다. 

4. 제품에서 알루미늄 슬롯 보호기를 밀어서 빼냅니다. 

5. 조심스럽게 릴레이 카드의 레일을 슬롯 가이드에 맞춥니다. 

6. 카드가 완전히 끼워질 때까지 릴레이 카드를 제품 안으로 천천히 밀어 
넣습니다.  

W 주의 

슬롯에 릴레이 카드를 강제로 끼우지 마십시오. 릴레이 카드의 레일이 
슬롯 가이드에 올바르게 맞춰지면 카드가 쉽게 움직입니다.   

2638A/05 의 릴레이 슬롯은 1 개뿐입니다. 2 와 3 슬롯의 커버 
플레이트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손상되어 수리를 위해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7. 플라스틱 프레임을 설치하고 나사 6 개를 사용하여 후면 패널에 고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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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모듈을 설치하려면: 

1. 주 전력 스위치로 제품의 전력을 끕니다. 

2. 입력 모듈을 릴레이 카드가 설치된 슬롯에 밀어 넣습니다. 

3. 주 전력 스위치로 제품을 켭니다. 

4. 메인 화면에서 모듈 표시기가 녹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합니다(그림 2-5 
참조).  

참고 

모듈 표시기가 녹색이 아니면 제품이 입력 모듈 또는 릴레이 카드를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7 장의 문제 해결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hjw031.eps 

그림 2-5. 모듈 표시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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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릴레이 카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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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설정 
제품에는 하나의 관리자 프로필과 5 개의 사용자 프로필이 있습니다. 관리자 
프로필은 세 가지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캘리브레이션 계수를 실수나 의도하지 않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품을 
보호합니다. 관리자 프로필은 '캘리브레이션' 메뉴를 열어 제품을 
캘리브레이션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필입니다. 캘리브레이션 및 조정 지침에 
대해서는 2638A 캘리브레이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메모리를 삭제하거나 제품을 초기값으로 재설정합니다. 6 장을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 프로필의 암호를 변경합니다. 

사용자 프로필의 유일한 목적은 테스트를 수행한 사용자를 역 추적할 수 있는 
보안 데이터 파일을 생성하는 것입니다(보통 테스트 추적성이라고 함). 자세한 
정보는 4 장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사용자 프로필 이름은 고정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품 출고 시 기본 관리자 암호는 “2638”입니다. 관리자 또는 사용자 프로필 
암호를 변경하려면: 

1.  버튼을 누릅니다. 

2. 암호 관리를 강조 표시한 다음 을 누릅니다. 

3. 2638 의 기본 암호(또는 이전에 암호를 변경한 경우 현재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4. 관리자 또는 사용자 프로필을 선택한 다음 를 누릅니다. 

5. 새 암호를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6. 암호를 다시 입력하여 확인하고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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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입력 및 채널 구성 

개요 
이 장에서는 입력 모듈에 입력을 배선하고 관련 채널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입력 배선 
Universal Input Module 

2686A-100 Universal Input Module(입력 모듈)은 다양한 종류의 입력을 제품에 
배선할 때 사용합니다(그림 3-1 참조). 각 입력 모듈에는 dc 전압, ac 전압, 저항, 
주파수 및 온도를 측정하도록 구성할 수 있는 22 개의 아날로그 채널(ChX01 ~ 
ChX20)과 외부 션트 저항을 사용하지 않고 ac 및 dc 전류를 측정하도록 구성할 
수 있는 2 개의 저부하 전류 채널(ChX21 및 ChX22)이 있습니다.  

참고 

제품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액세서리 션트 저항을 사용하여 전류 소스를 채널 
ChX01 ~ ChX20 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부품 번호와 주문 정보는 6 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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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2 선, 3 선 및 4 선 연결 예 

배선 안전 및 고려 사항 

WX경고 

감전, 화재 및 상해를 방지하려면: 

• 어떤 채널이라도 위험 전압 소스에 연결할 경우 접근 가능한 모든 
채널에 위험 전류가 흐르고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십시오. 

• 입력 소스를 끌 때까지는 위험 입력의 내부 배선을 제거, 접촉 또는 
변경하지 마십시오. 

• 입력 모듈을 열기 전에 위험 전압 소스로부터 입력을 제거하십시오. 

• 측정에 적합한 단자, 기능 및 범위를 사용하십시오. 

• 채널 배선 종단 사이에 적합한 절연이 있고 단자 블록 연결 
바깥으로 나온 전선 가닥이 없도록 하십시오. 

W주의 

제품 손상을 방지하려면 지정된 입력 전압 레벨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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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가 많은" 전압 소스가 있는 환경에서는 차폐 선 및 센서(열전쌍 등)를 
사용해야 합니다. 차폐 배선을 사용할 때는 차폐를 일반적으로 각 채널의 L(낮음) 
입력 단자에 연결합니다. 각 장비의 적용 상황에 맞는 대체 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입력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누화라고 하는 현상으로 인해 하나의 
신호가 다른 신호를 간섭하여 측정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ac 전압 채널이 같은 입력 모듈에 있는 다른 고주파수/고전압 ac 신호에 의해 
간섭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선 및 4 선 감지 입력 구성 

저항 측정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품을 감지 연결이 있는 3 선(PRT 전용) 및 
4 선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감지 연결은 테스트 리드나 선의 저항을 상쇄시켜 측정 정확도를 크게 높입니다. 
표 3-1 의 내용과 같이 많은 서미스터, 플래티늄 저항 온도계(PRTs) 및 저항에는 
리드 선의 저항 오차를 없애기 위해 3 선 또는 4 선 감지 연결이 사용됩니다. 

2 선 측정의 경우, 선을 소스나 감지 채널 ChX01 ~ ChX20 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3 선 또는 4 선 저항 측정의 경우, 소스 선은 채널 ChX01 ~ ChX10 에 연결하고 
감지 선은 소스가 연결된 위치의 맞은 편에 있는 단자 세트(채널 ChX11 ~ 
ChX20)에 연결해야 합니다. 

참고 

채널 ChX11 ~ ChX20 에서는 3 선 또는 4 선 입력을 선택할 수 없고 
제품에 이러한 입력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림 3-2 에 감지 선이 입력 모듈에 연결된 4 선 입력(PRT)의 예와 올바로 구성된 후 
'채널 설정' 메뉴의 표시 내용을 나타내었습니다.  

감지 연결을 사용하려면 3-7 페이지의 "채널 구성 절차"에 나온 설명에 따라 소스 
선에 연결된 채널을 3 선 또는 4 선 입력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채널을 3 선 또는 4 선 
입력으로 구성하면 그림 3-2 와 같이 제품이 소스 맞은 편에 있는 감지 채널을 
자동으로 예약하여 채널을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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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3 선 및 4 선 채널 예약 

입력 유형 및 배선도 

표 3-1 에는 본 제품이 측정할 수 있는 입력 유형의 종류와 입력 모듈에 배선할 때 
사용해야 하는 배선 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장입입 및 채널 구성 
 입입 배선 3 

3-5 

표 3-1. 입력 유형 

입력 유형 범위 및 유형 채널 구성 참조 배선 극성 

ac 및 dc 전압  범위: 0 V ~ 300 V [2] 3-17 페이지  H

L
V

 ac 및 dc 전류 [1] 범위: 0 mA ~ ±100 mA 3-17 페이지 

저항(Ω) 
2 선 또는 4 선 [3] 

범위: 0 Ω ~ 100 MΩ 
3-18 페이지 

H

L
R

 

H

L
R

H

L

H

L
R

H

L

 

플래티늄 저항 
온도계(PRT) 

2 선, 3 선 또는 4 선 

유형: 

•  PT385 또는 PT392 

•  R0: 0.09 Ω ~ 1.2 kΩ 

3-22 페이지 

서미스터 

2 선 또는 4 선 

유형:  

• 2.252 kΩ 

• 5 kΩ 

• 10kΩ  

3-21 페이지 

열전쌍 
유형: B, C, D, E, G, J, K, 
L, M, N, R, S, T, U, W, 

3-19 페이지 
H

L
 

참고 

[1] − 각 입력 모듈에는 전류 측정 전용의 단자 세트 2 개(mA 21 및 mA 22)가 있습니다. 

[2] − 300 V 는 Ch001 전용입니다. 다른 아날로그 채널은 최대 150 V 입니다. 

[3] − 100 MΩ은 Ch001 전용입니다. 다른 아날로그 채널은 최대 10 MΩ입니다. 

입력 배선 지침 

입력 모듈에 2 선, 3 선 또는 4 선 입력을 배선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르고 그림 3-1 을 참조하십시오. 

WX경고 

감전, 화재 또는 신체 부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3-2 페이지의 '배선 
안전 및 고려 사항' 단원을 읽으십시오.   

1. 주 전력 스위치로 제품의 전력을 끕니다. 



2638A 
사용 설명서 

3-6 

2. 입력 모듈 양쪽에 있는 해제 탭을 함께 오므린 다음 모듈을 제품에서 빼냅니다. 

3. 일자 나사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커버 잠금을 잠금 해제 위치로 돌리고 커버를 
엽니다. 

W 주의 

모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커버 잠금을 1/4 바퀴 이상 돌리지 
마십시오.   

4. 소스 선 양극을 H 단자에 연결하고 소스 선 음극을 L 단자에 연결합니다. 3 선 
및 4 선 감지 연결의 경우, 감지 선을 소스 선 맞은 편에 있는 단자에 
연결합니다. 3-3 페이지의 "감지 입력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5. 선을 스트레인 릴리프 핀에 통과시키고 입력 모듈 뒤쪽으로 빼냅니다. 필요한 
경우 선 고정에 사용되는 선 압착 고무를 제거하여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입력 모듈 커버를 닫고 커버 잠금을 잠김 위치로 돌립니다. 

7. 가이드 레일에 입력 모듈을 맞추고 제 위치에 잠길 때까지 모듈을 제품 후면의 
커넥터 안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습니다.  

8. 주 전력 스위치로 제품을 켭니다. 전력이 켜지면 제품이 입력 모듈과의 
연결을 테스트합니다. 입력 모듈이 인식되면 모듈 표시기가 녹색으로 바뀌고 
그림 3-3 과 같이 '채널 설정' 메뉴 왼쪽에 사용 가능한 모든 채널이 표시됩니다. 
모듈 표시기가 녹색으로 바뀌지 않으면 4 장의 문제 해결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9. 채널을 구성합니다. 다양한 입력 유형의 구성 방법에 대한  
지침은 3-7 페이지의 "채널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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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모듈 표시기(설치된 입력 모듈을 표시함) 

채널 구성 
이 단원에서는 입력 모듈에 입력을 연결한 후 채널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채널 번호 정보 

채널 번호(Ch)는 입력 모듈의 단자 세트와 관련된 식별 숫자입니다. 입력의 채널 
번호는 그림 3-4 와 같이 입력 모듈이 있는 슬롯 번호(1, 2 또는 3) 뒤에 입력이 
연결된 단자 번호(1 ~ 22)를 붙여서 만들어집니다. 전면 패널 입력은 채널 
Ch001 에 영구 할당됩니다. 다음은 입력의 채널 번호를 결정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입니다. 

• 전압 소스가 입력 모듈의 입력 단자 4(04)에 연결되어 슬롯 1 에 
삽입되었습니다. 이 채널은 Ch104 입니다.  

• 서미스터 소스가 입력 모듈의 입력 단자 8(08)에 연결되어 슬롯 2 에 
삽입되었습니다. 이 채널은 Ch208 입니다.  

• 전압 소스가 전면 패널 단자에 연결되었습니다. 이 채널은 Ch001 입니다.  

표 3-2 에는 채널 유형과 채널 번호를 나타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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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채널 유형 및 번호 

채널 유형 채널 번호 및 범위 기준 

입력 채널(전면 패널) Ch001 
3-16 페이지의 "아날로그 채널 구성(001 채널, 
102~322 채널)"을 참조하십시오. 
201~222 채널 및 301~322 채널은 
2638A/05 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입력 채널(후면 패널, 슬롯 1) Ch101 ~ Ch122 

입력 채널(후면 패널, 슬롯 2) Ch201 ~ Ch222 

입력 채널(후면 패널, 슬롯 3) Ch301 ~ Ch322 

디지털 I/O 채널 Ch401 
3-23 페이지의 "디지털 I/O 채널 
구성(Ch401)"을 참조하십시오. 

적산계 채널 Ch402 
3-24 페이지의 "적산계 채널 구성(Ch402)"을 
참조하십시오. 

수학 채널 Ch501 ~ Ch520 
3-26 페이지의 "수학 채널 구성(Ch501 ~ 
Ch520)"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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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채널 할당의 예  

참고 

201~222 채널 및 301~322 채널, 2 와 3 릴레이 슬롯은 
2638A/05 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638A 
사용 설명서 

3-10 

기본적 채널 작업 

이 단원의 설명에 따라 기본적 채널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채널 설정 메뉴 열기 

'채널 설정' 메뉴는 채널을 관리하고 입력을 확인하며 테스트를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메뉴를 열려면 전면 패널에서 을 누릅니다.  

채널을 선택하려면  및  화살표 키를 사용합니다. 채널 목록을 위, 아래로 
빠르게 이동하려면  및  화살표 키를 사용합니다. 

참고 

스캔이 진행 중일 때는 '채널 설정' 메뉴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표 3-3. 채널 설정 메뉴 

1
4

3 2

5  
hjw032.eps

항목 기능 

 
연결 및 등록된 입력 모듈을 나타내는 3 개의 막대가 있는 모듈 표시기입니다. 맨 위 표시기는 
슬롯 1 이고 중간 표시기는 슬롯 2 이며 맨 아래 표시기는 슬롯 3 입니다. 모듈이 슬롯에 있으면 
표시기가 녹색입니다. 슬롯이 비어 있으면 표시기가 흰색입니다. 

 
채널 상태 켜기인 경우 채널을 구성할 수 있고 채널 왼쪽의 채널 상태 표시기가 녹색입니다. 끄기인 
경우 채널 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채널 상태 표시기가 흰색입니다. 

 

사용 가능한 채널 목록. 슬롯에 입력 모듈 릴레이 카드가 설치된 경우에만 목록에 채널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슬롯 2 에 입력 모듈 릴레이 카드가 설치될 때까지는 Ch201 ~ Ch222 가 
채널 목록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참고 

Ch001 은 항상 전면 패널 단자이며 항상 현재 목록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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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채널 설정 메뉴(계속) 

항목 기능 

 
채널 상태 표시기. 채널이 켜기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채널 상태 표시기가 녹색입니다. 채널이 
끄기로 설정되어 있으면 채널 상태 표시기가 흰색입니다. 

 
채널 선택 표시기. 채널이 선택되었으면 화면에 채널 정보가 표시됩니다.  및 를 사용하여 한 
번에 하나의 채널을 위나 아래로 이동합니다.  또는 를 사용하여 다음 모듈 번호로 
이동합니다(예를 들어, 채널 Ch101 에서 Ch201 로 이동). 

채널을 켜기 또는 끄기으로 설정 

입력을 스캔, 모니터링 또는 기록하려면 관련 채널을 켜기으로 설정하고 구성해야 
합니다. 채널이 켜기으로 설정되었을 때 이를 "활성"이라고 합니다. 그림 3-5 와 
같이 채널 표시기는 켜기으로 설정 시 녹색으로 표시되고 끄기로 설정 시 
흰색으로 표시됩니다. 채널을 켜기으로 설정하려면 을 누르고 를 
누릅니다. 를 다시 누르면 채널이 끄기로 설정됩니다.  

 
hjw018.eps 

그림 3-5. 채널 상태 표시기 

채널이 켜기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채널이 이전 채널 구성을 로드합니다. 채널이 
이전에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채널 설정이 로드됩니다. 채널을 변경하거나 
편집하려면: 

1.  버튼을 누릅니다. 

2.  또는 를 눌러 채널을 강조 표시합니다. 
3. 을 눌러 패널을 편집합니다. 
4. 필요한 경우 채널 상태를 켜기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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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에 사용자에게 특정 채널 유형에 대한 키 파라미터를 선택하도록 
요청하는 채널 구성 순서가 열립니다. 이러한 순서는 3-16 페이지에서 시작되는 
아날로그 채널 구성 단원에 표시 및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 

순서가 끝나기 전에 구성 순서를 건너뛰거나 중단하면 건너뛴 단계에 
기본 채널 설정이 사용됩니다. 일부 채널 설정은 설정 순서를 벗어나 
구성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는 를 사용하여 설정을 선택하고 숫자 키패드를 사용하여 값을 입력합니다. 
파라미터를 설정했으면 를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채널확인 

채널을 켜기으로 설정하고 구성한 후에는 채널이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측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채널을 확인하려면: 

1. 제품에 연결된 입력 소스를 켭니다. 

2.  버튼을 누릅니다. 

3.  또는 를 눌러 채널을 강조 표시합니다. 

4. 채널을 켜기으로 설정합니다. 

5. 을 눌러 패널을 편집합니다. 

6. 을 눌러 '채널확인' 메뉴를 엽니다. 

7. 측정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채널을 영점 조정합니다. "채널 영점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채널 영점 조정 

특정한 사용 조건에서는 원하지 않는 오프셋이나 노이즈 레벨 없이 측정을 
수행하기 위해 채널의 영점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로화채널 기능은 
'채널 설정' 메뉴에서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액세스하는 '채널확인' 메뉴에 있습니다. 
본 제품은 Mx+B 오프셋 값을 사용하여 채널 영점을 조정합니다. 이를 위해 본 
제품은 측정값을 0 의 값으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오프셋을 계산하고 Mx+B 를 
켜기으로 설정한 다음 계산된 오프셋 값을 Mx+B 설정에 로드합니다. 영점을 
지우려면 오프셋 값을 수동으로 다시 원래 값(일반적으로 "0")으로 설정하거나 
채널의 영점을 조정하기 전에 Mx+B 가 꺼져 있었던 경우 이를 다시 끄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영점 오프셋 값은 스캔 데이터 파일과 연관된 설정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4 장 참조).  

참고 

영점 조정이 수행되면 본 제품이 Mx+B 설정에 있는 모든 사용자 정의 
오프셋 값을 덮어씁니다. 채널에 사용자 정의 Mx+B 오프셋이 있는 
경우, 필요 시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채널을 영점 조정하기 전에 
오프셋 값을 적어두십시오.  

채널을 영점 조정하려면: 

1. 제품에 연결된 입력 소스를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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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튼을 누릅니다. 
3.  또는 를 눌러 채널을 강조 표시합니다. 

4. 을 눌러 패널을 편집합니다. 

5. 을 눌러 '채널확인' 메뉴를 엽니다. 

6.  을 눌러 채널을 영점 조정합니다.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면 확인을 
선택하여 계속하거나 취소를 선택하여 변경을 취소하고 이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확인을 선택하면 본 제품이 Mx+B 를 켜기으로 설정하고 계산된 
오프셋을 Mx+B 오프셋 설정으로 로드합니다. 영점 기능을 없애려면 Mx+B 를 
다시 원래 값으로 설정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3-29 페이지에서 “Mx+B 스케일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hjw052.eps 

그림 3-6. 영점 기능 

채널복사 

본 제품에는 채널을 쉽게 복제하기 위한 복사 및 붙여넣기 기능이 있습니다. 
채널을 복제하면 모든 채널 구성 설정이 새 채널 번호로 복사되어 붙여넣어집니다. 
채널복사 소프트키는 '채널 설정' 메뉴에 있습니다.  

참고 

채널을 다른 채널로 복사하면 대상 채널의 채널 구성이 알림 없이 
덮어써집니다. 확인을 누르기 전에 채널 선택을 확인하여 실수에 
의한 덮어쓰기를 방지하십시오. 

복사 및 붙여넣기를 이용하여 채널을 복제하려면: 

1.  버튼을 누릅니다. 

2.  또는 를 눌러 채널을 강조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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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한 경우 채널을 켜기으로 설정합니다. 

4. 을 눌러 '채널복사' 메뉴를 엽니다. 

5.  또는 를 사용하여 채널을 강조 표시한 다음 을 눌러 붙여넣을 채널을 
선택합니다. 

6. 를 눌러 채널을 붙여넣습니다. 

채널 구성(설정 파일) 저장 또는 로드 

채널 및 테스트 구성을 설정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설정 
파일을 저장하면 본 제품이 현재 상태(켜기 또는 끄기)에서 각 채널(Mx+B 및 경보 
포함)의 현재 구성을 저장합니다. 설정 파일은 나중에 로드하거나 USB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설정 파일은 '메모리' 
메뉴에서 관리하고 내장 메모리에서 로드합니다.  

참고 

• 설정 파일은 USB 드라이브를 통해 직접 저장하거나 로드할 수 
없습니다. 설정 파일을 USB 드라이브에 저장하려면 파일을 내장 
메모리에 저장한 다음 USB 드라이브에 복사하십시오. USB 
드라이브에서 설정 파일을 로드하려면 파일을 내장 메모리에 
복사한 다음 로드하십시오. 아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본 제품은 현재 구성이 설정 파일의 구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설정 파일을 로드하지 않습니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입력 모듈 
때문입니다. 구성을 일치시키고 설정 파일을 다시 로드하십시오. 

설정 파일을 저장하려면:  

1.  버튼을 누릅니다. 

2.  버튼을 누릅니다. 

3. 화면상의 지침에 따라 파일 이름을 지정한 다음 를 눌러 저장합니다.  

설정 파일을 USB 드라이브에 저장하려면: 

1. 현재 설정 파일을 내장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2. USB 드라이브를 전면 패널 USB 포트에 삽입합니다. 

참고 

제품이 USB 드라이브를 인식하도록 약 15 초간 기다립니다. USB 
드라이브가 인식되고 사용 준비가 끝나면 LED 가 빨간색으로 
켜집니다. 

3.  버튼을 누릅니다. 

4.  를 누르고 내부파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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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정 파일을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6.  및  키를 사용하여 복사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7. 을 눌러 파일을 관리합니다. 

8. 을 눌러 USB 드라이브에 복사합니다. 

참고 

파일 전송 완료 메시지가 표시될 때까지 USB 드라이브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설정 파일을 로드하려면: 

1. 를 누릅니다. 

2. 을 눌러 내부파일을 선택합니다. 

3. 설정 파일을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4.  및 를 사용하여 설정 파일을 강조 표시합니다. 

5. 를 눌러 설정 파일을 로드하고 사용합니다.  

USB 드라이브에서 설정 파일을 로드하려면: 

1. USB 드라이브를 전면 패널 USB 포트에 삽입합니다. 

참고 

제품이 USB 드라이브를 인식하도록 15 초간 기다립니다. 

2. 를 누릅니다. 

3.  를 눌러 USB 파일을 선택합니다. 

4. 설정 파일을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5.  및  키를 사용하여 복사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6. 을 눌러 파일을 관리합니다. 

7. 을 눌러 내부 메모리에 복사합니다. 
참고 

파일 전송 완료 메시지가 표시될 때까지 USB 드라이브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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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및 테스트 구성 리셋 

전체 채널 구성과 설정 테스트를 리셋하려면: 

참고 

리셋하면 모든 채널이 기본 설정으로 지정되며 구성을 저장해두지 
않은 경우 복원할 수 없습니다.  

1. 를 3 초 동안 누릅니다. 
2. 을 눌러 채널 설정의 리셋을 확인하거나 를 눌러 취소합니다. 

아날로그 채널 구성(Ch001, Ch101 ~ Ch322) 

입력 모듈 및/또는 전면 패널 커넥터에 아날로그 입력을 연결한 후, 연결된 입력의 
유형에 맞게 채널을 구성해야 합니다. 아날로그 입력은 채널 Ch101 ~ Ch122, 
Ch201 ~ Ch222 및 Ch301 ~ Ch322 입니다. 아래 절차와 본 단원의 표 내용에 
따라 특정 입력 유형에 맞게 채널을 설정하십시오. 

채널 구성에 도움이 되는 아래 고려 사항을 읽어주십시오. 

• 이전에 설정하지 않은 새 채널의 경우, 채널을 처음으로 켜기으로 설정할 때 
사용자에게 채널을 구성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설정 순서에서 취소 
소프트키()를 눌러: (1) 새 채널의 기본 설정을 수용하거나 (2) 이전에 
구성된 채널의 이전 구성을 사용합니다. 

• 채널은 '채널 설정' 메뉴의 '채널 편집' 소프트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각 채널에는 채널 지연, 변화율, NPLC 및 입력 임피던스 등의 독립된 채널 
옵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은 '채널 편집' 메뉴의 '채널 옵션'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나열되는 채널 옵션은 입력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채널을 구성한 후에는 '채널 설정' 메뉴의 '채널확인'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채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스캔으로부터 데이터가 수집되기 
전에 채널이 올바로 구성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12 페이지에서 
"채널확인"을 참조하십시오.  

아날로그 채널을 구성하려면: 

1.  버튼을 누릅니다. 

2. 채널을 켜기으로 설정합니다(3-11 페이지에서 "채널을 켜기 또는 끄기로 설정" 
참조). 채널이 켜기으로 설정되면 표 3-5 와 같이 사용자에게 초기 구성 순서를 
단계별로 안내하는 채널 구성 순서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채널이 
이전에 구성된 경우, 를 눌러 구성 순서를 취소하고 최근 채널 구성을 
사용합니다.  

3. 이 단원의 표에 나온 정보를 이용하여 채널을 구성합니다.  또는 를 눌러 
채널 설정을 강조 표시한 다음 을 눌러 설정을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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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널을 구성했으면 채널이 올바르게 구성되었고 입력을 판독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12 페이지에서 "채널확인"을 참조하십시오. 

전류 및 전압 채널 

표 3-4 를 참조하여 ac 또는 dc 전압이나 전류 채널을 구성하십시오. 

참고  

Ch001 은 모든 측정에 대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ChX21 및 ChX22 는 
전류 측정에 설정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제품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액세서리 션트 저항을 사용하여 전류 소스를 ChX01 ~ 
ChX20 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부품 번호와 주문 정보는 2 장을 
참조하십시오. 

표 3-4. 전류 및 전압 채널 구성 

1

2

3

4

5

 
hjw042.eps

항목 기능 

 DC 전압, AC 전압, DC 전류 또는 AC 전류 기능 선택. 

 
전압 설정 범위: 자동, 100 mV, 1 V, 10 V, 100 V 또는 150 V. Ch001 은 300 V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류 설정 범위: 자동, 100 μA, 1 mA, 10mA 또는 100 mA. 

 채널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사용자 정의 영숫자 라벨을 입력합니다(옵션). 

 이 채널에 대한 경보를 설정합니다(옵션). 3-30 페이지에서 "HI 및 LO 채널 경보"를 참조하십시오. 

 
측정값에 Mx+B 스케일 조정을 적용합니다(옵션). 3-29 페이지에서 "Mx+B 스케일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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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채널 

표 3-5 를 참조하여 저항 채널을 구성합니다. 

표 3-5. 저항 채널 구성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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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능 

 저항 기능 선택. 

 
2 선 및 4 선 저항 측정 연결에 맞게 채널을 설정합니다. 3-3 페이지의 "감지 입력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설정 범위: 자동, 100 Ω, 1 kΩ, 10 kΩ, 100 kΩ, 1 MΩ 또는 10 MΩ. Ch001 은 100 MΩ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널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사용자 정의 영숫자 라벨을 입력합니다(옵션). 

 이 채널에 대한 경보를 설정합니다(옵션). 3-30 페이지에서 "HI 및 LO 채널 경보"를 참조하십시오. 

 
측정값에 Mx+B 스케일 조정을 적용합니다(옵션). 3-29 페이지에서 "Mx+B 스케일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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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쌍 채널 

표 3-6 을 참조하여 열전쌍 채널을 구성합니다. 

표 3-6. 열전쌍 채널 구성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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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능 

 열전쌍 기능 선택. 

 열전쌍 유형을 선택합니다. 

 채널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사용자 정의 영숫자 라벨을 입력합니다(옵션). 

 이 채널에 대한 경보를 설정합니다(옵션). 3-30 페이지에서 "HI 및 LO 채널 경보"를 참조하십시오. 

 
측정값에 Mx+B 스케일 조정을 적용합니다(옵션). 3-29 페이지에서 "Mx+B 스케일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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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채널 

표 3-7 을 참조하여 주파수 채널을 구성합니다. 

표 3-7. 주파수 채널 구성 

2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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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능 

 주파수 기능 선택. 

 채널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사용자 정의 영숫자 라벨을 입력합니다(옵션). 

 이 채널에 대한 경보를 설정합니다(옵션). 3-30 페이지에서 "HI 및 LO 채널 경보"를 참조하십시오. 

 
측정값에 Mx+B 스케일 조정을 적용합니다(옵션). 3-29 페이지에서 "Mx+B 스케일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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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스터 채널 

표 3-8 을 참조하여 서미스터 채널을 구성합니다. 

표 3-8. 서미스터 채널 설정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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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능 

 서미스터 기능 선택. 

 서미스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유형: 2.252 kΩ, 5 kΩ 및 10 kΩ.  

 2 선 측정 연결에 맞게 채널을 설정합니다. 3-3 페이지의 "감지 입력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채널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사용자 정의 영숫자 라벨을 입력합니다(옵션). 

 이 채널에 대한 경보를 설정합니다(옵션). 3-30 페이지에서 "HI 및 LO 채널 경보"를 참조하십시오. 

 
측정값에 Mx+B 스케일 조정을 적용합니다(옵션). 3-29 페이지에서 "Mx+B 스케일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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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T 채널 

표 3-9 를 참조하여 플래티늄 저항 온도계(PRT) 채널을 구성합니다. 

표 3-9. PRT 채널 설정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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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능 

 PRT 기능 선택. 

 PRT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유형: PT-385 및 PT-392 

 0 °C 에서 PRT 저항값을 설정합니다. 

 
2 선, 3 선 또는 4 선 측정 연결에 맞게 채널을 설정합니다. 3-3 페이지의 "감지 입력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채널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사용자 정의 영숫자 라벨을 입력합니다(옵션). 

 이 채널에 대한 경보를 설정합니다(옵션). 3-30 페이지에서 "HI 및 LO 채널 경보"를 참조하십시오. 

 
측정값에 Mx+B 스케일 조정을 적용합니다(옵션). 3-29 페이지에서 "Mx+B 스케일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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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I/O(DIO) 채널 구성(Ch401) 

본 제품은 8 비트 TTL 값으로 표시되고 이에 해당하는 십진수 값으로 기록될 수 
있는 디지털 8 비트 트랜지스터-트랜지스터 로직(TTL) 값을 감지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림 3-7 에 나타낸 후면 패널 디지털 I/O 커넥터(DIO)가 
사용됩니다. 

DIO 입력이 감지되면 본 제품이 디지털 I/O 상태를 8 비트 TTL 값으로 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십진수 값을 기록합니다. 채널이 모니터링되는 경우 8 비트 TTL 
값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이 낮음 상태를 감지하거나 낮음 상태가 
출력으로 사용될 때까지 기본값은 "11111111"로 표시되는 높음 상태입니다. 
아래에 8 비트 TTL 값과 이에 해당하는 십진수 값의 몇 가지 예를 나타내었습니다. 

• 11111111 은 십진수 255 로 표시됩니다.  
• 00001111 은 십진수 15 로 표시됩니다. 
• 00010001 은 십진수 17 로 표시됩니다. 
• 10000101 은 십진수 133 으로 표시됩니다. 

참고 

입력 및 출력 전압 등의 입력 및 출력 사양에 대해서는 1 장의 "디지털 
I/O"를 참조하십시오. 

DIO 채널은 켜기(활성)으로 설정되었을 때 읽기 전용입니다. 

원격 명령을 이용하여 본 제품에서 8 비트 TTL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2638A 원격 프로그래머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hjw040.eps 

그림 3-7. DIO 커넥터 

DIO 채널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1. 장비를 DIO 입력 단자에 연결한 다음 이를 후면 패널의 디지털 I/O(DIO) 
포트에 삽입합니다. 

2.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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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널 401 을 켜기으로 설정합니다(3-11 페이지에서 "채널을 켜기 또는 끄기로 
설정" 참조).  

4. 원하는 경우 채널에 라벨을 할당합니다. 

5. DIO 를 측정하려면 '스캔/모니터' 메뉴에서 채널 Ch401 을 모니터링합니다. 8 비트 
TTL 값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이에 해당하는 십진수가 데이터 파일에 
기록됩니다. 

적산계 채널 구성(Ch402) 

본 제품에는 0 ~ 1048575(20 비트)의 입력 카운트가 가능한 단방향 리셋형 
적산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면 패널의 TOT 입력에 디지털 입력이 연결되었고 
Ch402 가 켜기으로 설정된 경우, 본 제품은 신호의 dc 전압이 높음에서 낮음으로 
전환하거나 접점이 접지(GND)에 폐쇄될 때마다 이를 카운트합니다. 스캔이 
시작되면 TOT 카운터가 0 으로 리셋됩니다. '스캔' 메뉴에서 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적산계 카운트를 수동으로 리셋할 수 있습니다. 

판독 모드 

적산계 기능에는 판독 및 판독/리셋의 두 가지 읽기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는 채널 
설정 또는 원격 명령을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적산계 모드는 
판독입니다.  

판독 모드에서는 스캔 스윕 중 읽을 때 또는 원격 명령으로 읽을 때 카운트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읽기/리셋 모드에서는 스캔 스윕 중 읽을 때 또는 원격 명령으로 읽을 때 적산계 
카운트가 자동으로 0 으로 리셋됩니다. 스캔 일시 중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모니터 기능을 통해 볼 때는 적산계 카운트가 리셋되지 않습니다. 

디바운스 

적용 상황에 따라 폐쇄 시 접점이 "바운스"되어 하나의 라인에서 여러 개의 신호가 
발생합니다. 필터가 없으면 제품이 다수의 폐쇄를 감지하여 하나의 폐쇄를 중복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필터링하기 위해 본 제품에는 신호에서 바운스를 
감지하여 무시하는 디바운스 기능이 있습니다. 디바운스(600 Hz)는 적산계 
채널(Ch402)의 채널 편집 기능을 통해 켤 수 있습니다. 디바운스 기능이 
비활성화된 경우, 적산계 입력이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주파수는 10 kHz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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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적산계 입력(T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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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적산계 채널을 설정합니다(표 3-10 참조). 

1. 입력을 TOT 입력 단자에 연결한 다음 이를 후면 패널의 디지털 I/O 포트에 
삽입합니다. 

2. 채널을 켜기으로 설정합니다(3-11 페이지에서 "채널을 켜기 또는 끄기로 설정" 
참조). 채널이 켜기으로 설정되면 표 3-10 와 같이 사용자에게 초기 구성 
순서를 단계별로 안내하는 채널 구성 순서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채널이 이전에 구성된 경우, 를 눌러 구성 순서를 취소하고 최근 채널 
구성을 사용합니다.  

3. 표 3-10 의 정보를 이용하여 적산계 채널을 구성합니다.  또는 를 눌러 
채널 설정을 강조 표시한 다음 을 눌러 설정을 편집합니다. 

4. 적산계 카운트를 보려면 '스캔/모니터' 메뉴에서 Ch402 를 모니터링합니다. 

표 3-10. 적산계 채널 구성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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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능 

 채널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사용자 정의 영숫자 라벨을 입력합니다(옵션). 

 판독 모드 선택. 3-24 페이지에서 "판독 모드"를 참조하십시오. 

 디바운스 기능을 켜기 또는 끄기로 설정합니다. 3-24 페이지에서 "디바운스"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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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채널 구성(Ch501 ~ Ch520) 

본 제품에는 사용자가 사전 설정된 수학 기능을 사용하여 단일 채널 또는 일정 
범위의 채널에 수학 변환을 적용할 수 있는 20 개의 수학 채널이 있습니다. 표 
3-11 에 사용 가능한 수학 기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수학 채널은 값을 수동으로 계산할 필요 없이 측정값을 결합한 다음 이를 하나의 
숫자로 표시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다른 모든 채널과 마찬가지로 수학 채널도 
스캔 및 기록할 수 있습니다. 

수학 채널의 또 다른 용도는 Mx+B 스케일 조정보다 수준이 높은 수학 변환을 단일 
채널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듀서 출력을 물리적 파라미터로 
더욱 정확하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두 수학 채널의 계산을 사용하는 수학 채널을 이용하여 더 복잡한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력 채널의 다향식 함수를 계산하도록 구성된 다른 수학 
채널의 지수 함수를 계산하도록 수학 채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표 3-11. 수학 채널 공식 

공식 수식 설명 

다항 
C6A

6 + C5A
5 + C4A

4 + C3A
3 

+ C2A
2 + C1A + C0 

최대 6 차 다항식을 계산합니다. 계수는 임의 상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차 미만의 다항은 더 높은 차수의 
계수를 0 으로 설정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제곱근 √A 
제곱근 함수를 계산합니다. 인수는 양의 값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OL"(제한 초과)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전력 Ax 
변수의 전력을 계산합니다. 멱지수는 정수가 아닌 값일 수 
있지만 인수가 음이면 "+OL"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지수 eA 
변수의 지수 함수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e 는 
2.718 입니다. 

Log10 Log10(A) 

밑이 10 인 변수의 로그를 계산합니다. 인수는 양의 
값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OL"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 공식은 판독값을 데시벨로 변환하기 위해 
20 의 Mx+B 스케일 인자와 함께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A| ABS(A) 
변수의 절대값을 계산하여 값이 음일 경우 양의 값으로 
변환합니다. 절대값 기능은 다른 수학 채널에 대한 인수가 
항상 양이되도록 해야 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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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수학 채널 공식(계속) 

공식 수식 설명 

1 / A 1 / A 
변수의 역수를 계산합니다. 인수는 0 일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OL"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A + B A + B 
두 소스 채널의 판독값을 더합니다. 이 기능은 두 개 
이상의 독립된 변수 식을 만들 때 유용합니다. 

A – B A – B 두 소스 채널의 판독값 차이를 계산합니다. 

A x B A x B 
두 소스 채널의 판독값을 곱합니다. 한 채널의 전압 
판독값과 다른 채널의 전류 판독값으로부터 전력을 
계산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A / B A / B 

한 소스 채널의 판독값을 다른 채널의 판독값으로 
나눕니다. 관련된 두 파라미터의 비율을 확인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인수는 0 일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OL"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평균 [1] 
A1 + A2 + A3… 

N 
선택 채널의 판독값에 대해 산술 평균을 계산합니다.  

최대 [1] 해당 없음 선택 채널 중에서 최대 판독값을 찾습니다. 

최소 [1] 해당 없음 선택 채널 중에서 최소 판독값을 찾습니다. 

합 [1] A1 + A2 + A3… 선택 채널의 판독값에 대해 합계를 계산합니다. 

참고 

[1] - 최대 10 개 채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학 채널을 설정합니다(표 3-12 참조). 

1. 수학 공식을 적용할 채널을 연결하고 구성합니다.  

2. 채널을 켜기으로 설정합니다(3-11 페이지에서 "채널을 켜기 또는 끄기로 설정" 
참조). 채널이 켜기으로 설정되면 표 3-12 와 같이 사용자에게 초기 구성 
순서를 단계별로 안내하는 채널 구성 순서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채널이 이전에 구성된 경우, 를 눌러 구성 순서를 취소하고 최근 채널 
구성을 사용합니다.  

3. 표 3-12 의 정보를 이용하여 수학 채널을 구성합니다.  또는 를 눌러 채널 
설정을 강조 표시한 다음 을 눌러 설정을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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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수학 채널 구성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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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능 

 수학 공식 선택. 

 첫 번째 기본 채널 "A"에 대한 채널 선택. 

 

두 번째 기본 채널 "B"에 대한 채널 선택. 

참고 

합계 수학 공식이 두 채널만을 결합하기 때문에 예시에는 채널 “A” 및 “B”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식에 따라 하나의 소스 채널만 사용하거나 둘 이상의 소스 채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측정값과 연관시킬 고유 단위를 설정합니다. 

 채널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사용자 정의 영숫자 라벨을 입력합니다(옵션). 

 이 채널에 대한 경보를 설정합니다(옵션). 3-30 페이지에서 "HI 및 LO 채널 경보"를 참조하십시오. 

 
측정값에 Mx+B 스케일 조정을 적용합니다(옵션). 3-29 페이지에서 "Mx+B 스케일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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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B, 경보 및 채널 옵션 
이후 단원에서는 Mx+B 스케일 조정을 적용하고 채널 경보를 설정하며 추가 채널 
옵션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절차를 제공합니다.  

Mx+B 스케일 조정 

Mx+B 는 측정값의 스케일을 조정하기 위해 채널에 적용할 수 있는 계산입니다. 이 
기능은 출력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입력 측정값을 다른 단위나 값으로 변환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일반적인 스케일 조정 변환: 

• 압력 트랜스듀서의 mA 출력을 이에 해당하는 kPa 또는 psi 값으로 스케일 
조정.  

• 온도 판독값을 섭씨에서 켈빈으로 스케일 조정. 

• 션트 저항 전압을 A 단위의 전류로 변환. 
Mx+B 를 계산할 때 "M" 값은 “게인”이라고 하며 실제 판독값의 배수로 사용됩니다. 
게인이 계산된 후 결과값에 "B" 값 또는 “오프셋”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채널이 3 V 의 전압을 측정하고 게인이 3.3 으로 설정된 경우, 
디스플레이에 측정값이 9.9 V(3 V * 3.3 게인 = 9.9 V)로 표시됩니다. 이제 
오프셋이 게인에 추가됩니다. 오프셋이 11.0 으로 설정된 경우, 이 값이 9.9 V 에 
추가되고 디스플레이에 20.9 V(9.9 V + 11.0 오프셋 = 20.9 V)가 표시됩니다. 

기타 예시: 

(6.9 게인 * 20 mA) + 16.0 오프셋 = 154 kPa 
(1.0 게인 * 25.0 °C) + 273.15 오프셋 = 298.15 K 
(10.0 게인 * 0.32 V) + 0.0 오프셋 = 3.2 A 

필요한 경우, 스케일 조정된 측정값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Mx+B 메뉴에서 새 
단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단위는 Mx+B 가 켜기으로 설정된 동안 계속 
디스플레이와 기록된 스캔 데이터에 표시됩니다. Mx+B 가 끄기로 설정되면 
단위가 다시 원래 단위로 변환됩니다. 채널에 Mx+B 스케일 조정이 적용된 경우 
측정값 옆 단위 위에 [Mx+B]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참고 

스케일 조정된 값이 너무 크면 "OL"(오버로드)이 표시됩니다. 게인 
또는 오프셋을 조정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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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오프셋을 사용하여 채널의 영점을 조정합니다. 이를 위해 본 제품은 
측정값을 0 의 값으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오프셋을 계산하고 Mx+B 를 켜기으로 
설정한 다음 계산된 오프셋 값을 Mx+B 설정에 로드합니다. 영점을 지우려면 
오프셋 값을 수동으로 다시 원래 값(일반적으로 "0")으로 설정하거나 채널의 
영점을 조정하기 전에 Mx+B 가 꺼져 있었던 경우 이를 다시 끄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널의 영점 조정 방법에 대해서는 3-12 페이지의 "채널 영점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채널에 Mx+B 스케일 조정을 적용하려면: 

1.  버튼을 누릅니다. 

2.  또는 를 눌러 채널을 강조 표시합니다.  

3. 필요한 경우 채널을 켜기으로 설정합니다. 

4. 을 눌러 패널을 편집합니다. 

5. Mx+B 를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6. 게인과 오프셋 값을 입력하고 필요에 따라 단위를 설정합니다. 끝났으면 
를 눌러 이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7. 채널을 확인합니다. 스케일 조정된 채널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0 또는 "OL" 등): 

• 게인 및 오프셋 값을 올바로 설정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입력한 게인 및 오프셋 값으로 결과를 직접 계산해보십시오. 이 단원의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 일시적으로 게인을 1 로 설정하고 오프셋을 0 으로 설정하여 측정값이 
예상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측정값은 배선 오류 또는 
잘못된 범위나 기능 선택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HI 및 LO 채널 경보 

각 채널에는 사용자 정의 값을 할당하여 채널 측정값이 할당된 높음(HI) 또는 
낮음(LO)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작동시킬 수 있는 두 개의 채널 경보가 있습니다. 
경보가 작동하면 디스플레이의 측정값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측정값이 정상 
범위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시각적 표시 외에도 채널 경보는 후면 패널에 있는 6 개의 경보 출력 중 하나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그림 3-9 및 그림 3-10 참조). 경보 출력에는 여러 개의 
채널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경보가 작동하면 경보가 낮음 상태 신호(0.7 V dc 
미만)를 출력합니다. 이 기능은 채널 경보가 작동하는 경우 경보음을 울리는 외부 
오디오 경보에 연결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채널 경보를 설정하려면: 

1.  버튼을 누릅니다. 

2.  또는 를 눌러 채널을 강조 표시한 다음 을 누릅니다. 

3.  또는  를 눌러 경보를 강조 표시한 다음 을 누릅니다. 

4. 경보 1 또는 경보 2 를 선택한 다음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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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높음 또는 낮음을 강조 표시한 다음 를 누릅니다. 

6. 숫자 키패드를 사용하여 제한(설정점)을 입력합니다. 

7. 경보 출력을 켜려면: 

a. 출력을 강조 표시하고 을 누릅니다. 

b. 채널에 할당할 경보 출력을 강조 표시하고 를 누릅니다. 

 
hjw041.eps 

그림 3-9. 후면 패널 경보 출력 

 
hjw035.eps 

그림 3-10. 경보 출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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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지연 

채널 지연은 측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각 채널에 개별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측정 
시간 지연입니다. 채널 지연은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소스 
임피던스나 회로 커패시턴스가 높은 경우에 가장 유용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널 
지연을 사용하면 측정이 수행되기 전에 입력 신호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측정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채널 지연을 설정하면 본 제품이 채널 지연이 전환된 후 지연을 삽입하고 채널 
지연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채널을 측정합니다. 채널 지연은 초 
단위로 설정하며 기본 설정은 0 초입니다.  

채널 지연을 설정하려면: 

1.  버튼을 누릅니다. 

2.  또는 를 눌러 채널을 강조 표시한 다음 을 누릅니다. 

3. 를 눌러 '채널 옵션' 메뉴를 엽니다. 

4. 채널 지연을 선택하고 을 누릅니다. 

5. 사용자 지정 채널 지연을 설정합니다. 지연은 1 밀리초 증분으로 1 밀리초부터 
600 초까지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변화율 

변화율은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변경된 측정값의 양을 보여주는 통계 
계산입니다. 변화율은 '스캔' 메뉴의 통계/그래픽 영역에서 확인합니다. '채널 옵션' 
메뉴의 '변화율' 설정은 스케일 조정을 초당(/s) 또는 분당(/min)으로 설정합니다. 

참고 

변경하지 않는 경우 분당(/min)이 스케일 조정 항목으로 기본 
선택됩니다. 

변화율을 결정하기 위해 본 제품은 한 채널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샘플링된 두 
개의 판독값을 비교합니다. 본 제품은 우선 두 판독값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 이를 
샘플 사이의 시간 차이(초)로 나눕니다. 그 결과에 초 단위로 기본 시간을 
곱하여(분당의 경우 60) 변화율을 얻습니다. 

참고 

채널이 10 초당 1 회보다 더 자주 샘플링되는 경우, 약 10 초 간격으로 
떨어진 두 판독값이 선택됩니다. 판독값 사이이 간격이 10 초보다 긴 
경우, 최근 두 판독값이 사용됩니다. 

채널에 대한 변화율의 기본 시간을 변경하려면: 

1.  버튼을 누릅니다. 

2.  또는 를 눌러 채널을 강조 표시한 다음 을 누릅니다. 

3. 를 눌러 '채널 옵션' 메뉴를 엽니다. 

4. 변화율을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5. 초당 또는 분당을 선택한 다음 를 누릅니다. 



 장입입 및 채널 구성 
 Mx+B, 경경 및 채널 옵션 3 

3-33 

NPLC 
NPLC(Number of Power Line Cycles)는 dc 전압, dc 전류 및 저항 채널에서 
유도된 ac 신호 노이즈와 다른 내재적 노이즈 신호(일반적으로 전력선 주파수 
노이즈)를 필터링하여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사용자 정의 측정 속도 선택 
항목입니다. 이 결과 측정 시간을 미세하게 제어하여 속도를 높이거나 정확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낮은 NPLC 에서는 스캔 속도가 증가하지만 측정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높은 NPLC 에서는 측정 정확도가 개선되지만 스캔 속도가 
떨어집니다.  

전력선에서 유도된 ac 노이즈가 정밀한 dc 신호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밀 
측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높은 NPLC 설정이 필요합니다. 유도 ac 노이즈는 
일반적으로 균일하지 않으며 유도된 ac 신호를 정확하게 판독하기 위해 다수의 
샘플이 필요합니다. 샘플이 많을수록(NPLC 설정이 높음) ac 노이즈를 더 잘 
상쇄시키고 필터링하여 없앨 수 있습니다. 측정 정확도를 높이고 ac 노이즈를 
보다 효과적으로 필터링하기 위해 NPLC 설정을 수동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이 여러 사이클에 걸쳐 ac 노이즈 신호를 샘플링하여 개선된 신호 
평균을 얻게 됩니다.  

요약하면, 높은 NPLC 설정을 지정하면 측정값이 더 정확해지지만 본 제품이 
측정을 완료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대가가 따릅니다(5 장의 "스캔 시간 및 
샘플링 정보" 참조). ac 노이즈가 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참 
또는 거짓 디지털 로직 등) 빠른 측정을 위해 낮은 NPLC 설정이 권장됩니다.    

입력 임피던스 

이 설정은 채널에서 입력 임피던스를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100 mV, 1 V, 10 V dc 
전압 기능의 경우 10M 또는 >10G 의 두 가지 선택 항목이 제공됩니다. 기본 
설정은 10M 입니다.   

대역폭 

이 설정은 ac 전압 및 ac 전류 기능에 대해 ac 필터 대역폭을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20 Hz 또는 200 Hz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20 Hz 입니다.   

다음으로 표시 

이 설설설 열전열 채널채 대대 온온 또또 이채 대해해또 mV를 표표해온기 
디스디레이를 설설설 때 사용사모사. 

감지 열기 

이 설정을 통해 본 제품은 프로브에서 개방 회로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열전쌍 채널에서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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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스캔/모니터, 기록 및 데이터 

개요 
이 장에서는 스캔, 모니터 및 기록 기능에 대한 정보와 관련 절차 및 지침을 
제공합니다. 

스캔 
스캔은 각 채널을 순차적으로 측정하고 데이터를 디스플레이에 임시로 
표시하거나, 기록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4-14 페이지의 "기록" 참조) 파일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본 제품의 한 기능입니다. 스캔은 사용자가 수동으로 
시작하거나 내부 또는 외부 트리거에 의해 시작됩니다. 채널을 스캔하기 위해 본 
제품은 활성 채널을 순차적으로 순환하면서 설정 테스트 파일의 내용에 따라 
측정을 수행합니다(4-5 페이지의 "스캔 구성" 참조).  

참고 

모니터는 스캔이 진행 중인 동안 한 채널의 측정 데이터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4-13 페이지의 "모니터" 참조). 모니터 기능을 사용해도 
활성 스캔은 중단되지 않으며 완료된 마지막 스캔 작업의 측정 
데이터만 표시됩니다. 

본 제품이 스캔을 수행하려면 해당 채널이 활성 상태여야 하며 테스트 대상 
장치(UUT)가 연결되고 준비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가 
완료되었으면 '스캔/모니터' 메뉴에서 스캔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정 테스트' 
메뉴에서 "자동 기록"이 켜기으로 설정된 경우, 스캔이 시작될 때 본 제품이 스캔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끄기로 설정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기록 
키()를 수동으로 눌러야 측정 데이터가 파일에 기록됩니다. 스캔 데이터는 
메모리에 저장되며 Microsoft Excel 에서 확인하기 위해 PC 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4-15 페이지의 "PC 에서 측정 데이터 열기 및 보기" 참조). 

스캔이 진행 중인 동안 스캔을 중단하지 않고 모든 채널에 대한 측정 결과와 
통계를 차트나 그래프에서 볼 수 있습니다(그림 4-4 참조). 스캔이 중단되면 이 
스캔 데이터가 임시 메모리에 저장되고 새 스캔이 시작될 때까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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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스캔 데이터 

'스캔' 메뉴를 사용하여 스캔을 제어하고 스캔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스캔' 
메뉴에는 사용자에게 스캔 상태와 스캔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중요 
상태 표시기도 표시됩니다. 표 4-1 에 '스캔' 메뉴와 이 메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상태 표시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스캔' 메뉴를 열려면 전면 
패널에서 을 누릅니다. 

표 4-1. 스캔 메뉴 

1

5

4

3

6

7891011

2

 
hjw055.eps

항목 기능 

 
설정 테스트에 구성된 트리거 유형을 표시합니다. 트리거 유형에 따라 스캔이 시작되고 중지되는 
시기가 결정됩니다. 4-6 에서 "트리거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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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스캔 메뉴(계속) 

항목 기능 

 
스캔이 진행 중인 동안 구성된 채널 경보가 작동하는 경우 표시되는 마스터 경보 표시기. 작동한 
경보를 확인하려면 '스캔' 메뉴에서 을 눌러 채널 데이터를 엽니다. 경보가 작동한 경우, 채널 
옆에 작동한 경보를 나타내는 [1] 또는 [2]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스캔이 시작된 시기를 표시합니다. 이 필드는 첫 스캔이 시작될 때까지 비어 있습니다. 

 
스캔 상태를 표시합니다. 이 필드에는 스캔이 진행 중일 때는 “스캔”이 표시되고 스캔이 일시 
중지되었을 때는 "일시 중지됨"이 표시되고 장치가 트리거 대기 중일 때는 "대기 중"이 표시되고 
스캔이 중지되었을 때는 “비활성”이 표시됩니다.  

 스캔이 시작된 후 완료된 스캔 스윕의 수를 표시합니다. 

 카운트다운 타이머는 트리거 소스가 타이머, 경보 또는 외부일 때만 표시됩니다. 

 
스캔 스윕 사이에서 단일 채널의 측정을 수행하기 위해 모니터 기능을 엽니다. 4-13 페이지에서 
"모니터"를 참조하십시오. 

 
확장 가능한 그래프에 측정 데이터를 플롯할 수 있는 그래프 기능을 엽니다. 4-12 페이지에서 "측정 
결과 그래프 표시"를 참조하십시오. 

 
각 채널에 대한 최근의 모든 샘플이 유용한 통계 정보와 함께 스프레드시트 보기로 엽니다. 
4-11 페이지에서 "스캔 데이터 및 통계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이미 시작된 스캔을 일시 중지합니다. 스캔이 비활성 상태일 때는 소프트키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스캔을 시작 또는 중지합니다. 4-10 페이지의 "스캔 시작"을 참조하십시오. 

스캔 시간 및 샘플링 정보 

스캔이 시작되면 본 제품이 오름차순 채널 순서로 각 활성 채널을 순차적으로 
스캔하고 측정(샘플링)합니다. 채널 샘플링에 걸리는 시간은 측정 기능, 사용자가 
프로그램한 채널 지연 및 스캔의 샘플링 속도 또는 채널의 NPLC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쳐 걸리는 채널 샘플링 시간의 합계가 전체 
스캔 사이클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결정하고 이를 스윕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스캔 프로세스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그림 4-2 를 참조하십시오.  

채널 샘플링 시간과 스캔 스윕 시간은 채널과 설정 테스트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이러한 시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최소 채널 샘플링 시간은 샘플 비율 또는 NPLC 설정과 측정 기능에 따라 
결정됩니다(표 4-3 참조). 

• 채널 샘플링 시간에는 일반적 조건에서 정확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ADC 
샘플 전에 삽입해야 하는 안정화 지연 시간이 포함됩니다. 표 4-4 에는 각 
파라미터 유형 및 범위에 대해 고정된 내부 안정화 지연을 나열했습니다. 

• 경우에 따라 더 긴 안정화 시간을 주기 위해 채널 지연을 추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3 장의 "채널 지연"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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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채널 샘플링 시간은 최소 샘플링 시간에 사용자가 프로그램한 채널 
지연을 더한 값입니다. 채널 지연이 길수록 채널 샘플링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 전체 스캔 스윕 시간은 스캔한 모든 채널의 채널 샘플링 시간을 합한 
시간입니다. 이전 스캔 스윕이 진행 중이 아니면서 선택한 트리거 소스가 
작동하는 경우에 스캔 스윕이 시작됩니다(4-6 페이지의 "트리거 유형" 참조). 

• 스캔 스윕이 이루어지는 시간 간격은 트리거 유형을 타이머로 프로그래밍하고 
시간 간격을 설정하여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hjw050.eps 

그림 4-2. 스캔 스윕 그림 

표 4-2. 안정화 시간 지연 값 

유형 및 범위 시간 지연 

100 mV dc 0 밀리초 

1 V dc 0 밀리초 

10 V dc 0 밀리초 

100 V dc 100 ms 

300 V dc 100 ms 

ACV 모든 범위 20 Hz 필터 400 ms 

ACV 모든 범위 200 Hz 필터 100 ms 

A dc(모든 범위) 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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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안정화 시간 지연 값(계속) 

유형 및 범위 시간 지연 

ACI 모든 범위 20 Hz 필터 400 ms 

ACI 모든 범위 200 Hz 필터 100 ms 

100Ω 0 ms 

1kΩ 0 ms 

10 kΩ 100 ms 

100 kΩ 100 ms 

1 MΩ 500 ms 

10MΩ 1 s 

100MΩ 1 s 

열전쌍 모든 유형  0 ms 

PRT 400 Ω 0 ms 

PRT 4 kΩ 100 ms 

서미스터 2 kΩ 500 ms 

서미스터 90 kΩ 500 ms 

서미스터 1 MΩ                1 s 

스캔 구성 

스캔은 '채널 설정' 메뉴에서 열 수 있는 '설정 테스트' 메뉴에서 
구성합니다(을 누르고 를 누름). 이 단원에서는 스캔 구성에 도움을 주는 
'설정 테스트' 메뉴의 각 파라미터를 설명합니다. 그림 4-3 에 '설정 테스트'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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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w032.eps 

그림 4-3. 설정 테스트 메뉴 예시 

트리거 유형  

트리거 유형은 본 제품에 스캔을 시작하고 중지해야 하는 시기를 알려줍니다. 
트리거 유형에는 다음 4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 

0 의 스캔 카운트를 설정하거나 스캔 간격이 스캔 스윕 시간 보다 
짧으면 스캔이 중지되거나 본 제품의 메모리가 부족해질 때까지 
스캔이 연속해서 반복됩니다.  

• 주기 트리거 유형은 사용자 정의 수치 주기에 따라 스캔이 이루어지도록 
설정합니다. 이 설정은 '스캔/모니터' 메뉴의 전면 패널 소프트키로 시작합니다. 
사용자가 스캔 횟수(스캔 카운트)와 스캔이 이루어지는 빈도(주기)를 
설정합니다. 

• 외부 트리거 유형은 디지털 I/O 포트에서 설정된 TRIG 입력이 낮음 상태를 
감지할 때 스캔이 시작되도록 설정합니다. 내부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스캔 
횟수(스캔 카운트)와 스캔 사이의 시간(주기)을 수동으로 설정합니다. 

• 경보 트리거 유형은 모니터링 채널에서 HI 또는 LO 채널 경보가 작동할 때 
스캔이 시작되도록 설정합니다. 내부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스캔 횟수(스캔 
카운트)와 스캔 사이의 시간(주기)을 수동으로 설정합니다. 

• 수동 트리거 유형은 사용자가 전면 패널에서 스캔/모니터 키를 수동으로 누를 
때만 스캔이 이루어지도록 설정합니다. 이 트리거 유형를 사용하면 키를 
눌렀을 때 스캔 횟수(스캔 카운트)를 설정할 수 있지만 주기가 수동 키 누름이기 
때문에 주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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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기록 

자동 기록 기능은 기록 프로세스를 자동화합니다. 자동 기록을 켜기으로 설정하면 
스캔이 시작될 때 본 제품이 스캔 데이터를 파일에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끄기로 
설정하면 사용자가 를 눌러 기록을 시작해야 합니다. 

파일 대상 

스캔 데이터는 내부 메모리나 USB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내부로 
설정하면 스캔 데이터가 내부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USB 로 설정하면 
스캔 데이터가 전면 패널 USB 포트에 연결된 USB 드라이브에 저장됩니다. 

참고 

USB 드라이브에 직접 저장된 스캔 데이터는 '메모리' 메뉴를 통해 
사용자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메모리' 메뉴에서 USB 드라이브에 
남은 메모리의 양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USB 드라이브에 있는 스캔 
데이터 파일을 관리하려면 USB 드라이브를 PC 에 연결하고 "Scan 
Data"라는 폴더를 엽니다. 4-15 페이지에서 "PC 에서 측정 데이터 
열기 및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샘플 비율 

샘플 비율은 채널이 스캔되는 속도를 설정합니다. '빠름'으로 설정하면 본 제품이 
각 채널을 매우 빠르게 스캔하므로 사용자가 채널의 빠른 측정 변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스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본 제품에 측정을 미세 
조정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측정 분해능이 한 자리 손실됩니다. 예를 들어, 
온도 측정이 '느림'에서는 22.41 ºC 이고 '빠름'에서는 22.4 ºC 입니다.  

참고 

샘플 비율은 고급 채널 옵션에 있는 채널 지연 및 변화율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스캔 스윕"을 참조하십시오.  

빠름, 중간, 느림 및 사용자 정의 4 가지 샘플 비율이 있습니다. 표 4-3 에 여러 입력 
유형과 범위에 대한 샘플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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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스캔 샘플 비율 

기능 
샘플 시간 

빠름 [1] 보통 느림 

DC 전류 

DC 전압 

저항  

0.2 PLC 1 PLC 10 PLC 

AC 전류 

AC 전압 
10 PLC 로 고정됨 

주파수 1 PLC 로 고정됨 

PRT 

열전쌍 

서미스터 

1 PLC 2 PLC 10 PLC 

데이터 보안 

데이터 보안은 테스트를 수행한 사용자를 역 추적할 수 있는(일반적으로 테스트 
추적성이라고 함) 데이터 파일을 보호할 때 사용합니다. 이 기능은 테스트 
데이터를 조작, 변경 또는 변조하지 않아야 하고 교육을 받은 승인된 사람만이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해야 하는 테스트 환경 및 조건에서 필요합니다.  

'설정 테스트' 메뉴에서 데이터 보안 설정을 켜기으로 설정하면 스캔을 시작하고 
기록하기 위해 사용자가 사용자 프로필을 선택하고 관련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용자 정보는 사용자 프로필 번호와 테스트 정보를 포함한 스캔 데이터 파일에 
기록됩니다. 스캔 데이터 파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4-14 페이지에서 "기록"을 
참조하십시오. 관리자 또는 사용자 프로필 암호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2 장의 "관리자 및 사용자 암호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보안이 켜졌을 때는 설정 파일도 보호됩니다. 데이터 보안이 켜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설정 파일은 승인된 사용자 이외 사람이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 

스캔을 시작하기 위해 게스트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게스트"로 기록되고 데이터 파일이 승인되고 추적 가능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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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단위 

섭씨 또는 화씨로 표시되도록 온도 단위를 설정하는 전체 제품 설정입니다.  

참고 

• 일부 지역에서는 이 설정을 화씨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온도 단위를 변경하면 온도 채널의 Mx+B 및 경보 설정이 
리셋됩니다. 

채널 정렬 

채널 정렬 기능을 사용하면 표시되는 모든 측정이 동일하도록 다른 채널을 
정렬하는 기준이 되는 참조 채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참조 채널에 
일치하도록 선택 채널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Mx+B 오프셋을 사용합니다.  

온도 측정에 이 기능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완전히 캘리브레이션된 참조 
프로브가 250.52 °C 를 판독하는 다른 프로브가 있는 챔버에 삽입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사용자는 정렬 기능을 사용하여 캘리브레이션된 참조 프로브 채널을 
참조 채널로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는 현재 250.52 °C, 250.68 °C, 
250.71 °C, 250.33 °C 를 판독하는 이 참조와 정렬되도록 4 개의 프로브 채널을 
설정합니다. 사용자가 프로브를 정렬하면 표시된 측정값이 참조 프로브와 같도록 
본 제품이 Mx+B 오프셋을 계산하여 프로브에 적용합니다. 그 결과 4 개의 모든 
프로브가 이제 250.52 °C 를 측정합니다. 

참조 채널에 정렬하려면: 

1.  버튼을 누릅니다. 

2.  버튼을 누릅니다. 

3.  버튼을 누릅니다. 

4.  및 를 사용하여 채널을 참조로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5.  및 를 사용하여 채널을 강조 표시하고 를 눌러 설정합니다. 정렬할 
채널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를 눌러 채널을 정렬합니다. 본 제품은 참조 채널과 선택 채널에서 측정을 
수행하고 Mx+B 기능을 이용하여 이러한 채널을 참조에 정렬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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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공급 중단 후 자동 스캔 재시작 

스캔이 진행 중인 동안 본 제품에 주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주 전력이 다시 
공급될 때 스캔을 재시작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전력 공급 중단 후 
스캔 재시작"이라고 합니다.  

참고 

이 설정은 '설정 테스트' 메뉴가 아니라 '장치 설정' 메뉴에 있습니다. 

새로운 스캔이 시작될 때와 달리 본 제품은 주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기록 
중이던 파일에 다시 기록을 시작합니다.  

이 기능을 켜려면: 

1.  버튼을 누릅니다. 

2.  또는  를 눌러 스캔다시 시작을 강조 표시하고 을 누릅니다. 

3. 켜기으로 설정하고 을 누릅니다. 

기본적 스캔 절차 

스캔 시작 

스캔을 시작하려면: 

참고  

스캔이 시작된 후에는 '채널 설정' 또는 '장치 설정' 메뉴에 액세스하기 
위해 스캔을 일시 중지 또는 중지시켜야 합니다.  

1. 설정 테스트를 구성합니다. 4-5 페이지에서 "스캔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2. 스캔할 모든 채널을 켜기으로 설정합니다. 3 장의 “채널을 켜기 또는 끄기로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3.  버튼을 누릅니다. 

4. 다음과 같이 스캔을 시작합니다. 

• 주기 트리거 유형의 경우: 을 눌러 스캔을 시작합니다. 스캔이 설정된 
스캔 사이클을 완료하고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언제든지 을 다시 눌러 
테스트를 중지하거나 를 눌러 테스트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 기록이 끄기로 설정된 경우, 을 눌러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외부 트리거 유형의 경우: 을 눌러 스캔을 시작합니다. 스캔이 후면 
패널 트리거 입력의 낮음 조건에 의해 트리거됩니다. 낮음 조건이 
감지되면 스캔 스윕이 시작되고 주기 구성의 내용에 따라 실행됩니다. 
스캔을 트리거한 낮음 조건이 사라지면 제품이 진행 중인 스캔을 완료한 
후 중지되고 다음 외부 트리거에 대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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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 트리거 유형의 경우: 스캔 스윕이 발생한 경보에 의해 트리거됩니다. 
이를 위해, 설정 테스트에서 경보 트리거 유형을 선택하고 트리거 역할을 
할 채널을 할당합니다. 스캔이 시작되면 제품이 작동 경보에 대한 
트리거로 설정된 채널의 모니터링을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경보가 
작동하면 스캔 스윕이 시작되고 설정 테스트의 내용에 따라 실행됩니다. 
경보가 작동되는 동안 스캔 스윕이 계속됩니다. 경보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으면 제품이 진행 중인 스캔을 끝내고 다음 경보 작동에 대기합니다. 

a. 이전의 설명에 따라 해당 채널 경보를 구성하십시오.  

b. 를 누르고 를 눌러 스캔을 시작하십시오. 

• 수동 트리거 유형의 경우: 를 눌러 스캔을 시작합니다. 스캔이 한 번의 
스캔 사이클을 수행하고 중지됩니다. 을 다시 눌러 다른 스캔 
사이클을 트리거합니다. 언제든지 를 다시 눌러 테스트를 중지하거나 
를 눌러 테스트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 기록이 끄기로 
설정된 경우, 를 눌러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스캔 데이터 및 통계 보기 

스캔 데이터 기능을 사용하면 마지막 스캔 스윕의 스캔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그림 4-4 참조). 이 기능은 '스캔' 메뉴에 있습니다(를 누르고 
을 누름). 이 메뉴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스캔 데이터' 
메뉴에서 사용자는 '통계' 메뉴를 열어 각 채널에 대한 최소값, 최대값, 평균 및 
표준 편차 통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표 4-4 참조).  

채널에 Mx+B 가 적용된 경우, 채널 번호 옆에 [Mx+B]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경보가 작동하면 채널 옆에 경보 번호가 빨간색 아이콘으로 표시되고 측정값도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림 4-4 을 참조하십시오. 

 
hjw055.eps 

그림 4-4. 스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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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스캔 통계 

통계 설명 

최대 최대 측정값. 

최소 최소 측정값. 

평균 수행된 모든 측정의 평균. 

표준 편차 
평균으로부터 데이터 집합의 분포를 나타내는 척도. 데이터가 더 넓게 퍼져 
있을수록 편차가 큽니다. 

피크-피크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변화율 시간에 따라 판독값이 변화하는 정도에 대한 척도. 

스캔 데이터를 보려면: 

1. 스캔을 시작합니다. 4-10 페이지에서 "스캔 시작"을 참조하십시오. 

2. 를 눌러 '스캔 데이터' 메뉴를 엽니다. 메뉴가 열리면 를 눌러 메뉴 페이지를 
순환시키면서 더 많은 채널을 봅니다.  

3. 채널 통계를 보려면 를 누릅니다. 

측정 결과 그래프 표시 

스캔 기능에는 측정 데이터를 그래프에 표시할 수 있는 그래프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스캔' 메뉴에 있습니다(를 누르고 를 누름). 그래프를 열면 
디스플레이의 모든 정보에 적합하게 그래프의 스케일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조정하려면 그림 4-5 와 같이 전면 패널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그래프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한 번에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는 최대 채널 수는 4 개입니다. 

입력 유형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채널을 선택하는 경우(온도와 
mA 등)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프를 읽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력 유형이 동일한 채널만 선택하거나 채널을 
한 번에 하나씩 보십시오.  

 
hjw056.eps 

그림 4-5. 그래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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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에서 측정 데이터를 보려면: 

1.  버튼을 누릅니다. 

2. 를 눌러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그래프에 채널을 표시하려면  및 를 
사용하여 채널을 선택하고 를 눌러 선택 또는 선택 해제합니다. 추가 
그래프 옵션을 보려면 를 누릅니다. 

모니터 
모니터 기능을 사용하면 스캔 스윕 사이에서 단일 채널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스캔이 시작된 후의 통계 정보와 측정 데이터의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채널을 모니터링하려면 '스캔' 메뉴에서 를 누릅니다. 스캔이 진행 
중인 경우, 디스플레이에 마지막 판독값의 측정 결과가 표시됩니다. 스캔이 진행 
중이 아니면 디스플레이 실시간 측정값이 표시됩니다. 

 
hjw046.eps 

그림 4-6. 모니터 메뉴 

채널을 모니터링하려면: 

1. 스캔할 모든 채널을 켜기으로 설정합니다. 3 장의 “채널을 켜기 또는 끄기로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2.  버튼을 누릅니다. 

3. 를 눌러 '모니터' 메뉴를 엽니다. 첫 번째 활성 채널이 표시됩니다. 

4.  또는 를 눌러 채널 사이를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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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기록 기능은 스캔 또는 DMM 측정 결과를 파일에 저장하며, 이 파일은 PC 로 
전송하여 추가 평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이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 
기록 키에 불이 켜지고 디스플레이 상단에 “녹화”가 표시됩니다. 키에 불이 
들어오고 디스플레이에 "녹화"가 표시된 동안에는 계속해서 데이터가 기록됩니다. 

참고 

결과를 기록하지 않고 스캔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데이터가 임시 메모리에 저장되고 다음 번 스캔이 
시작되거나 임시 메모리가 가득 차는 경우에(약 60,000 판독값) 덮어 
써집니다. 

측정 데이터 기록 

스캔 기능의 경우, 기록 키의 동작은 '설정 테스트' 메뉴의 '자동 기록'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켜기으로 설정된 경우, 본 제품은 스캔이 시작될 때 스캔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끄기로 설정된 경우, 스캔이 시작된 후 파일에 스캔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자가 를 눌러야 합니다.  

참고 

자동 기록은 스캔/모니터 기능과만 연관되며 DMM 기능과 연계되지 
않습니다. DMM 측정을 기록하려면 '설정 테스트' 메뉴의 '자동 기록' 
설정과 관계 없이 를 눌러 DMM 데이터 기록을 시작합니다.  

스캔 또는 DMM 측정이 기록될 때마다 고유한 타임스탬프를 포함하여 새로운 
데이터 폴더가 만들어지므로 쉽게 찾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PC 에서 데이터 파일 
열기" 참조). 스캔으로부터 만들어진 데이터 파일은 스캔 폴더에 저장되고 DMM 
데이터 파일은 DMM 폴더에 저장됩니다. 

참고 

USB 드라이브에 직접 저장된 스캔 데이터 또는 DMM 데이터는 
'메모리' 메뉴를 통해 사용자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메모리' 
메뉴에서 USB 드라이브에 남은 메모리의 양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USB 드라이브에 있는 스캔 데이터 파일을 관리하려면 USB 
드라이브를 PC 에 연결하고 "Scan Data" 또는 "DMM Data"라는 
폴더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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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데이터의 메모리 사용량 

기록 스캔 데이터에 사용되는 메모리의 양은 기록된 채널 수와 완료된 스캔 
사이클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표 4-5 의 정보를 참조하여 메모리 사용량을 
추정하십시오. 전면 패널 DMM 기록의 경우, 1 GB 의 메모리를 소비하는 데 약 
25 시간이 걸립니다.  

표 4-5. 스캔 데이터 메모리 사용량 

기록 채널 수 스캔당 사용된 바이트 
1 GB 에 도달하기 위한 대략적 

스캔 사이클 수 

20 채널 320 바이트 3,125,000 스캔 사이클 

40 채널 600 바이트 1,666,000 스캔 사이클 

60 채널 880 바이트 1,136,000 스캔 사이클 

80 채널 1,160 바이트 862,000 스캔 사이클 

PC 에서 측정 데이터 열기 및 보기 

기록 스캔이 끝난 후, 데이터 파일을 PC 로 전송하여 결과를 Microsoft Excel 에서 
볼 수 있습니다. PC 에서 데이터 파일을 열려면: 

1. PC 로 전송할 데이터를 USB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데이터 파일이 내부 
메모리에 있으면 파일을 USB 드라이브로 복사합니다. USB 로 직접 
기록하도록 스캔이 설정된 경우, 데이터 파일이 이미 USB 드라이브에 들어 
있으므로 추가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2. 전면 패널에서 USB 드라이브를 빼고 PC 의 USB 포트에 끼웁니다.  

3. '시작' 메뉴를 열고 "컴퓨터"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컴퓨터 드라이브 관리자를 
엽니다(아래 이미지 참조).  

 

4. USB 드라이브를 찾은 다음 두 번 클릭하여 내용을 탐색합니다.  

5. 다음과 같이 데이터 폴더로 이동합니다(폴더 구조의 예는 그림 4-8 참참). 

a. fluke 폴더를 두 번 클릭합니다. 
b. 2638A 폴더를 두 번 클릭합니다. 
c. 데이터 기록에 사용된 제품의 일련 번호를 두 번 클릭합니다. 이 예에서는 

12345678 이 제품의 일련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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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ata 폴더를 두 번 클릭합니다.  
e. scan 폴더를 두 번 클릭하여 스캔 데이터 파일을 보거나 DMM 폴더를 두 

번 클릭하여 DMM 데이터 파일을 봅니다. 데이터 파일은 스캔이나 측정이 
기록될 당시의 타임스탬프가 이름으로 지정된 폴더 내에 저장됩니다. 이 
파일 명명 방식이 그림 4-7 에 나와 있습니다. 

2012   11   07  _  12   36   10   316
Day MonthYear  Hour Minute Seconds Milli-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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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스캔 데이터 파일 이름 규칙 

6. 열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을 두 번 클릭합니다. 타임스탬프 처리된 데이터 
폴더에는 setup.csv 및 dat00001.csv 등 두 개의 쉼표로 구분된 값(.csv) 
파일이 있습니다. setup.csv 파일에는 데이터가 기록될 때 구성된 모든 테스트 
파라미터가 포함됩니다. dat00001.csv 에는 기록된 모든 측정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그림 4-8 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본 제품은 라인 수가 65535 개를 초과하면 새 데이터 파일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Dat00001.csv 가 가득 차면 Dat00002.csv 가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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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Setup.csv 및 Dat00001.csv 파일 

설정 CSV 파일을 판독하는 방법 

이후 단원에서 setup.csv 스프레드시트의 6 개 부분을 설명하고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일반 정보 

아래 나타낸 이 스프레드시트 부분에는 시작 시간 및 작업자 등 수행된 스캔에 
관한 일반 정보가 포함됩니다.  

 

장치 정보 
아래 나타낸 이 스프레드시트 부분에는 일련 번호 및 마지막 캘리브레이션 날짜 
등 제품에 관한 일반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는 사용된 입력 모듈 구성도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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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채널 

아래 나타낸 이 스프레드시트 부분에는 기록된 각 아날로그 채널에 관한 구성 
정보가 포함됩니다.  

  

디지털 채널 

아래 나타낸 이 스프레드시트 부분에는 DIO 채널 및 TOT 채널에 관한 구성 
정보가 포함됩니다. 

 

수학 채널 

아래 나타낸 이 스프레드시트 부분에는 수학 채널에 관한 구성 정보가 
포함됩니다.  

 

설정 테스트 파라미터 

아래 나타낸 이 스프레드시트 부분에는 스캔 실행에 사용된 설정 테스트 내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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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CSV 파일을 판독하는 방법 

dat00001.csv 파일에는 스캔으로부터 얻은 측정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각 행에는 
단일 스캔 스윕에 대한 측정 데이터가 포함되고 스윕이 완료된 시간이 
표시됩니다. 테스트 및 채널이 구성된 방식을 보려면 setup.csv 파일의 정보를 
살펴보십시오("Setup.csv 파일을 판독하는 방법" 참조).  

모든 측정값은 Microsoft Excel 내의 셀 서식 옵션을 이용하여 엔지니어링 표기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스프레드시트의 예를 나타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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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DMM 작업 

개요 
이 장에서는 본 제품의 DMM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DMM 기능 정보 
DMM은 사용자가 전면 패널에 테스트 리드를 신속하게 연결하여 전압, 저항, 전류, 
주파수 및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멀티미터 기능입니다. 이러한 측정을 
수행할 때 측정값이 화면에 표시되고 파일에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파일을 DMM Data 파일이라고 합니다. DMM 기능은 전면 패널의 DMM 
키를 사용하여 쉽게 액세스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DMM 기능은 채널 목록의 채널 001과 구성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 
정보를 읽지 않는 제품의 개별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DMM 기능을 
사용해도 '채널 설정' 메뉴에서 채널 001이 켜기으로 자동 구성 및 
설정되지 않습니다. 

그림 5-1에 전면 패널 입력 구성의 예를 나타내었습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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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전압 전면 패널 연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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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유형 선택 및 범위 조정 
DMM 메뉴에는 측정 유형에 대한 전면 패널 입력을 선택하고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4개의 소프트키가 있습니다. 소프트키를 누르면 입력을 완전히 구성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입력을 구성한 후 측정 
범위를 조정하려면 전면 패널의  및  키를 눌러 제공된 범위 항목을 순환 
표시합니다.  및 를 눌러 샘플 비율을 결정하는 NPLC 설정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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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입력 기능 선택 

추가 기능(PT385 또는 PT392) 
'추가 기능' 메뉴에서 사용자는 PT100(PT385 또는 PT392)을 측정하기 위한 전면 
패널 입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버튼을 누릅니다. 

2. 를 눌러 채널 옵션을 표시합니다. 

3. 를 눌러 추가 기능을 표시합니다. 

4.  또는 를 눌러 PT385 또는 PT392를 선택합니다. 

5. 화면상의 지침에 따라 구성을 완료합니다. 

상대적 측정 
DMM 기능에는 상대적 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 상대 기능이 있습니다. 상대 측정은 
기준선 측정값 위나 아래쪽으로의 차이입니다. 

상대 측정을 수행하려면 전면 패널에서 측정을 수행하고 REL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본 제품은 측정을 수행하고 그림 5-3과 같이 이를 기준선 
측정으로 고정시킵니다. 이후 수행되는 모든 측정은 상대 측정값이라고 하는 
기준선 측정 위나 아래쪽으로의 차이로 표시됩니다. REL 기능이 활성화되면 
범위가 자동으로 잠깁니다. 

상대적 측정을 수행하려면: 

1.  버튼을 누릅니다. 

2. 입력을 구성합니다. 

3. 를 눌러 채널 옵션을 표시합니다. 



 장DMM 작업 
 측설 결과 그래프 표표 5 

5-3 

4. 전면 패널에서 측정을 수행합니다. 측정이 안정화되면 (REL)을 눌러 
기준선을 설정합니다. 

5. 이후의 판독값을 상대 측정으로 관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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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상대적 측정 

측정 결과 그래프 표시 
DMM에는 측정 데이터를 그래프에 표시할 수 있는 그래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프에는 사용자가 디스플레이의 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도록 History mode 및 
Live mode와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열면 디스플레이의 모든 정보에 
적합하게 스케일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조정하려면 그림 
5-4와 같이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그래프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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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그래프 기능 

그래프에서 측정 데이터를 보려면: 

1.  버튼을 누릅니다. 

2. 입력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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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를 눌러 채널 옵션을 표시합니다. 

4. 를 눌러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및 를 사용하여 확대 및 축소합니다. 
이전 데이터를 보려면 을 눌러 기록모드와 라이브모드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기록모드에서는  및 를 사용하여 그래프를 왼쪽 및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측정 통계 
DMM에는 수행된 측정 정보를 볼 수 있는 통계 기능이 있습니다. 표 5-1에 사용 
가능한 통계와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가  키를 누르거나 
통계가 리셋될 때 통계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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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DMM 통계 

표 5-1. 통계 

통계 설명 

최대 최대 측정값. 

최소 최소 측정값. 

평균 수행된 모든 측정의 평균. 

표준 편차 평균으로부터 데이터 집합의 분포를 나타내는 척도. 데이터가 더 넓게 퍼져 
있을수록 편차가 큽니다. 

샘플 크기 통계 계산에 사용된 판독값의 수. 

변화율 시간에 따라 판독값이 변화하는 정도에 대한 척도. 

최고점 간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통계 데이터를 보려면: 

1.  버튼을 누릅니다. 

2. 입력을 구성합니다. 

3. 를 눌러 채널 옵션을 표시합니다. 

4. 를 눌러 통계를 표시합니다. 를 눌러 추가 통계를 표시합니다. 통계를 
리셋하려면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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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지보수 및 관리 

개요 
이 단원에서는 제품을 청소하고 메모리를 리셋하고 제품 후면에서 퓨즈를 
교체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제품 청소 
제품을 청소하려면 물이나 연한 세제를 살짝 적신 헝겊으로 장치를 닦습니다. 
방향족 탄화수소, 염소 처리 용제 또는 메탄올 성분 액체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퓨즈 교체 
본 제품에는 과전류로부터 제품을 보호하는 퓨즈가 있습니다. 선택하는 각 전압에 
대해 특정 퓨즈를 사용해야 합니다. 표 6-1을 참조하십시오. 

XW경고 

전기 충격, 화재 또는 신체적 상해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지정된 교체용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표 6-1. 퓨즈  

전압 선택기 퓨즈 Fluke 부품 번호 

100 V 0.25 A, 250 V(지연형(Slow Blow)) 166306 

120 V 0.25 A, 250 V(지연형(Slow Blow)) 166306 

220V 160mA, 250V(지연형(Slow Blow)) 4394437 

240V 160mA, 250V(지연형(Slow Blow)) 4394437 

퓨즈를 교체하려면(그림 6-1 참조): 

1. 전력이 들어가는 모듈에서 주 전력 코드를 분리합니다.  

2. 전력이 들어가는 모듈을 열고 퓨즈 홀더를 제거합니다.  

3. 표 6-1에 나열된 정보에 따라 정확히 일치하는 퓨즈로 교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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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퓨즈 교체 

메모리 리셋 및 초기값으로 리셋 
본 제품에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제거하고 제품을 리셋하기 위해 두 가지 메모리 
리셋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파일지우기와 초기값으로 리셋입니다. 세 가지 
기능을 비교하려면 표 6-2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모든 메모리 리셋 기능을 수행하려면 관리자 암호가 필요합니다.  

표 6-2. 메모리 삭제 기능 비교 

작업 
모든 

파일지우기 
초기값으로 리셋 

내부 메모리에서 설정 테스트 파일, DMM 데이터 파일 및 스캔 
데이터 파일을 삭제합니다. [1] 

•  

채널 설정, 설정 테스트 및 장치 설정의 구성을 삭제합니다.[2] 
 • 

참고: 

[1] – USB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2] – MAC 주소, 일련 번호, 캘리브레이션, 시계 시간, 관리자 또는 사용자 암호를 리셋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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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파일을 삭제하려면: 

1.  버튼을 누릅니다. 

2.  버튼을 누릅니다. 

3.  버튼을 누릅니다. 

4.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5. 을 눌러 확인합니다. 

제품을 초기값 설정으로 리셋하려면: 

1.  버튼을 누릅니다. 

2.  버튼을 누릅니다. 

3.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제품의 펌웨어 버전이 1.03 이상인 경우 제품 관리자가 전면 패널의 USB 포트를 
통해 펌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신 펌웨어 버전은 Fluke 
Calibration 웹 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의 Knowledge and Information(자료 및 정보) 
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펌웨어 버전이 1.03 미만인 경우 USB를 통한 펌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Fluke Calibration 서비스 센터에 펌웨어 업데이트 예약을 
문의하십시오.  

펌웨어 버전이 1.03 이상인 제품의 업데이트 지침: 

W주의 

• 펌웨어 업데이트 중에는 전원을 껐다 켜거나 USB 장치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업데이트 중 기기에 결함이 
발생하므로 Fluke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위해 기기를 보내야 
합니다. 

•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제품이 자동으로 재부팅됩니다. 
업데이트 완료까지는 수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재부팅되면 
디스플레이 화면이 켜집니다. 

참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전에 제품의 모든 내부 데이터 파일과 
설정 파일을 USB 장치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의 "Firmware"(펌웨어) 섹션에서 현재 
펌웨어 버전이 1.03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펌웨어 버전이 1.03 미만인 경우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Fluke 
Calibration 서비스 센터로 제품을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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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업데이트 절차: 

1. Fluke Calibration 웹 사이트에서 컴퓨터로 펌웨어 업데이트 파일(AuxInfo.txt 
and mtv.flt)을 다운로드한 후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2. USB 플래시 드라이브(1GB 이상)에 "firmware"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 폴더에 
펌웨어 업데이트 파일을 복사합니다. 파일 손상을 막으려면 Windows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컴퓨터에서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분리하십시오. 

3. 제품에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꽂고 USB 포트의 빨간색 표시등이 켜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USB 드라이브가 인식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참고 

제품에 따라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USB 플래시 드라이브의 인식 
여부를 테스트하십시오. 

4.  키를 눌러 Setup(설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5. 위/아래 화살표 버튼을 눌러 "Firmware"(펌웨어)를 선택하고  키를 눌러 
펌웨어 메뉴로 들어갑니다. 

6.  키를 눌러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고  키를 눌러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7. 제품이 자동으로 재부팅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재부팅 중에는 화면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중에는 전원을 껐다 켜거나 USB 장치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8. 자동 재부팅 후에는  키를 눌러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설치된 펌웨어 버전이 화면에 표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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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교체 부품 및 액세서리 
표 6-3에는 제품에서 사용자 교체 가능한 각 부품 또는 액세서리의 부품 번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6-3. 사용자 교체 가능한 부품 및 액세서리 

부품 번호 이름  수량 

Fluke에 문의 휴대 케이스  1 

Fluke에 문의 2638A용 OPC Server 소프트웨어  1 

Fluke에 문의 2638A용 DIO/ALARM 커넥터 1 

4298499 USB 케이블 1 

4121552 USB 드라이브(4 GB)  1 

2675487 884X-ETH 이더넷 인터페이스 케이블, 1미터 1 

3980562 TL71 테스트 리드 세트 1 

4281980 보호 고무 부트(전면) 1 

4281971 보호 고무 부트(후면) 1 

4281998 핸들 1 

4308745 보호 슬롯 커버 1 

166306 W 퓨즈 0.25A, 250V(지연형(slow blow)) [2] 1 

166488 W 퓨즈 0.125A, 250V(지연형(slow blow)) [2] 1 

Fluke에 문의 릴레이 카드 1 [1] 

Fluke에 문의 2638A-100 Universal Input Module 1 [1] 

참고: 

[1] – 나열된 품목 수량은 주문 키트나 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 정확히 맞는 교체 퓨즈만 사용하십시오. 



2638A 
사용 설명서 

6-6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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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오류 메시지 및 문제 해결 

개요 
이 장에서는 오류 메시지 및 제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류 메시지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제품 문제를 진단하는 도움을 줍니다. 오류 메시지에는 
오류 코드와 함께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표 7-1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십시오.  

표 7-1. 오류 메시지 

오류 코드 오류 메시지 원인 및 해결 방법 

오류 -350 대기열 오버플로 

원인: 16개 이상의 오류가 발생하여 오류 대기열이 가득 
찼습니다. 

해결 방법: 오류 대기열은 *CLS(상태 삭제) 명령을 
사용하거나 전력을 껐다 켜면 삭제됩니다. 대기열을 읽어도 
오류가 삭제됩니다. 

오류 -224 잘못된 파라미터 값 

원인: 이 명령에 대해 유효한 항목이 아닌 비연관 파라미터가 
수신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잘못된 파라미터 값이 사용되었습니다.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222 
데이터가 범위를 
벗어남 

원인: 숫자 파라미터 값이 이 명령에 대해 유효한 범위를 
벗어납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213 INIT 무시됨 

원인: INITiate 명령이 수신되었지만 스캔이 이미 진행 
중이어서 실행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 ABORt 명령을 보내어 진행 중인 스캔을 
중지시키십시오. 

오류 -211 트리거 무시됨 

원인: 장치가 스캔 중일 때 둘 이상의 트리거가 
수신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적합한 트리거 유형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트리거가 발생하는 속도를 줄여보십시오.  

오류 -171 잘못된 식 

원인: 식 데이터 요소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문자는 
일치하지 않는 괄호나 잘못된 문자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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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오류 메시지(계속) 

오류 코드 오류 메시지 원인 및 해결 방법 

오류 -161 잘못된 블록 데이터 

원인: 블로 데이터 요소가 예상되었지만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길이가 충족되기 전에 END 메시지가 
수신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명령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151 잘못된 문자열 데이터 

원인: 잘못된 문자열이 수신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인용 부호 안에 문자열이 감싸여 있는 문자열에 
유효한 ASCII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류 -144 
문자 데이터가 너무 
긺 

원인: 문자 데이터 요소에 250개 이상의 문자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123 지수가 너무 큼 
원인: 이 명령에 지수가 너무 큰 숫자 파라미터가 
발견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113 정의되지 않은 헤더 

원인: 이 장치에 유효하지 않은 명령이 수신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입력된 명령에 오타가 있거나 유효하지 않은 
명령일 수 있습니다. 명령의 단축된 형식이 사용된 경우, 최대 
4개의 문자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콜론이 
중복 사용되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오류 -109 파라미터가 없음 

원인: 이 명령에 예상되는 것보다 적은 파라미터가 
수신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이 명령에 필요한 하나 이상의 파라미터가 
생략되었습니다.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108 
파라미터가 허용되지 
않음 

원인: 이 명령에 예상되는 것보다 많은 파라미터가 
수신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가 필요하지 않은 명령에 다른 파라미터가 
추가되었을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104 데이터 형식 오류 
원인: 명령 문자열에서 잘못된 데이터 유형이 발견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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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오류 메시지(계속) 

오류 코드 오류 메시지 원인 및 해결 방법 

오류 -102 구문 오류 
원인: 명령 문자열에서 잘못된 구문이 발견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0 오류 없음 원인: 오류 대기열이 비어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없습니다. 

오류 100 인지 대기열 꽉 참 

원인: GX 인지 대기열 오버플로가 발생했습니다. 

참고 

GX는 Inguard와 Outguard 사이의 통신 설정 링크인 
Guard Crossing의 약어입니다. 

해결 방법: 장치가 GX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류 101 
Inguard가 반응하지 
않음(recv) 

원인: Inguard가 응답하지 않습니다(수신). 

해결 방법: 장치가 GX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류 102 Inguard로 구문 손실 
원인: Inguard로 구문 손실. 

해결 방법: 장치가 GX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류 103 
Inguard가 반응하지 
않음(send) 

원인: Inguard가 반응하지 않음(send). 

해결 방법: 장치가 GX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류 104 
크기 초과 패킷 
수신됨 

원인: 크기 초과 패킷 수신됨. 

해결 방법: 패킷이 자동으로 무시됩니다. 

오류 105 GX CRC 오류 

원인: CRC 오류가 감지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필요한 사용자 조치가 없습니다. 패킷이 자동으로 
무시됩니다. 

오류 106 잘못된 ACK 번호 

원인: ACK 패킷이 예상치 못한 ACK 번호를 포함하여 
수신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필요한 사용자 조치가 없습니다. 장치가 GX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류 107 
정보 패킷 수신됨; 
링크가 활성 상태가 
아님 

원인: 정보 패킷이 수신되었지만 통신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 필요한 사용자 조치가 없습니다. 패킷이 자동으로 
무시됩니다. 

오류 108 
알 수 없는 제어 
바이트 

원인: 알 수 없는 제어 바이트를 포함하여 패킷이 
수신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필요한 사용자 조치가 없습니다. 장치가 GX를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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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오류 메시지(계속) 

오류 코드 오류 메시지 원인 및 해결 방법 

오류 109 
알 수 없는 ACK 
바이트 

원인: 패킷이 수신되었지만 인지가 아닙니다. 

해결 방법: 필요한 사용자 조치가 없습니다. 장치가 GX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류 110 
품질 표시기가 너무 
낮음 

원인: GX 품질이 낮습니다. 

해결 방법: 필요한 사용자 조치가 없습니다. 장치가 GX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류 111 GX 재시작 

원인: GX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필요한 사용자 조치가 없습니다. 장치가 GX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류 200 A/D 변환 시간 초과 

원인: A/D 변환이 시간 초과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201 
회선 주파수 감지 중 
오류 발생 

원인: 회선 주파수가 범위를 벗어납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202 A2 메모리 결함 

원인: A2 보드에서 메모리에 액세스하지 못했거나 
메모리에서 체크섬 결함이 감지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203 
슬롯 1 모듈 메모리 
결함 

원인: 슬롯 1의 모듈에서 메모리에 액세스하지 못했거나 
메모리에서 체크섬 결함이 감지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204 
슬롯 2 모듈 메모리 
결함 

원인: 슬롯 2의 모듈에서 메모리에 액세스하지 못했거나 
메모리에서 체크섬 결함이 감지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205 

(2638A만 해당) 

슬롯 3 모듈 메모리 
결함 

원인: 슬롯 3의 모듈에서 메모리에 액세스하지 못했거나 
메모리에서 체크섬 결함이 감지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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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오류 메시지(계속) 

오류 코드 오류 메시지 원인 및 해결 방법 

오류 206 
냉접점 온도 판독 중 
오류 발생 

원인: 모듈에서 냉접점 온도를 판독하지 못했습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207 슬롯 1의 릴레이를 
리셋하지 못함 

원인: 채널이 전환될 때 릴레이가 리셋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켠 다음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릴레이 카드를 정비해야 하므로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208 슬롯 2의 릴레이를 
리셋하지 못함 

오류 209 슬롯 3의 릴레이를 
리셋하지 못함 

오류 260 구성을 ChXXX(으)로 
복사 중 오류 발생 

원인: 복사 기능에 실패했습니다. 

해결 방법: 채널 목록을 검사하고 선택된 모든 채널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류 300 잘못된 절차 

원인: CALibrate:STARt 명령에서 잘못된 캘리브레이션 절차가 
지정되었거나 CALibrate:STARt 명령에서 MAIN의 철자가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301 잘못된 절차 단계 

원인: CALibrate:STARt 명령에서 잘못되거나 철자가 틀린 
캘리브레이션 단계가 지정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302 
사용 중에는 단계 
변경이 허용되지 않음 

원인: 캘리브레이션 작업이 진행 중인 동안 잘못된 
CALibrate:STARt가 수신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CALibrate:ABORt를 보내 활성 캘리브레이션 
절차를 종료하십시오. 

오류 303 잘못된 시작점 

원인: CALibrate:STARt 명령에 지정된 단계는 기능 또는 
범위의 첫 번째 지점이어야 합니다. 중간 단계에서 
캘리브레이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시작 지점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304 잘못된 참조 단위 

원인: CALibrate:NEXT 명령이 예상치 못한 단위를 포함하여 
수신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305 
입력 값이 범위를 
벗어남 

원인: CALibrate:NEXT 명령이 수신되었지만 참조 값이 범위를 
벗어납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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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오류 메시지(계속) 

오류 코드 오류 메시지 원인 및 해결 방법 

오류 306 
참조를 기다리는 중이 
아님 

원인: 참조 값을 포함한 CALibrate:NEXT 명령이 수신되었지만 
현재 단계에는 참조 값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307 계속 명령 무시됨 

원인: CALibrate:NEXT 명령이 수신되었지만 현재 
캘리브레이션 단계에 예상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318 
판독값이 참조와 
일치하지 않음 

원인: 측정 값이 범위를 벗어납니다. 잘못된 입력 신호나 
하드웨어 결함에 의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입력 신호가 요구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입력 신호가 올바르면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320 
판독값을 기다리는 중 
시간 초과 

원인: Inguard에서 판독값에 대기하는 중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322 암호가 없음 

원인: 캘리브레이션의 잠금을 해제하기 위한 
CALibrate:ENABle 명령이 수신되었지만 관리자 암호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 CALibrate:ENABle 명령과 함께 관리자 암호가 
보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류 323 잘못된 암호 

원인: 캘리브레이션 잠금을 해제하기 위한 CALibrate:ENABle 
명령이 수신되었지만 관리자 암호가 틀립니다. 

해결 방법: CALibrate:ENABle 명령과 함께 올바른 관리자 
암호가 보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류 324 캘리브레이션 잠김 

원인: CALibrate 명령이 수신되었을 때 캘리브레이션이 
잠겼습니다.  

해결 방법: CALibrate:ENABle 명령을 사용하여 우선 
캘리브레이션 잠금을 해제하십시오. 

오류 398 이례적인 오류 %d 

원인: 캘리브레이션 절차 중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해결 방법: 캘리브레이션 절차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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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오류 메시지(계속) 

오류 코드 오류 메시지 원인 및 해결 방법 

오류 399 %s 단계의 오류 

원인: 현재 캘리브레이션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해결 방법: 다음 오류 메시지에서 특정한 해결 방법을 
찾으십시오. 

오류 400 
외부 CJC가 구성되지 
않음 

원인: 열전쌍 채널이 외부 CJC로 설정되었지만 외부 CJC 온도 
측정에 사용되는 채널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 가장 낮은 모듈 채널을 온도 판독 PRT 또는 
서미스터로 구성하십시오. 이 채널이 외부 CJC 채널로 
사용됩니다. 

오류 401 
외부 CJC로 사용되는 
채널 

원인: 구성이 외부 CJC 온도 측정에 사용되는 채널로 
변경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우선 외부 CJC에 구성된 모든 열전쌍 채널을 
끄십시오. 

오류 402 TC 외부 참조 채널 

원인: 가장 낮은 모듈 채널을 외부 CJC를 포함한 TC로 
구성했습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를 검사하고 가장 낮은 모듈 채널이 외부 
CJC를 포함한 TC로 구성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십시오. 

오류 403 
파라미터가 현재 
구성을 충족하지 않음 

원인: 현재 구성에 파라미터 또는 명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SENSe:NPLC 1 (@401)이 수신되었지만 채널 401은 
DIO입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404 채널 제한 초과 
원인: 스캔 목록에 채널이 너무 많음(최대 178). 

해결 방법: 일부 채널을 끄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405 
경보 트리거로 
사용되는 채널 

원인: 경보 테스트를 위한 트리거 채널로 사용 중인 채널은 
끄기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 트리거 채널 설정을 변경하거나 트리거 소스를 
다시 구성하십시오. 

오류 406 
경보 채널이 
활성화되지 않음 

원인: 경보 트리거로 선택된 경보 채널이 끄기로 
설정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경보 채널을 활성화 및 구성한 다음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410 
경보 채널이 설정되지 
않음 

원인: 스캔이 시작되었지만 경보 트리거에 할당된 경보 채널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 특정 채널을 경보 트리거 채널로 할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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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오류 메시지(계속) 

오류 코드 오류 메시지 원인 및 해결 방법 

오류 411 일시 중지 무시됨 

원인: 스캔이 시작되지 않은 동안 잘못된 일시 중지 작업이 
발생했습니다.  

해결 방법: 일시 중지는 스캔이 시작되었을 때만 허용됩니다. 

오류 412 
스캔 목록이 비어 
있음 

원인: 스캔을 시작하는 동안 켜져 있는 채널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 스캔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성하십시오. 

오류 415 모듈이 연결되지 않음 

원인: 장치가 작업을 시도했지만 필요한 입력 모듈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 오류는 설정 파일에 필요한 모든 
입력 모듈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정 파일이 로드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필요한 입력 모듈을 설치하고 작업을 다시 
시도하십시오. 2장을 참조하십시오. 

오류 416 
채널을 사용할 수 
없음 

원인: 채널이 없거나 3선 또는 4선용으로 예약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이 감지 채널에 사용을 예약한 채널을 다시 
구성하십시오. 3장을 참조하십시오.  

오류 417 활성 모듈이 분리됨 

원인: 입력 모듈이 분리되었습니다. 스캔이 진행 중이었던 
경우 중단됩니다. 

해결 방법: 입력 모듈을 다시 설치하고 테스트를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입력 모듈을 설치한 경우, 
입력 모듈이 후면 패널에 완전히 끼워졌는지 확인하십시오. 
2장을 참조하십시오.   

오류 418 모니터가 잠긴 상태임 

원인: 경보 트리거 스캔 또는 자동 테스트가 진행 중인 동안 
모니터 채널 또는 모니터 상태가 변경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스캔을 중지하십시오. 

오류 419 구성 파일 읽기 실패 

원인: 장치가 모든 장치 설정을 포함한 구성 파일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구성을 다시 읽을 수 있을 
때까지 구성이 초기값으로 리셋됩니다. 

해결 방법: Fluke에 문의하십시오. 1장을 참조하십시오.  

오류 420 수학 채널이 아님 

원인: 사용자가 Ch501 ~ Ch520이 아닌 채널에서 수학 채널을 
설정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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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오류 메시지(계속) 

오류 코드 오류 메시지 원인 및 해결 방법 

오류 421 DIO 채널이 아님 

원인: 사용자가 Ch401이 아닌 채널에서 DIO 채널을 
설정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422 적산계 채널이 아님 

원인: 사용자가 Ch402가 아닌 채널에서 TOT 채널을 
설정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423 아날로그 채널이 아님 

원인: 사용자가 Chx01 ~ Chx22가 아닌 채널에서 아날로그 
채널을 설정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424 
3선 또는 4선이 
채널에 허용되지 않음 

원인: 3선 또는 4선에 대한 채널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유 1) 
입력 유형이 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유 2) 채널이 전용 
감지 채널이 아닙니다. 

해결 방법: 감지 선이 입력 단자가 아닌 감지 단자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감지가 구성되면 입력 단자와 관련된 채널에서 
구성되며 입력 바로 맞은 편에 있는 감지 채널이 자동으로 
예약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2장 및 3장을 참조하십시오.  

오류 425 
현재 채널에 허용되지 
않는 기능 

원인: Chx21 또는 Chx22는 현재 채널로만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다른 채널에서 입력을 설정하십시오. 

오류 428 
파라미터 값이 범위를 
벗어남 

원인: 명령의 파라미터가 제한을 초과합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429 채널 제한 초과 

원인: 하나의 수학 채널이 10개 이상의 채널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CALCulate:MATH:SOURce 명령을 사용하여 수학 
채널의 수를 10개 미만으로 제한하십시오. 

오류 430 문자열이 너무 긺 

원인: 문자열 파라미터에 포함된 문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에를 들어, 프로브 ID(최대 24문자); 단위(최대 3문자); 채널 
라벨(최대 16문자); 설정 테스트 파일 이름(최대 8문자). 

해결 방법: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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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코드 오류 메시지 원인 및 해결 방법 

오류 431 잘못된 설정점 

원인: 명령에 지정된 설정점이 1 ~ 20의 범위가 아닙니다. 
TRIGger:AUTO:POINts, TRIGger:AUTO:SPOint, 
TRIGger:AUTO:TOLerance, TRIGger:AUTO:STABility, 
TRIGger:AUTO:DWELl 명령의 잘못된 설정점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432 
입력 모듈이 설치되지 
않음 

원인: 입력 모듈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 입력 모듈을 설치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433 
기록이 자동으로 
수행됨 

원인: 자동 기록이 진행 중인 동안 레코더가 끄기로 
설정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스캔을 중지하거나 ABORt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오류 434 
작업이 수행되지 않을 
때 기록할 수 없음 

원인: 레코더가 시작되었지만 스캔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 INITiate 명령을 사용하여 스캔을 시작하십시오. 

오류 435 
채널에는 고정 CJC만 
허용됨 

원인: Ch001이 내부 또는 외부 CJC를 포함한 열전쌍에 구성 
중이지만 이 채널에서는 이 작업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다른 채널에서 입력을 설정하십시오. 

오류 436 사용할 수 없는 작업 
원인: 지정된 채널에서 작업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439 
스캔을 위해 DIO가 
현재 커밋됨 

원인: 스캔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DIO를 출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 *RST 명령을 사용하여 초기값으로 리셋하거나 DIO 
채널을 끄기로 설정하십시오. 

오류 440 
요청된 분해능을 얻을 
수 없음 

원인: 장치가 요청된 측정 분해능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CONFigure 또는 MEASure? 명령에서 잘못된 분해능이 
설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441 
수학 채널을 
모니터링할 수 없음 

원인: 사용자가 수학 채널을 모니터링하려고 했습니다. 수학 
채널은 모니터링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 스캔 데이터 화면에서 수학 채널 데이터를 
참조하십시오. 

오류 501 
잘못된 키워드 또는 
선택 

원인: 명령에서 잘못된 키워드가 발견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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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코드 오류 메시지 원인 및 해결 방법 

오류 502 온도 단위 잠김 

원인: 온도 단위가 °C로 잠겨 있는 상태에서 
UNIT:TEMPerature 명령이 수신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Fluke에 문의하십시오. 1장을 참조하십시오.  

오류 527 
사용 중일 때는 
작업이 허용되지 않음 

원인: 시스템이 사용 중인 동안에는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 *RST 명령을 사용하여 장치를 초기값으로 
리셋하십시오. 

오류 528 
채널을 3선 또는 
4선에 사용 중임 

원인: 채널이 없거나 3선 또는 4선용으로 예약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이 감지 채널에 사용을 예약한 채널을 다시 
구성하십시오. 3장을 참조하십시오. 

오류 530 구성 파일이 손상됨 

원인: 로드 중 설정 테스트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고 설정 파일을 다시 로드하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다른 파일을 로드하여 하나의 파일만 
손상된 것인지, 아니면 장치가 오작동하는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파일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면 Fluke에 
문의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580 
(STA) 시작이 
호출되지 않음 

원인: 상태에 잘못된 액세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590 
DHCP IP 주소를 
가져올 수 없음 

원인: DHCP로부터 IP 주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해결 방법: 네트워크에서 DHCP 서버가 실행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오류 600 
(DB) 시작이 호출되지 
않음 

원인: 데이터베이스에 잘못된 액세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601 
(DB) 데이터 버퍼 
초기화 중 오류 발생 

원인: 데이터베이스가 초기화되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602 
(DB) 데이터 버퍼 
오버플로 

원인: 데이터베이스 버퍼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습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603 (DB) 데이터가 없음 

원인: 데이터베이스가 비어 있습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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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651 
USB 메모리가 
준비되지 않음 

원인: USB 메모리가 데이터 기록에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 기록 대상으로 USB를 구성했을 수 있지만 기록이 
시작될 때 메모리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오류 652 
데이터 파일 제한 
초과 

원인: 하나의 스캔에 너무 많은 데이터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새 스캔을 시작하십시오. 

오류 653 
레코드 파일 생성 중 
오류 발생 

원인: 데이터 기록을 위한 파일을 생성하지 못했습니다. 

해결 방법: 대상 메모리가 가득 차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류 654 
레코드 파일을 쓰는 
중 오류 발생 

원인: 데이터 기록을 위해 파일에 쓰지 못했습니다. 

해결 방법: 대상 메모리가 가득 차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류 655 
데이터 레코드를 다시 
시작하는 중 오류 
발생 

원인: 데이터 기록을 다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해결 방법: 대상 메모리가 가득 차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류 656 
데이터 레코드 제한 
초과 

원인: 내부 메모리에 데이터 레코드가 너무 많습니다(최대 
1000개). 

해결 방법: 일부 데이터 레코드를 제거하십시오. 

오류 657 잘못된 시간스탬프 
원인: RTC 시계가 리셋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장치의 날짜 시간 설정을 지정하십시오. 

오류 658 레코드 상태가 손상됨 
원인: 배터리에 장애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오류 700 NV 메모리가 잘못됨 

원인: 플래시 메모리에 잘못된 장치 설정, LAN 설정, MAC 
설정 또는 캘리브레이션 상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결 방법: 기본 설정이 로드됩니다. MAC 설정 또는 
캘리브레이션 상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Fluke로 
문의하십시오. 1장을 참조하십시오. 

오류 701 
NV가 유효하지 않아 
기본값이 로드됨 

원인: 기본 설정이 로드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702 
장치 설정을 판독하는 
중 오류 발생 

원인: 내부 플래시가 손상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703 
장치 설정을 쓰는 중 
오류 발생 

원인: 내부 플래시가 손상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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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704 
캘리브레이션 
폴더를읽는 중 오류 
발생 

원인: 내부 플래시가 손상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705 
캘리브레이션 
기록을읽는 중 오류 
발생 

원인: 내부 플래시가 손상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707 
캘리브레이션 상수를 
판독하는 중 오류 
발생 

원인: 내부 플래시가 손상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708 
캘리브레이션 상수를 
쓰는 중 오류 발생 

원인: 내부 플래시가 손상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709 
LAN 설정 복원 중 
오류 발생 

원인: 내부 플래시가 손상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710 
LAN 설정을 쓰는 중 
오류 발생 

원인: 내부 플래시가 손상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711 
MAC 주소 설정 중 
오류 발생 

원인: 내부 플래시가 손상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712 
MAC 주소 저장 중 
오류 발생 

원인: 내부 플래시가 손상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800 
직렬 프레임 지정 
오류 

원인: RS232 프레이밍 오류  

해결 방법: PC와 장치 설정이 동일한지 확인하십시오. 

오류 821 LAN 포트 범위 
원인: LAN 포트 < 1024 또는 > 65535. 

해결 방법: 포트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822 
LAN 포트를 여는 중 
오류 발생 

원인: LAN 포트를 여는 중 오류 발생.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824 LAN 포트 수신 오류 
원인: LAN 포트를 판독하는 중 오류 발생. 

해결 방법: LAN 연결을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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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825 LAN 주소가 잘못됨 

원인: 잘못된 IP, 마스크 또는 게이트웨이 주소가 
발견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826 
LAN 호스트 이름이 
잘못됨 

원인: 호스트 이름에 잘못된 문자가 있습니다. 장치에는 ‘A’ ~ 
‘Z’, ‘0’ ~ ‘9’ 및 ‘-‘만 허용됩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를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827 
LAN 호스트 이름이 
너무 긺 

원인: 호스트 이름을 구성할 때 20개 이상의 문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를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828 LAN 연결 시간 초과 
원인: LAN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해결 방법: LAN 장비를 점검하고 연결을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901 
파일이 없음 

 

원인: 메모리 작업을 위한 파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결 방법: 파일이 메모리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류 903 
파일 내보내기 중 
오류 발생 

원인: 파일을 USB 메모리로 내보내는 중 오류 발생. 

해결 방법: USB 메모리가 쓰기 보호되어 있지 않고 USB 
메모리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오류 904 
파일 삭제 중 오류 
발생 

원인: 파일을 삭제하는 중 오류 발생. 

해결 방법: USB 메모리에서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 USB 
메모리가 쓰기 보호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십시오. 

오류 905 
파일을 읽는 중 오류 
발생 

원인: 파일이손상되었습니다 .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906 
설정 파일 이름 정의 
중 오류 발생 

원인: 중복된 파일 이름이 발견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다른 이름을 사용하거나 충돌하는 파일을 

제거하십시오. 

오류 907 
폴더를 읽는 중 오류 
발생 

원인: 폴더가 없습니다. 

해결 방법: 폴더가 메모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오류 908 
파일을 쓰는 중 오류 
발생 

원인: 파일을쓰는중오류발생    . 

해결 방법: USB 메모리가 쓰기 보호되어 있지 않고 USB 
메모리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오류 909 파일이 이미 있음 

원인: 동일한 이름의 파일에 대상이 이미 있습니다. 

해결 방법: 다른 이름을 사용하거나 충돌하는 파일을 

제거하십시오. 



 장오류 메표지 및 문제 대결 
 오류 메표지 7 

7-15 

표 7-1. 오류 메시지(계속) 

오류 코드 오류 메시지 원인 및 해결 방법 

오류 910 파일 위치가 꽉 참 
원인: 설정 파일의 수가 제한(99)에 도달했습니다. 

해결 방법: 일부 설정 파일을 제거하십시오. 

오류 1302 
잘못된 파라미터 
카운트 

원인: 파라미터의 수가 명령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를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1305 잘못된 파라미터 단위 

원인: 명령에서 잘못된 파라미터 단위가 지정되었습니다. 
유효한 파라미터 단위는 UV, MV, V, KV, UA, MA, A, OHM, 
KOHM, MOHM, GOHM, TOHM, HZ, KHZ, MHZ, GHZ, CEL, 
FAR입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를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1313 
서비스에 대해서만 
허용된 작업 

원인: 서비스 모드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전용 
명령이 수신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서비스 모드로 전환하고 작업을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1315 잘못된 장치 트리거 
원인: 잘못된 버스 트리거 *TRG가 수신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입력버퍼가비어있지않으면 를입력하십시오     Ctrl+T  . 

오류 1317 통신 입력 버퍼오버런 

원인: 통신 설정의 입력 버퍼에 오버런이 발생했습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오류 1320 잘못된 2진수 데이터 

원인: 명령에서 잘못된 2진수 데이터 파라미터가 
발견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를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1323 잘못된 십진수 데이터 

원인: 명령에서 잘못된 십진수 데이터 파라미터가 
발견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를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1326 
잘못된 16진수 
데이터 

원인: 명령에서 잘못된 16진수 데이터 파라미터가 
발견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를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1328 잘못된 8진수 데이터 

원인: 명령에서 잘못된 8진수 데이터 파라미터가 
발견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를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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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오류 메시지(계속) 

오류 코드 오류 메시지 원인 및 해결 방법 

오류 1331 명령이 완료되지 않음 
원인: 불완전한 명령 라인이 수신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올바른 명령이 보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류 1333 잘못된 채널 번호 

원인: 명령 구문 분석기에 의해 잘못된 채널 번호가 
발견되었습니다. 잘못된 형식에 의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를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1334 잘못된 채널 카운트 
원인: 채널을 구문 분석할 때 채널 수가 제한을 초과합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를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1337 작업이 허용되지 않음 

원인: 현재 구성에 대해 작업이 허용되지 않으며 스캔 목록에 
채널이 없습니다. 올바른 파라미터와 채널 ID로 명령을 
입력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해결 방법: 파라미터를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1338 
DMM 모드에서는 
작업이 허용되지 않음 

원인: DMM 모드에서는 작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RST 명령을사용하여초기값으로리셋하십시오   . 

오류 1339 메모리가 비어 있음 

원인: 명령 DATA:LAST? 또는 DATA:READ?가 수신되었지만 
데이터가 없습니다. 

해결 방법: 트리거 설정을 검사하고 장치가 스캔에 올바르게 
트리거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류 1340 파일 이름이 너무 긺 

원인: MEM:LOG:READ? 또는 MMEM:LOG:READ? 명령에 

지정된 파일 이름에서 30개 이상의 문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파라미터를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1341 스캔 스윕 진행 중 
원인: 스캔이 진행 중일 때는 작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ABORt 명령을 보내 스캔을 중지하십시오. 

오류 1601 
파일 복사 중 오류 
발생 

원인: 소스가 없기 때문에 SYSTem:DFU 명령 실행 중 파일을 
복사하지 못했습니다. 

해결 방법: 파일이 메모리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류 1602 
파일 등록 정보 수정 
중 오류 발생 

원인: SYSTem:DFU 명령을 실행하는 중 파일 속성을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해결 방법: 전력을 껐다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Fluke로 연락하십시오(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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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제품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표 7-2가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가능한 문제 조건과 가능한 원인 및 해결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 부분을 주의해서 읽고 문제를 이해해서 
해결해보도록 하십시오. 제품에 결함이 있어 보이거나 다른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공인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1장 참조). 
연락할 때는 서비스 기술자에게 제공할 장치 모델 번호, 일련 번호 및 지역 전압 
정보를 준비해두십시오. 

표 7-2. 문제 해결 차트 

문제 원인 및 해결 방법 

제품의 전력이 켜지지 
않습니다. 

원인 1: 퓨퓨.  

해결 방법 1: 퓨즈가 끊어진 경우 전력 서지나 부품 고장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퓨즈를 교체하십시오. 절대 끊어진 퓨즈를 더 높은 전류 정격의 퓨즈로 
교체하지 마십시오. 항상 동일한 정격, 전압 및 유형의 퓨즈로만 교체하십시오. 
퓨즈가 다시 끊어지면 부품의 고장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인 1: 전력 코드.  

해결 방법 1: 전력 코드가 꽂혀져 있고 제품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원인 2: AC 주 전력.  

해결 방법 2: 제품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가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원원 3: 전입 입입이 올올올올 설설설지 않않않모사. 

대결 방방 3: 전입 입입 설설이 AC 주 전입 공공 설정과 일장해또지 
확원해확표오.  

LED 표시등이 켜지지만 
디스플레이에 아무 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원원 1: 장장장 대표 모키입모사(전입 LED또 황황이어황 함). 

대결 방방 1: 전면 패널채서 대표 키를 눌눌 대표 모키를 종종해확표오. 

원원 2: 화면경화표장 작작작않모사. 

대결 방방 2: 전면 패널의 아아 키키 눌눌 화면경화표를 종종사모사. 

원인 3: 화면이나 장치가 오작동합니다.  

해결 방법 3: Fluke로 문의하십시오. 1장을 참조하십시오. 

입력 모듈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원인 1: 입력 모듈이 완전히 끼워지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 1: 입입 모모모 사표 설장해설 슬슬채 완전완 끼끼지온기 사모사. 

원인 2: 릴레이 카드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 2: 릴레이 카키장 설장설 것모 확원해확표오. 

원원 3: 입입 모모채 장장장 발발작않모사. 

대결 방방 3: 공인 고객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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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문제 해결 차트(계속) 

문제 원인 및 해결 방법 

USB 드라이브를 읽을 
수 없습니다. 

원인 1: USB 드라이브가 올바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 1: USB 키드이드장 완전완 삽입설삽또지 확원해확표오. LED 
표표표이 30초 이이채 켜켜모사. 

원인 2: USB 키드이드장 응용프응그응채 의대 잠잠않모사(USB 키드이드장 
설장설지 않않어온 LED 표표표이 항상 켜켜).   

해결 방법 2: 주 전입 스스장응 전입모 껐사 켜설 USB 키드이드를 사표 
삽입해확표오. 

원인 3: USB 드라이브가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 3: USB 키드이드를 교체해확표오. 

원인 4: USB 드라이브가 작동 불능이거나 손상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4: USB 키드이드를 교체해확표오. 

스캔 시작 후 제품이 
스캔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원인 1: 제품이 트리거 대기 중입니다. 

해결 방법 1: 설정 테스트에서 트리거 유형을 검사하고 트리거가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캔을 시작해도 제품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원인 1: 자동 기록 기능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수동으로 기록을 눌러 기록을 시작하거나 설정 테스트에서 자동 
기록을 켜십시오.  

제품이 기본 설정으로 
시작됩니다. 

원인: SRAM 배터리가 소진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Fluke에 문의하십시오. 1장을 참조하십시오. 

제품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원인: 내부 메모리 또는 USB 드라이브에 공간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 일부 파일을 삭제하거나 전송하여 메모리를 비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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