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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 개개
온온 사사
6332A
[1]

7342A

범범
(23 °C 의 주주 온온)

50 °C~300 °C

-40 °C~+150 °C

최최 디디디디디 오오[2]

1.0 °C

1.0 °C

온온 안안안[3]

0.01 °C

0.01 °C

50 °C~200 °C: 0.015 °C
201 °C~300 °C: 0.02 °C

0.01°C

온온 균균안 - 작작 체체[4,6]

50 °C~200 °C: 0.02 °C
201 °C~300 °C: 0.025 °C

0.015 °C

가가 시시[7]

25 °C~300 °C: 165 분
(실실실 오균, 710)

-40 °C~+25 °C 35 분(에에에)
25 °C~150 °C 75 분(실실실 오균,
200.50)

냉냉 시시[7]

300 °C~80 °C: 825 분
(실실실 오균, 710)

150 °C~25 °C: 110 분
(실실실 오균, 200.50)
+25 °C~-40 °C: 135 분(에에에)

안안안 시시 [8]

20 분

20 분

출출 시 교안

제제체 범범 교안교 국가 측안 기기기 통통 국제국범국(SI)에 따따따따.

온온 균균안 - 작작 영영

[4,5]

참출
1.

범범범 주주 온온온 탱탱 개개 여여에 따따 달따달따따. 음음 온온(섭섭)에에의 작작 시시교 특특 탱탱가 가열 있범 경경 물의 응응 또범
결결 때때에 제제제 수 있있따따.

2.

최최 디디디디디 오오범 교안 1 년 디이에 99%의 신신온 수수(커커실커 국수 k = 2.58)에에
제제의 절최 장장 불불온불 설설설따따.

3.

온온 안안안교 안정 후 15 분시 측안측 용용 온온의 통국체 표수 편편의 두 배 값값값 평가평따따.

4.

온온 균균안교 작작 체체 또범 영영 이에에의 최최온 최최 온온 시 편디불 반값값 나나 것값값 안의평따따. 온온 균균안 사사교 99% 신신온
수수(커커실커 국수 k = 2.58)에에 설시평따따.

5.

작작 영영교 커지 75 mm 의 영영값값 안의평따따. 참참 온온국온 테디테 중중 장장범 최최제 최최 채채채채커 채채채 용용의
표표값값여표 최최 100 mm, 최최 360 mm 사디의 같교 깊디값 담담담 설따따.

6.

작작 체체교 최최제 최최 채채채채커 채채채 용용 표표의 100 mm 아아에에 시작시범 75 mm x 280 mm 의 원통원 체체값값 안의평따따.

7.

냉냉 또범 가가 시시교 용용 온온가 온온 최최 디디디디디 오오 사사 이 설안 포중테에 온달도 경경 설안 포중테가 주경측 시시여표
측안평따따. 냉냉 및 가가 시시교 환경 온온, AC 공공 전전, 값로, 그실출 탱탱의 개개 여여에 따따 달따달따따. 낮교 ac 공공 전전에에 가가
시시교 훨훨 깁따따.

8.

안안안 시시교 냉냉 또범 가가 시시의 끝에에 온온 안안안 사사사 작동제 허용 오편 이에에 용용디 궁음체중 평균 온온에 온달도범
시시채커 측안평따따.

균반 사사
탱기
(옵션 용세에실 미포함)
높디 ............................................................. 1080 mm
너장 ............................................................. 445 mm
깊디 ............................................................. 495 mm
중량
6332A.......................................................... 총 49 kg
.................................................................... 순 26 kg
7342A.......................................................... 총 74 kg
.................................................................... 순 50 kg
용체 ............................................................. 12 실표
이여 탱탱 커지 ............................................ 145 mm
최최 수심..................................................... 4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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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사
안정 작작 참조 ............................................ 18 °C~28 °C
5%RH~90%RH(장응응)
제제 작작 참조 ............................................ 0 °C~40 °C
5%RH~90%RH(장응응)
최출 작작 출온 ............................................ 2,000 m(6,600 ft)
보기 참조..................................................... -40 °C~+70 °C
5%RH~95%RH(장응응)
6332A 공공 전전 ......................................... 공공 115 V(±10%), 60 Hz
공공 230 V(±10%), 50 Hz
1600 VA
7342A 공공 전전 ......................................... 공공 115 V(±10%), 60 Hz
공공 230 V(±10%), 50 Hz
1300 VA
디디디디디 분통분 ...................................... 0.01
탱기
(옵션 용세에실 미포함)
높디 ......................................................... 1080 mm
너장......................................................... 445 mm
깊디......................................................... 495 mm
중량
6332A ..................................................... 총 49 kg
순 26 kg
7342A ..................................................... 총 74 kg
순 50 kg
용체 ............................................................. 12 실표
이여 탱탱 커지 ............................................ 145 mm
최최 수심..................................................... 450 mm
원정 중표인디디 .......................................... RS-232 포테, 9600~23040 보(baud) – SCPI 수수 설명 세테
원정 중표인디디 .......................................... USB 2.0 장장 포테, 직직 포테 에에디디션 - SCPI 수수 설명 세테
안전 ............................................................. IEC 61010-1, 사전전 범주 II, 오오온 2, 실이용, IEC 61010-2-010, IEC 610102-011
전전기전 체설안(EMC)
국제 ............................................................. IEC 61326-1: 기기 전전기 환경
CISPR 11: 그그 1, Class A

그그 1: 장장범 전체 이여 기분에 필개제, 전온체값값 커디커측 무채 주전수
에너커불 의온체값값 생안 및/또범 사용설따따.
Class A: 장장범 가안용 외의 따다 모모 용온값 체설도적 주주용 조물의
저전전 전전 공공 네테채탱에 직직 연결도 수 있있따따. 장장에범 방사안

장통 및 전온값 중통 기기 환경에에 전전기 호환안기 불중도범 데 있있
잠잠체중 때제가 있기 수 있있따따.
주의: 디 장장범 주주 환경에에범 사용도 수 없값적 디이제 환경에에의
주전수 수신에 최제 체절제 보호불 제공도커 않기 수 있있따따.
Korea(KCC) ................................................ Class A 장장(산작용 방방 및 통신 장장)
Class A: 장장범 산작 전전전 장장의 개요 참조기 충충도적 판판전 또범
사용전범 디에 주의통담 설따따. 기 장장범 기작 환경 용온디적 가안에에범
사용도 수 없있따따.
USA(FCC) ................................................... 47 CFR 15 도범 전테 B, 기 제제교 15.103 항에 따따 예외 장장값 시주평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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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온 사사
6332A
[1]

7342A

범범
(23 °C 의 주주 온온)

50 °C~300 °C

-40 °C~+150 °C

최최 디디디디디 오오[2]

1.0 °C

1.0 °C

온온 안안안[3]

0.01 °C

0.01 °C

온온 균균안 - 작작 영영[4,5]

50 °C~200 °C: 0.015 °C
201 °C~300 °C: 0.02 °C

0.01°C

온온 균균안 - 작작 체체[4,6]

50 °C~200 °C: 0.02 °C
201 °C~300 °C: 0.025 °C

0.015 °C

가가 시시[7]

25 °C~300 °C: 165 분
(실실실 오균, 710)

-40 °C~+25 °C 35 분(에에에)
25 °C~150 °C 75 분(실실실 오균,
200.50)

냉냉 시시[7]

300 °C~80 °C: 825 분
(실실실 오균, 710)

150 °C~25 °C: 110 분
(실실실 오균, 200.50)
+25 °C~-40 °C: 135 분(에에에)

안안안 시시 [8]

20 분

20 분

출출 시 교안

제제체 범범 교안교 국가 측안 기기기 통통 국제국범국(SI)에 따따따따.

참출
1.

범범범 주주 온온온 탱탱 개개 여여에 따따 달따달따따. 음음 온온(섭섭)에에의 작작 시시교 특특 탱탱가 가열 있범 경경 물의 응응 또범
결결 때때에 제제제 수 있있따따.

2.

최최 디디디디디 오오범 교안 1 년 디이에 99%의 신신온 수수(커커실커 국수 k = 2.58)에에
제제의 절최 장장 불불온불 설설설따따.

3.

온온 안안안교 안정 후 15 분시 측안측 용용 온온의 통국체 표수 편편의 두 배 값값값 평가평따따.

4.

온온 균균안교 작작 체체 또범 영영 이에에의 최최온 최최 온온 시 편디불 반값값 나나 것값값 안의평따따. 온온 균균안 사사교 99%
신신온 수수(커커실커 국수 k = 2.58)에에 설시평따따.

5.

작작 영영교 커지 75 mm 의 영영값값 안의평따따. 참참 온온국온 테디테 중중 장장범 최최제 최최 채채채채커 채채채 용용의
표표값값여표 최최 100 mm, 최최 360 mm 사디의 같교 깊디값 담담담 설따따.

6.

작작 체체교 최최제 최최 채채채채커 채채채 용용 표표의 100 mm 아아에에 시작시범 75 mm x 280 mm 의 원통원 체체값값 안의평따따.

7.

냉냉 또범 가가 시시교 용용 온온가 온온 최최 디디디디디 오오 사사 이 설안 포중테에 온달도 경경 설안 포중테가 주경측 시시여표
측안평따따. 냉냉 및 가가 시시교 환경 온온, AC 공공 전전, 값로, 그실출 탱탱의 개개 여여에 따따 달따달따따. 낮교 ac 공공 전전에에 가가
시시교 훨훨 깁따따.

8.

안안안 시시교 냉냉 또범 가가 시시의 끝에에 온온 안안안 사사사 작동제 허용 오편 이에에 용용디 궁음체중 평균 온온에 온달도범
시시채커 측안평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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