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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소형 데이터 로거

U  8채널 데이터 로거 - 전압, 전류 측정; 
PT100 RTD; J, K, T  
써모커플; 2252 Ω 또는 10 KΩ 써미스터; 
주파수/펄스 입력

U  알람 출력

U   16비트 샘플링 분해능

U  빠른 USB 통신

U  빠른 샘플링 - 초당 최대 4000 샘플 (단일 
채널 버스트 모드)

U  대용량 데이터 저장소 - 512 KB 램

U  그래픽 디스플레이 - 수집한 데이터를 측정 
값, 그래프, 표로 표시

U  다중 기록 세션 - 기록 세션을 최대 100
개까지 저장

U  Windows XP/비스타/7용 강력한 분석 
소프트웨어

OM-DAQPRO-5300-UNIV

OM-DAQPRO-5300-UNIV는 8채널 휴대용 

데이터 수집 및 기록 시스템으로 그래픽 

디스플레이와 내장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 로거는 내부 충전 배터리로 작동하며 

컴퓨터에 연결하지 않고도 측정 값을 샘플링, 

처리, 표시할 수 있습니다.

OM-DAQPRO-5300-UNIV은 전문적이고 

비용 효과적이며 작은 독립형 데이터 기록 

시스템이고, 매우 다양한 용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16비트 고분해능 8채널 데이터 

로거에는 전압, 전류,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그래픽 디스플레이와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분해능이 높고 빠른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 

(ADC)가 있는 OM-DAQPRO-5300-UNIV

는 대부분 산업 현장의 주요 데이터 기록 

요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래픽 인터페이스에서 

측정 값을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분석하는 

제품 고유의 기능은 수집한 데이터를 추가 

분석을 위해 컴퓨터로 다운로드 할 필요성을 

최소화합니다.  

모든 OM-DAQPRO-5300-UNIV 데이터 

로거는 고유의 일련 번호가 내장되어 있고 

안전을 위한 설명문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로거는 모든 기능을 아이콘 메뉴 8개로 

분류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데이터 로거 앞면 키패드에 있는 버튼 4개는 

모든 메뉴를 열람하고 명령을 실행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OM-DAQPRO-5300-UNIV에는 전압, 

전류, 온도, 펄스를 측정하는 입력 채널이 8개 

있습니다.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입력 타입/

범위는 0 ~ 24 mA, 0 ~ 50 mV, 0 ~ 10 V, 

2252 Ω 또는 10 KΩ 써미스터, PT100 RTD, 

타입 J/K/T 써모커플 온도 센서, 내부 온도, 펄스 

카운터, 주파수 미터, 최대 20개의 사용자 정의 

센서입니다 (공학 단위의 아날로그 전압이나 

전류 입력을 조정하는데 이용).

OM-DAQPRO-5300-UNIV은 8개의 2

선 또는 4개의 3선 PT100 RTD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각 3선 

PT100 RTD 입력마다 입력 채널 2개가 필요함). 

주파수/펄스 카운터는 입력 1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로거는 맞춤형 센서 최대 20개를 

정의하는 간단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거의 모든 0 ~ 10V 및 4 ~ 20 mA 센서나 

컨버터는 psi나 gpm같은 공학 단위로 표시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센서 설정은 데이터 로거의 

메모리에 저장되고 센서 목록에 추가됩니다. 

센서의 판독 값은 OM-DAQPRO-5300의 

LCD 화면과 Windows 소프트웨어에 사용자가 

정의한 단위로 표시됩니다.

입력장치는 쉽게 연결하기 위해 플러그식 

단자판을 이용합니다. 내부 시계와 달력은 

샘플을 측정할 때마다 날짜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OM-DAQPRO-5300-UNIV.

이 페이지에 있는 모델의 경우 
OMEGACARESM 연장 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문 

시 문의하세요. 

연장 보증
 프로그램

SM

Portable Handheld Data Lo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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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입력 
입력 수: 8개의 다른 아날로그 입력
입력 타입: S각 입력마다 타입 선택 가능: 0 
~ 24 mA, 0 ~ 50 mV, 0 ~ 10 V, 2252 Ω 
또는 10 KΩ 써미스터, PT100 RTD, J/K/T 
써모커플, 펄스, 주파수 (입력 1만)

0 ~ 24 mA
범위: 0 ~ 24 mA

분해능: 4.76 µA
정밀도: ±0.5% FS
루프 임피던스: 21 Ω

0 ~ 50 mV
범위: 0 ~ 50 mV
분해능: 3 µV
정밀도: ±0.5% FS
입력 임피던스: 50 MΩ 

0 ~ 10 V 
범위: 0 ~ 10 V
분해능: 200 µV
정밀도: ±0.5% FS
입력 임피던스: 125 KΩ
온도 써미스터
써미스터 타입: 2252 Ω/10 K Ω 써미스터  
(오메가 44000 시리즈)
범위: -25 ~ 150°C (-13 ~ 302°F)
분해능: 0.05°C
정밀도: ±0.5% FS

온도 PT100 RTD
RTD 타입: 100 Ω 백금 RTD,  
알파 = 0.00385  
범위: -200 ~ 400°C (-328 ~ 752°F)
분해능: 0.1°C (7 mΩ)
정밀도: -200 ~ -50°C, 판독 값의 ±0.5%, 
50 ~ 400°C, 판독 값의 ±0.5%; -50 ~ 50°C, 
±0.5°C
RTD 입력 수: PT100 2선 채널 최대 8개  
또는 PT100 3선 채널 4개

Om-DAQPRO-5300 및 센서,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Om-DAQPRO-5300-UNIV 데이터 로거는 Windows 소프트웨어 
CD ROm, 110 Vac 어댑터, USB 케이블, NIST 캘리브레이션 인증, 
사용자 설명서, 운반용 케이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출력 
OM-DAQPRO-5300-UNIV는 입력 채널이 

특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가청 알람에 동력을 

공급하거나 경고등을 켜는 등 외부 알람 

장치를 자동으로 활성화합니다 (입력/출력 8

은 입력이나 알람 출력 역할을 함). 외부 알람 

장치 (가청 또는 시각 알람)는 입력/출력 8

의 단자판에 연결합니다. 알람 출력은 전기 

스위치와 유사한 개방형 콜렉터 출력입니다. 

높음/낮음 알람 단계뿐 아니라 제한을 벗어난 

상태에서 알람 출력이 활성화되는지 여부도 각 

입력 채널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소프트웨어
OM-DAQPRO-5300-UNIV 시스템도 강력한 

Windows 소프트웨어가 함께 제공됩니다. 

데이터 로거를 PC에 연결하면, 초당 최대 100

샘플의 속도로 라이브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고 높은 속도로 자동 다운로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그래프, 표, 미터로 

표시하거나, 데이터를 다양한 수학적 도구로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스프레드 시트에 

추출합니다. Windows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데이터 로거를 설정할 수 있고 알람 설정, 작동 

조건, 문자 메모 같은 고급 명령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용도
• 품질 보증
•  설비와 장비 상태 감시
• 현장 감시 스테이션
• 자동차 시험
• HVAC
• 설비 고장 수리
•  전기 과도상태 결함 탐지
• 환경 감시
•  식품, 약물, 전기 장비 보관 상태 감시
• 수질 시험
•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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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온도
범위: -25 ~ 70°C (-13 ~ 158°F)
분해능: 0.1°C (1µV)
정밀도: ±0.5°C

펄스 카운터 (입력 1만) 옵토커플러 입력
범위: 0 ~ 65,000 counts
분해능: 1 회 
입력 신호: 0 ~ 5V
입력 임피던스: 470 Ω
대역폭: 0 ~ 25 Hz

주파수 미터 (입력 1만) 옵토커플러 입력
범위: 20 ~ 4000 Hz
시간 분해능: 6.5 µs
입력 신호: 0 ~ 5V
입력 임피던스: 470 Ω

일반  
A/D 사양
노이즈: 30 µV RMS
내부 선형성 에러:  
FSR의 ±0.08%
오프셋 에러: 0.1%

개방형 컬렉터 알람 출력 (출력 8)
최대 전류 싱크:  
5 Vdc에서 50 mA (퓨즈 보호)
입력 임피던스: 50 Ω

통신
USB 1.1 준수

샘플링
용량: 512 KB (총 512,000 샘플)
아날로그 샘플링 속도: 사용하는 센서의 수가 
최대 샘플링 속도를 제한합니다:
1.  센서가 하나일 때 최대 샘플링 속도는 4000

샘플/초입니다.
2.  최대 온도 샘플링 속도는 1샘플/초입니다.
 3.  센서가 2개 이상일 때 최대 샘플링 속도는 1

샘플/초입니다.
4.  PT100 RTD 센서가 2개 이상일 때 최대 

샘플링 속도는 1샘플/10초입니다.
5.  센서가 5개 이상이고 써미스터나 써모커플 (J, 

K, T)이 하나 이상일 때 최대 샘플링 속도는 1
샘플/10초입니다.

6.  센서가 7개 이상일 때 최대 샘플링 속도는 1
샘플/10초입니다.

7.  PT100 RTD 센서가 8개 이상일 때 최대 
샘플링 속도는 1샘플/10초입니다.

8.  데이터 로거는 판독 값을 최대 1샘플/초의 
속도로 실시간 표시합니다.

9.  데이터 로거 소프트웨어는 온라인 판독 값을 
최대 1샘플/초의 속도로 표시합니다.

아날로그 샘플링 분해능:  
16비트

맨/머신 인터페이스
키보드: 완전 키보드 작동 - 데이터 로거 수동 
프로그래밍 가능

Windows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그래프나 표 
양식으로 표시합니다.

Windows 
소프트웨어 높음/
낮음 알람 설정

Om-DAQPRO-5300-UNIV 
데이터 로거에는 Windows 
소프트웨어 CD ROm, 110 Vac 
어댑터, USB 케이블, NIST 
캘리브레이션 인증, 사용자 설명서, 
운반용 케이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써모커플 타입 범위        정밀도*      분해능

  -200 ~ -50°C (-328 ~ -58°F) ±0.5% of reading 
 J -50 ~ 50°C (-58 ~ 122°F) ±0.5°C 0.1°C (1µV) 
  50 ~ 1200°C (122 ~ 2192°F) ±0.5% of reading
  -250 ~ -50°C (-418 ~ -58°F) ±0.5% of reading 
 K -50 ~ 50°C (-58 ~ 122°F) ±0.5°C 0.1°C (1µV) 
  50 ~ 1200°C (122 ~ 2192°F) ±0.5% of reading
   -200 ~ -50°C (-328 ~ -58°F) ±0.5% of reading 
 T -50 ~ 50°C (-58 ~ 122°F) ±0.5°C 0.1°C (1µV) 
  50 ~ 400°C (122 ~ 752°F) ±0.5% of reading

디스플레이: 그래픽 LCD 64 x 128 픽셀

전원 공급
전력: 내부 7.2 V 니켈수소 충전지, 내부 배터리 
충전기, 장비에 포함된 110 Vac 어댑터를 통해 
외부 9 ~ 12 Vdc 입력
배터리 수명: 충전 시 25시간

작동 온도 
작동 온도 범위:  
0 ~ 50°C (32 ~ 122°F)

기계
케이스: ABS 플라스틱
크기:  
182 H x 100 W x 28 mm D  
(7.17 x 3.94 x 1.10")
무게: 450 g (1.0 lb)

기준 준수
CE, FCC

써모커플 표

* 정밀도에는 냉접점 보상(CJC)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CJC 에러: ±0.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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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 Windows XP/비스타/7

특징:
•  빠른 데이터 다운로드
•  데이터를 숫자나 그래프 형태로 표시
•  줌이나 커서 같은 그래프 분석 도구
•  선택한 데이터를 디스크 파일에 저장
•  수집한 데이터를 인쇄
•  Excel로 데이터를 직접 추출
•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검색 및 표시
•   데이터 처리 기능 포함
•  데이터 로거 설정
•  데이터 로거 캘리브레이션
•  새 센서 정의

액세서리

출하시 다음의 품목들이 함께 공급됩니다: 윈도우 CD, 100~240 Vac 범용 어댑터, USB 케이블, NIST 인증 교정 성적서, 
사용자 매뉴얼, 휴대용 케이스

주문 예: Om-DAQPRO-5300=UNIV 휴대용 소형 데이터 로거, OCW-1, OMEGACARESM는 표준 1년 보증을 총 2년으로 
연장합니다.

 모델 번호 설명

 OM-DAQPRO-BOX 데이터 로거용 내후성 IP67 케이스

 OM-DAQPRO-COMCABLE USB 통신 케이블 (예비)

 OM-DAQLINK-ADAPTOR-UNIV 240 Vac 어댑터에 보편적 인 (100)

 OM-DAQPRO-5300-BATTERY 충전기 팩 (예비)

 OM-DAQPRO-5300-CONNECTOR 입력 단자판 (예비)

Windows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그래프나 표 양식으로 
표시합니다.

최대 샘플 수 대 입력 채널 수

 채널   최대   
 수 샘플 수

 1 512,000
 2 256,000
  3 128,000
 4 128,000
 5 64,000
 6 64.000
 7 64,000
 8 64,000

Om-DAQPRO-5300-UNIV 데이터 로거는 Windows 소프트웨어 CD ROm, 110 Vac 
어댑터, USB 케이블, NIST 캘리브레이션 인증, 사용자 설명서, 운반용 케이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 설명

 OM-DAQPRO-5300-UNIV 휴대용 데이터 로거 (100~240Vac 범용 어댑터)  

“TT” PFA  
PTFE 절연체

“GG” 유리  
브레이드 절연체

U  제품을 편리하게 5개 들이 팩으로 구입할 수 있음

U  PFA PTFE, 캡톤, 유리 브레이드 절연체

U  20, 24, 30, 36, 40 AWG 와이어

U  기본 길이 1 m 및 2 m (40 및 80”)

U  NIST 캘리브레이션 구입 가능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kr.omega.com에 방문하세요.

피복을 벗긴 리드가 있는 레디메이드 절연 
써모커플

5TC 시리즈 
5개 들이 팩

길이, 절연체, 구성을 임의로 맞춰 구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