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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또는 16개 채널 범용 입력
터치스크린 데이터 로거

U  7인치 터치스크린 TFT 디스플레이
U 8 또는 16개의 아날로그 채널 입력
U  8 또는 16개의 가상 (수학) 채널
U  8개의 디지털 I/O (4개 입력, 4개 출력) 
U  전압, 전류, 써모커플, RTD, 써미스터, 

   스트레인 게이지, 빈도 및 펄스 측정
U 24-비트 아날로그 입력 해상도

U 빠른 샘플링 속도-125 샘플/초

   (1 채널)
U  4개의 알람 출력

U  대용량 데이터 저장공간: 1 GB 내부 메모리,

   32 GB SD 카드 또는 32 GB USB 드라이브
U  충전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 및/혹은 

   AC 어댑터로부터의 전원
U  보호 고무 부트

U  벤치탑 또는 벽걸이형 엔클로저 디자인

그림의 OM-DAQXL은
실제 크기보다 작음.

전자펜 (포함)

OM-DAQXL

OM-DAQXL 은 7인치의 저항력 있는 터치 컬러 
디스플레이가 있는 8 또는 16 채널 아날로그 입력 휴대용 
데이터 로거입니다. 모든 입력은 프로그램이 가능하며 
밀리볼트, 볼트, 밀리앰프, 써모커플, RTD, 써미스터
스트레인 게이지, 또는 빈도에 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선택 및 설정은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데이터 로거는 4개의 디지털 입력, 4개의 디지털 출력,
4개의 알람 출력, 1개의 USB 호스트 포트 및 1개의 USB
기기 포트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로거는 다른 표시 (전원,
경보 및 이력 기록)를 위한 3개의 LED가 있습니다.
OM-DAQXL은 보호 고무 부트, 충전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 32 GB SD 카드, 1개의 플라스틱 전자펜, 1 GB
USB 썸드라이브, 1.8 m (6') USB 케이블, 1.8 m (6')
디지털 I/O 케이블, 알람/여기 단자대, 범용 AC 어댑터,
스크류 드라이버, 빠른 시작 안내서, 5개의 PTFE 절연 K 
유형 써모커플 세트, 잡음 감소에 대한 써모커플 입력
설치을 위한 5개의 페라이트 세트 및 압착 접지 러그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 기기는 제공되는 열쇠구멍 마운트를 사용하여 벽걸이가
가능하고 또는 틸트 스탠드를 사용하여 작업대에서 작동
가능합니다.

kr.omega.com/OM-DAQ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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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정보 표시

데이터 표시 영역

탐색 툴바

라인 그래프 표시

디지털 표시

홈 화면
홈 화면은 데이터 로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주화면입니다. 
아래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 뷰
상태/정보 디스플레이: 이 상태 표시줄은 배터리 충전

비율, 시스템 시계 (현재 시간 & 일자 표시), 데이터 로거 

잠금/잠금해제, 4개의 알람 출력 상태 및

이력기록 모드 표시와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OM-DAQXL은 보호 고무 부트, 충전이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 32 
GB SD 카드, 1개의 플라스틱 전자펜, 1 GB USB 썸드라이브, 1.8 m 
(6') USB 케이블, 1.8 m (6') 디지털l I/O 케이블, 알람/여기 단자대, 
범용 AC 어댑터, 스크류 드라이버, 빠른 시작 안내서, 5개의 PTFE 절연 
K 유형 써모커플 세트, 잡음 감소에 대한 써모커플 입력 설치을 위한 5
개의 페라이트 세트, 압착 접지 러그 및 하드 케이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본 사진에는 모든 품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써모커플 입력에 대한 
페라이트 설치는 사용자 설명서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데이터 표시 영역: 이 영역은 시간에 대한 다른 입력
(최대 4채널)이 표시되는 영역입니다. 데이터는 4개의
다른 방법으로 표시됩니다: 파형, 파형 & 표, 표 전용 및 
디지털. 디지털 뷰에서는 각각의 채널 이름 및 번호가 
값과 함께 표시됩니다.
탐색 툴바: 이 탐색 툴바는 데이터 로거의 모든 기능 및 
메뉴에 대한 접속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툴 버튼을 누름으로써 툴바를 확장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순서도는 툴바 버튼의모든 
기능들을 보여줍니다.

kr.omega.com/OM-DAQ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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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데이터

주 석

화면 캡쳐

보 기

채널
표시

채널
추가

채널
목록

저장된
파일

설 정

도움말

현재 상태에 따라, 
로깅이 시작되거나 
로깅 준비를 시작합니다.

디스플레이를 정지하고, 
전자펜을 사용하여 
화면에 주석을 허용합니다.

즉시 화면 
캡쳐를 합니다.

데이터 보기 선택
또는
슬라이드 쇼 전환

채널 그룹 선택
또는
그룹에 채널을 할당

현재 설정되어 있는
모든 채널의 표 목록을
표시

검토 및 복사를 위하여
저장된 모든 데이터
파일에 대한 접속을 허용

사용자가 변경
하기 원하는
설정 유형을 선택

사용자에게 
적절한 도움말 
화면 제공함

툴 바

입력
유형

데이터
범위

채널
그룹

신규 채널 
입력 유형 
설정

신규 채널 
데이터 범위 
설정 

4개의 그룹에
채널 할당을
허용

트리거
설정

알람
설정

데이터 세션 
설정 

기기
설정

툴바 순서도

독립적인 운영
OM-DAQXL의 터치 스크린 사용자 인터페이스(UI)는
직관적이고 간단한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 로거를 설정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 파일은 
OM-DAQXL에서 쉽게 검토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의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SD 카드
또는 USB 썸드라이브에서 간단하게 PC로 전송하여
선택된 데이터 파일을 엑셀 또는 다른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에서 열어볼 수 있습니다.그림의 OM-DAQXL는

실제 크기보다 작음

도구 로그 데이터 주석 화면 캡쳐 보기 채널 표시 채널 추가 채널 목록 저장된 파일 설정 도움말

kr.omega.com/OM-DAQ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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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 STAND

BATTERY DOORPRODUCT INFO LABEL

FCC LABEL

후면도, OM-DAQXL

ALARM, EXTERNAL TRIGGER & 24V 
EXCITATION TERMINAL

DIGITAL I/O 12V DC INPUT

POWER
SWITCH

좌측면도, OM-DAQXL

SHIELD GROUND TERMINAL

USB DEVICE PORT
USB HOST PORT

STYLUS

우측면도, OM-DAQXL

ANALOG INPUT TERMINALS SD CARD SLOT

평면도, OM-DAQXL 저면도, OM-DAQXL

LCD DISPLAY STATUS LEDS

HOME BUTTON

정면도, OM-DAQXL

LCD 표시

아날로그 입력 단자대

경보, 외부 트리거 & 24V
여기 단자대

차폐(Shield) 접지 단자대

USB 기기 포트
USB 호스트 포트

전자펜

SD 카드 슬롯

받침대

제품 정보 라벨

LED 상태
FCC 라벨

배터리 덮개

홈 버튼

디지털 I/O 12V DC 입력

전원 
스위치 

kr.omega.com/OM-DAQ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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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양
화면: 7 인치, TFT, 저항력 있는 터치와 플라스틱 전자펜

고무 부트: 검정색

아날로그 입력 유형:  써모커플, 써미스터, RTD, 스트레인

게이지, DC 전압, DC 전류

디지털 입력 유형:  펄스/ 빈도 (frequency)

써모커플 유형: J, K, T, E, R, S, B, C, N

써미스터 유형 

써미스터 타입  2252Ω/10 KΩ

범위 (2252Ω -30 ~ 150°C (-22 ~ 302°F)

범위 (10 KΩ) -5 ~ 150°C (23 ~ 302°F)

분해능  0.1°C

정밀도  ±1°C

빈도/펄스 입력:  0 에서 250 KHz

빈도 정밀도: ±2 Hz

스트레인 게이지 유형: 100Ω 풀 브리지, 350Ω 풀 브리지

스트레인 게이지 여기:  5V, 10V

샘플링 속도:  125 s/초 (최대) 에서 1 s/시간 (최소)

채널 개수 당 최대 샘플링 속도 
(아날로그 및 디지털):

1 채널:  125 s/초

2 채널:  50 s/초

4 채널:  25 s/초

8 채널:  10 s/초

16 채널:  5 s/초

이력기록 속도:  125 s/초 (최대) 에서 1 s/시간 (분)

채널 개수 당 최대 이력기록 속도 
(아날로그 및 디지털):

1 채널:  125 s/초

2 채널:  50 s/초

4 채널:  25 s/초

8 채널: 10 s/초

16 채널:  5 s/초

외부 송신기 전원을 위한 여기:  데이터 기간 설정에서 

24 Vdc @ 50 mA 출력 설정

필터 옵션:  데이터 기간 설정에서 50 Hz, 60 Hz 거부 설정

채널 당 평균 필터 이동을 위한 샘플 개수: 최대 50 샘플

수학 (가상) 채널:  8개 또는 16개

디지털 입력:  4개의 슈미트 트리거 기반의 입력

범위: 0 ~ 24 Vdc 단일 종단

논리 최대 한계값: 2.5V

논리 최소 한계값: 1.5V

디지털 출력:  4 채널, 개방 컬렉터, 5V @ 50 mA

알람 출력:  4개, 개방 컬렉터, 30V @ 500 mA

T/C 유형 범위 (°C) 범위 (°F)

J -200 ~ 1100°C -328 ~ 2012°F

K -200 ~ 1370°C -328 ~ 2300°F

T -200 ~ 400°C -328 ~ 752°F

E -200 ~ 1000°C -328 ~ 1832°F

R 0 ~ 1760°C 32 ~ 3200°F

S 0 ~ 1760°C 32 ~ 3200°F

B 500 ~ 1820°C 932 ~ 3308°F

C 0 ~ 2315°C 32 ~ 4200°F

N -100 ~ 1300°C -148 ~ 2372°F

U WU
U WU

U WU

U WU

U WU
U WU

U WU
U WU

U WU

T/C 유형 측정 정밀도

J
±(판독의 0.15% + 1.1°C)

K
T

±(판독의 0.15% + 1.7°C)E
N
R

±(판독의 0.15% + 2.0°C)
S
B
C

U WU
U WU

U WU

U WU

U WU
U WU

U WU
U WU

U WU

RTD 유형

2-, 3- or 4-선식 RTD 
센서 표준

리드 와이어 보상

2-, 3- or 4-선식 RTD 
센서 표준

Pt 100, Pt 500, Pt 1000 
(0.00385 곡선)

2-, 3- or 4-선식 RTD 
센서 표준

Pt 100, Pt 500, Pt 1000 
(0.00392 곡선)

범위 (0.00385 곡선) -200 ~ 850°C (-328 ~ 1562°F)

범위  (0.00392 곡선) -200 ~ 660°C (-328 ~ 1220°F)

정밀도 ±(판독의 0.25% +1°C)

분해능 0.1°C

DC 전압 입력

전압 
범위 측정 범위 정밀도

50 mV -50 ~ 50 mV

FS 의 ±0.1%

100 mV -100 ~ 100 mV

1V -1.00 ~ 1.00V

5V -5.00 ~ 5.00V

10V -10.00 ~ 10.00V

20V -20.00 ~ 20.00V

50V -50.00 ~ 50.00V

DC 전류 입력

전류 범위 측정 
범위 정밀도

20 mA -20 ~ 20 mA FS의 ±0.1% 

채널 당 경보:  2개

알람 유형:  높음, 낮음, 윈도우즈 인, 윈도우즈 아웃, 개방 센서

경보 잠금:  경보 메뉴에서 설정 가능

경보 이벤트의 경우:  4개의 알람 출력, 화면 캡쳐 촬영,

소리 버저로 매핑

이력 기록 환경:  명령에 따름 또는 트리거 환경에 기반

시작 및 정지 트리거 환경:  타이머, 일자 및 시간, 평일

및 시간, 경보 출력, 외부 트리거

메모리:

내부: 1 GB

SD 카드:  32 GB

USB 드라이브:  32 GB

USB 포트:  1개의 호스트 및 1개의 기기

배터리:  충전 가능한 리튬이온; 7.2V @ 4.8 Ah

배터리 수명:  화면 설정에 기반하여 4시간에서 8시간 

DC 어댑터: 12 Vdc @ 5A

운영 환경: 0 ~ 50°C (32 ~ 122°F), 0 ~ 95% RH

비응결식

일반 치수:  28.6 L x 15.24 H x 6.35 cm D 
(9 x 6 x 2.5")

무게:  1.13 kg (2.5 lbs)

참조: 측정 정밀도는 30분의 예열 후 상온에서의 수치임
kr.omega.com/OM-DAQ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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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번호 설명

OM-DAQXL-RB 여분의 고무 부트

SD32GB 여분의 32 GB SD 카드

OM-DAQXL-USB 여분의 USB 케이블, 1.8 m (6')

OM-DAQXL-CABLE6 여분의 디지털 I/O 케이블, 1.8 m (6')

OM-DAQXL-TB8 여분의 경보/여기 단자대

5TC-TT-K-20-36 여분의 5개의 K 유형 써모커플과 피복 벗겨진 리드 세트

PT-USB-1 여분의 1 GB 썸드라이브

OM-DAQXL-RF 써모커플 입력을 위한 여분의 페라이트

OM-DAQXL-ADAPTOR-* 여분의 12 Vdc, 5A 전원 어댑터

OM-DAQXL-BATTERY 여분의 충전 가능한 배터리팩

OM-DAQXL-STYLUS 여분의 전자펜

액세서리

* 국가 부호를 삽입하십시오.
보호 고무 부트, 32 GB SD 카드, 1 GB USB 썸드라이브, 1.8 m (6') USB 케이블, 1.8 m (6’) 디지털l I/O 케이블, 알람/여기 단자판, 범용 AC 어댑
터, 스크류 드라이버, 빠른 시작 안내서, 5개의 PTFE 절연 K 유형 써모커플 세트, 압착 접지 러그 및 하드 케이스와 함계 제공됩니다.

주문 예:  OM-DAQXL-1-NA, 8채널 터치 스크린 데이터 로거와 USB 호스트/기기 및 OCW-1, OMEGACARESM 기본 1년 보증을 총 2년으로 

연장합니다.

주문하려면
모델번호 설명

OM-DAQXL-1-* 8채널 터치 스크린 데이터 로거와 USB 호스트/기기

OM-DAQXL-2-* 16채널 터치 스크린 데이터 로거와 USB 호스트/기기

보호 고무 부트(포함)가 
제거된 OM-DAQXL. 
그림은 실제크기보다
작음

국가 
부호

AC 전원 코드 
포함

NA 북미

UK 영국

EU 유럽

CN 중국

JP 일본

KR 대한민국

SEA 동남아시아

SAA 호주

SN 싱가포르

BR 브라질

MX 멕시코

* 국가 부호를 입력하십시요. kr.omega.com/OM-DAQX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