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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SQ2040은 작은 장비 안에서 높은 
채널 수를 QM-SQ2020과 동일한 고성능 
종합 기능 및 범용 입력과 결합시켰습니다. 
다중 24비트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를 
이용하면서, 한 쌍의 프로세서와 분리 
가능한 메모리 옵션으로 뛰어난 유연성을 
제공해 복잡하고 부담이 큰 다중 채널 
용도를 폭넓게 다룰 수 있습니다.
OM-SQ2040 시리즈는 산업, 과학 연구, 
품질 보장에 이상적인 데이터 로거입니다. 
OM-SQ2040은 격이 다른 독립형 데이터 
수집, 고급 네트워크 솔루션,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OM-CP-SQ2040

휴대용 데이터 로거

OM-SQ2040-2F16-WIFI 
데이터 로거,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입력 연결
OM-SQ2040-2F16 데이터 로거에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 (A/D)가 2개 있어 
OM-2020-1F8 모델에 비해 기록 면에서 
더 유연성을 갖습니다. 첫 번째 변환기는 
블록 A, B, C, D의 입력에 해당하고, 
두 번째는 블록 G, H, J, K의 입력에 
해당합니다. 각 연결 블록은 최대 2개의 
차등 입력이나 최대 4개의 싱글 엔드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록 하나에서 싱글 엔드 및 차등 입력을 
혼합할 수는 없음).
OM-SQ2040-4F16 데이터 로거에는 
다른 OM-SQ2020 모델 및 OM-SQ2040 
모델보다 기록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A/D)가 4개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환기는 블록 A와 B의 
입력에 해당하고, 두 번째는 블록 C와 D의 
입력에 해당하며, 세 번째는 블록 G와 H의 
입력에 해당하고, 네 번째는 블록 J와 K의 
입력에 해당합니다. 각 연결 블록은 최대 2
개의 차등 입력이나 4개의 싱글 엔드 입력을 
받아들입니다 
(블록 하나에서 싱글 엔드 및 차등 입력을 
혼합할 수는 없음).

동시 샘플링
OM-SQ2040 시리즈는 진정한 동시 샘플링과 
기록을 가능하게 하는 다수의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를 이용합니다. 이 장비는 다른 
채널에서 다양한 샘플 속도를 유지할 때 
사용자에게 최대 4개 채널을 구성해 100 HZ
의 속도로 기록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OM-SQ2040은 온도나 
압력 같이 다양한 속도로 변화하는 동적 
파라미터를 측정할 때 이상적입니다.

통신 
이더넷, 와이파이 (OM-SQ2040-2F16-
WIFI 및 OM-SQ2040-4F16-WIFI) USB, 
RS-232 직렬 포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들 장치는 원격 데이터 다운로드를 위해 
PC 기반의 TCP/IP 네트워크에 빠르게 

U 전압, 전류, 저항 측정용 16개 

차등 또는 32개 싱글 엔드형 범용 

아날로그 입력—고전압 2개, 펄스 4

개, 8개 디지털 이벤트/상태 입력

U 아날로그 입력을 써미스터, 

써모커플, 2, 3, 4-선 RTD 온도 

센서, 4–20 mA 신호와 함께 

이용할 수 있음

U 사용자가 기록 속도를 최대 4

채널에서 최대 100 Hz까지 선택 

가능

U 분리 가능한 MMC/SD (멀티미디어 

카드/보안 디지털) 메모리로 내부 

데이터 다운로드

U 대형 비휘발성 내부 메모리—데이터 

유지는 사실상 무기한

U  이더넷, 와이파이 (OM-SQ2040-

2F16-WIFI 및 OM-SQ2040-

4F16-WIFI에서) USB, RS-232 

통신 포트

U 외부 장치에 이용하는 센서 전력 및 

FET 알람 출력

U 2선, 20자 LCD와 버튼식 패널을 

이용해 정보에 쉽게 접근

U 고급 수학 함수를 이용해 실제 

채널에서 구한 계산 채널

옵션



연결하거나 무선으로 PC에 연결하거나 모뎀에 연결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전체 데이터 접근과 복구, OM-SQ2040 
시리즈의 전체 시스템을 복잡하고 중요한 용도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로거에 저장되는 다중 구성
로거 구성 최대 6개와 현재 구성을 로거의 내부 메모리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구성 설정도 외부 MMC/SD 메모리 
카드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운영자는 PC가 
필요 없이 로거 구성을 빠르고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소프트웨어 구성
OM-SQ-SOFT 소프트웨어 (OM-SQ2040 시리즈 데이터 
로거와 함께 제공)는 사용자가 OM-SQ2040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로거 구성, 데이터 다운로드, 데이터 추출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OM-SQ-SOFT-PLUS 소프트웨어 옵션은 사용자가 많은 
고급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보관/전송 기능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OM-SQ-SOFT-PLUS 소프트웨어 옵션을 이용해 여러분은 
OM-SQ2040 데이터 로거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익숙한 
익스플로러 방식 인터페이스에서 빠르고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서로 다른 2가지 자동 조정 Y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센서에서 나오는 매우 다양한 데이터를 
그래프 하나로 표시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영역을 축소할 수 있고, 커서를 이용해 추출 값, 
시간, 날짜를 고를 수 있으며,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요약할 수 

있고, 상한 및 하한 알람 한계점을 설정할 수 있고, 계산 기능을 
이용해 기존의 채널로부터 새 가상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OM-SQ-SOFT-PLUS 소프트웨어는 보고서 생성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해설이 있는 제목 페이지, 머리말과 꼬리말, 그래프, 
데이터의 표 목록, 통계, 데이터 로거 설정 정보로 구성된 맞춤형 
보고서 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견본은 유사한 데이터의 설명을 
준비할 때 이들 요소를 조합하고 저장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 채널

 아날로그 입력 채널 옵션 OM-SQ2040-2F16 OM-SQ2040-4F16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2 4 

 차등 16 16

  싱글 엔드 32 32

 3선 또는 4선 0 8

 추가 채널  
 펄스 (2x 고속—64 kHz) 및 (2 x 저속—100 Hz) (2x 고속—64 kHz) 및 (2 x 저속—100 Hz)

 이벤트/디지털 1 x 8비트 2진수의 상태 입력 8개 1 x 8비트 2진수의 상태 입력 8개

 고전압 2 2

 내부 채널 온도 2개 온도 2개

  1초 – 1일, 1초씩 증가 1초 – 1일, 1초씩 증가 
 기록 속도 2, 5, 10, 20, 100 hZ 2, 5, 10, 20, 100 hZ 
  (채널 2개에서만 20 – 100 Hz) (채널 4개에서만 20 – 100 Hz)

* OM-SQ2040-2F16에서는 2선만, OM-SQ2040-4F16에서는  
   3선이나 4선
* 또는 사용자 정의 써미스터 (슈타인하르트-하르트 계수나 RT 쌍 입력)

온도 채널의 기본 범위  
각 채널은 개벌적으로 목록의 범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Pt100–IEC751 및 JIS1604,  
Pt1000–IEC751  써모커플    

 타입 범위 °C 범위 °F    
   -200 - 1372  -328 - 2501   
   -200 - 400   -328 - 752 
   -200 - 1200  -328 - 2192 
   -200 - 1300  -328 - 2372 
   -50 - 1768  -58 - 3214 

2

 입력 타입 범위 °C 범위 °FF    
 Y 및 U: 써미스터 **           -50–150               -58–302   
 Pt100/P1000*            -200–850            -328–15620

데이터 로거 설정 – 채널 구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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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아날로그 출력
정확도: 표 참고
공통 모드 거부: 100 dB
입력 임피던스: >1MΩ
선형성: 0.015%
직렬 모드 선 거부: 50/60 Hz 100 dB

*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압 범위 전압 범위 고전압 입력 범위*    
 -0.075 - 0.075V -3.0 - 3.0V 4.0 - 20.0V   

 -0.15 - 015V -6.0 - 6.0V 4.0 - 40.0V

 -0.3 - 0.3V -6.0 - 12.0V 4.0 - 60.0V

 -0.6 - 0.6V -6.0 - 25.0V

 -0.6 - 1.6V

 -0.6 - 2.4V

직류 전압의 기본 범위
각 전압 채널은 아래의 모든 전압 범위일 수 있습니다.
차등 및 싱글 엔드 구성의 혼합이 허용됩니다.

전류 및 저항 채널의 기본 범위
각 전류채널은 아래의 모든 전류 범위일 수 있습니다.
전류 범위는 다른 입력 채널을 이용합니다.

 전류 범위    저항 범위 저항 범위 
 (외부 10 Ω 분로) 2선  입력 범위    
 -30.0 - 30.0 mA 0.0 - 1250.0 Ω 0.0 - 500.0 Ω  

 4 - 20 mA 0.0 - 5000.0 Ω 0.0 - 4000.0 Ω 

  0.0 - 20000.0 Ω 

  0.0 - 300000.0 Ω

아날로그 입력 연결: 분리 가능한 나사 
단자판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타입: 시그마-델타
분해능: 24비트
샘플링 속도:  ADC마다 초당 최대 10, 

OM-SQ2040 데이터 
로거, 배면도,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온도, 전류, 전압, 저항 
기록을 위한 16 – 32 
범용 아날로그 입력

전원 공급장치-내부 
알카라인 배터리나 
외부 직류 전원

외부 장비 
작동을 위한 
알람 출력 4개

자동 적용을 위한 
고전압 채널  
(20, 40, 60V) 2개

사용이 편리하고 분리 
가능한 커넥터 시스템

8개 디지털 입력을 통한 
작동 기능 범위,  
4 펄스율/계측기 입력

센서 여자/외부 장치용 
전력 출력

빠르고 편하게 PC 및 원격 
통신과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USB, 이더넷, RS232 연결

20*, 100* 개 판독 
* 주요 값 거부 
알람 출력
4 x 오픈 드레인 FET (18 V 0.1 A)
디지털 I/O 연결: DB25F 커넥터

계산 채널 물리적 입력 채널에서 나온 
가상 채널 최대 16개

분해능
유효 숫자 최대 6자리

프로그래밍/로거 설정
OM-SQ-SOFT 또는 OM-SQ-SOFT-
PLUS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XP/VISTA (32비트 및 64
비트)/7 (32비트 및 64비트)와 호환

통신
표준: RS232 (115200 보까지 자동으로 
보율 선택) 이더넷 10/100 베이스 TCP/
IP, USB 1.1 및 2.0 호환
무선 이더넷: (와이파이), 802.11b, 
2.4GHz, 1–14 채널
보안: 개방, WEP (64 또는 128 bi 
암호화), WPA, PA2/802.11i
네트워크: SSID (와이파이 연결을 위해 
외부 전원함 필요)가 지정된 기반시설만
외부 옵션:  GSM, WIFI, PSTN 모뎀

전원 공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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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USB 케이블, 벽면 받침대, “AA” 배터리 6개, 입력 단자판 10개, 전류 분로 저항기,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데이터 로거를 캘리브레이션 인증서와 함께 주문하려면, 접미사 “-CAL”을 모델 번호에 추가하세요.
주문 예: OM-SQ2040-2F16 휴대용 데이터 로거 및 고속 채널 2개, OM-SQ-SOFT-PLUS 
소프트웨어, OM-SQ2040-2F16에 대한 OCW-1 오메가케어 1년 연장 보증은 기본 1년 보증에 1년을 
추가합니다.

 액세서리
 모델 번호 모델 번호

 OM-SQ-NET-ADAP 직렬/이더넷 변환기 키트

 OM-SQ-GSM-KIT GSM 모델 키트

 OM-SQ-RF-ADAP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

 OM-SQ-UNIV-ADAP 범용 전원함

 OM-SQ-UNIV-ADAP-1 범용 전원함 및 1 m (3.2’) 플라잉 리드

 OM-SQ-CS 예비 전류 분로 (패키지 4)

 OM-SQ-SER-CABLE OM-SQ 데이터 로거 및 PC 직렬 포트 연결 케이블

 OM-SQ-USB-CABLE 예비 OM-SQ 데이터 로거 및 PC USB 포트 연결 케이블

 OM-SQ-TB3 케이블 제한이 있는 예비 3방향 단자판

 OM-SQ-TB4 케이블 제한이 있는 예비 4방향 단자판

 OM-SQ-TB6 케이블 제한이 있는 예비 6방향 단자판

 OM-SQ-SOFT-PLUS OM-SQ2040 소프트웨어

 OM-SQ-SOFT-PLUS-LIC OM-SQ2040 소프트웨어 다중 사용자 라이선스

   입력 채널    23°C에서 정확도

   차등 전압  ±(판독 값의 0.025% + 최대 척도의 0.005%)

  싱글 엔드 전압    ±(판독 값의 0.025% + 최대 척도의 0.005%)

  블록 F에서 고전압  ±(판독 값의 0.075% + 5 mV)

 차등 전류  ±(판독 값의 0.02% + 최대 척도의 0.015%)

 2선 및 3선 저항 (500 Ω 이상)  판독 값의 ±0.1% 

 4선 저항  ±(판독 값의 0.05% + 0.15 Ω) 

 2선 및 3선 온도  ±(판독 값의 0.1% + 최대 척도의 0.1%)  

 4선 온도  ±(판독 값의 0.05% + 최대 척도의 0.05%)

 차등 J, K, N 써모커플 (-50°C 이상) *  최대 척도의 ±0.075%

 차등 R, S, T 써모커플 (-50°C 이상) *  최대 척도의 ±0.175%

 싱글 엔드 J, K, N 써모커플 (-50°C 이상) *  최대 척도의 ±0.1%

 싱글 엔드 R, S, T 써모커플 (-50°C 이상) *   최대 척도의 ±0.225%

 펄스 수 및 속도  ±(판독 값의 0.0011% + 1)

* 냉접점 보상 (CJC) 오류를 포함합니다.
데이터 로거는 일정한 온도에서 유지됩니다.

내부: “AA” 알카라인 배터리 6개 (포함)
외부: 10–18 Vdc 역극성 및 과전압 보호

9V에서 소비 전력
절전 모드: 600 µA
기록: 40 - 130 mA
디스플레이 및 키패드
2줄 x 20자 LCD 디스플레이, 배터리 상태 
및 외부 전력 표시기, 키패드 잠금
탐색: 준비/해제/정지/계속, 모든 채널이나 
알람 계량, 최대 6 x 사전 저장 설정에서 
선택, 상태/진단/메모리/시간 및 날짜, 
MMC/SD로 다운로드

작동 환경
온도: -30–65°C (-22–149°F)
습도: 40°C에서 90%, 비응결
 
일반
외부 장치의 전력 출력:
50 mA에서 조정된 5 Vdc 또는 100 mA
에서 로거 공급 전압
시간과 날짜: 3가지 형식의 내장 클럭 
데이터 조정: 우선적인 공학 단위로 판독 
값을 표시
내부 메모리: 16 MB (판독 값 최대 
1,800,000개)
외부 메모리: 최대 1 GB— 분리 가능한 
MMC/SD (내부 메모리 복사 및 설정 
저장용)
크기: 175 H x 235 W x 95 mm D  
(6.9 x 9.3 x 3.7”)
무게: 약 1.2 kg (2.6 lb)
케이스 재료: ABS
메모리 모드 (내부만):
메모리가 꽉 차거나 겹쳐 쓸 때 정지

OM-SQ2040 데이터 로거, 
배면도, 그림은 실제 
크기 보다 작습니다.

연장 보증
 프로그램

SM

이 페이지에 있는 모델에 OMEGACARE 연장 
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문할 때 판매 대리인에게 문의하세요. 
OMEGACARE는 부품, 노동력, 해당 대체품을 

취급합니다.

 주문하기
 모델 번호. 설명
 OM-SQ2040-2F16 휴대용 데이터 로거와 고속 채널 2개

 OM-SQ2040-4F16 휴대용 데이터 로거와 고속 채널 4개
 OM-SQ2040-2F16-WIFI     휴대용 데이터 로거와 고속 채널 2개  
   및 내장 와이파이 네트워킹
 OM-SQ2040-4F16-WIFI 휴대용 데이터 로거와 고속 채널 4개  
   및 내장 와이파이 네트워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