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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B-DAQ 시리즈 소형 OMB-Daq-54/55/56

는 휴대용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적합합니다  

(노트북은 포함되지 않음)

U 다기능 데이터 수집 모듈을 범용 직렬 

버스(USB)를 통해 PC에 연결

U 초 저전력 디자인으로 외부 전력이나 

배터리가 필요 없음

U PC에서 최대 5 m (16.4’) 떨어진 곳에 

배치할 수 있음

U 고분해능, 22비트 A/D 컨버터

U 써모커플 측정을 위한 내장 냉접점 보상

U 최대 1 MHz까지 주파수/펄스/사용률 

측정*
U	분리 가능한 편리한 나사 단자 신호 

커넥터

U	안전하고 노이즈 없는 측정을 위해 PC

로부터 500V 광학적 차단

U	입력을 ±31 mV부터 ±20V까지 최대 

척도로 프로그래밍 가능

U	다이렉트 드라이브용 디지털 I/O 라인 및 

개방형 콜렉터*

U	아날로그 및 디지털 I/O를 최대 80

채널까지 확장 가능*

U	총 용량이 8000 채널인 경우 USB 허브를 

이용해 PC 하나에 최대 100 모듈을 연결 

가능 

U	디지털 캘리브레이션 - 포텐셔미터나 

조정이 필요 없음

U	설정, 수집, 실시간 디스플레이용 

스프레드시트 스타일 소프트웨어; 수집 후 

확인을 위한 포스트뷰 

U	윈도우 95/98/2000/ME/XP/비스타 

환경에서 이용하는 Visual Basic, 

Delphi, C++, DASYLab, LabVIEW용 

드라이버

OMB-DAQ-54, OMB-DAQ-55, OMB-

DAQ-56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데이터 수집 

장비로 PC에 내장되어 있는 범용 직렬 버스

(USB)를 이용합니다. 정밀도와 분해능이 높게 

설계된 22비트 OMB-DAQ-54/55/56 데이터 

수집 시스템은 다양한 채널의 전압, 써모커플, 

펄스, 주파수, 디지털 I/O를 측정합니다. PC

에 연결되는 케이블은 OMB-DAQ-54/55/56

의 고속 운영을 지원하고 전력을 공급합니다. 

버스로 전력을 얻는 허브를 이용하면 추가 

배터리나 전원 공급장치가 필요치 않습니다.

OMB-DAQ-54/55/56 모듈은 오메가의 

새로운 저비용, USB 기반 제품군 중 첫 

제품입니다. USB의 전력 제한이 엄격하기 

때문에, USB 사양을 고수하기 위해 모듈에 

특수한 전력 관리 회로망을 포함했습니다.

OMB-DAQ-54/55/56 모듈은 PC-카드 

(PCMCIA) 데이터 수집 장치의 다양한 한계를 

피하고, 많은 PC 플러그인 데이터 수집 보드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OMB-DAQ-54 데이터 

수집 시스템은 10개의 싱글 엔드나 5개의 차등 

아날로그(최대 척도 ±20V까지) 또는 써모커플 

입력 채널을 제공합니다.

OMB-DAQ-55는 10개의 싱글 엔드나 5개의 

차등 아날로그(최대 척도 ±20V까지) 또는 

써모커플 입력 채널, 프로그래밍 가능한 범위 16

개, 광학적 차단 500V, 디지털 I/O 라인 8개, 

주파수/펄스/ 사용률 채널 2개를 제공합니다.

OMB-DAQ-56,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JMQSS-125U-12

TMQSS-125U-12
KMQSS-125U-12

써모커플 프로브는 별도로 

판매합니다.

USB 데이터 수집 모듈

* OMB-DAQ-54는 주파수, 디지털 I/O, 확장 기능이 
없습니다.

Personal Daq USB Data Acquisition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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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B-DAQ-56 및 분리 가능한 센서 배선용 단자판

OMB-CA-179-1 USB Cable.

x1, 2, 4, 8, 16, 32, 64, 128x1, 1/5

V

OMB-DAQ-56 블록 다이어그램

OMB-DAQ-56는 같은 크기의 패키지 안에서 

I/O 용량이 OMB-DAQ-55의 2배입니다.

신호와 트랜스듀서 연결을 간소화하기 위해, 

OMB-DAQ-54/55/56 모듈에는 편리하고 

분리 가능한 나사 단자 입력 커넥터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OMB-DAQ-54/55/56 모듈은 사용자가 수집 

용도를 설정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디스크에 

직접 저장하도록 하는 윈도우 98/2000/XP/ 

VIStA 기반의 데이터 기록 어플리케이션인 

퍼스널 DAQVIew가 함께 제공됩니다. 퍼스널 

DAQVIew는 OMB-DAQ-54/55/56 모듈을 

하나 이상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도표 겹치기, 

다중 디스플레이 그룹 같은 향상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OMBDAQ- 54/55/56 모듈은 사용자가 

수집한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기 전에 

표시하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인 POStVIew 

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리고 wInDOwS 

98/2000/XP/비스타 환경에서 이용하는 

VISUAl BASIC, DelPhI, C++용 드라이버가 

포함됩니다. 게다가 드라이버는 DASYlAB

과 lABVIew 같은 아이콘 기반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USB - 새로운 PC 연결 
범용 직렬 버스(USB)는 PC를 프린터, 모니터, 

모뎀 같은 주변 장치에 연결하는 새로운 

표준입니다. USB는 대역폭이 더 높은 점(최대 

12 MBItS/S) 등 기존의 직렬 및 병렬 연결보다 

더 유리한 점이 많고 주변 장치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USB는 데이터 수집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USB 연결 시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USB 포트가 1개 이상인 PC에 데이터 

수집 장치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케이블은 1

개뿐입니다. 게다가 USB의 고속 데이터 전송 

(데이터 수집 장치에서 PC로) 기능 덕분에 

수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고, 

수집 장치에 비싼 메모리가 필요치 않습니다.

Intel, MICrOSOft, 기타 컴퓨터 관련 업체 

수백 곳의 지원을 받아 USB는 빠르게 세계적인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퍼스널 DAQ 확장

OMB-DAQ-55 및 OMB-DAQ-56은 

아날로그 또는 써모커플 채널 60개, 디지털 

I/O 라인 32개, 주파수 입력 채널 4개에 모든 

용량을 제공하면서 구입 가능한 스냅식 확장 

모듈 2개 중 1개를 이용해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USB 허브는 PC 하나에 

OMB-DAQ-55/56 모듈을 최대 100개까지 

Terminal 
Block

연결하는 다중 장치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다중 장치 OMB-

DAQ-55/56 시스템은 최대 8000개 아날로그 

및 디지털 I/O 라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채널 용량을 보려면 다음 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하세요. OMB-DAQ-54는 확장 

용량이 없습니다. OMB-DAQ-55/56 모듈을 1

개 이상 이용하려면 향상된 퍼스널 DAQVIew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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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B-DAQ 및 확장 시스템 채널 용량

  볼트/TC   주파수/펄스  
 제품 또는 시스템 입력* 디지털 I/O 입력

 OMB-DAQ-54 5 DE, 10 SE - -
 OMB-DAQ-55 5 DE, 10 SE 8 2
 OMB-DAQ-56 10 DE, 20 SE 16 4
 OMB-PDQ1 Expansion Module 10 DE, 20 SE 16 -
 OMB-PDQ2 Expansion Module 20 DE, 40 SE - -
 OMB-DAQ-55 + OMB-PDQ1 15 DE, 30 SE 24 2
 OMB-DAQ-55 + OMB-PDQ2 25 DE, 50 SE 8 2
 OMB-DAQ-56 + OMB-PDQ1 20 DE, 40 SE 32 4
 OMB-DAQ-56 + OMB-PDQ2 30 DE, 60 SE 16 4

OMB-DAQ-56와 OMB-PDQ2, 채널 용량을 추가하기 위해 간단하게 서로 연결합니다.

시범 시스템

USB 제품인 OMB-DAQ-54/55/56 데이터 수집 

시스템은 PC에서 최대 5 m (16.4’) 떨어진 곳에 

둘 수 있고, 정밀도를 높이고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수집 시스템을 측정점과 가깝게 둡니다. USB 

허브를 USB 케이블 세그먼트 간의 리피터로 이용할 

경우, OMB-DAQ-54/55/56는 PC에서 30 m (98.4’)

까지 떨어진 곳에 둘 수 있습니다. USB

Personal Daq

PDQ Module

OMB-DAQS (및 옵션 OMB-PDQ 모듈) 2개를 케이블로 컴퓨터의 각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이때 외부 

전원은 필요치 않습니다.

OMB-Daqs (및 옵션 OMB-PDQ 모듈) 4개를 

USB로 작동하는 허브에 연결합니다. 이때 외부 

전원이 필요합니다.

사양
일반

차단: PC로부터 500V

전력 요구:  

USB로부터 전력 공급, 또는 버스로 작동하는 

허브를 이용할 경우 외부 6 ~ 16 Vdc 전력

환경: 

0 ~ 50°C (0 ~ 122°f) 95% rh (비응결)

크기:   

92 w x 182 l x 45 mm h  

(3.6 x 7.1 x 1.6")

아날로그 사양

각 채널은 싱글 엔드나 차등, 볼트나 써모커플 

입력으로 설정할 수 있음

OMB-DAQ-54 및 OMB-DAQ-55:  
싱글 엔드 10개, 차등 5개; 볼트 또는 tC 채널

OMB-DAQ-56:  
싱글 엔드 20개, 차등 10개; 볼트 또는 tC 채널

USB

Personal Daq

PDQ Module

USB Hub

Power Adaptor

컴퓨터 USB 포트에 직접 연결

속도 대 분해능

USB로 작동하는 허브에 연결

      
측정

 최대 샘플 속도 (지속적인 캘리브레이션 불가)  분해능
    

기간
 전압 써모커플 (비트 RMS) 

 1 채널/스캔 10 채널/스캔 1 채널/스캔 10 채널/스캔 (±4V)
 610 ms 1.6 hz 0.16 hz 1.5 hz 0.16 hz 

22
 

 (50/60 hz  (625 ms) (6.25 secs) (667 ms) (6.25 secs) 
 거부)

 12.5 ms 66 hz 7.8 hz 25 hz 
6 hz 15

 
 (15 ms) (128 ms) (40 ms) (167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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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모커플 타입과   
온도 범위:

 J = -100 ~ 700°C
 K = -200 ~ 1200°C 
 T = -100 ~ 400°C 
 E = -100 ~ 500°C 
 R = -400 ~ 1400°C 
 S = 400 ~ 1400°C 
 B = 700 ~ 1400°C 
 N = -100 ~ 700°C 
써모커플 정밀도:  
매우 느린 모드에서 22비트 분해능,  

냉접점 보상 오류 포함 
 J = ±1.1°C
 K = ±1.2°C
 T = ±1.1°C 
 E = ±1.0°C
 R = ±2.5°C
 S = ±2.6°C  
 B = ±3.3°C
 N = ±1.5°C 
냉접점 보상  

 정밀도: ±0.5°C 

과전압 보호: ±45V, 아날로그 저전압에 비례

교류 공통 모드 거부:  

60 hz에서  

>120 dB (OMB-DAQ-55/56)

채널과 채널 혼선:   

<-120 dB (100 hz까지 일정)

정밀도: 

 OMB-DAQ-55/56: 판독 값의  

0.015% + 범위의 0.002%  

(노이즈 제외)

 OMB-DAQ-54: 판독 값의 0.015%   

 + 범위의 0.004% (노이즈 제외)

입력 저항: >10 MΩ (Se), >20 MΩ (De)

바이어스 전류: <1 nA (0 ~ 35°C)

주파수 측정 

(OMB-DAQ55/56 만):

 OMB-DAQ-55: 주파수/펄스 입력  

채널 2개

 OMB-DAQ-56: 주파수/펄스 입력  

채널 4개

작동 모드: 펄스 계산 (합계), 사용률, 주파수

주파수 반응:  

1 Mhz까지 일정

입력 범위: 절대 최소 ±15V, <1.3V (낮음), 

>3.8V (높음)

상승 저항: 스위치나 릴레이 감지의 경우 5V에 

대한 저항 27 KΩ

디바운싱: 없음, 0.8, 3.2, 13 ms  

(소프트웨어에서 선택 가능)

합계: 최대 232회/스캔

주파수와 사용률  

입력 전압 범위:  
채널 마다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래밍 가능

각 장비는 퍼스널 DaqVIew 소프트웨어, 윈도우 환경에서 작동하는 비주얼 베이직, C++  
델파이용 드라이버, 단자판, 완전한 사용자 설명서 CD와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 OMB-DAQ-55 데이터 수집 시스템, OCW-1 OMeGACAreSM 1년 연장 보증은 OMB-PDQ1 
확장 모듈이 있는 OMB-DAQ-55의 표준 1년 보증에 1년을 추가함, OMB-CA-179-1 USB 케이블.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 설명

 OMB-DAQ-54 10채널, 22비트 데이터 수집 시스템

 OMB-DAQ-55 주파수를 측정하고 디지털 I/O가 있는 10채널,  
  22비트 데이터 수집 시스템

 OMB-DAQ-56 주파수를 측정하고 디지털 I/O가 있는 20채널,  
  22비트 데이터 수집 시스템

 OMB-PDQ1 OMB-DAQ-55 및 OMB-DAQ-56에 사용하는 20채널,  
  아날로그 및 디지털 I/O 확장 모듈 

 OMB-PDQ2 OMB-DAQ-55 및 OMB-DAQ-56에 사용하는 40채널,  
  아날로그 확장 모듈 

 OMB-CA-179-1 USB 케이블, 1 m (3.2’)

 OMB-CA-179-3 USB 케이블, 3 m (9.8’)

 OMB-CA-179-5 USB 케이블, 5 m (16.4’)

 OMB-CN-153-12 단자판 (예비)

 차등 싱글 엔드

 -20 ~ 20V -10 ~ 20V 
 -10 ~ 10V -10 ~ 10V
 -5 ~ 5V -5 ~ 5V
 -4 ~ 4V -4 ~ 4V
 -2.5 ~ 2.5V -2.5 ~ 2.5V
 -2 ~ 2V -2 ~ 2V
 -1.25 ~ 1.25V -1.25 ~ 1.25V
 -1 ~ V -1 ~ 1V
 -625 ~ 625 mV -625 ~ 625 mV
 -500 ~ 500 mV -500 ~ 500 mV
 -312 ~ 312 mV -312 ~ 312 mV
 -250 ~ 250 mV -250 ~ 250 mV
 -156 ~ 156 mV -156 ~ 156 mV
 -125 ~ 125 mV -125 ~ 125 mV
 -62 ~ 62 mV -62 ~ 62 mV

 -31 ~ 31 mV -31 ~ 31 mV

 분해능: 7자리; 분해능은 실질적으로 스캔 속도에 

따름 10 스캔/s에서 분해능은 5자리 (10 ppm); 1 

스캔/s에서 6자리 (1 ppm).

디지털 I/O (OMB-DAQ55/56 만)

각 I/O 라인은 개별적으로 입력이나 출력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 출력의 경우 5V에 대한 상승 

저항이 27 KΩ이고 슈미트 트리거 입력 버퍼가 

있는 개방형 콜렉터 드라이버를 포함

 OMB-DAQ-55: 디지털 I/O 라인 8개

 OMB-DAQ-56: 디지털 I/O 라인 16개

입력
전압 범위: ±15V 임계치: <1.3V (낮음), >3.8V 

(높음)

출력

최대 스위치 전압:  

0 ~ 15 Vdc (<1분일 경우 20V)

최대 스위치 전류  

150 mA/출력 지속, 최고점에서 500 mA/출력 

(<100 μs), 총 지속 150 mA (출력 8개 마다)

출력 저항: 최대 10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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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nded Warrant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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