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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KS/s 12비트  
저비용 A/D 보드

U PCI 버스 

U  12비트 110 KHz A/D 컨버터 

U 32 싱글 엔드형/16 차등 아날로그 입력 

U  샘플링 속도: 
OME-PCI-1002L: 110KS/s 
OME-PCI-1002H: 40KS/s 
(단일 채널 또는 다중 채널) 

U  3가지 차등 외부 트리거: 후-트리거, 전-트리거, 
외부 페이서 트리거

U 디지털 입력 채널 16개 및 디지털 출력 채널 16개

U  OME-PCI-1002L:  
프로그래밍 가능한 저이득: 1, 2, 4, 8

U  OME-PCI-1002H:  
프로그래밍 가능한 고이득: 1, 10, 100, 1000 

U  반 크기 보드 

U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포함

OME-PCI-1002H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이득  양극 샘플링 속도 (최대)

 1 ±10V  44 KS/s

 10 ±1V  36 KS/s

 100  ±0.10V 7 Ks/s

 1000 ±0.01V 0.8 Ks/s

OME-PCI-1002H 입력 범위 (고이득)

 이득  양극 샘플링 속도 (최대)

 1 ±10V 110 KS/s

 2 ±5V 110 KS/s
 4 ±2.5V 110 KS/s
 8 ±1.25V 110 KS/s

OME-PCI-1002L 입력 범위 (저이득)

OME-PCI-1002L/ 
OME-PCI-1002H

OME-PCI-1002 시리즈는 PCI 버스 A/D 보드 제품 중 한 
가지입니다. 이들 제품은 도스와 윈도우 환경에서 110 KHz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드는 싱글 엔드 32개나 차등 
입력 16개, 디지털 입력 채널 16개, 디지털 출력 채널 16개를 
제공합니다.

접미사 “H”는 고이득 모델을 나타내고 접미사 “L”은 저이득 
모델을 나타냅니다. OME-PCI-1002 시리즈는 후-트리거, 
전-트리거, 중간 트리거라는 3가지 유연한 외부 트리거 모드를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모든 보드는 윈도우 98/NT/2000/XP용 기본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와 함께 제공됩니다. 소프트웨어 키트에는 C, C++, 
기타 고급언어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DLL 파일과, 비주얼 
베이직이나 액티브 X 프로그래밍용 OCX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ASYLab과 LabVIEW 드라이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OME-PCI-1002에는 16채널 디지털 입력과 16채널 디지털 
출력이 있습니다. OME-DB-8025 나사 단자는 디지털 I/O 
선에 연결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OME-DB-16P 차단식 
디지털 입력 보드와 OME-DB-16R 릴레이 보드는 OME-
PCI-1002에 있는 디지털 I/O를 실세계 신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2

 주문하기
 모델 번호 설명

 OME-PCI-1002H 40 KS/s 고이득, 12비트 아날로그 및 디지털 I/O 보드

 OME-PCI-1002L 110 KS/s 고이득, 12비트 아날로그 및 디지털 I/O 보드

 OME-DB-1825/1 1 m 37핀 D-sub 케이블이 있는 아날로그 입력 채널용 나사 단자판 

 OME-DB-1825/2 2 m 37핀 D-sub 케이블이 있는 아날로그 입력 채널용 나사 단자판 

 OME-DB-8025 디지털 I/O용 나사 단자판, 1 m 20핀 평형 케이블 2개 포함

 OME-DB-16P 16채널 차단식 디지털 입력 보드, 1 m 20핀 평형 케이블 포함

 OME-DB-16R 16채널 SPDT 릴레이 보드, 1 m 20핀 평형 케이블 포함

 OME-ADP-20/PCI  20핀 확장장치 (보드에 있는 이중 20핀 디지털 I/O 평형 케이블 커넥터를 PC 슬롯 윈도우까지 늘림), 20핀 평형 
케이블 2개 포함

사용자 설명서 CD,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 OME-PCI-1002H, 고이득 데이터 수집 보드, OME-DB-8025, 나사 단자판, OCW-1, OMEGACARESM는 기본 1년 보증을 총 2년으로 연장합니다.

V
OH
 = 최소 3.83V  

I
OH 
= 최대 -400 μA

타이머 카운터
내부 페이서 타이머: 16비트, 8 MHz 입력 
외부 페이서 타이머:  16비트, 8 MHz 입력
기계 독립적 타이머: 16비트, 8 MHz 입력

일반 환경
작동 온도: 0 – 50°C (32 – 122°F)
보관 온도: -20 – 70°C (-4 – 158°F)
습도: 상대습도 0 – 90% 비응결 
크기: 175 L x 105 mm H (6.9 x 4.1")
전력 요건: 350 mA에서 5V (최대) 

OME-DB-16P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OME-DB-16R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사 양
아날로그 입력 사양
채널: OME-PCI-1002H, OME-PCI-1002L: 32 
싱글엔드/16 차등
분해능: 12비트
최대 변환율:  
 OME-PCI-1002H: 40 KS/s
 OME-PCI-1002L: 110 KS/s
입력 임피던스:  10,000 MΩ/6pF
과전압 보호:  ±35V 
정확도:  판독 값의 0.01% ±1비트
선형성:  ±1비트 

디지털 I/O
입력: 16채널, TTL 레벨
저입력:  
 V

IL
 = 최대 0.8V

 I
IL
 = 4 mA

고입력:  
 V

IH
 = 최소 2V

 I
IH
 = 최대 -20 μA

출력:  16채널, TTL 레벨
저출력:  
 V

OL
 = 최대 0.33V  

 I
OL
 = 최대 4 mA

고출력:  

이 페이지에 있는 모델의 경우 OMEGACARESM 
연장 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문 시 문의하세요. OMEGACARESM는 
부품, 노동력, 해당 대체품을 취급합니다.연장 보증

 프로그램

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