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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9900 시리즈는 네트워크 호환 전자 

레코더로, 높은 성능 및 높은 연산 기능을 

이용한 가시성 높은 5.6" TFT 컬러 LCD

가 있습니다. 12지점의 샘플링 속도가 

100 ms로 높고, 정확도도 ±0.1%

로 높습니다. 측정 데이터는 내부 

메모리와 최대 2 GB 소형 플래시 카드에 

저장됩니다. 인트라넷이나 인터넷 상의 

여러 컴퓨터의 웹 브라우저 디스플레이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파일을 

FTP 전송하거나 이메일 알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레코더는 데이터 관리, 

연구, 개발, 인터넷 환경을 이용한 원격 및 

광범위 관찰 같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 양
입력 사양
측정점 수 
 RD9906:6-포인트 
 RD9912: 12-포인트

입력 타입: 범용 (RD200/2800의 경우 
입력 표 참고) 

정확도 정격: RD200/2800의 경우 
kr.omega.com/rd200_rd2800에서 

U  투명한 144 mm (5.67") 
TFT 컬러 LCD 사용

U  데이터 메모리의 용량이 크고 
기록 방법이 다양함

U  다중점 기록 및 고속/정확도

U  설명서 없이 쉬운 작동 및 
프로그래밍

U  LAN 네트워크 기능

U  안전한 시스템 및 신뢰성

U  분석/데이터 수집 응용 
소프트웨어

RD9900 시리즈

입력 표 참고

기준 접점 보상 
정확도: 타입 K, E, J, T, N 플라티넬 
II; ±0.5°C 이하; R, S, NiMo-Ni, 
CR-AuFe, WRe5-WRe26, W-Wre, U, 
L; ±1.0°C 이하

샘플링 속도: 모든 지점에서 약 100 ms

소진: 써모커플 입력 및 저항 써모미터 
입력에서 입력 신호 연결이 중단된 것을 
탐지. 각 입력마다 높임/낮춤 비활성화 
선택 가능

규모 조정: 직류 전압/전류를 
프로그래밍할 때 범위/눈금을 선택 가능

디지털 필터: 각 지점마다 프로그래밍 
FIR 필터 (모든 지점에 공통)

허용 가능한 신호원 저항: 
써모커플 입력 (소진 비활성화)/직류 
전압 입력 (±2V 미만): 1 kΩ 미만 
 직류 전압 입력 (±5 – ±50V):  
  100 Ω 미만 
 저항 써모미터: 10 Ω 미만 와이어에  
   의해 (와이어 3개의 경우 동일한 저항)

입력 저항: 직류 전압, 써모커플 입력,  
약 1 MΩ

최대 입력 전압: 직류 전압 입력 (±2V 
이하)/써모커플 입력 (소진 비활성), ±10 
Vdc

직류 전압 입력 (±5 – ±50V): 
 ±60 Vdc

채널 간 절연 내력: 각 채널 간에 1000 
Vac 이상 (고강도 반도체 릴레이 사용)

디스플레이 사양
디스플레이:  144 mm (5.67")  
TFT 컬러 LCD

디스플레이 타입:  
 측정 데이터 디스플레이:  추세 화면,  
   데이터 화면, 막대 그래프 화면 
 내역 추세 디스플레이:     
   실시간 추세와 동시에 표시 가능 
 정보 디스플레이:  알람 디스플레이,   
   지표 목록, 파일 목록 
 설정 화면:  알람, 계산, 메모리, 장치,  
   유지, 통신 등 
추세 화면: 12 색 선택 가능 
 디스플레이 화면: 화면 5개 (그룹 5개) 
 디스플레이 지점: 최대 44 점/화면/ 
 시간축 방향:  수직 또는 수평 
 선 폭:  1/3/5 도트 선택 가능 
 눈금 디스플레이:  눈금 4개 

RD9912,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기본 이더넷 및 USB 통신 인터페이스가 
있는 전자 레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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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 연산: AND, OR, XOR, NOT 
 일반 기능: 반올림, 내림, 절대값, 제곱근,  
   지수, 자연 로그,  
   상용 로그 
 적분 연산: 아날로그 적분, 디지털 적분 
 채널 데이터 연산: 측정 데이터 계산,  
   산출 데이터 계산

알람 사양
설정: 채널 당 알람 최대 4개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음

알람 타입: 상한, 하한, 차등 상한, 차등 하한 (불감대 선택 
가능), 비정상 데이터

지연 기능: 알람 지연 설정 범위, 1 – 3600초

알람 설정: AND/OR 선택 가능

통신 기능 네트워크
FTP 서버: 네트워크 컴퓨터로부터 데이터 파일을 읽을 수 있음

웹 서버: HTTP1.0을 따름. 알람,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5.0 이상, 넷스케이프 6.0 이상, 오페라 7 이상) 
사용자 ID에 의한 유지 정보, 가능한 패스워드 등록을 표시

이메일: 지정된 시간에 알람 활성화와 관련한 이메일 알림. 
등록된 모든 데이터 중에서 지정된 시간에 보고한 데이터를 선택 
가능

USB 통신**
USB: 통신 타입, USB1.1

전송 시스템: 대량 전송, 제어 전송

통신 내용: 가상 드라이브 연결을 통해 파일 전송

일반 사양
정격 전력 전압: 100 – 240 Vac (범용 전원 공급장치), 
50/60 Hz

최대 소비 전력:  50 VA (DO: 모든 지점에서 켜짐, 240 Vac)

기준 작동 조건: 
 주변 온도/습도 범위: 21 – 25°C, 45 – 65% RH 
 전압: 100 Vac, ±1.0% 
 전압: 50/60 Hz ±0.5% 
 자세: 왼쪽/오른쪽 0°, 앞으로/뒤로 0° 
 예열 시간: 30분 이상

정상 작동 조건: 
 정상 작동 조건: 0 – 50°C, 20 – 80% RH 
 전압: 90 – 264 Vac 
 전력 주파수:  50/60 Hz ±2% 
 자세: 왼쪽/오른쪽 0°, 앞으로 기울임 0°, 뒤로 기울임 0° – 20°

운반 조건 (본사 공장에서 운송 시 포장 상태로): 
 주변 온도/습도 범위:  -20 – 60°C, 5 – 90% RH  
   (주의: 결로 없음) 
 진동: 10 – 60 Hz, 0.5 G (4.9 m/S2) 미만 
 충격: 40 G (392 m/ S2) 미만

보관 조건: 주변 온도/습도 범위 -20 – 60°C, 5 – 90% RH 
(주의: 결로 없음)

정전 보호: 설정과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에 백업

시계: 리튬 배터리 백업 RAM (최소 5년)

절연 저항  
 보조 단자 및 보호 도체 단자:  
 500 Vdc에서 20 MΩ 이상 
 주 단자 및 보호 도체 단자: 500 Vdc에서 20 MΩ 이상 
 주 단자 및 보조 단자:  500 Vdc에서 20 MΩ 이상

절연 내력:  
 보조 단자 및 보호 도체 단자: 500 Vac에서 1분 
 주 단자 및 보호 도체 단자: 1500 Vac에서 1분 
 주 단자 및 보조 단자: 2300 Vac에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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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데이터 디스플레이 (보임/숨김  
   선택 가능) 
표지 디스플레이

데이터 화면: 디스플레이 화면, 화면 5개  
(그룹 5개) 
 디스플레이 지점:  최대 44점/화면 
 디스플레이 내용:  측정한 값, 채널/ 
   태그, 단위, 알람 상태

막대 그래프 화면: 12색 선택 가능 
 디스플레이 화면: 화면 5개 (그룹 5개) 
 디스플레이 지점:  최대 44점/화면 
 디스플레이 방향: 수직 또는 수평 
 눈금 디스플레이: 눈금 1가지

정보 디스플레이:  
 알람 디스플레이 (알람 활성화/공개된 내역 디스플레이) 
 표지 목록 
 파일 목록 (그룹 데이터 파일 목록 디스플레이)

LCD 백라이트: 자동/수동 정지 기능

LCD 광도: 4 단계 조정

기록 사양
내부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용량 4 MB

외부 메모리:  CF 카드, 32 MB – 2 GB 용량, 128 MB CF 
카드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기록 사주기: 100, 200, 500 ms; 1, 2, 3, 5, 10, 15, 20, 30
초; 1, 2, 3, 5, 10, 15, 20, 30, 60분

기록 파일 수:  250/이용 집단 수

기록 데이터: 측정 데이터; 파일 명 (그룹명), 시각, 기록 시작 
달과 해, 태그, 측정 데이터, 알람 상태/타입

저장 타입: 2진/CSV 타입

저장 방법  
 수동 시작/정지: 전용 키 작동 
 일정: 시각과 날자 지정 
 트리거 신호: 알람 이벤트 사전 트리거 선택 가능

사전 트리거의 측정 수: 최대 950 데이터

기록 주기: 100, 200, 500 ms 기록 시 12-포인트/그룹 중 
최대 3 그룹을 프로그래밍 가능; 1s 이상으로 기록 시 44점/
그룹 중 5그룹 (총 100점 프로그래밍 가능)

기록 기간 (CF 카드): 샘플링 모드에서 기록한 채널이 6개일 
때 (실제 데이터)

계산 사양
계산 지점: 최대 44점

계산 타입: 
 산술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지수 
 비교 연산:  등식, 부등식, 대, 소, 등식/대, 등식/소 

** 추가적인 정보를 알아보려면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기록  
 주기* 128 MB 256 MB 512 MB 1 GB 2 GB

 0.1 sec 6.32 days 12.6 days 25.3 days 50.6 days 101 days

 1 sec  63.2 days 126 days 253 days 1.4 yrs 2.8 yrs

 60 sec 10 yrs 21 yrs 42 yrs 83 yrs 166 yrs

 기록  
 주기 128 MB 256 MB 512 MB 1 GB 2 GB

 0.1 sec 3.16 days 6.32 days 12.6 days 25.3 days 50.6 days

 1 sec  31.6 days 63.2 days 126 days 253 yrs 1.4 yrs

 60 sec 5.2 yrs 10 yrs 21 yrs 42 yrs 83 yrs

샘플링 모드에서 기록한 채널이 12개일 때 (실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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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조립체 재료:  
 문 틀: ABS 수지 
 케이스: 강철

색:  
 문 틀: 검은색 (머셀 N3.0과 동일) 
 케이스: 도장색, 회색 (머셀 N7.0과 동일)

무게: 2.2 kg (4.85 lb)

장착: 패널 장착

S-11

 이름 내용

                         
   
  

       
  
  

옵션 사양

실시간 추세 호면  
선택한 그룹의 데이터 (측정 및 가상)를 

표시합니다. 수직 추세와 수평 추세.

막대 그래프 화면  
선택한 그룹의 데이터 (측정 및 가상)
를 표시합니다. 실시간 추세와 결합한 

디스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이중 추세 화면  
실시간 추세 및 내역의 추세를 나타내는 분리된 
디스플레이 2개. 내역의 추세의 경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정보 설정 화면

알람 설정 일정 설정 화면

데이터 화면  
선택한 그룹의 데이터 (측정 및 가상)를 

표시합니다. 알람 상대를 동시에 표시합니다.

입력/계산 설정

RD9900 시리즈 화면

** 추가 정보를 보려면 이전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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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자 나사:  
 전력 단자/보호 도체 단자/통신 단자: M4.0 
 측정 입력 단자/알람 출력 단자/원격 접촉 단자: M3.5

알람 활성화 및 비정상 입력 시 릴레이 접촉 출력,  
출력점: 12, 점점 용량: 기계식 릴레이, 100 Vac 
0.5 A, 240 Vac 0.2 A

고위 계측기용 통신 인터페이스 RS232/RS485  
전환 가능

** 이더넷 및 USB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알람 
출력

통신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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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소프트웨어 ZAILA  
(별도로 판매)
이 소프트웨어는 RD9900 시리즈에서 기록한 데이터의 
재생/파형 편집 작업에 사용합니다. 이 제품에는 수직/
수평 추세 및 원형 추세의 재생 기능이 있고, 그래프의 
확대/축소/부분 확대와 메시지 삽입 같은 분석 기능도 
있습니다.

추세 화면  
(수직 흐름)

수체 화면  
(수평 흐름)

원형  
도표 막대 그래프

U  추세 디스플레이: 추세 표시 창 (수직 흐름, 수평 

흐름), 원형 추세 표시 창에서 선택 가능

U  지속적인 재생 창: 추세는 지속적으로 스크롤 

됩니다 (자동). 스크롤은 속도와 갱신 데이터 

번호로 바꿉니다

U  데이터 목록 표시 창: 등록 데이터를 목록 

디스플레이로 표시합니다

U  막대 그래프: 막대로 표시합니다. 막대 그래프에 

메시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U  표지 간의 데이터: 날짜/시간, 두 데이터 간의 

시간 차이, 데이터 차이, 최대, 최소, 평균, 표준 

편차, 모든 데이터의 중간 값을 표시합니다

U  알람 디스플레이: 추세 그래프에 각 단계의 알람 

활성화 지점을 표시합니다

U  설정: 커서, 추세선, 눈금축, 그래프에 제목 입력, 

그래프 보조, 그래프 확대/축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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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보드

 모델 번호  설명

 RD9900-C24   RS232C/RS485 통신 
인터페이스

 RD9900-AL12  12-포인트 기계식 릴레이

옵션 소프트웨어

 모델 번호  설명

 RD9900-ZAILA  ZAILA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크기: mm (인치)

사용자 설명서, 128 MB 소형 플래시 카드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  RD9912, 12-포인트 전자 레코더
RD9906, 6-포인트 전자 레코더, OCW-3, OMEGACARESM는 기본 2년 
보증을 총 5년으로 연장합니다.

 주문하기
 모델 번호 설명

 RD9906 6-포인트 전자 레코더

 RD9912 12-포인트 전자 레코더

 POWERCORD-SE 전력 코드

환경

CPU: 1GHz 이상

OS: 윈도우 98/Me/2000/XP 홈/XP 프로페셔널

메모리: 256 MB 이상 (512 MB 이상 권장)

디스크 드라이브: CD-ROM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디스크 공간 100 MB 이상

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및 번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