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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XL120 시리즈

휴대용 소형 데이터 로거

U  모든 채널에서 범용 절연된  
입력을 사용

U  읽기 쉬운 스크린 디스플레이

U   최대 100ms의 속도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음

U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

U  각 채널마다 온도와 전압을  
독립적으로 설정l

U   읽기 쉽고 창넓은  
TFT LCD (야외에서도)

U  온도 변화를 신뢰성 있게 측정 

U   소형 플래시 및 SD 카드 사용

U  USB 메모리로 데이터  
복사 기능 지원

U  원격 데이터 수집 기능 지원

RDXL121-D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기본 공급 소프트웨어

아날로그 입력 부분의 채널은 절연된 입력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각 채널 마다 온도(

써모커플/RTD 온도 검출기) 및 전압을 따로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11개 유형의 써모커플, 

Pt100, JPt100 온도 RTD, 최대 50V 범위의 

전압을 지원합니다.

아날로그 입력은 왼쪽에서부터 배선을 하고, 

전력 및 통신선은 오른쪽에서부터 배선을 

합니다. 이러한 디자인 덕분에 RDXL120은 

좁은 공간에서도 적합합니다.

단자판을 한번에 쉽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선은 어렵지 않습니다. 액세서리 리튬 이온 

배터리는 최대 7시간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고무 부츠를 사용하면 내충격성이 

향상되며, 이 고무부츠는 분리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데이터-로거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시간 측정을 

하고 PC로 데이터를 수집한 후 최대 10개 

장비에 연결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최대 속도 1초로 실시간 측정

•  수집한 데이터를 파형으로 분석하기 위해 

확대/축소

•  다양한 데이터 저장 기능 이용 가능 (선택 및 

부분 저장)

기본 공급 소프트웨어

D-TOOL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데이터를 

파형으로 표시하고 CSV 전환을 합니다.

주 기능:

•  측정한 이진 데이터를 파형으로 표시

• X/Y-축을 따라 파형의 모습을 확대

•  두 가지 요소(측정 값, 측정 시간)로 수집한 

각각의 데이터와 채널 간 계산 결과(B - A)

를 표시

• 복사 기능 (클립보드 복사)

•  저장을 위해 CSV로 전환 (건너뛰기, 커서 

Compact Portable Data Lo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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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실시간 측정 데이터 수집 기능: 

 통신 인터페이스: 이더넷, USB, RS232, RS485 

 연결할 수 있는 장비의 최대 수: 10개   

 데이터 수집 채널 (장비 당): 아날로그 채널 16개, 펄스 채널, 로직 채널 2개, XL 

장비 계산 채널 32개, 데이터-로거 소프트웨어 전용 채널 4개, 통신 채널 32개

측정 수집 기간: 1, 2, 5, 10, 20, 30초, 1, 2, 5, 10, 20, 30분, 1시간 (통신 

인터페이스가 RS485일 경우, 수집 기간은 접속한 장비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 인터페이스가 이더넷이고, 스테이션용 통신 인터페이스 세트가 

LAN/RS232나 LAN/RS485일 경우, 설정 가능한 측정 기간은 데이터-로거 

소프트웨어의 설정에 관계 없이 10초 이상일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기능

디스플레이: 파형, 디지털, 막대 그래프, 계측기 표시

커서 값 표시: 커서 A와 B의 각 측정 값, 차이, 최대값, 최소값, 평균 값 표시

임의 커서 목록 표시: 파형 그래프에 기입한 임의 커서 및 의견 목록 표시

알람 목록 표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알람 목록 표시

분석 관점 표시: 모든 지정 채널, 커서 A와 B의 값 차이를 내림차순이나 

올림차순으로, 변화율을 내림차순이나 올림차순으로 표시

수평 스크롤: 파형 디스플레이를 수평으로 스크롤해서, 이전에 수집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고, 심지어 실시간 수집 중에도 가능함.

수평 축 크기 조절: 수집한 모든 데이터나 커서 A와 B 사이의 데이터를 표시

점프 기능: 커서 값 표시, 임의 커서 목록 표시, 알람 목록 표시, 분석 관점 

표시에서 선택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파형을 다시 표시

전용 계산 기능 (실시간 측정에 이용 가능): 동일한 RDXL120 (스테이션)

의 측정 데이터, 함수, 연산자로 구성된 최대 16 중첩 공식을 최대 4개 채널 

용도로 설정할 수 있음.

데이터 로드 기능: RDXL120 주요 장비 측정 파일, PC에 있는 데이터-로거 

측정 파일

파일 처리 기능: 

 부분 저장: 커서 A와 B 사이의 데이터 저장 

 분할 저장: 지정한 데이터/시간 간격으로 저장하거나 지정한 파일 수로 

분할해 저장

 파일 분할: RDXL120 측정 데이터 파일과 PC에 저장된 데이터-로거 

소프트웨어 측정 데이터 파일은 특정 수치의 데이터 간격이나 지정된 날짜/

1 R, S, B, K, E, J, T, N: IEC584-1 (1995), DIN IEC584, JIS C 1602-1995
2 W: W-5% Rd/W-26% Rd (홉킨스 Mfg), ASTM E988
3 L: Fe-CuNi, DIN43710, U: Cu-CuNi, DIN43710
4 Pt100: JIS C 1604-1997, IEC 751-1995, DIN IEC751-1996, JPt100: JIS C 1604-1989, JIS C 1606-1989
5 TC 및 RTD의 FS는 측정 범위가 실물 크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여자 전류: 2 mA

아날로그 입력

 입력 범위 측정 범위 측정 정확도 최대 분해능 

  100 mV -100.00 ~ 100.00 mV  10 µV 
  500 mV -500.0 ~ 500.0 mV  100 µV 
  1V -1.0000 ~ 1.0000V  100 µV 
 VDC 5V -5.000 ~ 5.000V  1 mV 
  10V -10.000 ~ 10.000V  1 mV 
  50V -50.00 ~ 50.00V  10 mV 
  1 ~ 5V/FS 1.000 ~ 5.000V  1 mV 
  R1 0 ~ 1768°C (32 ~ 3214°F)    
  S1 0 ~ 1768°C (32 ~ 3214°F)      ±0.05% of FS ±2°C5 (4°F) 1°C (1°F)
  B1 600 ~ 1800°C (1112 ~ 3272°F)     
  K1 -200 ~ 1372°C (-328 ~ 2501°F)    
 T/C E1 -200 ~ 1000°C (-328 ~ 1832°F)     
  J1 -200 ~ 1200°C (-328 ~ 2192°F)      ±0.05% of FS ±1°C5 (2°F)  0.1°C (0.1°F)
  T1 -200 ~ 400°C (-328 ~ 752°F)      
  N1 -200 ~ 1300°C (-328 ~ 2372°F)     
  W2 0 ~ 2315°C (32 ~ 4199°F) ±0.05% of FS ±2°C5 (4°F) 1°C (1°F)   
  L3 -200 ~ 900°C (-328 ~ 1652°F) ±0.05% of FS ±1°C5  (2°F) 0.1°C (0.1°F)  
  U3 -200 ~ 400°C (-328 ~ 752°F)
 RTD6 Pt1004 -200 ~ 850°C (-328 ~ 1562°F) ±0.05% of FS ±0.5°C5 (1°F) 0.1°C (0.1°F) 
  JPt1004 -200 ~ 500°C (-328 ~ 932°F)

±0.1 % of FS

간의 데이터를 저장)

• 파일 분할

• 설정 및 설정 파일 생성

•  윈도우 2000, 윈도우 7 (32비트/64비트), 비스타 (32비트), 윈도우 

XP 지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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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범위 측정 범위 최대 분해능 
 

펄스 None 50k/측정 간격 (순간치)    
   0 - 50000°C 1°C 
  50k °C/FS  1°C 
 

펄스(적분치)
 500k °C/FS  10°C

  5M °C/FS  100°C  
  50M °C/FS  1k °C 
  500M °C/FS  10k °C 
  500 RPM/FS   
 펄스(회전수) 5k RPM/FS 
  50k RPM/FS  — 
  500k RPM/FS  

디지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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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간격으로 분할할 수 있음 

  결합 저장: 데이터-로거 소프트웨어 측정 데이터 파일의 분할된 하위 

파일을 결합 및 저장 

생략 저장: 지정된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건너뜀 

저장 형식: 이진 형식 (데이터-기록기 소프트웨어 전용)

보고 형식 저장: 시간당 보고, 일간 보고, 주간 보고, 월간 보고의 최대, 최소, 

평균을 CSV 형식으로 저장; 측정 데이터를 저장할 CSV 데이터에 추가할 수 

있음

주요 장비 설정 기능: 통신을 이용해 설정 세부사항을 송신/수신, 설정 파일 

로드, 설정 파일 저장

클립보드 복사 기능: 표시한 파형 이미지를 클립보드로 복사

인쇄 기능: 표시한 파형 이미지를 인쇄

아날로그 입력 부분

입력 방법: 유동적인 불균형 입력, 채널 간 절연 (단자 “b”는 RTD 입력이 공유) 

입력 수:  

 XL121: 8 채널 

 XL122, XL124: 16채널 

입력 유형: 써모커플, RTD(나사 타입만), DCV

범위와 측정 범위: 

  기준 작동 조건: 온도 (23 ±2°C), 습도 (55 ±10% RH), 전원 공급장치 전압 

(100 ~ 240 Vac), 전원 공급장치 주파수 (50/60 Hz ±1% 이하), 예열 (30

분 이상), 진동 없음, 등은 장비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t

기준 접점 보상: 내부 기준 접점 보상을 이용

기준 접점 보상 정밀도: ±1°C

최대 입력 전압: 

 1 Vdc 이하 및 TC의 전압 범위: ±10 Vdc 

 5 Vdc 이상의 전압 범위: ±60 Vdc

입력 저항: 약 1 MΩ

최대 공통 모드 전압: 30 Vac RMS (50/60 Hz) 또는 ±60 Vdc 

공통 모드 거절비: 

 100 dB 이상 (50/60 Hz): 디지털 필터 끔 

 140 dB 이상 (50/60 Hz): 디지털 필터 켬

측정 간격: 5초 (8-채널 단자판)/10초 (16-채널 단자판)

정상 모드 거절비 50 dB 이상 (50/60 Hz): 디지털 필터 켬

측정 간격: 5초 (8-채널 단자판)/10초 (16-채널 단자판)

써모커플 번아웃 탐지: 써모커플 측정 중에 탐지 기능을 계속 켜 놓음  

(번아웃만 확대) (표시: “+*****”)

디지털 입력 부분

입력의 수:  

 펄스 입력: 1채널 

 로직 입력: 2채널

입력 사양:  

 낮음: 0.9V 이하나 단자 단락 

 높음: 2.1V 이상이거나 단자 개방

최대 입력 전압: 10 Vdc

디스플레이 부분

디스플레이 장비: 3.5” TFT 컬러 LCD (320 x 240 픽셀)

디스플레이 컬러:  

 추세/막대 그래프: 16색에서 선택 가능 (빨간색, 녹색, 파란색, 보라색, 갈색, 

오렌지색, 연두색, 밝은 청색, 적자색, 회색, 레몬색, 청록색, 곤색, 노란색, 황록색, 

자주색) 

 배경색: 배경색

업데이트 간격: 최대 약 1초 (측정 간격)

저장 기능

측정 간격: 100 ms (8채널 단자판을 이용할때만), 200 및 500 ms, 1, 2, 5, 10, 

20, 30초, 1, 2, 5, 10, 20, 30분, 1시간

* 펄스 입력 중 샘플링 간격은 1초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 통신이 LAN/RS232나 LAN/RS485로 설정되어 있으면, 샘플링 간격은 10

초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내부 메모리: 16 MB

외부 저장 매체: 소형 플래시 메모리 카드 (타입 2), SD 카드, USB 메모리 (USB 

메모리는 복사 기능만 지원; 오메가가 입증한 USB 메모리만 권장함)

저장 모드: 

 파일 분할: 비분할이나 분할을 선택 (기록 작업 시작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분할해서 저장하려면 분할로 지정)

메모리 완전 가동: 중지, 반복, 삭제를 선택

알람 기능 (알람 출력): 

    50k/초 (초당 펄스 수를 계산하고 회전 수로 전환)

   50k/측정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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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유형: 높음(상한), 낮음 (하한), 윈도우-인 (지정한 상한/하한 범위 내), 

윈도우 아웃(지정한 상한/하한 범위 밖) (로직 입력에는 높음과 낮음 알람만 

이용할 수 있음)

측정 시 알람 지연 시간 수치: 0 ~ 36,000 

 디스플레이: 알람이 발생하면 알람 상태는 상태 표시 영역에 표시되고 측정한 

값은 빨간색으로 표시됨 (비고정 및 고정 타입에서 선택 가능) 

 히스테리시스: 켜짐/꺼짐 전환 (고정 폭의 0.5%, 모든 채널에 공통) 4채널  

(비절연) 

 버저: 출력 시 켜짐/꺼짐 전환 

 기록: 최신 정보를 120 세트까지 기록할 수 있음 

 출력 형식: 개방 컬렉터, 5V 풀업 저항 (100 kΩ) 

 접촉 용량: 5 ~ 40V, 100 mA

필터 기능 (아날로그 입력): 꺼짐 중에서 선택 가능, 50 및 60 Hz

평균 기능 (아날로그 입력): 이동 평균 계산, 1, 2, 5, 10, 20회에서 선택

자동 측정 기능: CF 카드, SD 카드, USB 메모리에 저장된 설정 파일 

(AUTORUN.SET)은 자동으로 로드되고, 파일의 내용에 따라 기록이 시작됨.

통신 기능: LAN과 RS485, LAN과 RS232 같이 2개 동시 통신이 가능, 이더넷 

(10BASE-T/100BASE-TX), USB 포트가 있는 PC에서 USB를 가동하는 

윈도우 2000 또는 XP, RS232, RS485, 직렬 통신 모드버스 프로토콜, 표준 

프로토콜– 전송 매체: LAN, USB, RS232, RS485

전원 공급 부분

작동 전압 범위: 90 ~ 132, 180 ~ 264 Vac

정격 공급 주파수: 50/60 Hz

배터리: 전용 리튬 이온 배터리 (2400 mAh, 7.4V)

배터리 작동: 주 장비에서만 충전할 수 있음; 배터리와 AC 어댑터를 모두 이용할 

때 장비는 AC 어댑터로 가동

Charging Function: 배터리는 장비를 이용 중일 때 충전할 수 있음; 충전은 약 8

시간이 걸림

기본 액세서리: 

 단자판: 8채널 (95052) 또는 16채널 (95053, 95055) 

 AC 어댑터: 100 ~ 240 Vac 

 고무 부츠: 충격 보호 (93036) 

 스크튜드라이버: 단자판에 있는 푸시록 나사용 

 CD-ROM: 기본 소프트웨어, USB 드라이버, 사용자 설명서, 통신 기능 

설명서, 간단 설명서 

일반 사양
사용 위치: 실내, 고도 2000m (6561.6’) 이하

작동 온도/습도 범위: 0 ~ 50°C (32 ~ 122°F) [배터리를 이용할  

경우 0 ~ 40°C (32 ~ 104°F)], 상대습도 5 ~ 85% (비응결)

보관 온도/습도 범위: -20 ~ 60°C (-4 ~ 140°F), 상대습도 90%  

이하 (비응결)

절연 저항: 

 각 입력 단자와 프레임 사이: 20 MΩ 이상 (500 Vdc) 

 입력 단자 사이 (단자 b 제외): 

 20 MΩ 이상 (100 Vdc) 

 각 입력 단자와 디지털 입력/출력 사이:  

 20 MΩ 이상 (100 Vdc)

내전압: 

 각 입력 단자와 프레임 사이: 350 Vp-p (50/60 Hz), 1분 

 입력 단자 사이 (단자 b 제외):  

 350 Vp-p (50/60 Hz), 1분 

 각 입력 단자와 디지털 입력/출력  

사이: 350 Vp-p (50/60 Hz), 1분

크기: 약 155 W x 155 H x 55 mm D (6 x 6 x 2.2”), 돌출 부위와  

고무 부츠 

무게: 약 800 g (1.8 lb), 배터리와 고무 부츠 

기준 준수: 

 안전 기준: EN61010-1; 측정 범주 I (이용 회로 전압 ±60 Vdc); 오염도 2; 

정격 과도 과전압 350 Vp-p 

 방출: EN61326 A급, EN55011 A급 그룹 1 

 EN61000-3-2, EN61000-3-3: 이 제품은 A급으로 산업 환경에서 

이용하며, 가정용으로 이용할 경우 전파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이용할 때는 측정을 적당히 해야 합니다. 

 면역: EN61326 장비를 상업 환경에서 이용하기 위한 면역 시험 요건 첨부; 

면역 시험 환경에 따른 성능 기준: B (자가 복귀식 성능 악화) 

 주문하기
 모델 번호 설명

 RDXL121-D  8채널 플러그 인 단자 

 RDXL122-D 16채널 플러그 인 단자

사용자 설명서, 고무 부츠, AC 어댑터, CD-ROM 기본 소프트웨어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RDXL121-D, 8채널 데이터 로거,  RDXL900, 데이터 로깅 소프트웨어

OCW-3, OMEGACARESM 는 표준 1년 보증을 총 4년으로 연장합니다.
연장 보증
 프로그램

SM 이 페이지에 있는 모델의 경우 

OMEGACARESM 연장 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문시 문의하세요.

 모델 번호 설명

 RDXL900   데이터 로거 소프트웨어  
  (윈도우 7/비스타)

 RDXL-91011  3 m (10’) RS232 케이블

 RDXL-94009  리튬 이온 배터리 2400 mAh

 RDXL-91029  3 m (10’) 디지털 I/O 케이블 

 RCC-1000     튼튼한 운반 케이스

 OM-3000-SC  가벼운 운반 케이스           

 RDXL-93039  스탠드     

 RDXL-93936  교체용 고무 부츠

 RDXL-95052  단자판 (8채널 플러그 인)

 RDXL-95053  단자판 (16채널 플러그 인)

Accesso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