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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MHz

�CH ��� MHz

WF����

특 징

FG를 지속적으로 제조해 온 NF가 생각하는 "FG의 기본 성능・기능"
● 최고

��� MHz, 고 확도・고 분해능

● 진폭

분해능 ��비트

● 진폭

설정 최대 �� Vp-p/개방.

・사인파 출력 :
�.�� μHz～최고 ��� MHz
・방형파/펄스파 출력 : �.�� μHz～�� MHz
・주파수 정확도 :
±(설정의 � ppm＋� pHz)
최소 분해능 �.�� μHz(�� MHz 미만)
독자적인 회로 구성에 의해 ��� MHz급 펑션 제너레이터에는 없는 ��비트의
진폭 분해능을 실현.

・최대 출력 전압은 ��� MHz 이하에서 �� Vp-p.
(최소 설정 분해능은 �.� mVp-p이며, � Vp-p 설정도 가능)

● 풍부한

출력 파형

고도의 시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고 품위의 신호 생성
●저

지터 ＜�� ps rms

●저

왜곡 ＜�.��%

지터 �� ps rms이하(typ. ��� Hz 이상), 기존 제품에 비해 대폭으로 경감한
안정된 방형파 출력이 가능.
또 트리거 지터도 �.� ns rms 이하(typ.)로 경감.
펑션 제너레이터이지만 전 고조파 왜곡율(THD) �.��% 이하(보증치)와 저
왜곡 사인파 출력을 실현.

● 고속・대용량

임의 파형 ��� MS/s, �Mi ＊ 워드.
임의 파형의 샘플링 레이트는 초당 ��� M 샘플로 종래 기종에 비하여 고속화를
실현.
�파형당 최대 �Mi 워드, 총용량 � Mi 워드의 대용량 메모리를 탑재.
＊Mi : ��� =�������

사인파, 방형파(듀티 가변), 펄스파(펄스폭, 듀티, 상승/하강 시간 가변),
램프파(대칭 가변), 노이즈(가우스 분포), DC,임이파형,파라미터가변(��종류)

●고

분해능 설정

연속, 스위프(주파수, 위상, 진폭, DC 오프셋, 듀티), 버스트(오토 버스트,
트리거 버스트, 게이트, 트리거 게이트), 시퀀스, 내부 변조/외부 변조(FM,
FSK, PM, PSK, AM, DC 오프셋 변조, PWM)

●실

시간 주파수 특성 보정

● 다채로운

주의

WF����

발진 모드

주파수 설정 분해능은 �� MHz 미만에서 �.�� μHz, �� MHz 이상에서 �.� μHz
라는 초 저주파부터 고 주파까지 높은 설정 분해능을 유지.
발진 주파수에 맞추어 진폭을 실 시간으로 자동 보정

NF의 FG만이 갖는 독창적인 오리지널 기능
● “플러스

● 전원

전압·전원 주파수

전원 전압, 주파수의 경우 일부 제품은 AC��� V, �� Hz～�� Hz 로 출하 합니다.
사용 하실 지역에 맞춰 전원 전압을 변경 해야 할 때는 주문 시 지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크기·무게

크기 표시는 폭, 높이, 너비 순이고 단위는 mm입니다. 무게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잡이, 고무다리 등 돌기물은 제외합니다.

● 가격·견적

이 카탈로그에는 가격이 기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격이나 견적에 대한 문의는 당사 또는 대리점으로 연락
바랍니다.

● 기재

사항

이 카탈로그에 기재된 제품 사양은 지면 관계상 상세한 설명이 부족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양이
필요 할 때는 직접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해를 바랍니다.
＊ CE마킹은 ����/ � / �현재 인증 기준 입니다.

게이트 제어 스위프

● 시퀀스

●

기능

PWM

트리거 게이트

파형, 주파수, 진폭, DC 오프셋, 위상, 방형파 듀티를 계속 변화시키면서
출력할 수 있는 시퀀스 기능을 탑재. 본체 또는 부속된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이 가능.

�채널 연동 (WF����)

�채널 독립 설정 외, �상, 주파수차 일정 등을 설정 가능. �채널을 연동한 채
각종 스위프도 가능. 출력은 각 채널이 본체로 부터 절연.

● 플로팅

파형 출력의 신호 접지는 본체에서 절연 되어 있고 각각 다른 전위에 있는
기기와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라운드 루프가 원인이 되는 노이즈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외부

가산 입력

외부의 신호와 내부에서 생성하는 파형을 가산하여 출력 가능.
・입력 주파수 : DC～��� MHz.

● 인터페이스

�채널”의 서브 출력 기능 탑재

(WF����은 �상, WF����은 �상 신호 발생기로)
서브 출력은 메인 출력과는 독립된 연속 신호를 출력.
파형・위상・진폭・DC 오프셋은 메인 출력과의
위상차를 설정 가능.
메인 출력에서 내부 변조 기능을 사용 중일 때는
서브 출력을 이용해 변조 파형을 출력 가능.

● 싱크레이터

기능

외부에서 입력된 신호에 메인 출력 신호를 자동으로 동기 시키는 기능.
외부 입력 신호와 메인 출력의 위상차 조정도 가능.

● 노이즈

등가 대역폭 설정

노이즈 등가 대역폭 : ��� M/�� M/�� M/� M/� M/��� k/��� kHz

● 버스트+변조,

스위프+변조

버스트 발진과 동시에 내부 변조/외부 변조가 가능. 또 스위프 발진 시에는
외부 변조가 사용 가능.

각종 기능을 이용한 특정 용도 용 파형 예
�상 교류 파형

리졸버 신호(모터)

사용 기능 : �채널 연동, 서브 출력

사용 기능 : 진폭 변조

USB, GPIB, LAN(옵션)

● 임의

파형 작성 소프트웨어,
시퀀스 편집 소프트웨어 표준 첨부

1

DC 오프셋 변조

2

디지털 펑션 제너레이터

WF����/ WF����/ WF����/ WF����

－MULTIFUNCTION GENERATOR－

필요한 파형을 자유롭게 출력

고확도로 안정된 출력, 풍부한 출력 파형, 각종 용도에 대응하는 다체로운 발진 모드, 탁월한 조작성등, 필요한 파형을 맘 대로 생성해 내는
WAVE FACTORY의 라인 업 입니다.
●

저 노이즈

●

저 왜곡

●

진폭 분해능

�� bit

●

시퀀스 기능―다양한 파라미터를 프로그램하여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시퀸스 기능

임피던스측정기
임피던스 애널라이저

－IMPEDANCE ANALYZER－

특 징

전자 부품, 반도체 디바이스에서 재료,
소재의 특성 평가까지

●

기본 확도

±�.��%

●

임피던스 범위

�� μΩ～��� GΩ (모드: IMPD-EXT)

●

다양한 임피던스 측정 니즈에 대응

●
●

�CH �� MHz
WF����

�CH �� MHz
WF����

특 징

● 광대역
● 진폭

0.01 μHz～30 MHz

�CH �� MHz
WF����

●

�CH �� MHz
WF����

●

표준 파형과 임의 파형

출력 파형
각종 표준 파형, 임의 파형, 파라미터 가변 파형

발진 모드
연속, 버스트/트리거/게이트, 외부 · 내부변조, 스위프, 시퀀스 발진
모드(WF1948/WF1974)

2채널 독립, 2상, 주파수 차 일정, 주파수 비 일정, 차동 출력

● 충실한

여러 기능
펄스 제너레이터로 사용가능, 외부 10MHz 주파수 기준 입력, 외부
가산 입력, 설정 메모리, 여러대 동기 운전, 유저 정의 단위…등

측정 모드

오실레이션 모드 & �채널 모드

[예]

CF제어 정현파
가변 파라미터 : 크레스트 팩터 (�.��～��.��)

측정 속도

측정 파라미터

�.� ms/point

Z, R, X, Y, G, B, Ls, Lp, Cs, Cp, Rs, Rp, θz, θy, D,
Dε, Dµ, Q, V, I, εs, εs', εs", µs, µs', µs",
FREQUENCY

시퀀스 기능을 이용하여 파형, 주파수, 진폭 등 파라미터를 프로그램하여 순차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부속된 ʻ시퀀스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복잡한 프로그램의 작성, 편집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IMPD-�T 고주파 측정 모드

전압: �～�.�� V rms , 전류: �～�� mA rms , 설정 분해능: �자릿수 또는 �� μV rms (전압), ��� nA rms (전류)，중 큰쪽.

�� μHz～�� MHz

��MHz～��MHz

표준 DC 바이어스

전압: －�.�� V～＋�.�� V, 전류: －��� mA～＋��� mA

측정 레인지[Ω]

��, ���, �k, ��k, ���k, �M, AUTO

전압: －��.�� V～＋��.�� V(무부하 시)

OSC

�, ��, ���, �k, AUTO

Z, R, X, Y, G, B, Ls, Lp, Cs, Cp, Rs, Rp, θz, θy, D, Dε, Dµ, Q, V, I, εs, εs', εs", µs, µs', µs", FREQUENCY

G-PH 게인・페이즈 측정 모드

IMPD-EXT 외부 확장 측정 모드

�� μHz ～ �� MHz

측정 AC 신호 레벨 설정 범위 (� ～ �.�)×｜K｜Vrms(K: 구동용 앰프 배율)

표준 DC 바이어스 설정 범위 －�.��×K V ～＋�.��×K V(K: 구동용 앰프 배율)

PORT� / 측정 레인지[Vrms]
PORT� 오버 검출 설정 범위

��m, ��m, ��m, ���m, ���m, ���m, �, �, �, �, AUTO
� ～ � Vrms

측정 파라미터

Z, R, X, Y, G, B, Ls, Lp, Cs, Cp, Rs, Rp, θz, θy, D, Dε, Dµ,
QC, QL, V�, V�, εs, εs', εs", µs, µs', µs", FREQUENCY

측정신호제어(스위프)
스위프 항목

주파수,측정 AC 신호 레벨, DC 바이어스, 시간(제로스팬)

스위프 제어

SWEEP UP : 하한 → 상한 방향으로 스위프
SWEEP DOWN : 상한 → 하한 방향으로 스위프
SPOT : 고정 주파수･측정 신호 레벨･바이어스로 측정
REPEAT : SWEEP 또는 SPOT를 반복함

스위프 밀도

�～�,��� steps/sweep

주파수 �.� ms/point ～, 측정 AC 신호 레벨 � ms/point ～

스위프 시간

측정 처리부

공진점 추적 기능

등가회로추정기능

＊�

압전 상수 산출 기능
시퀸스 측정 기능

＊�

컴퍼레이터

오차 보정 기능
시퀀스 편집

±�.��%

측정 AC 신호 레벨

주파수범위

주파수 범위

시퀀스 기능(WF����/WF����)

IMPD-�T 표준 측정 모드

±�.��%

모드

내장 파형 예

3

－� V～＋� V / －�� V～＋�� V (� kHz 이상)
－��� mA～＋��� mA

DC 바이어스

기본 확도

측정 파라미터

편리성을 추구
설정 항목, 파형을 하나의 화면에 표시, 채널 별로 본체와 절연,
USB/GPIB 인터페이스, AC90V～250V 입력...등

��종류의 어플리케이션 고유 파형을 내장.
가변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필요한 파형을 작성

모드

HV DC 바이어스 설정 범위

● 사용

파라미터 가변 파형(WF����/WF����)

측정 AC 신호 레벨 �.�� mVrms～� Vrms / �.� µArms～�� mArms

사 양

● 다채로운
● 2채널

�� μHz～�� MHz

측정 모드
˙IMPD-�T 표준 측정 모드 폭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고확도 측정이 가능한 모드.
˙IMPD-�T 고주파 측정 모드 높은 주파수에서 안정된 측정이 가능한 모드.
˙IMPD-EXT 외부 확장 측정 모드 외부에 앰프나 션트 저항을 접속해 측정
가능한 모드.
˙G-PH 측정 모드 게인・페이즈를 측정 가능한 모드.

● 다양한

프로그램 기능
ʻ시퀀스 기능’으로 출력 패턴을 자유로이 프로그램

주파수 범위

● ４가지

분해능
WF1947/ WF1948 : 16 bit, WF1973/ WF1974 : 14 bit

● 편리한

ZA�����

＊�: 측정 모드 G-PH 제외

측정 주파수를 시료의 공진 주파수에 자동적으로 추적하는 기능
주파수 스위프 측정 결과로부터 등가회로(�종) 각 정수를 계산
주파수 스위프 측정 결과로부터 압전 관련 정수 산출

설정 메모리(패널면 메모리) 내용에 따라 측정하는 기능

SPOT 측정 결과: 최대 ��개로 분류
SWEEP 측정 결과: 상한･하한 판정 판정치 설정수 �～��
오픈보정 , 쇼트 보정 , 로드 보정 , 포트 연장 ,
＊�
이퀄라이즈 (측정계의 주파수특성을 보정),
셀프 캘리브레이션(본 기내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자기
＊�
보정하는 기능), 전위 경사 제거
＊�

＊�: 측정 모드 G-PH만

＊�

＊�

＊�: 측정 모드 IMPD-EXT만

＊�

각종 기능
표시기

그래프

Gain: dBR(게인 dB)、R(게인 절대 값), a(게인 실부), b(게인 허부)
θ、GD(군지연), V�, V�
�.�인치 컬러 TFT-LCD(SVGA) 터치 패널 장착

보드 선도, 나이키스트 선도 Cole-Cole plot (측정모드G-PH제외)

그래프 추적 측정 데이터(MEAS), 참조 데이터(REF�～�) �개
마커

마커 표시 가능(최대 �개), 마커 서치 기능 있음

외부 기억

매체: USB 메모리(정면 패널, USB-A 커넥터)
보존 항목: 설정 조건, 측정 데이터(MEAS), 참조 데이터(REF�~�)
보존 형식: CSV형식, BMP형식(LCD화면 하드카피)

메모리

측정 조건: ��개(측정 모드별)
측정 데이터(MEAS): 스위프 측정한 데이터 본체 내부 스토리지에 최대 ��개 저장 가능
참조 데이터(REF): 측정 데이터(MEAS)와 함께 그래프 표시 가능한 데이터. (최대 �개)
오차 보정 데이터

외부 입출력 GPIB, USB, LAN, RS-���, 외부 모니터(아날로그 VGA),
기타(기준 클록 입력, 기준 클록 출력, 핸들러 인터페이스, 확장 커넥터)
기능

일반사양

전원 입력

AC��� V～��� V ±��% 단, ��� V 이하

소비 전력

최대 ��� VA

무게

약 �.� kg

크기

���(W)×���(H)×���(D) mm (돌기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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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R 미터

－LCR METER－

고속 & 고 정도

특 징

● 고속
●고

ZM����/ ZM����/ ZM����
측정 : 최고속 � ms(� kHz시)

ZM����

사 양

측정 파라미터

기본 확도

측정 주파수

�� mVrms～�.�� Vrms/ �� μArms～��� mVrms
(분해능 �자리)

설정/보정치 메모리 ��조
인터페이스

� ms에서 ��� ms까지 �단 전환

전원

INT 내부 (자동 연속 트리거), MAN(수동), EXT(핸들러
인터페이스), BUS(리모트 제어)

무게

�개의 접촉점에서 접촉 불량을 검출 추가 시간 � ms(ZM����),
이상 저 용량, 이상 전압·전류를 검출(ZM����)

크기(mm)

�.���� s～���.���� s(ZM����)

트리거 동기 구동

�개의 접촉점에서 접촉 불량을 검출 추가 시간 � ms(ZM����),
이상 저 용량, 이상 전압·전류를 검출(ZM����)

USB, RS-���, GPIB(ZM����/ ZM����),
LAN(ZM����, 옵션)
AC ���～��� V ±��％ (단, ��� V 이하)

ZM����/ZM���� : ���(W)×��(H)×���(D)
ZM���� : ���(W)×��(H)×���(D)
ZM���� : 약 �.� kg
ZM���� : 약 �.� kg
ZM���� : 약 �.� kg

�.��� s～���.��� s(ZM���� / ZM����)

지연 시간

미리 설정한 기준치와의 편차, 편차 %를 표시
주 파라미터 : 최대 �분류(ZM����)
최대 ��분류(ZM����/ ZM����)
부 파라미터 : 상 하한 판정, 원래의 측정값(original
measured value), 편차, 편차%로 분류 가능

핸들러 인터페이스 신호 절연, 입력 신호(트리거, 키 록(keylock), 설정/ 보정값
(ZM����/ ZM����) 메모리 지정）,출력 신호(판정 결과 BIN�～BIN��)

RAP(rapid), FAST, MED, SLOW, VSLO(very slow)

트리거 원

체크 기능, 핸들러 인터페이스(ZM����)

바이어스, 콤퍼레이터, 편차 표시, 트리거 구동 등

접속체크

내부 DC 바이어스 �～+�.�� V(ZM���� / ZM����), �～+� V(ZM����)

접속체크

● 접속

● DC

� mHz～��� kHz, 분해능 �자리(ZM���� / ZM����)

ALC CV(정 전압)/ CC(정 전류)/ 무효

측정 속도

레벨 제어(ALC) : 정 전압(CV)/ 정 전류(CC)

편차 측정
콤퍼레이터

� mHz～�.� MHz, 분해능 �자리(ZM����)

측정 신호 레벨

저항 측정

● 자동

주 파라미터 : |Z|, |Y|, L, C, R, G
L, C, R의 등가 회로는 병렬/ 직렬/ 자동 선택을 지정 가능
부 파라미터 : Q, D, θ, X, B, Rs, Rp, G, Lp, Rdc
주 파라미터, 부 파라미터, 등가 회로를 모두 자동 선택 가능
�.��%

주파수 특성 분석기

정도 : �.��%

● 직류(DC)

측정시에만 구동/ 상시 구동 전환

테스트 픽스쳐・테스트 리드（옵션）

2325AM
（소형 클립）

�단자 악어 클립 테스트 리드

켈빈 클립 테스트 리드

2324
■칩 부품

2325AL/ 2325AM

측정 주파수 ≦ ���kHz

●

측정 주파수 ≦ ���kHz

ZM2392
●

측정 주파수 ≦ ��kHz

�단자 악어 클립 테스트 리드

ZM2391
●

측정 주파수 ≦ ��kHz

칩 테스트 픽스처

ZM2394

●

●

●

ZM2394H

ZM2393

●

●

대응 부품 크기 ����
(두께 �.�mm) ～ ��mm각

측정 주파수 ≦ �.�MHz
대응 부품 크기 ���� ～ ����

■리드 부품

ZM2366
●
●

측정 주파수 ≦ ��MHz
선단 간격 � ～ �mm (typ.)

칩 부품용 테스트 리드

2326A
●
●

측정 주파수 ≦ �.�MHz
선단 간격 � ～ �mm (typ.)

■DC 전압 바이어스 어댑터
테스트 픽스처

ZM2363

●

측정 주파수 ≦ ��MHz

ZM2329

（ZM����용）
● ± ��V, � 단자대 구조

ZM2328

�� μHz～�� MHz

● 기본

확도

이득±�.�� dB, 위상±�.��°

● 측정

속도

�.� ms/point

측정 전압

입력 전압

���V CATⅡ/���V CATⅢ

��� Vrms

측정, 마커 서치 기능, 군 지연 측정, 주파수 변화시 위상 제어,
로드 보정, 포트 연장 기능, 전위 경사 제거 기능, 외부기준 클록 타.

어플리케이션

● 압전 소자의 공진 특성 측정
● 무선 전력 전송 효율 측정

사 양
●

● 전압이 인가된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특성 측정

● 전지의 내부 임피던스 측정

● 필트의 입 출력 특성 측정

● 진동 해석

발진부

�� μHz～�� MHz, 설정 분해능 : �� μHz
확도 : ±�� ppm(내부 기준 클록 사용시)
�～�� Vpk, 설정분 해능 : �자릿수 또는 �.�� mVpk 중 큰 쪽
AC 진폭
−�� V～+�� V, 설정 분해능 : �� mV
DC 바이어스
출력 임피던스
�� Ω ±�％ (� kHz)
최대 출력(AC+DC) 전압 ±�� V, 전류 ±��� mA
출력 제어
QUICK : 순시에 설정 전압 또는 � V 로 됨
SLOW : 약��초 간 천천히 감소하여, 설정 전압 또는 � V 로 됨
위상 �°에서 출력 OFF/주파수 변경기능
AC, DC 동시 ON/OFF 및 AC 만 단독 OFF가능
측정 개시/종료시에 자동 ON/OFF가능
스위프
스위프 밀도 : �～��,��� steps/sweep
스위프 종류 : 리니어 또는 로그 선택 가능
스위프 시간 : 최속 �.� ms
��� V CATⅡ/��� V CATⅢ (BNC 접지 대 본체)
아이솔레이션

분석부 입력

IMRR
연산 처리 기능

분석 처리부

�채널(CH�, CH�)
��� V CATⅡ/��� V CATⅢ (BNC 접지 대 본체)
��� V CATⅡ/��� V CATⅢ
��� Vrms
��� dB typ.(�� Hz～� MHz)
UP SWEEP : 스위프 측정(주파수 오름순)
DOWN SWEEP : 스위프 측정(주파수 내림순)
SPOT : 현재 주파수 측정(비 스위프)
REPEAT : 고정 주파수 반복 측정
SINGLE : 고정 주파수 �회 측정
아이솔레이션 모드 제거비 ��� dB 이상(DC～�� Hz)
적분 기능, 지연 기능, 측정 개시 지연 기능, 자동 적분 기능,
진폭 압측 기능, 자동 고밀도 스위프.
측정 확도=상대 확도+교정 확도
상대 확도=±( | 기본 확도 | + | 다이나믹 확도 | + | 레인지간 확도×N | )
교정 확도 : 외부에 접속된 션트 저항, 프로브, 교정용 표준기 등의 확도

기본 확도(발췌) 게인(비)/임피던스 Z/위상
��� kHz 이하, 또 �� mV～�� V 레인지 : ±�.�� dB/±�.��%/±�.��°
��� kHz 이하, 또 ��� V 레인지 : ±�.� dB/±�.�%/±�.�°
� MHz 이하, 또 �� mV～�� V 레인지 : ±�.� dB/±�.�%/±�.�°

●

[조건] 적분 ��사이클 이상 양 채널 모두 고정 레인지, 동일 레인지
양 채널 모두 레인지 풀 스케일 신호 입력시 게인･임피던스･위상오차
●

레인지간 확도(발췌) 게인(비)/임피던스 Z /위상
��� kHz 이하, 또 ��� V 레인지 이하 : ±�.�� dB/±�.��％/±�.�°
�� MHz 이하, 또 �� V 레인지 이하 : ±�.�� dB/±�.��％/±�.�°
��� kHz 이하, 또 ��� V 레인지 이하 : ±�.� dB/±�.�％/±�.�°

다이나믹 확도(발췌) 게인(비)/임피던스 Z/위상
��� kHz 이하, 또 ��� mV～��� V 레인지 : ±�.� dB/±�.� %/±�.�°
�� MHz 이하, 또 ��� mV～�� V 레인지 : ±�.� dB/±�.� %/±�.�°

[조건] 적분 ��사이클 이상 양 채널 모두 고정 레인지, 동일 레인지
양 채널의 입력 신호 레벨이� : � 또는 � : �.�일때, 입력 신호 레벨이
큰 쪽 채널 레인지의 풀 스케일에서 레인지의 �/�� 까지 변동 할때
채널간의 게인･Z･위상의 변동 분.
●

●

●

[조건] 적분 ��사이클 이상 양 채널 모두 고정 레인지
양 채널의 측정레 인지 하나가 다르고 입력 신호 레벨은 양 채널이 동일
(작은 쪽 레인지의 풀 스케일 레벨)할 때 게인･Z･위상의 오차
●

●

●

●

게인 측정

분석 모드

그래프 종류
측정 데이터 항목
●

임피던스 측정

측정 방법
분석 모드

그래프 종류
측정 데이터 항목

●

표시부

●

외부 기억 미디어

●

일반 사항

표시부
그래프 표시 스타일

비 : CH�/CH�, CH�/CH�
진폭 : CH�, CH�
보드 선도, 나이키스 트선도, 니콜스 선도
dBR(게인dB), θ(위상), GD(군지연), R(게인 절대치/진폭),
a(게인 실부/진폭 실부), b(게인 허부/진폭 허부)
CH�은 측정치의 진폭을 전압으로, CH�의 측정치는
진폭을 전류로 측정
임피던스 CH�/CH�, 어드미턴스 CH�/CH�,
전압 CH�, 전류 CH�
보드 선도, 나이키스트 선도, 니콜스 선도
Z(임피던스의 크기), R, X(레지스턴스, 리액턴스)
Y(어드미턴스의 크기), G, B(콘덕턴스, 서셉턴스)
Ls, Lp(인덕턴스), Cs, Cp(커패시턴스) Rs, Rp(레지스턴스)
V(전압), I(전류), θ(위상), D(손실율), Q(품질 계수)
�.� 인치 컬러 TFT-LCD(SVGA), 터치 스크린
SINGLE : 화면에 하나의 그래프를 표시
SPLIT : 화면에 두개의 그래프를 상하에 표시 데이터 표시

매체
커넥터

USB 메모리
정면 패널, USB-A 커넥터

인터페이스

GPIB : 규격 IEEE���.�, IEEE���.�
USB : USBTMC
LAN : ��/���Base-T
RS-��� : 통신 속도 ����～������ bps
프로젝터, 외부 모니터 접속용
커넥터 : VGA(미니D-Sub ��핀)
신호 : ���×��� dot(SVGA)
아날로그 RGB 컴포넌트 영상 신호
AC��� V ～ ��� V ±��％, 단, ��� V 이하
�� Hz/�� Hz ±� Hz
최대 ��� VA
���(W)×���(H)×���(D)(돌기물 제외)
약 �.� kg

외부 모니터

●

●

●전원 회로의 루프 게인 측정

●

주파수

●

（ZM����/ZM����용）
● ± ��V, � 단자대 구조

주파 수범위

● 시퀸스

측정 확도
(고정 레인지)
칩 부품용 테스트 리드

● 측정

● 최대

●

측정 주파수 ≦ �MHz
대응 부품 크기 ����
(두께 �.�mm) ～ ��mm각

ZM2394H ● 측정 주파수 ≦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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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빈 클립 테스트 리드

특 징

FRA�����

● 아이솔레이션/최대

입력 채널수
아이솔레이션
최대 입력 전압
최대 측정 전압
다이나믹 레인지
측정 모드

2325AL
（표준 클립）

－FREQUENCY RESPONSE ANALYZER－

전자 회로, 전자 부품・재료에서 메커트로닉스・전기 화학까지,
폭넓은 분야의 주파수 특성 측정을 커버.

●

■범용 부품

●

주파수 특성 분석기

전원

소비 전력
크기(mm)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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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인・페이즈 분석기 －GAIN-PHASE ANALYZER－

인버터・스위칭 전원의 루프・게인 측정에.

특 징
●

측정 주파수 범위

�� μHz～� MHz

●

기본 확도

이득±�.�� dB, 위상±�.��°

●
●
●
●

어플리케이션

● DC-DC컨버터의 루프・게인 측정
● 메커니컬 서보 특성 측정

사 양

● 발진부

주파수

AC 진폭
DC 바이어스
출력 임피던스
최대 출력(AC+DC)
출력 제어

스위프
아이솔레이션
● 분석부

입력

입력 채널수
아이솔레이션
최대 입력 전압
최대 측정 전압
다이나믹레 인지
측정 모드

IMRR
연산 처리 기능
●

표시부

●

외부 기억 미디어

USB 메모리
정면 패널, USB-A 커넥터

인터페이스

GPIB : 규격 IEEE���.�, IEEE���.�
USB : USBTMC
LAN : ��/���Base-T
RS-��� : 통신 속도 ����～������ bps
프로젝터, 외부 모니터 접속용
커넥터 : VGA(미니D-Sub ��핀)
신호 : ���×��� dot(SVGA)
아날로그 RGB 컴포넌트 영상 신호
AC��� V～��� V ±��％, 단, ��� V 이하
�� Hz/�� Hz ±� Hz
최대 ��� VA
���(W)×���(H)×���(D)(돌기물 제외)
약 �.� kg

일반 사항

외부 모니터
전원

소비 전력
크기(mm)
무게

아이솔레이션/최대 입력 전압
최대 측정 전압

분석 처리부

측정 확도
(고정 레인지)

－FREQUENCY RESPONSE ANALYZER－

생산 라인이나 시스템 구성용으로

이것은 단순한 측정기가 아니다

●

진폭 정도 ±�.�� dB, 위상 정도 ±�.�°
입출력 아이솔레이션

초 저주파의 측정 시간을 단축
간단한 설정 전환

소형 (높이 �� mm, �U)

데이터 표시 소프트웨어 부속

－IMPEDANCE/GAIN-PHASE ANALYZER－

특 징

ZGA����

●

초 저주파 영역부터 측정가능 측정 주파수 범위 �.� mHz～�� MHz

●

풍부한 측정 스윕 파라미터와 주파수축 고정도 스윕
파라미터 : 주파수, AC진폭, DC바이어스, 시간

●

●

[조건]
적분 ��사이클 이상 양 채널 모두 고정 레인지
양 채널 모두 레인지 풀 스케일 신호 입력시 게인･위상오차

파워 디바이스나 고전압 회로 측정에 대응 최대 입력 전압 ��� Vrms,
다이내믹레인지 ��� dB
전 입 출력간 아이솔레이션
아이솔레이션 전압 ��� Vrms

●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여 주는 각종 기능을 장비 오픈・쇼트 보정 기능,

●

●

●

다이나믹 확도(발췌) 게인(비)/위상
��� kHz 이하, 또 ��� mV～��� V 레인지 : ±�.� dB/±�.�°
� MHz 이하, 또 ��� mV～�� V 레인지 : ±�.� dB/±�.�°

●

●

다이내믹레인지 ��� dB 이상

●

기본 확도(발췌) 게인(비)/위상
��� kHz 이하, 또 �� mV～�� V 레인지 : ±�.�� dB/±�.��°
��� kHz 이하, 또 ��� V 레인지 : ±�.� dB/±�.�°
� MHz 이하, 또 �� mV～�� V 레인지 : ±�.� dB/±�.�°

[조건]
적분 ��사이클 이상 양 채널 모두 고정 레인지, 동일 레인지
양 채널의 입력 신호 레벨이� : � 또는 � : �.�일때, 입력 신호 레벨이
큰 쪽 채널 레인지의 풀 스케일에서 레인지의 �/�� 까지 변동 할때
채널간의 게인･위상의 변동 분.

●

●

●

●

측정 주파수 �.� mHz～��� kHz

●

임피던스/게인・페이즈 종합 해석 장치

측정 확도=상대 확도+교정 확도
상대 확도=±( | 기본 확도 | + | 다이나믹 확도 | + | 레인지간 확도×N | )
교정 확도 : 외부에 접속된 션트 저항, 프로브, 교정용 표준기등의 확도

●

●

��� Vrms

FRA����

특 징
●

���V CATⅡ/���V CATⅢ

● 음향・진동 분석

●

주파수 특성 분석기

�.� ms/point

시퀸스 측정, 마커 서치 기능, 군 지연 측정, 주파수 변화시 위상 제어,
오토 레인징, 지연 기능, 진폭 압측 기능등

적분 기능, 이퀄라이저 기능 등

각종 파워 앰프＊를 조합하여 측정물의 동작 범위에 마춘 측정이 가능

고속 바이폴라전원 : ��페이지를 참조 해 주십시오.

＊

●

●

레인지간 확도(발췌) 게인(비)/위상
��� kHz 이하, 또 ��� V 레인지 이하 : ±�.�� dB/±�.�°
� MHz 이하, 또 �� V 레인지 이하 : ±�.�� dB/±�.�°
●

주파수 특성 분석기 / 임피던스 / 게인・페이즈 종합 해석 장치 주변 기기 ( 옵션 )

[조건]
적분 ��사이클 이상 양 채널 모두 고정 레인지
양 채널의 측정 레인지 하나가 다르고 입력 신호 레벨은 양 채널이 동일
(작은 쪽 레인지의 풀 스케일 레벨)할때 게인･위상의 오차
●

●

●

측정 확도
(오토 레인지)

�.� 인치 컬러 TFT-LCD(SVGA), 터치 스크린
SINGLE : 화면에 하나의 그래프를 표시
SPLIT : 화면에 두개의 그래프를 상하에 표시 데이터 표시

매체
커넥터
●

측정 속도

● 무선 전력 전송 효율 측정

● 필터・증폭기 주파수 특성 측정

�채널(CH�, CH�)
��� V CATⅡ/ ��� V CATⅢ (BNC 접지 대 본체)
��� V CATⅡ/ ��� V CATⅢ
��� Vrms
��� dB typ.(�� Hz～� MHz)
UP SWEEP : 스위프 측정(주파수 오름순)
DOWN SWEEP : 스위프 측정(주파수 내림순)
SPOT : 현재 주파수 측정(비 스위프)
REPEAT : 고정 주파수 반복 측정
SINGLE : 고정 주파수 �회 측정
아이솔레이션 모드 제거비 ��� dB 이상(DC～�� Hz)
적분 기능, 지연 기능, 측정 개시 지연 기능, 자동 적분 기능,
진폭 압측 기능, 자동 고밀도 스위프.

표시부
그래프 표시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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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절연형 PFC회로의 루프・게인 측정

�� μHz～� MHz, 설정 분해능 : �� μHz
확도 : ±�� ppm(내부 기준 클록 사용시)
�～�� Vpk, 설정 분해능 : �자릿수 또는 �.�� mVpk 중 큰 쪽
−�� V～+�� V, 설정 분해능 : �� mV
�� Ω ±�％ (� kHz)
전압 ±�� V, 전류 ±��� mA
QUICK : 순시에 설정 전압 또는 � V 로 됨
SLOW : 약��초 간 천천히 감소하여, 설정 전압 또는 � V 로 됨
위상 �°에서 출력 OFF/주파수 변경 기능
AC, DC 동시 ON/OFF 및 AC 만 단독 OFF가능
측정 개시/종료시에 자동 ON/OFF가능
스위프 밀도 : �～��,��� steps/sweep
스위프 종류 : 리니어 또는 로그 선택 가능
스위프 시간 : 최속 �.� ms
��� V CATⅡ/ ��� V CATⅢ (BNC 접지 대 본체)

FRA�����

측정 확도=상대 확도+교정 확도
상대 확도=±( | 기본 확도| + | 다이나믹 확도 | )
교정 확도 : 외부에 접속된 션트 저항, 프로브, 교정용 표준기 등의 확도

기본 확도(발췌) 게인(비)/위상
��� kHz 이하, 또 신호 레벨 � Vrms : ±�.�� dB/±�.��°
� MHz 이하, 또 신호 레벨 � Vrms : ±�.� dB/±�.�°

●

테스트픽스쳐용 변환 어댑터
PA-���-����(� Ω) / PA-���-����(��� Ω)

임피던스 측정 어댑터 PA-���-����

● 고내압 클립 셋트(�개 셋트) PA-���-����

[조건]
적분 ��사이클 이상 양 채널 모두 오토 레인지
양 채널의 입력 신호 레벨이 동일한 크기 일 때 게인･ 위상 오차
●

● 고내압 악어 클립 케이블 셋트(소)(�개 셋트) PA-���-����

●

● 고내압 악어 클립 케이블 셋트(대)(�개 셋트) PA-���-����

●

다이나믹 확도(발췌) 게인(비)/위상
��� kHz 이하, 또 신호레벨이 �� Vrms～��� Vrms : ±�.� dB/±�.�°
� MHz 이하, 또 신호레벨이 ��� mVrms～�� Vrms : ±�.� dB/±�.�°

● 악어 클립 케이블 셋트(�개 셋트) PA-���-����

●

[조건]
적분 ��사이클 이상 양 채널 자동 레인지
양 채널의 입력 신호 레벨의 관계가 � : � 또는 � : �.� 일 때,
더 큰 채널의 입력 신호 레벨이 � Vrms을 기준으로 상기 범위로
변화했을 때 채널 간 게인･위상 변동 분
●

●

●

분석 모드

그래프의 종류
측정 데이터 항목
보정 기능
(이퀄라이징)

비 : CH�/CH�, CH�/CH�
진폭 : CH�, CH�
보드 선도, 나이키스트 선도, 니콜스 선도
dBR(게인dB), θ(위상), GD(군지연), R(게인 절대치/진폭),
a(게인 실부/진폭 실부), b(게인 허부/진폭 허부)
센서, 케이블 등 측정계의 주파수 특성을 보정

루프 게인측정 어댑터 PA-���-����

● 고내압 BNC어댑터(T브랜치) PC-���-����

션트 저항 PA-���-����

시그널 인젝터프로브 ����

● 고내압 BNC케이블 PC-���-����

● 고내압 연장BNC케이블 PC-���-����

● 교환용 프린터 용지(��롤) PC-���-����

● 임피던스 측정 어댑터용 켈빈 클립(보수용) PC-���-����

● 루프 게인 측정 어댑터용 클립 케이블(보수용)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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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신호 측정기

초 저 잡음 증폭기 －LOW NOISE AMPLIFIER－

디지털 락인 앰프 －DIGITAL LOCK-IN AMPLIFIERS －

고속 응답・광 대역・고 안정도

�.� Hz～�� MHz
�위상

HF입력

LI����

LI����

�주파수

LI����

�주파수

� mHz～��� kHz

● 주사형 프로브 현미경
● 테라 헤르츠 분광
● 반도체 레이저

● 광 투과율 측정

● 자이로 센서

감도

고주파 입력

입력 환산 잡음 전압

● 세라믹 센서

주파수 대역

최소 시정수
LI����/LI���� : � μs
LI����/LI���� : � μs

입력 형식

입력 임피던스

다이나믹 리저브 : ��� dB 이상

SA-���F�

DC～��� kHz

직류 결합, SMA

�주파수 동시 측정(LI����/LI����/LI����)
�위상 검파기을 �계통장비, �개의 주파수 성분을 동시 측정

—

최대 출력 전압

±�� V, � kΩ(� kHz)

�.� Vp-p, �� Ω(� kHz～�� MHz) ±�� V, � kΩ

�.� dB 이하 �.� dB typ.(�� MHz)
�.� dB 이하 �.� dB typ.(��� MHz)

전압 이득

��±�.� dB, � MΩ(� kHz)

��±�.� dB, �� MΩ(� MHz) �� dB±�.�dB 이하 (�kHz)

—

—

�� Ω ±�％(DC)

LI����

��� fA/ Hz typ.(��� kHz)

�� Ω ±�％(��� kHz)

�.���％ typ.(� kHz,±�� V) —

● 차동 입력

◎ : 탑재 — : 비탑재

��×��×�� · 약 ��� g

SA-���F�
DC～� MHz

� fA/ Hz (�� Hz)

��×��×�� · 약 ��� g

��×��×��.� · 약 �� g

—

SA-���F�

교류 결합, SMA

교류 결합, SMA

직류 결합, SMA

교류 결합, SMA

CMRR

��� dB 이상 (�� Hz)
�� dB typ.(��� kHz)

�� dB 이상 (� kHz～�� MHz)

�� dB 이상 (� kHz～�� MHz)

�� dB(�� Hz～�� kHz)
�� dB(� MHz)

�� dB 이상 (��� kHz)
�� dB typ.(��� kHz)
�� dB typ.(�� MHz)

�� fA/ Hz (��� Hz)

�.� pA/ Hz typ.(��� kHz)

입력 환산 잡음 전압 �.�� nV/ Hz typ.(� kHz)

�.� nV/ Hz 이하 (��� kHz) �.� nV/ Hz 이하 (��� kHz) �.� nV/ Hz (� kHz)
�.� nV/ Hz (��� kHz～�� MHz) �.� nV/ Hz (��� kHz～�� MHz)

�� nV～� V F.S.
�� fA～� μA F.S.

�� nV～� V F.S.
—

최대 출력 전압

±�� V, � kΩ(� kHz)

전압 이득

��±�.� dB, � MΩ(� kHz)

��±�.� dB, �� Ω(� MHz)

��±�.� dB, �� Ω(� MHz)

—

—

—

기본파(�～��) /(�～��)

��� dB

약�.� M샘플/초

�주파수 동시 측정

◎

외부 제어

USB, GPIB, RS-���, LAN

출력 임피던스
고조파 왜곡율

인터셉트 포인트

��� fA/ Hz typ.(� kHz)

—

��� fA/ Hz typ.(��� Hz)
—

��×��×�� · 약 ��� g

�� Ω(� kHz)

—

�.���%(� Vp-p)

��×��×�� · 약 ��� g

��×��×�� · 약 ��� g

�.�� dB 이하 �.�� dB typ.(�� MHz)
�.�� dB 이하 �.�� dB typ.(��� MHz)
�� Ω ±�％(��� kHz)

�� dB±�.� dB 이하 (� kHz) ��±�.� dB, �� Ω(��� kHz)
—

—

＋�� dBm typ.(�� MHz)

��×��×�� · 약 ��� g

SA-��� 시리즈

특 징
●고

���(W) ×��(H) ×���(D)· 약 �.� g

－LIGHT CHOPPER－

�.�� nV/ Hz 이하 (��� kHz)
�.�� nV/ Hz typ.(�� kHz～� MHz)

�.� Vp-p, �� Ω(� kHz～�� MHz)

�� Ω ±�％(��� kHz)

광 대역 전류 증폭기 －WIDEBAND CURRENT AMPLIFIER－

—

—

�.� Vp-p, �� Ω(� kHz～�� MHz) �.� Vp-p, �� Ω(��� Hz～�� MHz) ±�� V, � kΩ

�� Ω ±�％(��� kHz)

�.���％ typ.(� kHz,±�� V) —

권장 전원 저잡음 직류 전원 LP 시리즈

약��� k 샘플/초

X, Y, R, θ, DC, NOISE

�� Ω ±�％(��� Hz)

크기(mm) · 무게 ��×��×��.� · 약 ��� g

� μs～�� ks

SA-���F�

� kHz～��� MHz

� k /�� k /��� kΩ ±�％(DC)// ��� pF typ. � MΩ ±�％(� kHz)// �� pF typ. � MΩ ±�％(� kHz)// �� pF typ. � MΩ /��� MΩ / 개방// �� pF typ. �� Ω±�％(��� kHz)

�� nV～� V F.S.
�� fA～� μA F.S.

�위상·�주파수

SA-���F�

DC～�� MHz

직류 결합, SMA

입력 임피던스

A,A-B : �� nV～� V F.S.(�.� Hz～� MHz)
C
: � mV～�� V F.S.(�.� Hz～� MHz)
HF
: � mV～� V F.S.(�� kHz～�� MHz)
I
: �� fA～� μA F.S.
�.� nV/ Hz (참고치)

FREQUENCY(��.��MHz/DIV) ���

입력 형식

—

—

��

■ 과도 응답(상승 시간)

＋�� dBm typ.(�� MHz)

�� Hz～�� MHz

노이즈 피겨

—

�.�

��±�.� dB, �� Ω(�� MHz)

—

입력 환산 잡음 전류 �.� pA/ Hz typ.(�� kHz)

—

전압(A, A-B)

�.�

�� Ω ±�％(��� kHz)

�.���%(� Vp-p)

SA-���F�

� kHz～�� MHz

�.�

�.� Vp-p, �� Ω(� kHz～�� MHz)

�� Ω(� kHz)

—

전압(A, A-B) , 전류

[dB]

�.� pA/ Hz typ.(��� kHz)

—

—

전압(A, A-B) , 전류

� kHz～��� MHz

교류 결합, SMA

—

크기(mm) · 무게 ��×��×��.� · 약 �� g

�U 사이즈(�� mm)

DC～�� MHz

직류 결합, SMA

노이즈 피겨

인터셉트 포인트

SA-���F�
■ 노이즈 피겨（noise ﬁgure）
●

SA-���F�

�.�� nV/ Hz 이하 (��� kHz)
�.�� nV/ Hz typ.(�� kHz～� MHz)

고조파 왜곡율

통신 인터페이스 USB, GPIB, RS-���, LAN

SA-���F�

�.� nV/ Hz 이하 (��� kHz) �.� nV/ Hz (� kHz)
�.� nV/ Hz typ.(�� kHz～� MHz)

출력 임피던스

분수 조파 측정
기본파의 분수배 주파수(�～��)/(�～��)측정

� kHz～�� MHz

교류 결합, SMA

＊SA-���F�/SA-���F�/SA-���F�는 CE인증 제품 입니다.

� k /�� k /��� kΩ ±�％(DC)// ��� pF 이하 � MΩ ±�％(� kHz)// �� pF typ. � MΩ /��� MΩ / 개방// �� pF typ. �� Ω±�％(��� kHz)

입력 환산 잡음 전류 �.� pA/ Hz typ.(�� kHz)

출력 갱신 레이트
LI����/LI���� : 약�.� M 샘플/초
LI����/LI���� : 약��� k 샘플/초

SA-���F�

● 포토 마루, 포토 트랜지스터 등의 광 검출 소자

입력 환산 잡음 전압 �.� nV/ Hz 이하 (� kHz)
�.� nV/ Hz typ.(� kHz)

주파수 대역

����A

특 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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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선 접지

● MRI용 전자파 센서

—

◎(HF 입력 단자, �� kHz～�� MHz)

분수 조파 측정

라이트 초퍼

●

● 마이크로파 검출용 고온 초전도 조셉슨 소자

◎(C 입력 단자, �.� Hz～� MHz)

전압(A, A-B, C, HF) , 전류

� μs～�� ks

크기(mm)·무게

사 양

전류 측정
LI����/LI����/LI���� : �� fA～� μA F.S.

LI����

● 미소 자기 검출용 초전도 SQUID센스

SA-���F�

� mHz～��� kHz

시정수

아날로그 출력 최고 갱신 레이트

SA-���F�

● 적외선 검출용 MCT (Mercury Cadmium Tellurium)센스

SA시리즈는 종래의 앰프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저 잡음 성능을 실현
한 미소 신호 검출용 증폭기 시리즈. 입력 형식, 주파수 대역, 입력
임피던스에 따라 � 기종을 라인 업.

전압 측정
LI���� : �� nV～�� V ＊ F.S. ＊C 입력 단자 사용시
LI����/LI����/LI���� : �� nV～� V F.S.

LI����

● 양자 컴퓨터의 초전도 디바이스 신호 증폭

� mHz～��� kHz

�위상·�주파수

측정 파라미터

주파수 범위
LI���� : �.� Hz～�� MHz ＊ ＊HF 입력 단자 사용시
LI���� : �.� Hz～� MHz
LI����/LI���� : � mHz～��� kHz

어플리케이션

�.� Hz～� MHz

PSD(위상 검파)

다이나믹 리저브

●

● 광 흡수도 측정

● 세라믹 액츄에이터

�.� Hz～�� MHz

�� V 입력

●

●

● 초음파 진단 장치

LI����

주파수 범위

●

●

● 스핀 트로닉스

라인 업

신호 입력

�주파수

LI����

어플리케이션

●

●
�위상

● 홀 계수 측정

●

� mHz～��� kHz
�위상

●

●

�.� Hz～� MHz
�위상

특 징

�주파수

�� V입력

LI����/ LI����/ LI����/ LI����

미소 신호 검출용 증폭기

SA 시리즈

초핑 주파수 : � Hz～��� Hz 및 �� Hz～� kHz
빔 애퍼처 :

�� mm×�� mm(� Hz～��� Hz)
� mm×�� mm(�� Hz～� kHz)

락인 앰프 출력 포함(TTL)

SA-���F�

전류 입력 -전압 출력 증폭기. 독자적인 회로 설계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실현 한 전류 증폭기.

이득, 광 대역폭을 양립(��G V/A, DC～�� kHz)
센서 접속 케이블 용량에 대하여 안정 (특허 출원중)
● LPF 출력을 구비
● 저 잡음 직류 전원 (옵션)
●

라인 업
형명

SA-���F�

SA-���F�

SA-���F�

SA-���F�

주파수 특성

DC～��� kHz

DC～��� kHz

DC～��� kHz

DC～�� kHz

��M V/A

이득

입력 환산 잡음 전류

＊typ. 값

＊

�� fA/ Hz

���M V/A
�� fA/ Hz

�G V/A

� fA/ Hz

��G V/A

�.� fA/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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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블 전류 증폭기

－PROGRAMMABLE CURRENT AMPLIFIER－

어플리케이션

방사광 시설을 비롯해 양자 일렉트로닉스・
반도체・MEMS・바이오 연구등에
전류 입력

CA5351

●
●
●

NEW

●
●

방사광 시설 : 이온챔버에서 발생하는 미소 전류 검출

바이오 분야 : 콜터 카운터법에 의한 전해액 중 입자 측정

자동차 분야 : LED 헤드라이트 등 PWM 점등 방식의 램프 배광 측정에
수광기(포토셀)의 미약한 광전류를 검출
STM(주사형 터널 현미경)의 터널 전류 검출

전류 계측 AFM(원자간력 현미경) 도전성 탐침 전류의 검출

특 징
프로그래머블 전류 증폭기 CA����은 이득 가변 타입의 전류
입력-전압 출력 증폭기입니다.타 제품에 없는 고이득과
광대역을 양립하고 고속 응답에도 대응합니다. 고성능에
조작성도 뛰어나 방사광 시설을 비롯해 첨단 연구에서 산업
분야까지, 다양한 미소 전류 측정에 대응합니다.

프로그래머블 전류 증폭기

●

고 이득

��� V/A～���� V/A（�레인지, ×��스텝）

●

고속 응답

�.�μs（��� V/A）

●

●
●
●

광 대역
저 잡음

�.�fA/ Hz（���� V/A、��Hz 에서）

인터페이스

LAN, GPIB, USB

전류 억제

�

±�nA～±�mA（�레인지）

최대 허용 입력 전압

CA5350

●

싱크로트론이나 축적 링의 빔 위치 모니터

●

FET, IGBT 등 게이트 누설 전류 측정

●
●

이득 가변 타입의 전류 입력 - 전압 출력 증폭기 입니다. PD・APD・
PMT를 이용한 미약 광 측정을 비롯해 양자 일렉트로닉스・
반도체・MEMS 분야등 각종 미세 전류 측정에.

STM(주사형 터널 현미경)의 터널 전류 검출

전류 계측 AFM(원자간력 현미경)의 도전성 탐침 전류 검출

LI-75A

고 이득

●

고속 응답

�.� μs(��� V/A)

●
●

광 대역
저 잡음

사 양

주파수 대역
입력 형식
입력 임피던스
커먼 모드 제거비
입력 환산 잡음
오프셋 캔슬

�

DC～��� kHz(��� V/A), DC～�� kHz(��� V/A)
�.� fA / Hz（���� V/A, �� Hz 에서)

전류 억제 기능에 의해 입력의 암 전류를 캔슬 가능
인터페이스

GPIB, USB

전류 입력 프리 앰프 －CURRENT INPUT PREAMPLIFIER－ LI-76
전류 입력

사 양

전압 이득 주파수 특성
전압 이득
최대 출력 전압
전원

크기(mm), 무게

DC결합 시 : DC ～ � MHz(+�, −� dB)

���배(�� dB) ±�％(��� Hz)
±�� V(� kΩ부하, DC ～ ��� kHz)
락인 앰프,
또는 PS-��A(전용 직류 전원)로부터 공급
���(W)×��(H)×���(D), 약 �.�� kg

DC～�kHz

입력 환산 잡음(/ Hz, 입력 개방) �.�×��

전원

슬루레이트

－��

출력 단자
출력 전압
출력 전류
출력 임피던스
전압 이득
전압 이득 주파수 특성
전 고조파 왜곡율
전원 전압
크기(mm)
무게

DC～��kHz

Arms �.�×��

�� Ω(��� Hz)
×���(�� dB)±�%(��� Hz)
DC 결합시 : DC～� MHz(+� dB/−� dB 이내)
AC 결합시 : �.� Hz～� MHz(+� dB/−� dB 이내)
�.�� % 이하 (� kHz)
±�� V/±�� V/±�� V ±�%
���(W)×��(H)×��(D)(돌기물 제외)
약 ��� g

����

특 징
●

광 대역, 고 이득, 저 잡음

●

차동 입력/편선 접지 원 터치 전환

고 커먼 모드 제거비 (CMRR) ��� dB이상
DC오프셋 캔슬 회로 내장

출력 잡음
이득
주파수 특성
풀 파워 밴드 폭
왜곡율
세틀링 시간
대역 제한 필터
전원
크기 (mm), 무게

�� mVrms 이내 (G : ����배 밴드 폭 �� MHz)
��～����배 (�-�-�스텝 RL : �� Ω)

DC～�� MHz(+�.�, −� dB)(Vo : ±� V)
DC～� MHz(Vo : ±� V)
�.��％ 이하 (� kHz ±� V G : ��배)
��� ns typ. (G : ��배 � V 스텝 ±�％ 오차)
차단 주파수 : � MHz ±��％(−� dB)
감쇠 경도 : −�� dB/oct 위상 직선
AC���/���/���/��� V 전환 약 �� VA 이하
���(W)×��(H)×���(D), 약 �.� kg

G : 이득, Vo : 출력 전압, RL : 부하 저항, Vc : 커먼 모드 전압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부하 저항은 �� Ω

특 징

����

광 대역 DC～� MHz ● 고 이득 : �.�～����배
저 잡음 �� nV/ Hz typ.
● 고 내압 ���� Vpeak(�분간), ���� Vpeak(연속)
신호 제거비 (IMRR) : ��� dB 이상, 누설 전류 : � μA 이하
●

��� V/A±�％
－��

불평형, BNC-R
±� V 이상 (DC～��� kHz)
±�.� mA 이상 (부하� kΩ, DC～��� kHz)

●

��� V/A±�％

DC ～ ���kHz

Arms �×��

－��

●

Arms

전지, 락인 앰프, 또는 PS-��A(전용 직류 전원)로부터 공급
크기（mm）,무게 ��(W)×��(H)×���(D), 약 ��� g

입력과 출력이 전기적으로 절연된 고 내압·저 잡음·광 대역 아이솔레이션
앰프입니다. 고 전압상의 신호 검출과 기준 전위가 다른 장치간의

인터페이스나 외부 노이즈에 대한 측정기 입력의 잡음 방지 대책(접지
와 분리)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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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ION AMPLIFIER－

(뒤면)

이득(��� Hz, 부하 ��� kΩ 이상) ��� V/A±�％
이득 주파수 특성(±� dB)

출력 임피던스
정격 출력 전압

DC～�� MHz
평형 차동 입력 편선 접지 가능
� MΩ±�％ 점퍼핀 교체로 ��� MΩ로 변경 가능
��� dB 이상 (DC～� kHz G : ����배 Vc : � V)
� nV/ Hz typ. (� kHz G : ����배)
편선 접지를 입력할 때 입력 환산으로 ±� V 까지의 DC성분을 캔슬
가능 안정도 : ±� μV/℃ typ. (입력 환산)
�� Ω±�％ (� kHz)
±� V(DC～� MHz RL : �� Ω±�％)
±�� V(DC～� MHz RL : ≧� MΩ)
��� V/μs typ.(Vo : ±� V)
��� V/μs typ. (RL : � MΩ Vo : ±�� V)

아이솔레이션 앰프

사 양

CA����은 락인 앰프의 감도 향상 및 커먼 모드 노이즈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프리 앰프입니다.
이득은 ���배로 DC～� MHz로 광 대역 입니다.

●

�� V/A～���� V/A(�렌지, ×��스텝), 최대���� V/A

●

－DIFFERENTIAL AMPLIFIER－

CA����

●

●
●

차동 증폭기

DC 결합시 : ±�� V
AC 결합시 : DC±�� V, AC�� Vpk

유기 박막 디바이스의 I-V 특성 측정

특 징

저 잡음 프리 앰프 －LOW NOISE PREAMPLIFIER－

A-B(평형), A(FLOAT), A(GND)
��� MΩ, 입력 용량 �� pF 이하 (A 및 B)
결합 용량 �.��� μF(AC 결합시)
동상 입력 전압 범위 ±� V(DC～��� Hz)
동상 제거비
��� dB 이상(DC～��� Hz)
입력 환산 잡음 전압 � nV/ Hz (� kHz)이하, 입력 접지
(저 잡음 직류 전원 LP���� 시리즈 사용시)
입력 환산 오프셋 전압 제로 조정 가능 (측면)
조정 범위 : ±�� mV 이상
드리프트 : �� μV/℃ typ.

사 양

전류 입력

사 양

입력 모드
입력 임피던스

DC～���kHz（�� V/A）、DC～��kHz（�� V/A）
�

－PROGRAMMABLE CURRENT AMPLIFIER－

●

저 잡음 프리 앰프 －LOW NOISE PREAMPLIFIER－

로패스 필터 내장 � kHz, �� kHz, ��� kHz, THRU(위상 직선）

어플리케이션

신호원과 측정 기기의 그라운드 전위가 다른 경우의 계측
그라운드에서 플로팅된 �점간의 전위차 측정
● 아날로그 회로와 디지털 회로의 그라운드 절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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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잡음 직류 전원

－LOW NOISE DC POWER SUPPLY－

LP���� / LP����

특 징

■ LP����

출력 전압 : � V～±�� V
출력 잡음 전압 : �� μVrms 이하 typ.(�� Hz～�� MHz)
● 출력 전압 안정도 : ±�� ppm/℃ typ.
● 최대 출력 전류 : ±�.�A
● �� 회전 가변 저항기로 출력 전압을 정밀하게 조정 가능
●
●

LP����

LP����

각종 센서용 프리 앰프의 전원으로, DC 바이어스 전원으로, 첨단
디바이스 연구, 각종 분석 기기 · 의료 기기 분야 등 초정밀
계측에 있어서 엄격한 저 잡음 요구에 대응합니다.

정밀 저 잡음 직류 전압원

－LOW NOISE DC VOLTAGE SOURCE－

출력 전압 : ±�� V～±�� V
● 출력 잡음 전압 : �� μVrms 이하 typ.(�� Hz～�� MHz)
● 출력 전압 안정도 : ±�� ppm/℃ typ.
● 최대 출력 전류 : ±�.�A

LP����-�� / LP����-��P

특 징

출력 잡음 전압 : �� μVrms 이하 typ. (대역폭 �� Hz～�� MHz)
출력 안정도 : ±�� ppm/℃ typ.
● 출력 전압
LP����-�� : � V～+��.� V(+) / � V～−��.� V(−)
LP����-��P : � V～+��.� V( � 출력, V�, V�)
설정 분해능 : ��� μV
설정 확도 : ±(�.��% + ��� μV)
● 출력 전류 : 최대 �.�A
● 인터페이스 : USB, RS-���, LAN

＊CE대응은 LP����-��만

교류 전압기 －AC VOLTMETER－

M����A 특 징

M����A

광 대역 실효치 전압계

광 대역 � Hz～�� MHz, 열 변환 방식에 의한 진 실효치 표시

●

뒷면에 AC 출력 / DC 출력 장비

●

●
●
●
●

M����A

측정 전압 범위 � mV～��� V 풀 스케일의 ��레인지
데시벨 직선 눈금 표시도 있음(옵션)

M����A / M����A 특 징
●

오토 레인징 교류 전압계 / 노이즈 미터

M����A / M����A / M����A

고감도 M����A : �� μV 풀 스케일 M����A : �� μV 풀 스케일
오토 레인징(M����A)

검파 방식 진 실효치 검파, 평균치 검파, 준 첨두치 검파로 전환 가능
�종류의 청감 보정 필터를 표준 내장, 추가로 최대 �종류까지 내장 가능

사 양
채널 수

●

�.�� Hz ～ ���.� kHz / � Hz ～ �.�� MHz
형

����

명

����

SEPARATE(CH-A, CH-B), CASCADE(CH-A, CH-B)
�.�� Hz～���.� kHz

차단 주파수
감쇠 경도

� �/�자리 설정

�� dB
BPF : �차대 Q = �
BEF : �차대 Q = �.�

입력 형식

DC～� MHz (+�, -� dB) typ.

±�� V/개방, ±� V/�� Ω

전원

AC��� V, ��� V, ��� V, ��� V 전환

무게

약 ��.� kg

크기(mm)

���(W)×���.�(H)×���(D)

약 ��.� kg

����

�.� Hz ～ ��.� kHz

특 징

약 ��.� kg

광 대역 디케이트 필터

●

LPF, HPF, BPF, BEF, THRU의 �가지 모드

●

통과 대역 이득 � dB(�배), �� dB(��배)전환

●

크기 (mm), 무게 ���(W)×���.�(H)×���(D), 약 �.� kg

●

●

전원 AC��� V, ��� V, ��� V, ��� V 전환

고주파 연속 가변 필터

－HIGH FREQUENCY PROGRAMMABLE LOWPASS FILTER－

뒷면에 AC 출력 / DC 출력 장비

데시벨 직선 눈금 표시도 있음 (옵션)

특 징

●

����A

약 ��.� kg

FV-���B

－WIDE RANGE DECADE FILTER－

특 징

감쇠 경도 �� dB/oct

�� dB
BPF : �차대 Q=�.��
BEF : �차대 Q=�.�

�� dB
BPF : �차대 Q = �
BEF : �차대 Q = �.�

�� dB
BPF : �차대 Q = �.��
BEF : �차대 Q = �.�

싱글 엔드(편선 접지)/플로팅(차동) 전환

최대 출력 전압

●

����

LPF : � Hz～�.�� MHz, HPF, BEF : � Hz～��� kHz,
BPF : � Hz～� MHz � �/�자리 설정

입력 앰프, 출력 앰프 제각각×�, ×�, ×� 전환(입력 � Vrms)

통과역 이득

●

싱글 엔드 / 플로팅 입력 전환

LP-MF(최대 평탄형 로패스), LP-PL(위상 직선형 로패스), HPF(하이패스), BPF(밴드패스), BEF, THRU(쓰루, 입 출력 앰프만)

동작 모드

●

각 채널에 이득 �, �, �배 설정 가능한 입력 / 출력 앰프 내장

����

�(CH-A、CH-B)

필터 특성

� Hz ～ �� MHz

차단 주파수 가변 범위 : LPF � Hz～�� MHz, HPF � Hz～� MHz,
감쇠 경도 �� dB/oct
LPF, HPF, BPF, BEF, THRU 절환가능

LPF는 최대 평탄˙위상 직선을 선택가능

전원 AC��� V, ��� V, ��� V, ��� V 전환

계측 시스템

MS-��� 시리즈

－MEASUREMENT SYSTEM－

아날로그 신호의 전 처리에 적합한 시스템 입니다.
최대 ��채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 MHz ～ ��� MHz

●

LPF(MF/PL)

●

입력 앰프 이득 : �, �, �, ��배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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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티 펑션 필터

●
●

M����A

특 징

－MULTIFUNCTION FILTER－

교류 전압계

����/����/����/����

－DUAL CHANNEL PROGRAMMABLE FILTER－

● 독립된 �채널이기에, LPF-MF, LPF-PL, HPF, BPF, BEF로 전환 가능

●

●

고 감도 교류 전압계 / 노이즈 미터

듀얼 채널 프로그래머블 필터

■ LP����

●

센서 및 디바이스의 고 품질 바이어스 전압원·제어 전압원으로
연구 개발시의 평가에서 제품 출하 시험까지 폭 넓은 요구에 대응.

필터

●

급격한 감쇠 경도 : �� dB/oct

위상 직선형의 군지연 리플 : � ns 이하

●

MS-��� (��채널)

메인 프레임(�/�/��채널, �종류)

●

P-�� (필터)

필터 �종류, 앰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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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교류 전원

교류 출력

고객에게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강하고 부드러운 교류 전원.

● 부하를 손상시키지 않는 가변 피크 전류 리미터 기능

직류 출력

● 회생・역조류 대응(�� ms 이내���%)
● 교류와 같은 용량의 직류 출력

● 용도에 마추어 선택할 수 있는 풍부한 라인업

∗�

● 단상, 단상 �선, �상, 멀티상(단상/단상 �선/�상)을 구비

단상

�.�

kVA

�

kVA

�.�

kVA

�

kVA

��.�
kVA

��

kVA

��∗

kVA

��∗

��∗

kVA

kVA

삼상

＊대 용량(단상・단시간 역조류 대응) ······P.��

최대 출력 전압 ��� V

●

●

충실한 계측 기능
전압, 전류, 전력, 부하 역률, 크레스트 팩터,
동기 주파수, 고조파 전류

●

●

●

AC, DC 출력 모드

피크치 및 실효치로 전류를 제한할 수 있는 전류
리미터를 구비

●
●
●

・신호원 : INT(내부 신호원)

・리모트센싱 : OFF

・전류 리미터 : 공장 출하시 설정
[set]는 설정치를 표시 합니다.

・출력 단자 : 뒷면 패널 출력 단자대

신호원

�� A /
��.� A

�� A /
�� A

��� A /
��.� A

단상 �선
삼상

＊

출력 형식▶S : 단상＊ D : 단상�선 T : 삼상 M : 멀티상
출력 용량▶��� : �.� kVA ～ ��� : �� kVA

＊CEE�(유럽용 출력 아웃렛)을 지정할 경우, 형명 끝에ʻE’가 붙습니다.

INT, VCA, SYNC, EXT, ADD

INT, VCA, SYNC

AC, ACDC

� kVA

평형 모드는 전상 일괄, 불평형 모드는 개별
평형 모드에서 정현파에 한함

�� A /
�.� A

�� A /
�� A

�� A /
��.� A

�� A /
�� A

�.� kVA

� kVA

�.� V～���.� V
�.� V～���.� V
�� A /
�.� A

�� A /
�� A

�.�°～���.�°가변 (설정 분해능�.�°, 유효/무효 선택 가능)
�.� kW

� kW

�.� kW

� kW

L�상 : ���.�°±��.�°

�.� kW

� kW

��.� kW

�� kW

�� A /
��.� A

�� A /
�� A

��� A /
��.� A

��� A /
�� A

L�상 : ���.�°±��.�°
L�상 : ���.�°±��.�°

��� V/��� V

�� A /
�.� A

�� A /
�� A

�� A /
��.� A

최대 전류의 �배 피크치 (Apk)

�� A /
�� A

입력 전압 변동(상 전압)∗�� : ±�.��%이내
출력 전류 변동(상 전압)∗�� : ±�.�� V/±�.�� V 이내 (DC, 단상 모델에 한함), ±�.�� V/±�.�� V 이내 (�� Hz～�� Hz), ±�.� V/±�.� V 이내 (�� Hz～��� Hz)
주위 온도 변동(상 전압)∗�� : ±�.��％/°C 이내 (typ.)

DP���S

DP���S
DP���D

과전압 카테고리Ⅱ

: 정격 출력 전압 이상인 경우는 전력 용량 이하가 되도록 제한(감소)됩니다.
교류 중첩이 있는 경우는 직류+교류의 실효 전류치가 최대 전류 이내로 됩니다.
주위 온도 ��°C 이상인 경우, 최대 전류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순간=� ms 이내, 정격 출력 전압시.
�� : �.� kVA, � kVA, �.� kVA 모델은 전원 입력 �� V～��� V, � kVA 이상 모델은 전원 입력 ��� V～��� V,
전원 입력 ��� V 시 기준. 삼상 �선 입력의 경우, 전원 입력 ��� V～��� V, 전원 입력 ��� V 시 기준.
삼상 �선 입력의 경우, 전원 입력 ��� V～��� V 전원 입력 ��� V 시 기준.
�� : 출력 전류를 최대 전류의 �%에서 ���%로 변화 시켰을 경우. 출력 전압 �� V～��� V/��� V～��� V, 무 부하시 기준.
단 정격출력전압 이상인 경우, 최대 전류는 전력 용량에 따라 제한됩니다.
�� : 전원 입력��� V, 무 부하, 정격 출력 전압, DC (단상 모델, 멀티상 모델의 단상 출력만) 또는 �� Hz～�� Hz 에서.

∗�
∗
∗
∗
∗

DP���S

DP���S

DP���S

DP���D

DP���T

DP���S
DP���D

DP���S

DP���T

DP���S
DP���D

단상 ��� V～��� V ±��% (���V 이하) 단상 ��� V～��� V ±��% (��� V 이하), 삼상 �선 ��� V～��� V ±��% (��� V 이하), 삼상 �선 ��� V ±��% ( ��� V 이하)
�� Hz ±� Hz 또는 �� Hz ±� Hz
전원 입력 ��� V시 : �.��이상 (typ.), 전원 입력��� V시 : �.��이상 (typ.)

주파수
역률 ∗��

��% 이상 (typ., 전원 입력��� V시)

�.�� kVA 이하

�.� kVA 이하

�.�� kVA 이하

� kVA 이하

■ 각종 기능

��.�� kVA 이하

��.� kVA 이하

설정 범위
제한 기능

리모트 센싱

: � (불휘발성)
: 최대 ��� (�시퀀스에 대하여)
: 출력 레인지, AC/DC모드 (왼쪽 두 항목은 �시퀀스에 대하여 공통),
교류 상전압, 주파수, 파형, 직류 전압, 스텝 개시 위상, 스텝 종료 위상, 위상각,
스텝 종단, 점프 횟수(�～���� 또는 ∞), 점프할 곳 스텝 지정,
스텝 동기 출력 (�bit), 브랜치 스텝 지정, 트리거 출력
시퀀스 제어 : 개시, 정지, 홀드, 레쥼, 브랜치�, 브랜치�

계측 및 출력 보정에 이용하는 전압 검출점을 출력 단자, 센싱 입력
단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환하는 기능
검출점 전압과 출력 전압 설정치의 실효치를 일치시키도록
연속적으로 자동 보정하는 기능.

Autocal

Autocal을 on할 때마다 검출점 전압을 계측하여 출력 전압의
실효치가 전압 설정치와 같아지도록 보정하는 기능
메모리수: � (불휘발성), CF: 가변 범위�.��～�.��,
클립수: 가변 범위��.�%～���.�%
메모리수: �� (불휘발성),파형 길이: ����워드,진폭 분해능: ��bit

클립 정현파

임의파
외부 동기 신호 입력 동기 신호원 전환: 외부 동기 신호 (EXT) 또는 전원 입력 (LINE)
(SYNC모드에 한함) 동기 주파수 범위: �� Hz～��� Hz
전압 설정 신호 입력 이득 설정 범위: �.�～���.�배/�.�～���.�배
(VCA모드에 한함) 설정 분해능: �.�
외부 신호 입력
이득 설정 범위: �.�～���.�배/�.�～���.�배, 설정 분해능: �.�
(EXT 및 ADD모드에 한함) 입력 주파수 범위: DC～��� Hz (정현파), DC～��� Hz (정현파 이외)

: � (불휘발성)
: � (초기, 정상�, 이행�, 이상, 이행�, 정상�)
: 출력 레인지 (�전원 변동 시험에 대하여 공통),교류 전압, 주파수,
파형 (정현파에 한함), 스텝 개시 위상 (이행 스텝 제외),
스텝 종료 위상 (이행 스텝 제외), 스텝 동기 출력 (�bit), 트리거 출력,
반복 횟수 (�～����회 또는 ∞)

기본 설정: ��, 시퀀스: �, 전원 변동 시험: �, 클립 정현파: �, 임의파: ��

메모리 기능

보호 기능

＊전원 변동시험은 교류로 정현파에 한함, ACDC-INT로 고정

외부 제어 입 출력
외부 인터페이스

리모콘, 스테이터스 모니터, 로깅, 임의파형 데이터 작성, 시퀀스 편집 및 전원 변동 시험 편집

■ 일반 사항

�� kVA 이하

파워 유닛 (Power unit = �.� kVA/unit)단위로 유효(통전) 또는
무효(비통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 전압 설정, 선간 전압 설정 (단상�선), 선간 전압 설정 (삼상�선)
전압
(실효치) ＊다상 모델, 멀티상 모델의 다상 출력은 각상 공통 설정
주파수
상한 또는 하한 설정(하한 ≦ 상한일 것)

AGC

＊시퀀스는 AC-INT, ACDC-INT 및 DC-INT에 한하여 유효

■ 전원 변동 시험

��.�� kVA 이하

파워 유닛 통전 설정

메모리수
스텝수
파라미터

메모리수
스텝수
파라미터

�� kVA

�� Hz～��� Hz(AC모드), � Hz～��� Hz(ACDC모드)

■ 컨트롤 소프트웨어
단상�선 모델, 삼상 모델

� kVA

상 전압 : ��� V/��� V

정현파, 임의파 (��종류), 클립 정현파 (�종류)
�.�°～���.�°가변 (설정 분해능 �.�°)

■ 시퀀스

타입▶없음 : 역조류없음
L : 단시간 역조류 대응

단상 모델, 멀티상 모델

��� A /
�� A

최대 전류의 �배 피크치 (Apk)
�～� (진상 또는 지상, �� Hz～�� Hz, 외부로 부터 전력 주입 및 회생 동작은 하지 않습니다)

전압: 실효치 (rms), 직류 평균치 (avg)(단상 출력에 한함), 피크치 (pk)(Max/min 개별 표시)
전류(상 전류): 실효치 (rms), 직류 평균치(avg)(단상 출력에 한함), 피크치(pk)(Max/min 개별 표시)
전력 : 유효 (W), 피상 (VA), 무효 (var)
부하 역률, 부하 크레스트 팩터, 동기 주파수 (SYNC 모드에 한함),
＊단상 출력시에 한함
고조파 전류 rms / % 표시, 배출CO� 표시

DP□□□□□(E)

・웜업 : ��분 이상

AC, ACDC, DC

�� A /
�� A

■ 계측 기능

전원 입력(주문 시 지정)
단상, 삼상 �선, 삼상 �선

것을 나타내며, ��� V 레인지 사양/��� V 레인지 사양 순서로 표시 합니다.
AC/DC모드

단상

� kVA

∗�� : � kVA 이상의 모델은 ��� V 이하 입력인 경우, 출력 용량이 �.� kW로 제한 됩니다. ∗�� : AC-INT, 정격 출력 전압, 최대 전류가 되는 저항 부하, �� Hz～�� Hz 출력인 경우.

메모리 기능, 외부 신호 입력, USB 메모리 기능

[ / ]로 병기한 부분은 출력 레인지에 따라 사양이 변하는

■ AC/DC모드, 신호원

최대 순간 전류∗��

최대 소비 전력

자동화, 시스템 업을 지원하는 각종 인터페이스를 구비

형명

�� A /
��.� A

외부 신호 입력

・출력 전압 파형 : 정현파

・AGC/오토 캘리브레이션 :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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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상�� kVA 시스템 : DP���S(단상 � kVA) �대로 구성

컨트롤 소프트웨어

・부하 : 역률 �의 저항 부하

�� A /
�� A

�� A /
�.� A

−���.� V～+���.� V/−���.� V～+���.� V

정격 출력 전압

전압 ∗��

��.� kVA �� kVA

�.� V～���.� V/�.� V～���.� V

전압 설정 범위
최대 전류∗�

형명

파워 유닛 통전 설정

●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다음 설정•조건으로 규정 합니다.

� kVA

�.� V～���.� V/�.� V～���.� V, �.� Vp-p～���.� Vp-p/�.� Vp-p～���.� Vp-p (임의파)

플로팅 출력, Lo단자를 접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원 입력(주문시 선택)

다상 시스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전원 파형 출력
시퀀스 기능, 전원 변동 시험 기능, 클립 정현파, 임의파

사 양

�.� kVA

형식

효율 ∗��

●

� kVA

∗
∗
∗
∗

단상 모델×�대
최대 �� kVA
단상 모델×�대
최대 ��� kVA

단상�선

특 징

�.� kVA

직류 중첩이 있는 경우는 교류+직류의 실효 전류치가 최대 전류 이내로 됩니다.
�� Hz 이하 또는 ��� Hz 이상인 경우 및 주위 온도 ��°C 이상인 경우, 최대 전류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콘덴서 인풋형 정류 부하(크레스트 팩터=�), 정격 출력 전압시, �� Hz～�� Hz에서.
� : L�상에 대하여 설정, 타상은 위상각 설정분이 가산 됩니다.
� : 단상 모델에 한함.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V]=Vdc, [A]=Adc, 전원 입력 전압 ��� V시. 극성은 Lo단자 기준.
� : 전원 입력이 ��� V 이하인 경우, � kVA(� kW) 이상의 모델에서는 전력 용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 충실한 라인업, 단상 �.� kVA ～ �상 ��� kVA

�

� kVA

∗� :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V]=Vrms, [A]=Arms, 전원 입력 전압 ��� V일 때.
∗� : 전원 입력이 ��� V이하인 경우, � kVA 이상의 모델에서는 전력 용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 : 단상 �선, 삼상에 대해서는 상 전류의 경우.
∗� : 정격 출력 전압 이상인 경우는 전력 용량 이하가 되도록 제한(감소)됩니다.

풍부한 라인 업

kVA

위상각 설정 범위
(불평형 모드)
전력 용량 ∗�

출력 전압 안정도

＊DP���D, DP���D는 CE미 대응 제품 입니다.

�.�

최대 전류∗� ∗�

출력 ON 위상 ∗�
출력 OFF 위상 ∗�

● 고 로버스트성・저 노이즈, 용량성 부하・유도성 부하를 안정 구동

�.� kVA

선간 전압

주파수 설정 범위

프로그래머블 교류 전원 DP시리즈.

● 단상 동일 모델을 조합하여 단상 �선, 삼상 시스템을 구축

상 전압

출력파형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발상을 도입한

kVA

��� V/��� V

∗� ∗�
∗� 최대 피크 전류
부하 역률

교류 전원을 숙지하고 있는 NF가 교류 전원의 기본인 고 품위의

출력 용량

정격 출력 전압
전압
설정 법위

DP시리즈

－PROGRAMMABLE AC POWER SOURCE－

삼상 (Y결선)

단상 �선

DP���S DP���S DP���S DP���S DP���S DP���S DP���S DP���S DP���D DP���D DP���D DP���D DP���T DP���T

전력 용량 ∗�

프로그래머블 교류 전원

출력 형식

단상

형명

출력 이상, 파워 유닛 이상, 내부 제어 이상 에 대하여 보호 동작
외부 신호 (또는 무 전압 접점)을 이용하여 본기를 컨트롤 가능
USB,RS-���,GPIB/LAN(GPIB 및 LAN은 주문시 선택)

USB메모리 인터페이스 사용 가능 메모리: USB�.� 또는 USB�.� 준거

형명

DP���S DP���S, DP���D DP���S, DP���T DP���S, DP���D DP���S DP���S, DP���D,DP���T DP���S DP���S, DP���D

무게

약 �� kg

내 전압 및 절연 저항
크기 (W×H×D)mm

AC���� V 또는 DC���� V �분간, �� MΩ 이상 (DC��� V) (전원 입력 대 출력・본체 일괄간, 전원 입력・본체 일괄간 대 출력간)
���×���×���

약 �� kg

���×���×���

약 �� kg

약 �� kg

약 ��� kg

���×����×���

약 ��� kg

���×����×���

약 ��� kg

약 ���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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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블 교류 전원

－PROGRAMMABLE AC POWER SOURCE－

멀티 출력으로 다양한 용도에 대응
일체형으로 단상 / 단상 �선 / 삼상 전환 가능

라인 업
형명

DP시리즈 멀티상 모델
DP���M DP���M DP���LM DP���LM DP���LM DP���LM DP���LM

단상�선 �.� kVA

� kVA

� kVA

�� kVA

�� kVA

�� kVA

�� kVA

삼상�선 �.� kVA

� kVA

� kVA

�� kVA

�� kVA

�� kVA

�� kVA

단상�선

� kVA

특 징

� kVA

� kVA

� kVA

�� kVA

�� kVA

높은 견고성・저 왜곡

●

저 노이저

●

콤팩트 설계

●

라인 업: �.� kVA～�� kVA

●

단 시간 역 조류 (���%, ≦ �� ms)

●

단상 및 다상 출력 단자를 구비

고 효율 전원

모델

전력 용량

＊�

전압
설정 범위

교류 출력
＊�

직류 출력
＊�

상 전압

선간 전압

최대 전류＊� 단상

DP���M
�.� kVA

DP���LM
� kVA

DP���LM
�� kVA

DP���LM
�� kVA

�.� V～���.� V/ �.� V～���.� V, 임의파 : �.� Vp-p～���.� Vp-p/ �.� Vp-p～���.� Vp-p, 설정 분해능 : �.� V

삼상�선: �.� V～���.� V/ �.� V～���.� V(평형 모드, 정현파에 한함), 설정 분해능 : �.� V
�� A / �.� A

�� A / �� A

�� A / �� A

최대 전류의 �배 피크 값 (Apk)

최대 피크 전류＊�

DP���LS / DP���LS

�� A / �� A

�� A / �� A

��� A / �� A
�� A / �� A

��� A / �� A

�� A / �� A

주파수 설정 범위

��.�� Hz～���.�� Hz (AC 모드) �.�� Hz～���.�� Hz (ACDC 모드), 설정 분해능 : �.�� Hz

출력 파형

전력 용량

사인파, 임의파 (��종), 클립 정현파 (�종류)

＊�

전압 설정 범위
단 시간 역 조류 전류

�� A / �� A

��� A / ��� A

��� A / �� A

�� kW

● 최대 전류

�� A / ��.� A

�� A / �� A

�� A / �� A

��� A / �� A

��� A / �� A

��� A / ��� A

��� A / ��� A

● 최대 피크 전류

전원 입력

과 전압 카테고리Ⅱ

��� V～��� V ±��%

● 출력 전류 변동

삼상�선 입력 ��� V ±��%

최대 소비 전력

계측 기능

전류 리미터
시퀸스 기능

�� Hz ±� Hz 또는 �� Hz ±� Hz, �.�� 이상 (typ., AC��� V 입력), ��% 이상 (typ.)
�.�� kVA 이하

��.� kVA 이하

� kVA 이하

�� kVA 이하

�� kVA 이하

전압(실효치, 직류 평균치, 피크치), 전류(실효치, 직류 평균치, 피크치, 피크 홀드치),
전력(유효, 피상, 무효), 부하 역률, 부하 크레스트 팩터, 동기 주파수, 고조파 전류, 배출CO� 표시

�� kVA 이하

�� kVA 이하

설정: 전류 피크치(＋전류, －전류), 전류 실효치
리미터 동작: 자기 복귀(연속) 또는 출력 OFF, 출력 OFF까지의 리미트 상태 지속 시간을 지정 가능

주파수, 전압, 시간 등 파라미터를 프로그램하여 연속적으로 출력 가능.
스텝수: 최대 ��� (�시퀀스에 대하여), 설정 항목: 스텝시간, 출력 레인지, AC/DC모드, 직류 전압, 교류 전압, 주파수, 파형, 스텝 개시 위상,
스텝 종료 위상, 위상각, 스텝 종단, 점프 횟수 등

전원 변동 시험 기능

정전, 전압 상승, 전압 저하, 위상급변, 주파수 급변과 같은 전원 라인의 이상을 시뮬레이션

기타 기능

전압/주파수 설정 범위 제한 기능, 리모트 센싱/AGC/Autocal, 클립 정현파, 임의파, 외부 신호 입력(SYNC, VCA, EXT＊�, ADD＊�),
메모리 기능, 보호 기능, 외부 제어 입 출력, 인터페이스(USB, RS-���, GPIB/LAN(주문시 선택), 출력 릴레이 제어, 파형 모니터 출력 등

컨트롤 소프트웨어

크기 (W×H×D) (mm)
(돌기물 제외)

무게

기본 컨트롤러, 전원 변동 시험, 시퀀스, 로깅 기능, 임의 파형 작성 기능
���×���×���

약 �� kg

주: [/]에서 병기된 부분은 ��� V레인지 사양 / ��� V레인지 사양임.

���×����×���

약 ��� kg

���×���×���

약 ��� kg

���×����×���

약 ��� kg

���×����×���

약 ��� kg

약 ��� kg

����×����×���
약 ��� kg

＊� �.� kVA 모델을 제외하고 입력이 ��� V 이하인 경우, 출력이 제한된다. ＊� [ V]=Vrms, [ A]=Arms、
특별한 지정이 없을 경우, 입력��� V시 ＊� 출력 전압이 정격 전압 이상인 경우 전력 용량 이하가 되도록 제한됩니다.
＊� 콘덴서 입력형 정류 부하(크레스트 팩터 = �, 또는�), 정격 출력 전압, �� Hz ～ ��Hz ＊� 단상만 [ V ] = Vdc, [ A ] = Adc ＊� AC-INT, 정격 전압, 최대 전류 시 저항 부하, �� Hz ～ �� Hz 출력

● 전원 입력

−��� V～+��� V

● 측정 기능

�.� V

● 가변 전류 리미터

�.�� Hz

● 인터페이스

전압 팁 시뮬레이터 및 레퍼런스 임피던스
네트워크와 접속하여 사용

● 컨트롤 소프트웨어

최대 전류 (실효치)의 ���% 이하
(역 조류 시간 ≦ �� ms, 비 연속 ��℃ 이하)

● 크기

±�.�� V 이내/±�.�� V 이내
(출력 전류가 최대 전류의 �%에서 ���% 로 변화
한 경우 DC 또는 �� Hz～�� Hz)
● 출력 전압 파형 왜곡율
�.�% 이하 (�� Hz～��� Hz)

프로그래머블 AC/DC전원

실효값, 정부의 피크값

전압 변동 시험 기능, 클립 사인파, 임의파, 파워 유닛 통전 설정

● 외부 제어 IO

DP���LS, DP���LS
최대 전류의 �배 피크 값 (Apk)

●

전압과 전류의 RMS / Peak / 평균값,
전류 피크 홀드, 실효값 / 피상 / 무효 전력, 역률,
크레스트 팩터, 고조파 전류 (최대 ��차), 동기 주파수

● 리모트 센싱, 오토 게인 컨트롤, 오토 캘리브레이션, 시퀀스 기능,

DP���LS : ��� A /�� A, DP���LS : ��� A /��� A
DP���LS : ��� A /��� A

■ 대 용량 어플리케이션 라인 업

최대 소비 전력 DP���LS : �� kVA 이하,
DP���LS : �� kVA 이하, DP���LS : �� kVA 이하

분해능
�.� V

DP���S : 단상 �� kVA, DP���S : 삼상 �� kVA

●

RS-���, USB, GPIB/LAN(LXI)[주문시 선택]

기본 컨트롤러, 전원 변동 시험, 시퀀스, 로깅 기능,
임의 파형 생성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

DP���LS: ���(W)×����(H)×���(D)
DP���LS/DP���LS: ����(W)×����(H)×���(D)

● 무게

DP���LS: 약 ��� kg, DP���LS: 약 ��� kg,
DP���LS: 약 ��� kg

�대를 접속하여 삼상 구성

KP����S

－PROGRAMMABLE AC / DC POWER SOURCE－

AC � kVA, DC도 � kW 풀 파워
생산 라인용, ATE 조합용으로
�대를 접속하여 삼상 구성

특 징
●

출력 용량 AC : 단상 � kVA , DC : � kW

●

최대 전류 AC : �� A/�� A(��� Vrms/��� Vrms출력시)
DC : �� A/�� A(��� Vdc/��� Vdc출력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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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주문시 선택) 과 전압 카테고리Ⅱ
삼상 �선 ��� V～��� V ±��%(��� V 이하)
삼상 �선 ��� V ±��%(��� V 이하)
주파수 �� Hz ±� Hz 또는 �� Hz ±� Hz
역률 �.�� 이상 (typ.), 효율 ��% 이상 (typ.),

AC, ACDC, DC(단상 만 )

DP���LS
최대 전류의 �배 피크 값 (Apk)

● 단시간 역 조류 ���%

－

DP���LS : 단상 �� kVA, DP���LS : 단상 �� kVA
DP���LS : 단상 �� kVA
다상 시스템 : �대로 단상 �선 시스템,
�대로 �상 시스템을 구성

DC 출력�전압 −��� V～+��� V

�� kW

최대 소스 전류의 ���% 이하 (역 조류 시간 ≦ �� ms, 비 연속 ��℃ 이하)

DP���LS

��� V 레인지
��� V 레인지
� V～��� V
AC 출력�전압 � V～��� V
AC: ��.�� Hz～���.�� Hz
주파수
ACDC: �.�� Hz～���.�� Hz

�� kW

삼상�선 입력 ��� V～��� V ±��%
주파수, 역률 , 효율

● 출력 전압 및 주파수

�� kW

단상�선 입력 ��� V～��� V ±��%
＊�

● AC/DC 모드

� kW

출력 전압 출력 전압
입력 전압 변동: ±�.��% 이내 (typ.)
안정도・ 안정도
출력 전류 변동: ±�.�� V/± �.�� V 이내 (DC, 단상 출력 만), ±�.�� V/±�.�� V 이내 (�� Hz～�� Hz),
왜곡율
±�.� V/±�.� V 이내 (�� Hz～��� Hz )
(상 전압) 출력 전압 파형 왜율 �.�% 이하

＊�

● 전력 용량

� kW

－

전압 ＊� (주문시 선택)

특 징

�.� kW

−��� V～+��� V/ −��� V～+��� V, 설정 분해능 : �.� V

최대 소스 전류

DP���LM
�� kVA

최대 전류 (실효치)의 ���% 이하 (역 조류 시간 ≦ �� ms, 비 연속, ��℃ 이하)

－

�～�(진상 또는 지상, �� Hz～�� Hz)

��� A / ��� A

최대 전류의 �배 피크 값 (Apk)

단시간 역 조류

부하 역률

DP���LM
�� kVA

단상�선 : �.� V～���.� V/ �.� V～���.� V(평형 모드, 정현파에 한함), 설정 분해능 : �.� V

�� A / ��.� A

다상

DP���M
� kVA

삼상
��� kVA

부하 보호: 가변 전류 리미터

DP���LM

사 양

DP���LS/DP���LS/DP���LS

－PROGRAMMABLE AC POWER SOURCE－

�� kVA

●
●

프로그래머블 교류 전원

출력 전압 AC : �～��� V/��� V
DC : −��� V～+��� V/−��� V～+��� V
피크 전류 �배

●

출력 파형 정현파, 임의파, 클립 정현파

계측 기능 전압(실효치, 직류 평균치, 피크치),
전류(실효치, 직류 평균치, 피크치, 피크 홀드치),
전력(유효 전력, 피상 전력, 무효 전력), 부하 역률, 크레스트 팩터,
동기 주파수, 고조파 전류(��차까지), CO� 배출량
전류 리미터(피크치, 실효치)

●

시퀀스, 전원 변동 시험

RS-���, USB, GPIB, 외부 제어 입 출력(CONTROL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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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블 교류 전원

ES시리즈

－PROGRAMMABLE AC POWER SOURCE－

EMC시험, 각종 시뮬레이션에서 전파 암실용 CVCF까지.
다양한 시험·측정을 강력히 서포트하는 새로운 스탠다드.
단상 � kVA～�� kVA, 삼상 � kVA～�� kVA 삼상/단상 전환 ＊ 가능

● 교류

●

깔끔하게 정돈된 설치 면적이 적은 캐비넷 스타일

최대 출력 전류＊�
최대 출력 전류(피크치)＊�

교류 출력 전압 �～��� V/�～��� V, 주파수 � Hz～���� Hz,
직류 출력 전압 �～+��� V/�～+��� V

●
●

순간 전압 저하, 전압 변동, 주파수·전압의 동시 스위프 가능

로드 레귤레이션＊�

계측 기능, 보호 회로, 리모트 센싱, AGC기능 등을 장비 외부 입력* 가능,
피크 전류를 최대 실효치의 �.�배까지 공급 가능

●
●
●
●

시스템 라인 업

ES2000S 2 kVA 단상 마스터

■단상

컴포넌트
스타일
캐비넷
스타일

ES����S

ES����B
형명

ES����U

캐비넷
스타일

형명

ES����P

ES����B

캐비넷
스타일

ES����P

�� kVA

�� kVA

�� kVA

－

�

�

�

�

�

�

�

�

�

－

� kVA
�
�

－

�

�

� kVA＊
�
�

ES����W

L형 캐비넷

－

�

�� kVA

ES�����S

－

－

�

�

�� kVA

�

�

�

�� kVA

－

＊� kVA 컴포넌트 스타일인 경우, ES���� 삼상 단상 전환 유닛이 필요.

�
�

－

�� kVA
�

��

�

－

ES�����T

�

－

�� kVA
�

�

�

－

ES�����W ES�����W
�

�

�� kVA
�

－

�

ES�����S

�

�

�

ES����S

�

�� kVA

�

ES����S

－

형명

S형 캐비넷

ES2000B 2 kVA 삼상 부스터

�� kVA

L형

ES����U

ES2000P 2 kVA 삼상 슬레이브

＊옵션

� kVA

S형

■ 삼상 단상 전환

사용자를 고려한 편리 기능 & 다양한 옵션

� kVA

L형

컴포넌트
스타일

전원 고조파 측정, 각종 시뮬레이션에 대응, 또한 전파 암실용/생산
라인용 CVCF로써도 사용 가능

� kVA

�

라인 레귤레이션

IEC규격의 저주파 이뮤니티 시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ES����D＊)

� kVA

S형

■삼상

컴포넌트
스타일

ES2000U 2 kVA 삼상 마스터

※S형 : S형 캐비넷, L형 : L형 캐비넷

�

�� kVA

�

��

ES�����T

�

�� kVA

�� kVA

�

�

�

－

�

ES�����S

－

�

�� kVA

�� kVA

�

�

�

�

��

�

��

－

��

�

�� kVA
�

�

��

－

�

출력 전압 안정도
출력 노이즈 레벨
출력 오프셋 전압
● 직류

출력＊�

전압 설정 범위

최대 출력 전류＊�

��� V 레인지 : � V～+��� V (�.� V 분해능)
��� V 레인지 : � V～+��� V (�.� V 분해능)
��� V 레인지 : � A, ��� V 레인지 : �.� A

프로그래머블 교류 전원

패키지 모델

● 리모트 터미널 ES����A

●

● 전원 입력 유닛 ����

●

● 출력 병렬 유닛 ����

●
●

● 임피던스 값은 ES시리즈와 본기를 조합한 값으로 보증

● 임피던스 전환의 릴레이나 전류 검출 저항에서 생기는 오차는 피드 백으로 보정

●
●

ES���ES(단상 � kVA)

ES���ES

ES���ES

단상 � kVA

단상 � kVA

삼상 � kVA

단상�선 � kVA

ES���ET

��� V～��� V, �� Hz～�� Hz, 단상
약 �.� kVA
�.�� 이상 (�.�� typ. 정격 출력시)

계측 기능
시뮬레이션 기능

전압, 전류, 유효 전력, 무효 전력, 역율
전압 급변(주파수 불변),
전압 변동(주파수 변동 있음) 기능
외부 신호 입력(옵션), 보호 기능, AGC, 리 모트 센싱,
AutoCal, 메모리 기능, 한계치 설정, 키 잠금

전원 입력

●

기능

기타 기능
●

환경·무게

내 전압
절연 저항(DC��� V)
성능 온도·습도 범위
크기(mm)
무게

AC���� Vrms/�분간 (��/�� Hz)
�� MΩ 이상
성능 보증 : +�～+��°C �～��%RH
(단 절대 습도는 �～�� g/m� 결로가 없을 것)
동작 보증 : �～+��°C �～��%RH
���(W)×���(H)×���(D)
약 �� kg

＊� 최대 출력 전류는 출력 전압, 출력 주파수에 따라 저하 합니다.

＊� �� Hz～�� Hz. 콘덴서 인풋형 정류 회로 부하에 흐르는 전류의 실효치에 대한 피크치의 비.
＊� 정격 출력 전압에서 부하 �～���% 변화에 대한 출력 전압 변동. �� Hz～��� Hz
＊� 단상 동작 시에만 유효. 하이스태빌리티 모드 동작.
＊� 최대 출력 전류는 출력 전압에 따라 저하 합니다.

ES-E

특 징
●

라인 업

전압/주파수/상수
소비 전력
역율

●

처음 도입할 때도 추가 도입이나 교체를 고려 할 때도 최적의 시스템.

● 삼상, 단상 전환 출력 유닛 ES����

저주파 이뮤니티 시험 프로그램 ES����D

전력 용량
출력 오프셋 전압

±��� ppm/°C(typ.) (정격 출력 전압, 무부하,
전원 투입 �시간 이상 경과 후)
�.�� kVA
±��� mV (직류) 이내 (조정가)

출력 전압 안정도

－PROGRAMMABLE AC POWER SOURCE－

●

레퍼런스 임피던스 네트워크는 교류 전원 출력 임피던스를 실제 상용 라인의
임피던스와 비슷해 지도록 한 저항과 인덕턴스 회로망입니 다.
고주파 전류 측정이나 플리커(전압변동) 측정 시 ES시리즈와 조합 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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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주파수
라인 동기

프리시젼 모드 : ±�.�% 이내
하이스태빌리티 모드 : ±�.�% 이내
±�.�% 이내 정격 출력 전압에 있어서,
전원 입력 전압 ��� V～��� V
�～� (진상 또는 지상)
±� dB 이내 (�� Hz～� kHz, 정격 출력 전압)
�.�% 이하 (�� Hz～��� Hz 정격 출력 전압, typ.)
�.�% 이하 (정격 출력 전압)
� Hz～���� Hz (�.�� Hz분해능)
전원 라인 주파수에 동기한 교류를 출력
(동기 범위 : �� Hz～�� Hz)
±��� ppm/°C(typ.) (정격 출력 전압, 무부하,
전원 투입 �시간 이상 경과 후)
���mVrms 이하
(출력 전압 설정 : �V. �� Hz～��� kHz)
±�� mV (직류) 이내

● 저주파 이뮤니티시험프로그램 ES����D

플리커 측정 (IEC �����-�-�), 고주파 전류 측정 (JIS ����-�-�)에 대응

ES����

부하 역율 범위
주파수 특성
왜곡율

단상�선식
��� V 레인지 : �V～��� V (�.� V 분해능)
��� V 레인지 : �V～��� V (�.� V분해능)
삼상은 상전압 설정 시, (정격 출력 전압 ��� Vrms)
��� V레인지 : �� A, ��� V레인지 : �� A
프리시젼 모드 : 최대 출력 전류 (실효치) 의 �.�배,
하이스태빌리티 모드 : 최대 출력 전류 (실효치) 의 �.�배

주변 기기/옵션

■ 레퍼런스 임피던스 네트워크 (ES����/ES����)

ES����

출력

출력 형식
출력 전압 설정 범위

도입 후의 파워업(증설)이 가능한 컴포넌트 스타일

●

■ ES����S � kVA 단상 마스터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하기 조건에 따름.
(rms), 정격 부하(정격 출력 전압으로 정격 전력을 얻은 순저항 부하)상태, AGC : 오프, 리모트 센싱 : 내부
전압, 전류 단위는「실효치」

특 징
●

사 양

ES���ED

ES���ES

단상 � kVA

단상 � kVA～삼상 � kVA, �종류의 패키지 모델을 라인 업

교류 출력 전압 �～��� V/�～��� V, 주파수 � Hz～���� Hz
직류 출력 전압 �～+��� V/�～+��� V
피크 전류를 최대 실효값의 �.�배까지 공급 가능

전압 팁, 전압 변동, 주파수·전압 동시 스위프 가능

계측 기능, 보호 회로, 리모트 센싱, 오토 게인 컨트롤, 캘리브레이션 등 다채로운 기능
외부 신호 입력 구비 (ADD, VCA, EXT SIGNAL INPUT)
역 조류에 대응

저주파 내성 시험 소프트웨어 ES����D (별매)

응용 프로그램

● 저주파 이뮤니티 시험

● 저주파 이미션 시험

● 파워 컨디셔너 계통 연계 인증 시험

● 돌입 전류 시험

● 인버터 평가

● 모터 평가

● 계통 모의 전원
● 디바이스 평가

● 전파 암실용 CVCF
● 주파수 변환

● 전압 변동 시험
● 전압 변환

● 아날라이저 접속용 전압, 전류 모니터 단자 장비
● 출력 형식

ES����: 단상 �선식
ES����: 단상(�선식/�선식), 삼상(�선식/�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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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블 AC/DC전원

EC���SA /EC����SA

－PROGRAMMABLE AC / DC POWER SOURCE－

다양한 부하 조건에 대해 안정된 출력

특 징

시퀀스 등 전원 시험에 필요한 기능을 탑재.

●

교류・직류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물론, 측정 기능, 전류 리미터,
또한 소형・경량, 시인성이 뛰어난 디스플레이등 연구실에서도
라인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교류 전원 입니다.

●

최대 출력 전압 ��� V

최대 피크 전류 최대 출력 전류 (실효치)의 � 배

● 측정

●

＊정격 출력 전압시

기능, 시퀀스 기능, 전류 리미터 기능, 보호 기능

컨트롤 소프트웨어 표준 첨부

출력 파형

전력 증폭기
고속 바이폴라 전원

HSA시리즈

－HIGH SPEED BIPOLAR AMPLIFIER－

고속, 광 대역, 대 진폭

콘덴서・코일등 전자 부품을 비롯하여 신 디바이스 개발 시험등에 있어 다른 전원, 증폭기로 구동할 수 없는
DUT도 안정 구동.의료・바이오등 첨단 연구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NEW

��� VA / ��� W
EC���SA

사 양

●

AC/DC모드, 신호원

AC/DC모드
신호원
●

출력

교류 출력
전력 용량

정격 출력 전압
출력 레인지
전압 설정 범위＊� ＊�

AC(교류), AC+DC(직류)
INT(내부), EXT(외부), ADD(내부+외부), SYNC(외부동기)

정격 출력 전압
전압 설정 범위＊� ＊�
전압 확도＊��
최대 전류＊� ＊�
최대 피크 전류＊� ＊�
출력 전압 안정도

출력 전압 파형 왜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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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SA :���� W(입력 ��� V 계)
＊입력 ��� V 계에서는 ��� W 로 제한 됩니다.
��� V/��� V
−���.� V～+���.� V/−���.� V～+���.� V(분해능 �.� V)
±(￨�.�% of set￨+ �.� V/�.� V)
�� A/� A
EC���SA : �� Apk/�� Apk
EC����SA : �� Apk/�� Apk
출력 전류 변동
��～�� Hz: ±�.��% 이하, DC, ��～��� Hz: ±�.�% 이하
EC���SA : 출력 전류가 최대 출력 전력의 �% 에서 ���% 가
되도록 출력 전류를 변화시킨 경우 출력단에서 측정
EC����SA : 출력 전류를 최대 전류의 �%에서 ���%로
변화시킨 경우에 출력단에서 측정, 정격 출력 전압
입력 전압 변동 ±�.�% 이하
(전원 입력 전압 ��� V/��� V/��� V, 무부하, 정격 출력)
�.�% 이하 (�� Hz/�� Hz, 정격 출력 전압의 ��％ 이상)

전원 입력

전압

주파수
역율(typ.)

최대 소비 전력
●

계측 기능

계측 항목
●

전류 리밋트

피크치
실효치
●

시퀀스

메모리수
스텝 수
스텝 설정 시간 범위
스텝내 동작
파라미터
점프 회수
시퀀스 제어
●

일반 사항

외부 제어 인터페이스
크기 (mm)
무게
●

전류 리밋트

기능

3Ap-p
HSA42011

특 징

● 주파수

AC��� V～��� V±��%(단 ��� V 이하),
과전압 카테고리Ⅱ
�� Hz/�� Hz ±� Hz(단상)
�.�� 이상 (AC��� V입력시, 정격 출력 전압,
최대 전류가 되는 저항 부하)
�.�� 이상 (AC��� V입력시, 정격 출력 전압,
최대 전류가 되는 저항 부하)

EC���SA : �.� kVA 이하, EC����SA : �.� kVA 이하

● 출력
● 출력
● 이득
● 보호

동작 모드 (AC/AC+DC) 그리고 출력 레인지 각각에 �시퀀스
최대��� (�시퀀스내)
�.� ms～���.���� s (분해능�.� ms)
일정, 유지, 리니어 스윕
직류 전압, 교류 전압, 주파수, 파형, 스텝 동기 출력 �bit
�～��� 또는 연속
개시, 정지, 홀드, 브랜치
USB인터페이스 (USBTMC), RS-���인터페이스
��� (W) ×��� (H) ×��� (D) (돌기물 제외)

약 �.� kg

리모트 컨트롤 기능, 로킹(LOGGING),
임의파형 데이터 작성, 시퀀스 편집

＊� 신호원 : INT 및 ADD, 무부하 ＊� 설정 가능한 교류 설정치 (피크치) +직류 설정치는, 전압 설정 제한 범위 내 입니다.
＊� AC모드, �� Hz/�� Hz, ��±�℃, 정현파, 무부하, �� V～��� V/�� V～��� V ＊� 최대 전류 및 최 대피크 전류는

최대 출력 전력에 따라 제한 될 경우가 있습니다. ＊� 정격 출력 전압 이상은 최대 출력 전력에 따라 최대 전류가 제한
됩니다 (EC����SA 전용). ＊� 출력 주파수가 �� Hz 이하 및 ��� Hz 이상일 때는 최대 출력 전류가 감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 AC+DC의 실효치가 최대 출력 전류로 됩니다. ＊� 최대 피크 전류는 정격 출력 전압 이상에서는 감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 파고률 (크레스팩트) 가 �이하의 콘덴서 입력형 정류 회로에 대한 치입니다. ＊�� 출력 주파수가

��Hz 이하 및 ��Hz 이상일 때는 최대 출력 피크 전류가 감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 신호원 : INT, SYNC 및 ADD만
＊�� 신호원 : INT, ��� V 레인지, 출력 전압 �� Vrms, �� Hz 기준 ＊�� AC+DC 모드, AC� V 설정, ��±�℃, 무부하,

−��� V～−�� V, +�� V～+��� V/−��� V～−�� V, +�� V～+��� V

6Ap-p
HSA42012

● 슬루레이트：���

어플리케이션

출력

●저

● 신호발생기와 조합하여 초음파 모터 구동 시험

● 압분 자심, 페라이트등 자성 재료의 B-H커브 측정
● 압전소자 구동 및 공진 특성 측정

출력 임피이던스

설정, 출력 위상 전환, 출력 DC 바이어스 설정, 출력 DC 오프셋 조정

● 스마트폰 및 터치 패널등 노이즈로 인한 오동작 검증

기능(과부하, 과전압, 내부 전원 이상, 내부 온도 이상, 냉각 팬 이상)

모드

최대 출력 전압
최대 출력 전류（AC）

저항 부하 ��Ω

12Ap-p
HSA42014

● 소형, 대용량으로 진화되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MLCC) 의 구동 및 임피던스 특성 측정

V/μs

전류：� Ap-p / � Ap-p / �� Ap-p

사 양

출력 전압, 출력 전류, 출력 전력, 부하 역률,
부하 크레스 팩트, 출력 고조파 전류, 외부 동기 주파수
정전류 설정, −전류 설정
리밋트 동작시 출력 전압을 클립
설정 범의 : �.� A～��.� A(초기치 ��.� A)/
�.� A～�.� A(초기치 �.� A)
리밋트 동작시 출력 전압을 억제

특성：DC～�MHz

전압：��� Vp-p

● �상한

HSA42011

��Vrms(��Hz～�MHz）
��Vrms(��Hz～��Hz）
저항 부하 ��Ω
±��V(DC～�MHz）
�.��Arms, �Ap-p（��Hz～�MHz）

● EV용 차재 전장품의 고전압 전원 변동 시험
● 유전영동 기술 및 장비 연구・개발

HSA42012

HSA42014

��Vrms(��Hz～�MHz）
��Vrms(��Hz～�MHz） 저항 부하 ��.�Ω
��Vrms(��Hz～��Hz）
��Vrms(��Hz～��Hz）
저항 부하 ��.�Ω
±��V(DC～�MHz）
저항 부하 ��.�Ω ±��V(DC～�MHz）
�.��Arms, �Ap-p（��Hz～�MHz）
�.��Arms, ��Ap-p（��Hz～�MHz）
저항 부하 ��Ω

최대 출력 전압（DC）

±�A

이득 확도

±�%（고정 이득：×�, ×��, ×��, 및 ×��, 가변 이득：CAL, ���Hz에서）

출력 DC 오프셋

조정범위：±�.�V이상(입력단자단락） 온도 드리프트：±(�＋�.�×G）mV/℃이내(typ.） ※G는 이득 (DC바이어스 OFF）

고조파 왜곡율

�.�%이하（��Hz～�kHz, 출력��Vrms） �.�%이하（�kHz～���kHz, 출력��Vrms）

입력 방식

A입력, B입력 또는 A입력과 B입력의 가산 (�입력 모두 ON시, 단 최대 입력 전압은 �입력 합계 ±��V 이내)

소진폭 주파수 특성
슬루레이트

출력 DC 바이어스
입력 외부 제어 입출력

출력 ON 위상＊��
�.�°～���.�°(설정 분해능 �.�°)
DC 오프셋
±�� mV/±��� mV(typ. 미조정 가능, AC모드, ��±�°C)
소 진폭 주파수 특성＊�� AC모드 : �％(�� Hz～��� Hz)
AC+DC모드 : �％(DC～��� Hz)
직류 출력
최대 출력 전력
EC���SA : ��� W

●

부하 : 콘덴서 부하

출력

EC���SA : ��� VA
EC����SA : ���� VA(AC��� V～��� V 입력시,
이하 입력 ��� V 계)
※AC��� V～��� V 입력시 (이하 입력 ��� V계), ��� VA 로 제한
��� Vrms/��� Vrms
��� V 레인지 /��� V 레인지
�.�～���.� Vrms /�.�～���.�Vrms(분해능 �.� Vrms)
±(�.�% of set + �.� V/�.� Vrms)

전압 확도
�� Arms/� Arms
최대 전류＊� ＊� ＊� ＊�
최대 피크 전류＊� ＊� ＊� ＊�� EC���SA : �� Apk/�� Apk
EC����SA : �� Apk/�� Apk
주파수 설정범위＊�� �.� Hz～���.� Hz(분해능 �.� Hz)
주파수 확도
±�.��% of set(�.� Hz～���.� Hz, ��±�°C)
출력 파형＊��
정현파, 방형파, 임의파 (��종류)
＊�

부하 : �� kΩ, 전류 �� mA

� kVA /� kW
EC����SA

NEW

NEW

출력 임피던스
입력 임피던스

제어 제어 항목
입력 입력 레벨
출력 형식

DC～���kHz：-�dB～＋�dB

±�A

±�A

���kHz～�MHz：-�dB～＋�dB（출력진폭��Vrms, ���Hz기준）

���V/μs이상

±��V이상 프론트 패널의 스위치로 ON/OFF가능

[�.��＋�.���� f ×(�＋j)]Ω이하(typ.）

[�.��＋�.����� f ×(�＋j)]Ω이하(typ.）

[�.��＋�.����� f ×(�＋j)]Ω이하(typ.）

��Ω±�％, ��kΩ±�％전환（불평형、A,B 입력을 일괄전환）

출력 ON/OFF

Hi：+�.�V이상

오픈 콜렉터 출력

Lo：+�.�V이하

상태
사용기능 전압・전류 ��V이하, ��mA이상
출력
상태 항목
출력 ON/OFF(출력이 ON일 때 단락) 과부하(출력이 과부하일 때 단락)

전원 입력

AC���V~���V ±��%(단 ���V 이하), 과전압 카테고리 II ��Hz/��Hz ±�Hz(단상), 역률 �.�� 이상

크기（돌기물 제외）

���(W)×���.�(H)×���(D)mm

소비 전력
무게

���VA이하

���VA이하

����VA이하

약�kg

약��kg

약��kg

■ HSA시리즈의 동작 영역
전압+

전류−

소스
싱크
（sink）（source）

싱크
소스
（source）（sink）

전압−
HSA시리즈의 출력 범위
일반 전원의 출력 범위

���(W)×���.�(H)×���(D)mm

���(W)×���(H)×���(D)mm

■ 고속 응답, DC～�MHz 광대역
스텝 리스폰스 HSA42011

x:800ns/div. y:20V/div.

전류+

150Vp-p, 정격 부하50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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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바이폴라 전원

－HIGH SPEED BIPOLAR AMPLIFIER－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소스도 싱크도 OK,
부하를 가리지 않는 강력한 출력.

HSA시리즈

고속 바이폴라 전원

－HIGH SPEED BIPOLAR AMPLIFIER－

있는 고 속·광대역·고전압 출력의 바이폴라 방식 전력

가능한 �상한 출력이므로 용 량성 부하, 유도성 부하에도

안정적으로 동작합니다. 시리즈는 주파수 대역, 출력 전압, 출력

HSA����

전류의 차이에 따라 �가지 모델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특 징

고속, 광대역(DC～최고 �� MHz), 고 슬루레이트

●

전압의 극성에 상관없이 전류의 공급·흡수 가능(�상한)

●
●
●
●

고 전압 출력(최대 ��� Vp-p)

● 압전 소자의 구동

● 자성 재료의 자화 특성(B-H커브)측정

● 신호 발생기의 파워 앰프로써

● 초음파 모터 구동

● 콘덴서의 고조파 리플 시험

●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시험

● IC카드 연구

저 출력 임피던스

● 반도체 디바이스 테스트

● 바이오 일렉트로닉스

양호한 스텝 응답(Step response)

직류 바이어스, 모니터 출력, 레인지 시프트 기능 등을 장비

● 케미컬 일렉트로닉스

주파수 대역·출력 전압·출력 전류 등에 따라 �가지 모델을 구비

사 양

형명

주파수 대역

출력 전압

HSA����

DC～��� kHz

HSA����

��� Vp-p

출력

�.�� Ap-p

�.�� Ap-p

임피던스

� Ω+�.� μH 이하

�.� Ω+�.� μH 이하

��� V/μs typ.

DC～�� MHz

�.� Ap-p

입력에 대하여 역상 (이로 인해, BTL �대 접속 가능), 커넥터 BNC-R (리어패널)

기타 기능

모니터 미터＊�, 모니터 출력, 직류 바이어스 가산, 직류 오프셋 조정, 출력 ON/OFF 스위치

입력

형태

임피던스

허용 최대 전압

이득

±��� V (��회전 가변 저항기에 의함)

±�� V (��회전 가변 저항기에 의함)

A, B의 �계통 (가산가능), A, B 모두 출력에 대해 동상

�계통(극성 변환 장착)

�� Ω/��� Ω 변환

AC��� V (��� V/��� V/��� V/��� V ±��% 로 변경 가능. 옵션) �� Hz～�� Hz

크기（mm）

���(W)×���.�(H)×���(D)

무게

��� W/��� VA

약 �� kg

약 �� kg

약 �.� kg

���(W)×���(H)×���(D)

전압−

HSA시리즈의 출력 범위
일반 전원의 출력 범위

HSA4101

차재 전장품의 실험예

5

�

��

0

90

−�

�

−5

0

이득
위상

−��
−��
�.�

�

��

−��
���

�k

��k

주파수 [ Hz ]

���k

�M

−���

이득 [ dB]

싱크
소스
（source）（sink）

전류+

HSA����/HSA����

−10
−15
0.1

1

10

1k

10k

주파수 [ Hz ]

100k

1M

다채로운 기능
출력 극성 전환 기능, 출력 범위 시프트 기능, 출력 모니터 기능, 출력
ON/OFF 의 외부 제어, DC바이어스 가산 기능, DC오프셋 조정 기능

입력

±��V
� (A입력 : 프론트 패널, B입력 : 리어 패널)
(입력 형식은 A입력, B입력, 또는 A입력+B입력)

최대 입력 전압
단자수

�� Ω/�� kΩ 전환

입력 임피던스
●

일반 사항

AC��� V～��� V±��%(��� V 이하), �� Hz/�� Hz ±�Hz
��� VA 이하
���(W)×���.�(H)×���(D) (돌기물 제외)/약 � kg

전원 입력
소비 전력
크기(mm)/무게

HVA����

특 징
●

�종의 출력 모드에 대응

CV(AC+DC), CC(AC+DC), CC(AC)+CV(DC)

●

정전류 모드 대진폭 특성 DC～� kHz 소진폭 특성 DC～��kHz(−�dB)
슬루레이트 � mA/μs

정전압 모드 대진폭 특성 DC～� kHz, 소진폭 특성 DC～�� kHz(±� dB)
슬루레이트 ��� V/μs
고 정도의 전압·전류 모니터 출력 장비
출력 잔류 노이즈가 적음

●

안전 기능

출력 전압

As-���-��/��

As-���-���/��

As-���-��/��

As-���-���/��

As-���-���/��

−��～+�� V
−��～+�� V

특 징

−180
10M 100M

±�� A

�� A

±��� A

�� A

±�� A
±�� A

±��� A
±���A

●

고속·광대역 DC～��� kHz

●

대 전류 �� Apk / �� Apk / ��� Apk / ��� Apk

●

��A/��V
���A/��V

출력 전류
피크 전류
직류 전류

●
●

�� A
�� A
�� A

��� A

주파수 특성
DC～��� kHz

DC～��� kHz
DC～��� kHz
DC～��� kHz

고 출력전압 −�� V～+�� V/ −�� V～+��V
저 출력 임피던스

강력한 내용량 설계로 전장품 전원 입력부에 배치되는 콘덴서에
대해서도 정 전압 동작

● 슬루레이트 리미트를 �단계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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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입력 ��� V

As-���시리즈

형명

As-���-��/��

��A/��V
��A/��V

저 출력 임피던스

바이폴라 출력
정부(+·−)의 전압, 전류 공급(소스)·흡수(싱크)가 가능한 �상한 동작

선택 가이드

−90

100

●

－HIGH SPEED BIPOLAR AMPLIFIER－

180

이득
위상

●

●

차재 기기 시험용 고속 바이폴라 전원

���

�

이득 [ dB]

소스
싱크
（sink）（source）

■ 주파수 특성

위상 [ deg]

전압+

전류−

���(W)×���(H)×���(D)

고 출력전압/전류: ��� Vrms(��� Vp-p), �.� Arms

소진폭 주파수 특성 DC～��� kHz ±�.� dB,
��� kHz～� MHz +�, −� dB
조건 : 출력 진폭 �� Vrms, � kHz기준
이득 설정 기능
고정 : ×�, ×��, ×��, ×��
가변 : ×�(CAL) ～×�연속, 설정 이득은 고정×가변이 된다
슬루레이트
��� V/μs 이상
출력 DC오프셋
조정 범위 : ±�.� V 이상(입력 단자 단락)
�.� Ω+�.� μH 이하 (typ.)
출력 임피던스

●

AC��� V/��� V, AC��� V/��� V 전환 ��～�� Hz

��� W/��� VA

고 슬루레이트

●

�� MHz (+�.�～−� dB, �� Vrms)＊�

��� W/��� VA

■ HSA시리즈의 동작 영역

－��kV AC / DC AMPLIFIER－

고 전압에 고속, 슬루레이트 ���V/μs

＊� DC+AC의 평균치 지시 ＊� DC모드는 DC～��� kHz(±�.� dB 이내), AC모드는 차단 주파수 �� Hz 인 HPF가 삽입되어 있음.

비고

◆ ±��� V 레인지
��� Vrms이상
(정격 저항 부하 ��� Ω) �� Vrms이상
�� Vrms이상
◆ ±��� V 레인지
±��� V(��� Vp-p)
(정격 저항 부하 ��� Ω) ±��� V(��� Vp-p)
±�� V(��� Vp-p)

×��, ×��, ×��, ×���, ×(�.�～�) 연속가변

×��, ×��, ×���, ×���, ×(�～�) 연속가변

전원

소비 전력

�� Hz～��� kHz
��� kHz～� MHz
� MHz～� MHz
DC～��� kHz
��� kHz～� MHz
� MHz～� MHz
◆ +��� V 레인지
−�� V～+��� V
DC～��� kHz
(정격 저항 부하 ���� Ω) +�� V～+��� V
��� kHz～� MHz
� MHz～� MHz
+�� V～+��� V
◆ −��� V 레인지
−��� V～+�� V
DC～��� kHz
(정격 저항 부하 ���� Ω) −��� V～−�� V
��� kHz～� MHz
정격 출력 전류
� MHz～� MHz
−��� V～−�� V
출력 전력
�.� Arms(±��� V레인지, 정격 저항 부하��� Ω)
�� W (정격시) 최대 ��� W
최대 출력

�� Ω

±�� V

��� kHz(+�.�～−� dB, �� Vrms, ±��� V레인지)

주파수 특성

DC～� MHz

�� kV AC/DC증폭기

���� V/μs typ.

�.� Ω+�.� μH 이하

프리 앰프 출력
직류 바이어스

HSA����

출력

��� Vp-p

출력 전류

슬루레이트

사 양

● 주파수 대역

위상 [ deg]

●

●

●

●

어플리케이션

●

광 대역: DC～� MHz

●

증폭기입니다. 전압, 전류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자유롭게 출력
HSA����

특 징

●
●

HSA시리즈는 직류부터 최고 �� MHz 까지의 신호를 다룰 수

BA����

용량성 부하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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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폴라 전원

자유로운 출력 패턴과 광 범위한 출력 영역

광 범위한 출력 영역

전압・전류 �상한 출력BP����� (±���A)

출력 전압 ±��V일때

BP시리즈는 시퀀스기능을 내장한 고 전압·대 전류·고속 바이폴라 전원입니다.

+115V
+60V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소스(공급)도 싱크(흡수)도 가능한 바이폴 라 출력에 더하여,
출력 패턴을 자유로이 프로그램할 수 있는 시퀀스 기능을 새로이 탑재 하였습니다.
차재 전장품/모터/솔레노이드/대용량 콘덴서의 시험용 전원으로 적합하며, 전원/전지
시험에서는 전자 부하로 동작이 가능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50A

1
+100A

−100A

3

직류 전류의 범위
직류 전류의 범위
�~�의 숫자는 상한을 나타냅니다.

−115V

특 징

어플리케이션

● 하이파워 : ±�� V (시프트 가능), ±�� A(BP����)～±��� A(BP�����)
● 주파수 범위 : DC～��� kHz

BP����

BP����

±��A

±��A

사 양
형명

최대 출력 전압 ＊
CV 모드
(RL : 부하 저항)

최대 출력 전류 ＊
CC 모드
(RL : 부하 저항)

BP����

BP����
±��A

±�� V

�� kHz～��� kHz

±�� V

전압 전류 리미터, 계측 표시 기능

● USB 인터페이스, 외부 아날로그 입력

BP����

BP����

BP����

BP����

RL=�.� Ω

RL=�.� Ω

RL=�.� Ω

RL=�.� Ω

RL=�.� Ω

RL=�.� Ω

RL=�.� Ω

RL=� Ω

RL=� Ω

RL=� Ω

RL=�.� Ω

RL=�.� Ω

RL=� Ω

RL=�.�� Ω

RL=�.�� Ω

RL=�.�� Ω

RL=�.� Ω

RL=� Ω

RL=� Ω

RL=�.� Ω

RL=� Ω

RL=�.�Ω

RL=�.�� Ω

RL=�.�� Ω

RL=�.� Ω

RL=�.�� Ω

RL=�.� Ω

RL=�.�� Ω

RL=�.� Ω

±��� A RL=�.�� Ω

±��� A RL=�.� Ω

RL=� Ω

RL=� Ω

RL=� Ω

RL=�.� Ω

RL=�.�Ω

RL=� Ω

RL=�.�� Ω

RL=�.�� Ω

±�� A RL=�.� Ω

±�� A RL=� Ω

±�� A RL=�.�� Ω

±�� A RL=�.�� Ω

�� kHz～�� kHz

±�.� A RL=� Ω

±��.� A RL=� Ω

±��.� A RL=� Ω

±��.� A RL=�.� Ω

±��.� A RL=�.� Ω

±��.� A RL=� Ω

±��.� A RL=�.�� Ω

±��.� A RL=�.�� Ω

진폭 설정 범위

±�� A RL=� Ω

±�� A RL=� Ω

±�� A RL=�.� Ω

CV : DC~��� kHz(�� Vp-p, ��� Hz 기준), CC : DC~�� kHz(�� Vp-p, ��� Hz 기준)

±�� A RL=� Ω

CV : �.� μs (구형파 ±�� V), CC : � μs (이하의 전류에서)

±��� A RL=�.�� Ω

±��� A RL=�.� Ω

CV : DC~��� kHz(�� Vp-p, ��� Hz 기준), CC : DC~�� kHz(�� Vp-p, ��� Hz 기준)
CV : �.� μs (구형파 ±�� V), CC : �.� μs (이하의 전류에서)

±��� A RL=�.� Ω

±��.� A RL=�.�� Ω

±�� A RL=�.� Ω

±�� A

±�� A

±�� A

±�� A

±�� A

±�� A

±�� A

±�� A

±��� A

�� kΩ//�.�� μF

� kΩ//�.�� μF

�.� kΩ//�.�� μF

�.� kΩ//�.� μF

� kΩ//�.�� μF

�.� kΩ//�.� μF

�.� kΩ//�.�� μF

�.� kΩ//�.� μF

�.� kΩ//�.�� μF

� kΩ//�.� μF

� mΩ+�.� μH

�.� mΩ+�.�� μH

−��� V～+��� V (분해능 : �.�� V)

�.� mΩ+�.�� μH

�.� mΩ+�.�� μH

�.� mΩ+�.�� μH

�.� mΩ+�.�� μH

� mΩ+�.�� μH

�.� mΩ+�.�� μH

�.� mΩ+�.�� μH

�.� mΩ+�.�� μH

� Vp-p～��� Vp-p (분해능 : �.� Vp-p)

정현파, 방형파, 임의파(��종)

� Hz～��� kHz (분해능 : �.� Hz)

−�� A~+�� A

−�� A~+�� A

−�� A~+�� A

−�� A~+�� A

−�� A~+�� A

−�� A~+�� A

−�� A~+�� A

−�� A~+�� A

−�� A~+�� A

−��� A~+��� A

�～�� Ap-p

�～�� Ap-p

�～�� Ap-p

�～��� Ap-p

�～��� Ap-p

�～��� Ap-p

�～��� Ap-p

�～��� Ap-p

�～ ���Ap-p

�～��� Ap-p

�.�� A (�.��� A : BP����/BP����)

주파수 설정 범위

� Hz～��� kHz (분해능 : �.� Hz)

정현파, 방형파, 임의파(��종)

위상 : 동상, 입력 임피던스 : �� kΩ, 비파괴 최대 입력 전압 : ±� V, 주파수 범위 : DC～��� kHz

시퀀스 수 : CV, CC 모드에서 각각 � 시퀀스 /스텝수 : �～��� 스텝 /스텝 시간 : �.� ms～���.���� s (해상도 �.� ms) /파라미터 :

측정 기능

직류 출력 전압, 직류 출력 전류, 교류 출력 전압, 교류 출력 전류

출력 전압 모니터, 출력 전류 모니터

임의 파형 메모리 수

±�� A RL=�.�� Ω

±�� A RL=�.�� Ω

±�� A

�.� Ap-p (�.�� Ap-p : BP����/BP����)

모니터 출력

±�� A RL=�.� Ω

전면 패널 조정기 (시정수 T, 전압 V, 전류 I)에서 증폭기의 응답 특성을 조절가능

진폭 설정 분해능
파형

BP�����

RL=�.� Ω

±�� A RL=�.� Ω

설정 분해능

BP����

RL=�� Ω

±�� A RL=� Ω

설정 범위

● 콘덴서의 리플 시험용 정 전류 전원등

전압 전류 �상한 출력

±�� A RL=� Ω

주파수 설정 범위

● 자계 발생용 정 전류 전원으로

RL=�� Ω

시퀀스 기능

직류 전압, 직류 전류, 중첩 교류 전압, 중첩 교류 전류, 주파수, 파형, 스텝 동기 출력/점프 횟수 : �～��� 또는 연속/ 시퀀스 제어 : 시작, 정지, 홀드, 브랜치(분기)

��(����Word, ��bit), 기록은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행.

기타 기능

크기(mm)(돌기물 제외)

리스폰스 캘리브레이션 기능

●

±�� A RL=� Ω

CC 모드

전원

～ ±���A

●

DC～�.� kHz

CV 모드

인터페이스

±��A

●

● ��V/��V/��V 차재 전장품 시험에

���스텝의 시퀀셜 신호원 내장

● 정 전압(CV)/정 전류(CC)동작을 선택 가능

BP���� ～ BP�����

BP����

�.� kHz～�� kHz

CV 모드 직류 전압 설정 범위
내부
신호원
교류 진폭 설정 범위
전압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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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 V

상승/하강 시간 ＊

외부신호입력

BP����

±��A

DC～�.� kHz

리스폰스 캘리브레이션 기능

교류
전류

±��A

+��� V (+Vo limit : ��� V, −Vo limit : −� V 조정 특성), −��� V (+Vo limit : � V, −Vo limit : −��� V 조정 특성)

소 진폭 주파수 특성(조정 특성)

CC 모드 직류
전류

BP����

DC

�.� kHz～�� kHz

출력 임피던스＊

BP����

●

+150A

4
−60V

리미터 설정에 따라 -�V~+���V,
−���V~+�V까지 출력 범위를 시프트
가능(출력 전류 범위는 변화합니다)

무게

BP시리즈

－BIPOLAR DC POWER SUPPLY－

출력 ON·OFF 기능, 외부 제어 입출력, 키 잠금, 경고음 리셋 기능, 자기 진단 기능

USB(USBTMC/USB���, USB�.�)

전압

�� V～��� V

��� V～��� V

소비 전력

�.� kVA max.

�.� kVA max.

약 �� kg

약 �� kg

주파수

�� Hz/�� Hz ±� Hz
���×���×���

���×���×���

삼상�선 ���V～���V 또는

삼상�선 ���V ±��％ (단, ���V이하). ＊주문시 지정.

�.� kVA max.

�.�kVA max.

� kVA max.

�.� kVA max.

�.� kVA max.

�.� kVA max.

��.� kVA max.

��kVA max.

약 �� kg

약 ��� kg

약 ��� kg

약 ��� kg

약 ��� kg

약 ��� kg

약 ��� kg

약 ��� k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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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전력 증폭기

－PRECISION POWER AMPLIFIER－

특 징
●

광 대역 DC～�� kHz

●

DC(CC/CV), AC(CC/CV)의 ４가지 모드

●
●

����

선택 가이드
����

��� VA、DC～�� kHz、±��� V、�.� Arms

����

� kVA、DC～�� kHz、±��� V、�.� Arms

����

사 양
정격 출력

●

� kVA、DC～�� kHz、±��� V、��.� Arms

형

전자 파워

＊�

정격
출력 전류

피크 전류

명

��� VA

DC 모드

AC 모드(rms)＊�

최대 출력 전압
이득

이득 안정도

����

��� VA

±�.� A

�.� A

정격치(실효치)의 �.�배

정전압
정전류

출력 모드

로드 레귤레이션(DC모드)
라인 레귤레이션(DC모드)
주파수 특성

�대 직렬로 사용하면 전압을 올릴수 있고, 부스터를 사용하면 전류를
증량할수 있음.
����A(� kVA)에 파워 부스터 ����A(� kVA)을 접속하여 최대 �� kVA
까지 파워 업
리모트 센싱 단자 장비
출력 케이블의 전압 강하를 보상

��� VA

����

� kVA

��� VA

�.�� kVA

±�.� A
�.� A

■ 전압 단상 전류 단상 보호 릴레이 시험기

전압 단상 ��� VA, 전류 단상 ��� VA를 출력하는 무왜곡 릴레이 시험기입니다.
(패널면의 문자는 영문입니다. 표시 화면의 문자는 영문/일본어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

각 상 ���VA의 출력을 가능케 한 전압 삼상의 무왜곡 릴레이 시험기입니다.

�.� kVA

±��.� A

� A/ V

�� A/ V

RX����K

AC, DC출력 가능

●

응답 입력을 ���채널까지 확장 가능(옵션)

●

●
●

��� V/ V

�.� A/ V

� A/ V

±��� ppm(typ.), ±��� ppm/�h(typ.)(CV, DC～� kHz)

출력 전환기를 내장

탈조 검출 릴레이를 시험하기 위한 SOR급변 모드를 장비
타이머 카운터를 외부 스타트 신호에서 개시 가능
(카운터의 독립 사용)
출력 일괄 ON/OFF 스위치를 정면 패널에 추가

정면 단자 / 측면 단자의 출력 전환 스위치를 정면 패널에 추가

● 출력 주파수는 �� Hz 고정, ��Hz 고정, 내부 가변 주파수(�� Hz～��� Hz),
●
●

��.� A

RX����K/RX����/RX����/REX����

●

●

■ 전압 삼상 보호 릴레이 시험기

����A

특 징

●

±��� V(DC), ��� Vrms(AC, 정현파)

외부 동기, 라인 동기에서 선택 가능

자동 스위프 기능, 패널면 설정 메모리, 마스터 슬레이브 기능, 고조 파
가산 기능, GPIB, 전원 입력 ��� V/��� V 자동 전환 등의 기능을 장 비
삼상 설정(RX����)
�LG설정·스위프, �LS설정·스위프, 삼상 일괄 설정,
선간 전압 연산, 평형 삼상 설정, 상전환

RX����

■ 전류 삼상 보호 릴레이 시험기

정전압(CV)/정전류(CC), 직류(DC)/교류(AC)

전류 �요소 RX����과 조합하여 전압 삼상, 전류 삼상 시스템을 구축.

CV모드 : ±�.�%이내(DC～� kHz), ±�%이내(� kHz～�� kHz)

CC모드 : ±�%이내(DC～� kHz), ±��%이내(� kHz～�� kHz)

■ 보호 릴레이 시험 컨트롤러 －RELAY TEST CONTROLLER－
종합 시험용 컨트롤러

출력 전환기, �채널 카운터, 모의 차단기, 응답 입력 선택기 내장

CV모드 : ±�.�%이내(DC～� kHz), ±�%이내(� kHz～�� kHz)

CC모드 : ±�.�%이내(DC～� kHz), ±�%이내(� kHz～�� kHz)

＋�, －� dB : � kHz～�� kHz

CC모드 : �.�%이하(�� Hz～� kHz), �.�%이하(�� kHz)

제로로 조정 가능(DC모드시), 패널면 반고정 조정기(ZERO)로 조정.

CV, DC모드일 때 리모트 센싱 가능(DC～� kHz)

내부 직류 전압(Vcc)제어

FIXED : Vcc고정 ��～���%간의 ��점 변환,

평형 출력, 편선 접지 가능, 입 출력간 절연

RE����

AUTO : 출력 전압에 추종 제어

전원

단상��� V±��%(��� V, ��� V, ��� V, ��� V 옵션), �� Hz～�� Hz

크기(mm)

���(W)×���(H)×���(D)

비고

＊� CV모드 �� Hz～��� Hz에서 파고율 ( Ipeak )=� 의 콘덴서 입력형 정류회로에 있어서
Irms
＊� 정현파 전류의 실효치 (정격 출력 전압에서. 단, Vcc=��%, 또는 AUTO일 때)

파워 부스터

� kVA

±�.� A
�.� A

리모트 센싱

무게

－RELAY TESTER－

CV모드 : �.��%이하(�� Hz～� kHz), �%이하(�� kHz), �.�%이하(�� kHz)

출력 오프셋 전압/전류

소비 전력

보호 릴레이 시험기

Vcc 컨트롤
내부의 직류 전원 전압(Vcc)을 제어하여 전원의 사용 효율을 높이고
항상 큰 출력 전류를 확보

����

＋�.�, －�.� dB : DC～� kHz(AC모드는 �� Hz～� kHz)

왜곡율(DC모드)

출력 형식

고 출력 전압 ±��� V

전력용 시험 기기

±��� V(DC), ��� Vrms(AC, 정현파)

정격 출력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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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DC～�� kHz、±��� V、�.� Arms

����

����시리즈

단상��� V±��%(��� V, ��� V 옵션), �� Hz～�� Hz

��� W, �.�k VA

� kW, � kVA

� kW, � kVA

� kW, � kVA

약 �� kg

약 �� kg

약 �� kg

약 �� kg

���(W)×���(H)×���(D)

－POWER BOOSTER－

����A(� kVA)의 출력 전력(전류)를
증폭시키기 위한 부스터입니다.
����A은 �대까지 접속할 수 있으므
로 최대 �� kVA 까지 파워 업이
가능합니 다.

사 양

정격 출력

전원

소비 전력

크기(mm)
무게

REX����

���(W)×���.�(H)×���(D)

���(W)×���.�(H)×���(D)

삼상 표준 전력 발생기

����A
� kVA

단상 ��� V±��%(��� V, ��� V 옵션)
�� Hz～�� Hz
� kW, � VA

���(W)×���.�(H)×���(D)
약 �� kg

－�-PHEASE VOLTAGE CURRENT STANDARD－

전력용 트랜스듀서, 각종 미터,
전력량계의 교정·점검에.

특 징
●

다양한 출력 모드

●

간단 설정의 전용 메뉴

RX����

평형 삼상, 불평형 삼상, 단상 삼선, 단상, 스위프, 임의 고조파의 출력 모드
를 한 제품에 기본 장비. (옵션, 외부 기기 추가 불필요)

•선간 전압 설정, 역율 설정, 고조파 설정, Wh출력, 출력 벡터 표시를 컬러 액정
패널로 표시. 벡터의 색도 선택 가능
•출력 설정 파형을 표시, 고조파 가산 파형은 한눈에 확인 가능

•펄스 카운트(주기·전력량계·펄스), 설정 그룹 메모리, 라인 동기, 외부 동기
●

기능도 표준으로 장비

소형·경량

공장내나 전력 현장에서 이동하기 쉽도록 소형·경량 설계. (약 ��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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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텀 응용 제품
분산형 전원 시험 장치

－GRID CONNECTION TESTING SYSTEM－

기능 디바이스

태양광, 연료전지, 가스엔진, 마이크로 가스터빈 등

특 징

분산형 발전의 계통 연계 시험에 최적의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서포트

●

분산형 발전의 계통 연계 시험에.

고 신뢰 기술을 베이스로 회로 설계에서 모듈화까지 서포트해, 설계의 성력화를 실현.

자원 에너지 청편
「계통 연계 기술요건 가이드 라인」요구에 대응한 시험에.

●

(재)전기안전환경연구소 발행
『소형 태양 전지 발전 시스템 계통 연계 보호 장치 등의 시험 방법』
에서 규정된 시험에.

●

� kW 부터 �� kW 까지 각종 출력 용량의 발전 시스템에 대응

●

역조류 시험이 가능

●
●
●

단상 �선식/�선식 외에 삼상 �선식/�선식 시험도 가능

NF는, 고 정도 전자 계측기로 축적된 회로 기술과 고 신뢰 실장 기술을 융합시켜, 복합 전자 부품(기능 디바이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설계에서 제조까지 일관된 체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터

－FILTER－

● 아날로그 신호 처리에 대해, 노이즈 제거나 안티 에이리어스 등에 사용되는 필터를 모듈화.

풍부한 종류중에서, 필요한 특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MPLIFIER－

저 잡음과 뛰어난 주파수 특성을 실현한 증폭기 모듈.

소수의 외부 부착 부품으로 고 정도의 증폭 회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계통 모의 임피던스 네트 워크(각종 용량에 대응)내장 가능

직류 전원, 계통 모의 교류 전원, 부하 장치, 계측 장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시스템 구축을 서포트

발진기

－OSCILLATOR－

● 외부 부착 저항으로 발진 주파수를 설정할 수 있는, 저 왜곡·정현파 발진기 모듈을 라인 업.

쌍방향 직류 전원

●

증폭기

필터와 조합해 발진기를 구성하는 어댑터와 노이즈 제네레이터·모듈도 있습니다.

－BIDIRECTIONAL DC POWER SUPPLY－

●

위상 검파기

－PHASE DETECTOR－

잡음에 묻힌 신호나 극미소 레벨의 신호 검출 등에 이용하는
위상 검파기 모듈.

쌍방향 운전이 가능. �� kW 에서 ��� kW 까지 용도에 맞추어 구축 가능. 쌍방향 직류 전원을 바탕으로 목적에
따라 이차 전지, 태양 전지 모의 시스템이 구축 가능

특 징
●
●

리플 전류 시험기

�～��� V /±�� A /±�� kW

마스터/슬레이브 기능
직렬 �대 : 출력 ��� V
최대 병렬 ��대 : 출력 ±��� A
최대 ��� V/±��� A /±��� kW(��대 접속)의 시스템 구축 가능

●

�종류의 출력 모드 CV(정전압)/CC(정전류)/CP(정전력)

●

�차 전지 모의, 태양 전지 모의 시스템 구축 가능

●
●

리미터 기능, 부하보호기능, 계측기능, 리모트센싱 외
고객의 요구에 대응한 시스템 제안 가능

－RIPPLE CURRENT TESTER－

콘덴서・코일의 신뢰성 시험・열화 시험・
음명 시험 요구에.
콘덴서·인덕터의 종류와 시험 조건에
맞춘 리플 전류 시험기를 커스텀
대응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사례
■ 콘덴서
●

주파수 범위 : ��� Hz～��� kHz

●

파형:정현파

●
●

리플 전류 : ��� A
다채널

■ 인덕터
●

주파수 범위 : �� kHz～��� kHz

●

파형 : 삼각파(톱니파)

●
●

리플 전류 : � App～�� App
인덕터 : �� μH～��� μH

본사 : 요코하마(일본)
설립 : ����년 �월

대표이사 사장 : Satoru Imada

사업 : 계측기, 전원기기, 기능모듈 및 커스텀응용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
생산 거점 : 요코하마, 사이타마, 야마구치(�곳)

국내 영업 거점 : 센다이,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해외 거점 : 상하이, 미국(캘리포니아, 오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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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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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 PRODUCTS CATALOG

＊ 이 카탈로그의 기재 내용은 ����년 �월 ��일 현재의 내용 입니다.
● 예고 없이 외관・사양의 일부를 변경 할 경우가 있습니다.
● 구입시 최신 사양・가격・납기를 확인 해 주십시요.
● 기재되어 있는 회사명・제품명은 각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 입니다.

NF Techno Commerce Co., Ltd.

International Sales Division

6-3-14 Tsunashima Higashi, Kohoku-ku, Yokohama 223-0052, Japan
Phone : +81-45-777-7604 Fax : +81-45-777-7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