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거

CPU : 펜티엄 듀얼코어 1.8GHz 이상

OS : Windows 7

SSD : 120GB 이상

RAM : DDR3 2GB이상

Serial Port : RS-232C 8Port 이상

AI/O : 16CH/16CH

DI/O : 32CH/32CH

Data 저장기간 : 1년 이상 (5분, 30분)
(5초자료 1개월 이상)

Display : TFT LCD 10” 이상 (ON/OFF 가능)

Interface : Touch Screen, Keypad (35 Keys), (USB키보드, 마우스 사용가능)
Dimension : 483 X 343 X 177 19” Rack (4U)

Power : AC 100-240V, 50/60Hz

더 선명하고 저 전력이며 내구성이 강화된 LED 백라이트 방식 LCD

LCD ON/OFF 기능

모든 메뉴를 한 화면에 배치하여 쉬운 화면 전환 가능

단축메뉴 선택 기능 (화면 우측)

Touch Screen기능 (2회의 터치로 원하는 메뉴 선택가능)

관제센터 원격명령 수행 기능

5분, 30분자료 1년 이상, 5초자료 1개월 이상 저장

Power Fail 복구 시 자동부팅

측정기상태, 데이터로거상태, 데이터수집상태를 실시간 확인
시인성의 향상을 위해 항목별 그래프, 상태별 색상 등의 화면 구성
원격명령 수신내용 검색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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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표시 영역 : 총 12개 항목 표현이 가능하며, 그래프 화면이 있어 측정값 추이 파악에 용이함.

2

단축메뉴 영역 :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원터치 이동이 가능 하도록 하여 운영관리 효율을 극대화 하였음.

3

통신상태 영역 : 자료수집장치와 관제센터 서버 및 자체모니터링시스템과의 통신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함.

4

메뉴선택 영역 : 모든 메뉴를 한 화면에 배치하여 데이터로거 신규 사용자도 쉽게 메뉴선택이 가능함.

의 상위에 연결 설치하는 기기입니다.

CPU : 펜티엄 듀얼코어 1.8GHz 이상
SSD : 120GB 이상

OS : Windows 7
RAM : DDR3 2GB이상

Serial Port : RS-232C 8Port 이상

Display : TFT LCD 10” 이상 (ON/OFF 가능)
Interface : Touch Screen, Keypad (35 Keys), (USB키보드, 마우스 사용가능)
Dimension : 483 X 343 X 177 19” Rack (4U)

Power : AC 100-240V, 50/60Hz

더 선명하고 저 전력이며 내구성이 강화된 LED 백라이트 방식 LCD

LCD ON/OFF 기능

모든 메뉴를 한 화면에 배치하여 쉬운 화면 전환 가능

단축메뉴 선택 기능 (화면 우측)

Touch Screen기능 (2회의 터치로 원하는 메뉴 선택가능)

관제센터 원격명령 전달 기능

데이터로거 통신상태 및 관제센터 통신상태 확인 가능

Power Fail 복구 시 자동부팅

전원단절 이력 조회 가능

전면

후면

CPU : 펜티엄 듀얼코어 1.8GHz 이상(Dual)

OS : Windows 7

SSD : 120GB 이상(Dual)

RAM : DDR3 2GB이상(Dual)

Serial Port : RS-232C 8Port 이상

AI/O : 16CH/16CH

DI/O : 32CH/32CH

Data 저장기간 : 1년 이상 (5분, 30분)
(5초자료 1개월 이상)

Display : TFT LCD 10” 이상 (ON/OFF 가능)

Interface : Touch Screen, Keypad (35 Keys), (USB키보드, 마우스 사용가능)
Power : AC 100-240V, 50/60Hz(Dual)

Dimension : 483 X 343 X 177 19” Rack (4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