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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Copyright © by 2017 GSInstech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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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being allowed by GSInstech

“Protek” 은 ㈜지에스인스텍 의 계측기 브랜드 입니다.

본 매뉴얼의 모든 내용 및 사진 등은 ㈜지에스인스텍의 소유 및 저작물 이며 당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무단 복제 및 사용 등을 금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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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본 매뉴얼에 포함된 정보는 제품의 성능향상 및 개선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안전 고지 참조
본 제품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Standard IEC 664 에서 고지하는 바와 같이, 디지털 멀티미터
측정회로는 설치 Category II 에 준합니다. 또한 신호단자는 설치 Category I 에 준하며, 다른
모든 장비와 혼용하여 연결 하지 마세요
본 장비는 POLLUTION DEGREE 2 에 준하며, 실내 사용 제품 입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이 제품 사용자를 항상 전기적 충격으로부터 보호 하기 위해, 사용 전 사용자의 신체에 연결
을 방지, 모든 연결 지점에 차단 되어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적
직접접촉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제품사용자가 감전 혹은 전기적 충격으로부터 보호 됩니다.
1000V 이상 동작 또는 도전성이 의심되어 위험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하며, 장비를
사용하기 전, 장비와 전원이 올바르게 접지 및 연결 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또한, 제품의
외관의 손상이나 균열로 인해 제품이 노출 되어 있는 경우 제품사용을 해선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제품 액세서리 연결케이블, 테스트리드 역시, 사용 전 상태를 검사합니다.
전원이 인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제품을 임의로 분해 하거나, 케이블의 접촉 부,
입력전원선 등을 만지지 마세요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측정 후 전원을 끄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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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모든 커패시터와 회로를 방전 시키고, 연결된 케이블과 점퍼를 분리 해야 합니다.
측정 중 전류가 통하는 테스트회로에 직접 만지거나 건들지 마시고 또한 측정 시 절대 물
또는 액체 등에 젖은 손으로 제품, 전원선, 테스트 회로 등을 만지지 마세요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신체의 손상과 건강 안전등을 위해, 본 제품과 액세서리는 사용매뉴얼상 지침이나 안전사항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본 제품 및 액세서리는 사용자매뉴얼에 표시된 수치보다 초과한 높은 레벨의 값을 측정 및
운영 해선 안됩니다.
제품에서 사용되는 퓨즈(Fuse)가 손상 및 망실 되었을 경우,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퓨즈 교체
시, 동일한 유형 및 퓨즈를 사용해야 합니다. .
섀시부 연결 전용 접지 연결 등 회로 측정 시 차폐 연결 부에 연결 부로서 사용 되야 합니다.
만약 측정 지그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측정대상 디바이스에 인가 되는 전원 차단 및 폐쇄
덮개를 들어 유지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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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정보

Chapter 1

먼저 저희 Protek 4000 디지털 멀티미터를 구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품에 대한 이해와
사용법을 본 매뉴얼에서 소개 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본 매뉴얼로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제품을 구매하신 구매처 혹은 ㈜지에스인스텍 고객지원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1

제품 개요

Protek4000 은 51,000 count 의 디지털 멀티미터로 0.01%의 높은 DC 전압 정확도와 25 readings/sec
의 빠른 측정 속도를 가지고 있는 고 사양의 True RMS 멀티미터 입니다.
다음 제품의 주요 측정 범위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DC 전압 측정 범위 10μV~ 1000V
 AC (RMS) 전압 측정 범위 10μV ~ 750V, 1000V Peak
 DC 전류 측정 범위 100nA ~ 20A
 AC (RMS) 전류 측정 범위 100nA ~ 20A
 2-wire 와 4-wire 저항 측정 범위 10mΩ ~ 50MΩ
 주파수 측정 범위 5Hz~ 1MHz
Protek4000 주요기능 설명 참조 :




기능 최대 범위: 위 설명내용 외, Protek4000 은 주기, dB, dBm, 도통, 다이오드 테스트,
max, min 값과 퍼센트 기능이 있습니다.
Programming 언어와 원격제어 인터페이스: Protek4000 은 SCPI programming 언어와
원격제어 인터페이스로: RS-232C 또는 GPIB(별도 옵션)를 지원 합니다..
Closed-cover calibration: 멀티 미터 전면 패널 또는 원격 인터페이스 중 하나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1.2

운영 환경

입력 전원 : AC 110V/220V ±10%
Line 주파수 : 50Hz / 60Hz ±5%
소비 전력 : <10VA
동작 온도 : 0℃ to 40℃
동작 습도 : ≤ 90%RH

1.3

제품 크기 및 무게

제품 크기（W×H×D）
：225mm× 100mm× 318mm
제품 무게 : ≤2.2Kg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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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당

안전 기호 및 주의 사항

기호는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기 전, 사용설명서 상의 내용을 참조 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해당

기호는 단자에 높은 전압이 존재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기호로 이러한 기호 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전압에 노출 되지 않게 사용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기호는 제품의 접지를 나타냅니다.

매뉴얼에 사용되는 WARNING 문구는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도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로 사용자는 해당 경고 시, 꼭 매뉴얼에 소개된 절차에 따라 주의
하며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CAUTION 은 매뉴얼상의 제품 사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예상 될 때 사용 되며, 이러한 사용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상 및 손실은 제품보증서비스에서
예외 되며, 보증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1.5

제품 확인

Protek4000 은 ㈜지에스인스텍의 품질검사 정책에 의거, 자체적으로 검수를 진행한 제품에 한해
고객에게 인계 됩니다. 하지만 운송, 배송 혹은 기타 상황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물리적 손상
또는 손실에 의해 제품 외관 혹은 내부에 문제가 발생 할 우려가 있으니, 제품 수령 후 하기 품목
리스트를 꼼꼼히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Protek4000 멀티미터 본체 1 대
테스트 리드 1 셋트
입력 전원선
500mA 퓨즈
1A 퓨즈
사용설명서
제품보증서
추가 요청 품목 ( 옵션품목 별도구매 해당고객 )

만약 위 리스트상 빠진 품목이 있거나 망실 된 경우 구매하신 판매처 혹은 가까운 Protek 대리점
으로 연락 주시거나, ㈜지에스인스텍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 주시면 확인 후 제품 교환 또는 부족한
품목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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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보증
디지털멀티미터 Protek4000 은 지에스인스텍의 자체적인 품질검수 및 프로세스를 통과한 제품으로
㈜지에스인스텍이 인증한, 정식 판매점을 통해 정상 구매한 제품에 한하여, 구입일로부터 1 년간
부품 및 제조과정의 결함 등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 보증합니다.

1.6

보증 제한

본 제품에 대한 보증은 고객의 과실 및 우발적 결과적 등으로 인한 결함 및 손실 등은 보증되지
않습니다.
㈜지에스인스텍에서 인증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임의로 제품을 분해 혹은 조립, 개조를 한
제품은 보증기간이 남았더라도 제품 보증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제품의 사용자는 당사에서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상 명시된 절차 및 내용에 따른 사용방법이 아닌
변칙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해 및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제품보증의 책임이 없습니다.
전쟁,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발생된 제품 하자 및 결함 등은 제품보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인터페이스 등을 사용하면서 발생 되는 직접, 간접, 결과적 문제에 대한 손해 및
손실 등은 보증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제품의 본체를 제외한 별도의 액세서리 류 및 소모품 등은 제품 보증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에스인스텍이 인정 및 인증하지 않은 비공식 판매, 유통점 등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보증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보증은 제품 구매 후 별도 서명이나 동의 없이 묵시적으로 승인을 포함하며, 기타 보증 및 인증
등을 대신 합니다. 만약 당사의 보증사항에 의거한 귀책사항이 아닌 사전에 예고된 문제나 손해 등

직 간접적 책임 결과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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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2.1

Protek4000 소개

전면 패널 소개

제품을 구동하기 전, 먼저그림 2-1 과 같이 Protek4000 전면패널 구성에 대해 소개 합니다.
2. Math 연산기능버튼

1. 기능 버튼

입력 단자

기본
표시부
보조
표시부
전류 입력
퓨즈

전원
스위치
nd
5.범위설정 4.메뉴동작 3. 2 보조화면 7. Shift/local
과 측정속도버튼 버튼
버튼
방향버튼

6. Hold/Trig
버튼

그림 2-1 Protek4000 전면 패널
1.

2.
3.

4.

측정 기능 버튼 (shift 기능 포함)
측정 기능 선택: DC 전압/전류, AC 전압/전류, 저항, 도통, 주파수, 주기, dB, dBm, True RMS
AC+D, 다이오드 테스트.
연산(Math) 기능 버튼
연산(Math) 기능 선택: Rel, %, Max/Min, Comp and Hold.
2nd Display 보조표시화면 과 측정속도 버튼
reading rate 변경: Fast, Medium, Slow.
+
누르면 기능이 꺼지면서, 2nd 보조화면표시.
메뉴 동작 버튼

5.

→

메뉴 열기/닫기
좌측 이동하여 메뉴선택 또는 명령,자릿수 이동
우측 이동하여 메뉴선택 또는 명령,자릿수 이동
상단 이동 메뉴선택
하단 이동 메뉴 선택
(ENTER) 선택된 변경사항 실행 후 기본 메뉴상태로
선택된 변경사항 취소 후 기본 메뉴상태로 .
범위 및 기능 조합 설정 키
좌측 2nd 보조화면 선택
우측 a 2nd 보조화면 선택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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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상 선택된 범위의 값을 상승시킴 Auto 기능 비활성화.
화면상 선택된 범위의 값을 하강시킴 Auto 기능 비활성화
자동 범위 혹은 수동범위 전환
6.

Trig/Hold Key
전면 표시 측정치를 트리거

Trig

Shift

7.

→

Trig

샘플링 중 선택된 수치가 선택한 허용범위 내에 트리거 되어 있을 때 해당
값을 안정적으로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Shift/Local keys
Shift
Shift

(LOCAL)

2.2

액세스에 사용되는 버튼
RS232C 원격제어모드를 취소하고 다시 LOCAL 상태로 되돌립니다.

화면 표시기(디스플레이) 소개

FAST MED SLOW TRIG HOLD AUTO REL MATH

DC
AC
DC
AC
COMP HI

IN

LO

RMT AUTO MAX MIN ERR SHIFT
그림 2-2 표시 화면

FAST
MED
SLOW
TRIG
HOLD
REL
MATH
(Speaker)
(Diode)
DC
AC
COMP
HI/ IN/LO
RMT
AUTO
Max Min
ERR
SHIFT

빠른 판독 속도 Fast reading rate
보통 판독 속도 Medium reading rate
낮은 판독 속도 Slow reading rate
선택한 외부트리거를 나타냅니다. (전면패널, bus)
판독 값 HOLD 기능 사용
상대(Relative) 판독 값 표시
연산기능이 활성화 됩니다. (%, dB, dBm).
도통검사 시 비프음을 활성화 합니다.
다이오드 테스트 기능 사용
DC 측정 동작 활성화
AC 측정 동작 활성화
한계치(Limit) 테스트기능 사용
한계치 테스트 시험결과 표시
멀티미터 리모트 모드 활성화 상태
자동범위 설정 동작
MAX/MIN 값 동작 활성화
하드웨어 또는 원격제어 오류 검출
액세스 키를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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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면 패널 메뉴 참조

A：MATH (연산 매뉴)
1: HI LIMIT → 2: LO LIMIT → 3: PERC REF → 4: dB REF→ 5: dBm REF
1. HI LIMIT
한계시험 상승치 설정
2. LO LIMIT
한계시험 하강치 설정
3. PERC REF
퍼센트율 기능을 위한 기준 값 설정
4. dB REF
dB 기준 전압 값 을 설정
5. dBm REF
dBm 기준 임피던스 값을 설정
B：TRIGger (트리거 메뉴)
1: TRIG MOD → 2: HOLD WIN→ 3: HOLD CNT
1. TRIG MOD
수동 혹은 BUS 트리거 모드를 즉시 선택
2. HOLD WIN
판독 값 Hold 감도 대역 설정
3. HOLD CNT
HOLD 된 판독값의 COUNT 를 확인
C：SYStem 시스템
1: BEEP STA → 2: BAUD RAT → 3: TX TERM → 4: KEY SONG
1. BEEP STA
비프음 기능의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
2. BAUD RAT
RS232C 동작에 대한 전송속도를 선택
3. TX TERM
RS232 의 동작을 위한 단자 특성을 설정,
명령 문자열 끝을 확인
4. KEY SONG
버튼을 누를 때 나는 키음을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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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면 패널 메뉴 개요

아래 그림 2-3 과 같이 전면 패널 메뉴는 총 세 단계 하향식 트리구조로 구성되었습니다.(메뉴,
명령 그리고 파라미터) and parameters) 메뉴구조에 따라 (
)아래 또는 (
) 위 키를
이용하여 다른 수준의 메뉴트리로 이동이 가능하며, 좌(
) 또는 우 (
) 키를 이용하여,
세 단계의 메뉴트리상 좌측과 우측상의 수평 메뉴 이용이 가능 합니다.

Menus
Commands
Parameters

그림 2-3 메뉴 트리 구조




메뉴를 켜려면, Shift →
메뉴를 켜려면, Shift →
하나를 누르세요.

의 순서로 누릅니다. (Menu).
(Menu)의 순서로 누르거나 전면 기능키 또는 MATH 키 중



“parameter”(파라미터) 레벨 변경을 확인 하려면,



“parameter” 레벨 변경을 취소 하려면,

(ENTER).를 누르세요.

(Menu)를 누르세요..

Note :
누르면 이미 상위 메뉴이며, 만일 한번 더 눌러도 상위메뉴로 갈수 없다면, 이미 메뉴
최상위 단계 이며, 마찬가지로 파라미터 역시
를 눌러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다면,
이미 해당 메뉴는 최대 하단 메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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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후면 패널 개요

Protek4000 의 후면 패널은 아래 그림 2-4 와 같습니다. 기기를 동작하기 전, 하기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그림 2-4 Protek4000 후면 패널
1. RS-232C 커넥터 (또는 GPIB 별도 옵션 )
RS-232 동작을 위한 연결. 기본 DB-9 케이블 사용.
2. 접지
섀시 접지 단자
3. 전원 단자 대 퓨즈 – 퓨즈 홀더 어셈블리
Protek4000 은 110/220V±10% AC 50/60Hz±5%에서구동 됩니다..
전력선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퓨즈.타입 (220V/500mA 또는 110V/1A)
Note : 퓨즈 교체 시 꼭 퓨즈를 확인 하고, 같은 타입의 퓨즈를 사용해야 하며, 퓨즈 교체 시
항상 전원 선을 제거하고, 퓨즈 홀더를 잡아 당겨 기존 퓨즈를 빼고 새로운 퓨즈를 낍니다.
만약 퓨즈를 구할 수 없을 경우, 가까운 Protek 판매점 혹은 구매처에 연락 주시거나
지에스인스텍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라벨
기기의 제조 번호 (시리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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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1

전원 구동

전원 선 연결

다음 아래 절차와 같이 Protek4000 을 전원선과 연결 하고 장비의 전원을 켭니다.
1. 먼저 198V 에서 242V (또는 110V±10%) 사이의 전압라인 범위 내에 있는 전원인지 확인한 다음,
주파수라인 범위가 47.5 에서 52.5Hz (또는 60Hz±5%) 사이의 범위 내 있는지 확인 후 전원
선을 장비에 연결해 주세요.
CAUTION: 잘못된 전원인가 시 제품의 손상이 되거나 오 동작 할 수 있습니다.
2.
3.

전원코드를 연결하기 전, 전면 패널상 전원 스위치가 꺼짐에 있는지 확인 하세요.
후면 패널의 AC 전원콘센트에 공급되는 전원 코드의 Female 의 끝을 연결 하고, 접지된
AC 콘센트에 전원코드의 다른 쪽 끝을 연결 합니다.

WARNING: Protek4000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전원 코드는 별도의 접지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접지된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접지가 되지 않아 감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후면 패널 상의 섀시 접지는 올바르게 접지가 되었을 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4.

전면 패널의 전원 스위치를 눌러 기기의 전원을 켜고 측정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2.6.2

입력 단자

다음 그림 2-5. 멀티미터 입력단자 입니다. 멀티미터 입력부는 표 2-1 에 표시된 한계치 과부하에
대한 보호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만일 보호장치사양의 한계치를 초과한 측정 시 사용자는 부상 및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

C A TⅠ(1000V )
C A TⅡ(300V )

500mA
MAX

5mA~500mA 범위의 DC/AC 전류 측정용 입력 단자
입니다.

VΩ

COM

1000V
M AX

상단 입력단자는, 전압, 옴, 주기, 다이오드, 연속성 등의
측정용 단자 입니다.

공통 단자 ( - )
m A

20A
최대 20A 까지 범위의 DC/AC 전류측정용 단자 입니다.

T1AL 250V

ALL INPUT
1KV MAX

5mA~500mA 범위 퓨즈 (T1AL/250V)

그림 2-5 입력 단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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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입력 보호 한도 값
기능

입력 단자

DCV

to COM

1010V DC

ACV,HZ

to COM

757.5V AC RMS,1000V Peak

mA,HZ

500mA to COM

500mA DC or AC RMS

20A,HZ

20A

to COM

20A DC or AC RMS

Ω

to COM

500V DC or AC RMS

MED TRIG
SLOW HOLD
TRIGAUTO
HOLDREL
AUTO
SLOW
MATHREL MATH ,

to COM

500V DC or AC RMS

N

HI

공통 기능

2.6.3
LO

IN

최대 허용 입력 값

단자상 모든 접지

1000V DC or 1000V peak AC

전원 구동 시퀀스

RMT ADRS MAX MIN ERR SHIFT

LO

RMT ADRS MAX은MIN
ERR구동
SHIFT후 EPROM 과 RAM 에서 자체 테스트를 수행하고 약 1 초 내외로 모든
Protek4000
전원
세그먼트 와 신호 표시란이 점등 됩니다. 만약 제품의 일시적인 오류나 심각한 오류가 검출 되었을
경우, 일시적으로 표시 부에 “ERR” 메시지가 표시 점등 됩니다.

* 장비가 자체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제품 자체 펌 웨어 버전이 표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6.4

고 전력 회로 취급 시 안전주의 사항

고 전력 분배 회로에서 전압,전류 등을 측정할 때 안전을 위해 다음 아래 지침 내용을 꼭 준수
합니다.
고 전력 회로 측정 시, 다음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테스트리드 혹은 액세서리를
사용해주세요.
 테스트리드, 액세서리는 완전히 절연된 상태여야 합니다.
 회로 측정 시에 손을 직접 데지 않고 오직 테스트리드만 사용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악어클립, 스페이드 러그 등 )
 전압,전류의 측정 간격을 임의로 줄인 테스트리드나 액세서리를 사용하지 마세요, 아크
보호기능이 감소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고 전력 회로를 측정할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
1. 회로 차단기, 메인 스위치 등 정규 설치된 연결 –분리 장치를 이용하여, 회로의 전원을
차단 합니다.
2. 안정성이 인증된 정격 테스트리드를 사용하여, 테스트중인 회로에 테스트리드를
연결합니다.
3. 멀티 미터 상 적절한 측정 기능 및 범위를 설정 합니다.
4. 회로에 설치된 연결-분리 장치를 이용하여 회로의 전원을 인가하고, 멀티 미터와 연결된
측정용 테스트리드를 끊지 않고 실 측정 합니다.
5. 설치된 회로 연결-분리장치를 이용하여, 회로의 전원을 차단 합니다.
6. 테스트중인 회로에서 연결된 테스트리드를 분리 합니다.
WARNING: 공통 측정모드 최대 전압은 500Vpeak 이며(com 과 섀시 접지 사이의 전압), 이 값을
초과하는 전압 측정 시, 감전,절연 등의 위험성과 함께 제품 혹은 회로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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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전원 구동 시 초기상태

Protek4000 은 전원 구동 시 공장 출하 기본 설정으로 복귀 합니다.
본 사용설명서의 기본측정 절차는 공장출하 시 기본값을 가정하기 때문에 단계 별 절차를 수행할
때, 장비를 초기설정으로 재설정 합니다. 다음 아래 표 2-2 는 공장출하 시 기본설정을 나타냅니다.
표 2-2 공장초기 설정상태
설정

공장초기
DCV
AUTO
Medium
Local
Immediate
OFF
OFF
+1
-1
OFF
+1
OFF
OFF
OFF
OFF

Function (기능)
Range (범위)
Rate (속도)
Remote/Local (리모트)
Trigger Mode (트리거)
Relative Mode (상대모드)
Compare Mode (비교모드)
HI Limit (상한 제한)
Lo Limit (하한 제한)
Percent Mode (% 모드)
Reference
Max/Min Mode (최대/최소)
Reading Hold (구독값 고정)
Secondary Display Mode (보조화면)
Cal Mode (교정)

2.6.6

워밍업 시간

Protek4000 은 전원 구동과 동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격정확도와,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기가 약 30 분간간 워밍업 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기기가 극단적인 온도에 장시간 노출된 상태일 경우엔 반드시 내부온도 안정화를
위한 워밍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2.7

화면

Protek4000 의 메인 화면은 단위 및 측정유형과 함께 표시되며, 주로 판독을 위해 사용됩니다.
화면 좌측과 우측 하단에 있는 신호 표시는 현재 다양한 동작 상태를 나타내며, 신호표시에 대한
목록 및 설명은 주 2.2 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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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측정

Chapter 3
측정 준비

3.1

전장에서는 전면패널에 대한 소개를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전면패널에 대해 숙지가 된 상태에서
멀티미터를 운용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전면 패널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 하고자 합니다.
전면 패널상 멀티미터의 다양한 기능과 동작을 선택하는 키의 여섯개 행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키는 파란색으로 상단에 인쇄표기 되어 있으며, 해당 기능은 Shift (Shift 를 누르면 Shift 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키를 누르고 그 뒤 원하는 라벨의 키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AC 전류
값을 측정하기 위해선 Shift 키를 누르면서 ACV (ACI) 선택 누릅니다..
만약 사용상 실수로

3.2

Shift

키를 누르게 될 경우 다시 누르면 Shift 가 헤지 됩니다.

전압 측정

전압 범위: 500 mV, 5 V, 50 V, 500 V, 1000 V (750 VAC)
최대 분해 능: 10μV (500mV 범위 시)
AC기술: true RMS, ac-coupled, 1000V Peak AC

3.2.1

전압 측정 연결

다음 조건은 Protek4000 공장 출하 시 기본 조건 입니다. :
1. 테스트 리드선을
그리고 COM 단자에 연결 합니다..
2. DC 또는 AC 전압 측정을 위해 DCV 또는 ACV .키를 누릅니다.
3.
버튼을 눌러 자동범위로 설정 후 자동 조정 범위가 화면에 표시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수동으로 범위를 설정 할 경우엔, 예상 전압에 부합 되는 측정 범위를
또는
버튼을 눌러 설정 합니다.
4. 그림 3-1 과 같이 해당소스에 테스트 리드선을 연결합니다.
CAUTION: 장비의 손상이 발생될 수 있는 1000Vpeak 이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OVL.D”메시지가 표시 되면,
버튼을 눌러, 정상판독이 표시 될 때 까지, 더 높은 범위를
선택 하며, (또는
키를 눌러 자동범위 선택) 가장 좋은 해결 방법으로는 가능한 가장 낮은
범위를 설정합니다.
6.
+
를 동시에 누르면, 보조화면으로 이동, 조합기능을 선택
또는
버튼을
눌러 표시 자리를 이동 합니다.
7. 디스플레이에서 측정값을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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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TION:

입력 저항 = 10MΩ
최대 입력값 =1010V peak

CAUTION:

입력 임피던스 = 1.1MΩ 와 100pF
최대 입력= 750V RMS 또는 1000V peak, 3×107V-Hz
그림 3-1 DC / AC 전압 측정용 연결도

3.3

전류 측정

Protek4000 전류 측정 범위 : 5mA, 50 mA, 500 mA (DC only), 5A, 20A
최대 분해능 : 100nA (5 mA 측정 범위 설정 일 경우)

3.3.1

전류 측정 연결

다음 아래 측정 조건은 Protek4000 공장출하시 기본설정 기준 입니다.:
1. 테스트리드선 2 조를 각각 500mA 단자와 COM 단자 또는 20A 단자와 COM 단자에 연결합니다.
2. 다음 Shift → DCV 또는 Shift → ACV 버튼을 눌러 DCI 또는 ACI 측정 기능을 선택 합니다.
3.
버튼을 눌러 자동범위로 설정 후 자동 조정 범위가 화면에 표시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수동으로 범위를 설정 할 경우엔, 예상 전류에 부합 되는 측정 범위를
또는
버튼을 눌러 설정 합니다.
4. 그림 3-2 과 같이 해당소스에 테스트 리드선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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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TION: 250V 와 500mA 입력 단자 또는 퓨즈에 1A 이상 전류를 인가하지 마세요, Open-circuit
될 수 있습니다.
8. “OVL.D”메시지가 표시 되면,
버튼을 눌러, 정상판독이 표시 될 때 까지, 더 높은 범위를
선택 하며, (또는
키를 눌러 자동범위 선택) 가장 좋은 해결 방법으로는 가능한 가장 낮은
범위를 설정합니다.
+
를 동시에 누르면, 보조화면으로 이동, 조합기능을 선택
눌러 표시 자리를 이동 합니다.
10. 디스플레이상 표시된 값을 확인 합니다.
9.

DC 전류 측정 범위: 5mA, 50mA, 500mA

AC 전류 측정 범위: 5mA, 50mA, 500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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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버튼을

DC 전류 측정 범위: 5A, 20A

AC 전류 측정 범위: 5A, 20A
CAUTION:

최대 입력= 20A DC 또는 RMS
그림 3-2

3.3.2

최대 측정 시간 :

< 20s

DC 와 AC 전류 측정 연결도

전면 패널 퓨즈 교체

WARNING: 장비가 AMPS 퓨즈를 교체하기 전 반드시 전원선과 리드선이 장비에서 분리 되어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1. 먼저 제품의 전원을 끄고 연결된 전원선과 테스트리드선을 모두 제거 합니다.
2. 다음 전면 패널상 퓨즈캐리어를 스크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여러 차례 회전
후 소켓에서 퓨즈캐리어를 꺼 냅니다.
3. 퓨즈캐리어의 기존퓨즈를 제거 후 기존사양과 동일한 새 퓨즈를 껴줍니다. (T1AL, 250V,
5×20mm）.
CAUTION: 지정된 퓨즈 외에 더 높은 전류의 정격퓨즈를 사용하지 마세요 장비가 손상 될 수
있으며, 만약 장비가 반복적으로 퓨즈가 끊어진다면, 퓨즈를 교체하기 전, 퓨즈의 이상유무
혹은 사용하는 기능을 다시 검토 하고도,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Protek 고객지원
센터로 연락 주세요.
4. 위 절차를 반대로 하여, 새로운 퓨즈를 교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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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저항 측정

Protek4000 저항 측정 범위: 500Ω, 5kΩ, 50kΩ, 500kΩ, 5MΩ, 50MΩ;
최대 분해능: 10mΩ (500Ω 범위 설정 시,)

3.4.1

저항 측정 연결

다음 절차는 Protek4000 의 공장 출하 시 기본 조건 입니다. :
1. 각각의 테스트리드선을
and 와, COM 에 연결 합니다.
2. 저항측정을 위해
기능버튼을 눌러 줍니다.
3.
버튼을 눌러 자동범위로 설정 후 자동 조정 범위가 화면에 표시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수동으로 범위를 설정 할 경우엔, 예상 저항에 부합 되는 측정 범위를
또는
버튼을 눌러 설정 합니다.
4. 그림 3-3 과 같이 저항에 테스트리드를 연결합니다. :

CAUTION:

1000Vpeak 이상 사용시,

와 COM 또는 제품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5. “OVL.D”메시지가 표시 되면,
버튼을 눌러, 정상판독이 표시 될 때 까지, 더 높은 범위를
선택 하며, (또는
키를 눌러 자동범위 선택) 가장 좋은 해결 방법으로는 가능한 가장 낮은
범위를 설정합니다.
6. 디스플레이상 표시된 값을 확인 합니다.

와 COM 단자 에 전류 소스 유입

Note:

그림 3-3 저항 측정

3.4.2

차폐

안정된 판독 값을 위해 차폐된 인클로저에 저항을 삽입하고 계측기 본체 COM 단자에 실드 를
연결합니다. 이는 100kΩ보다 더 큰 저항을 보호해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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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와 주기 측정

3.5

Protek4000 의 주파수 측정 범위: 5 Hz ~ 1MHz.
Protek4000 의 주기 측정 범위 : 0.2s~ 1μs.
입력 신호 범위 : 200 mV AC to 750V AC.
본 장비는 주파수를 측정하기 위해 전압 입력단자를 사용합니다. AC 전압의 범위는
k 키로 변경될 수 있으나, 상기 신호 전압의 전체 범위의 10%보다 커야 합니다.

3.5.1

와

트리거 레벨 과 측정 오류 (error)

본 장비의 주파수 및 주기를 측정 할 수 있는 입력주파수에 대해 일정한 분해능을 유지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게이트시간은 항상 측정 신호 주기보다는 일정 시간의 배수이며, 이는 전체
주파수 범위에 상응하는 정확도가 +/-1 보다 더 이상이어야 측정 오류가 없을 것 입니다.

3.5.2

게이트 시간

게이트 시간은 Slow, Med, Fast 속도로 주파수와 주기를 샘플링 한 시간의 양을 나타냅니다.
측정 속도율과 측정 주파수는 게이트 시간을 변경 합니다.

3.5.3

연결 방법

Protek4000 이 공장에서 사용되는 기본조건이라고 가정하면,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테스트 리드선을

과 COM t 단자에 각각 연결하십시오.

2. 주파수 혹은 주기 측정 기능을

Freq

혹은

Shift

→

Freq

를 입력하여 선택하십시오.

3. 측정용 연결선을 소스에 그림 3-4 과 같이 연결 하십시오.

주의사항 :

과 COM 간에 최대 1000V 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기기에 손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7. 디스플레이상 표시된 값을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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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측정

주기 측정
입력 임피던스 =1.1MΩ in parallel with 100pF

주의 : 최대 입력 = 750V RMS 또는 1000V peak, 3×107V-Hz
그림 3-4 주파수와 주기 측정

3.6

연속성 측정

연속 검사에 따라, 200Ω 범위를 선택 할 때, 멀티 미터는 판독 값이 10Ω 의 저항 임계 레벨 이하
일 때 소리를 내어 경고를 합니다. 그 외 판독 값이 표 3-1 에 나열된 임계 저항 수준보다 낮으면
마찬가지로 신호음이 울립니다.
표 3-1 연속성 테스트의 한계 저항 수준
측정 범위

경고음 범위

500.00Ω

<10Ω

5.0000KΩ

<100Ω

50.000KΩ

<1kΩ

500.00KΩ

<10k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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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5.0000MΩ

<100kΩ

50.000MΩ

<1MΩ

연결

다음 조건은 Protek4000 공장 출하 시 기본 조건 입니다.
1. 테스트 리드선을
그리고 COM 단자에 연결 합니다.
2.
→
버튼을 눌러 연속성 측정 기능을 선택합니다. .
3. 그림 3-5 과 같이 테스트 리드를 테스트중인 저항에 연결합니다.
4. 디스플레이에서 값을 가져 옵니다.

Note:

소스 전류가

에서 Com 단자로 흐릅니다..
그림 3-5 연속성 측정

3.7

다이오드 테스트

Protek4000 은 범용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 강하 및 제너 다이오드의 제너 전압을 측정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 측정을 위해 0.5mA 의 전류가 선택됩니다..
Note:

3.7.1

다이오드 테스트는 선택할 수 없는 중간의 판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

다음 아래 측정 조건은 Protek4000 공장출하시 기본설정 기준 입니다.
1.
2.
3.
4.

테스트 리드선을
그리고 COM 단자에 연결 합니다.
다이오드 측정 기능을 위해
키를 누릅니다.
그림 3-6 과 같이 테스트 리드를 테스트중인 다이오드에 연결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값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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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소스 전류가

에서 Com 단자로 흐릅니다.
그림 3-6 다이오드 측정

3.8

True RMS AC+DC 측정

Protek4000 은 AC+DC 전압 및 전류의 True RMS 값을 측정 할 수 있습니다.
를 누르면 멀티미터가 DC 및 AC 신호를 각각 측정 한 후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AC+DC
RMS 값을 계산하고 표시합니다.

( AC  DC) RMS  dc 2  ac 2

3.8.1

연결

다음 조건은 Protek4000 공장 출하 시 기본 조건 입니다.
1. 그림 3-7 과 같이 테스트 리드선을

과 COM 단자에 각각 연결 합니다.

2. 전압 측정 값 또는 전류 측정 값을 선택하기 위해
ACV 버튼을 누릅니다.
3. true RMS measurement 기능을 보려면

DCV

,

ACV

,

버튼을 누릅니다.

4.
+
버튼을 눌러 두 번째 디스플레이를 켭니다.
5.
또는
버튼을 눌러 사용 두 번째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6. 디스플레이에서 값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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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

→

DCV

또는

Shift

→

DC+AC RMS 전압 측정

DC+AC RMS 전류 측정
그림 3-7

3.8.2

True RMS value of AC+DC 전압 및 전류 측정

두 번째 파라미터 디스플레이 사용

두 번째 디스플레이는 멀티미터와 함께 제공되는 유용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사용자는 동시에 두
개의 다른 파라미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주요 측정 기능에서 사용 가능한 두 번째 디스플레이 파라미터가 표 3-2 에 나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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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다양한 측정 기능을 위해 사용 가능한 두 번째 디스플레이 파라미터
보조 디스플레이

기본 디스플레이
DC V

AC V

dBm

dB

Hz

AC V

DC V

dBm

dB

Hz

DC V+AC V

dBm

dB

Hz

AC V

DC I

AC I

Hz

AC I

DC I

Hz

DC I+AC I

Hz

AC I

Hz

AC V/AC I

AC I/AC V

DC I

Percentage (%)
(Measuring value)

%

Comp
(Measuring value)

HI，IN，LO，PASS，FAIL

Max/Min
(Measuring value)

DC V

Max

Min

Note: 측정 범위는 두 번째 파라미터가 표시 될 때 주 측정 기능에 의해 결정 됩니다.

연산 기능

3.9

Protek4000 math 연산은 네 가지 범주로 나뉘어 집니다.
 퍼센트 율
 dB 와 dBm 계산
 한계 시험
처음 두 범주는 본 장에서 설명 되어 있습니다. ; 읽기 제한 테스트는 다음 장 – 측정 옵션에서
설명 되어 있습니다.

3.9.1

Percent (퍼센트 율)

퍼센트 계산이 선택되면, 참조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표시된 판독 값은 기준 값과의 편차(%)로
표시됩니다. 비율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Percent 
Where:

Input  reference
reference

입력은 정상적인 디스플레이 판독 값입니다.
참조 값은 사용자가 입력 한 상수 입니다.
퍼센트는 표시된 결과 입니다.

퍼센트 계산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퍼센트 연산을 위해
+1.00000

Shift

→

Rel

를 누르고 현재 기준 값이 표시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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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와
키를 사용하여 숫자 자리를 선택하고
또는 감소시킵니다. 값과 단위 접두사를 입력하십시오.

와

키를 사용하여 숫자를 증가

3.
(ENTER)를 눌러 기준 값을 확인하십시오. 잠시 동안 “SAVED”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4. Protek4000 은 퍼센트 계산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퍼센트 연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려면 위의 방법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2.
3.

→
를 눌러 메뉴 레벨로 들어가면, “A: MATH MEU”가 표시 됩니다.
를 눌러 MATH MEU 내의 명령 레벨로 이동하면, “3: PERC REF”가 표시됩니다..
를 눌러 파라미터 레벨을 입력하면 현재 기준 값이 표시됩니다. :
+1.00000 .

Shift

4.

와
키를 사용하여 숫자 자리를 선택하고
또는 감소시킵니다. 값과 단위 접두사를 입력하십시오.

5.

(ENTER)를 눌러 기준 값을 확인하십시오. 잠시 동안 “SAVED”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그리고 Protek4000 은 명령 레벨로 돌아 갑니다. 기준 값 입력을 취소하려면
를 누릅니다,
Protek4000 은 기준 값을 변경하지 않고 명령 레벨로 되돌아갑니다.

6.

Shift

→

와

키를 사용하여 숫자를 증가

키를 눌러 메뉴를 종료하고 퍼센트 연산 작동 상태로 돌아갑니다.

Protek4000 은 계산 결과를 표시합니다. “Input”의 값이 “Reference”의 값보다 큰 경우, 표시된
결과는 양수입니다. ; 반대로, “Input”의 값이 “Reference”의 값보다 작으면 음수가 됩니다.

3.9.2

dB Calculation

DC 및 AC 전압을 dB 로 표현하면 넓은 범위의 측정을 훨씬 작은 범위로 압축 할 수 있습니다. dB 와
전압 사이의 관계는 다음 방정식에 의해 정의 됩니다.

dB  20 log
Where:

VIN
VREF

VIN 는 DC 또는 AC 입력 신호입니다.

VREF 는 지정된 전압 기준 레벨 입니다.
기준 전압 레벨이 입력에 적용되면 장비는 0dB 를 읽습니다.
dB 를 선택한 경우 상대 값이 적용되면, 값이 dB 로 변환 된 후 REL 이 dB 에 적용됩니다. dB 를
선택한 후에 REL 을 적용하면 dB 에 REL 이 적용됩니다.
기준 전압을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dB 연산을 위해 Shift +
를 누르면 현재 기준 값이 표시 됩니다 :
R.F：+0.00000
2.
와
키를 사용하여 숫자 자리를 선택하고
와
키를 사용하여 숫자를 증가
또는 감소시킵니다. 값과 단위 접두사를 입력하십시오.
3.
(ENTER)를 눌러 기준 전압을 확인하면 잠시 “SAVED”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Protek4000 은 측정 상태로 되돌아 갑니다.
4. Protek4000 은 dB 계산 결과를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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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기능이 작동 중일 때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1.
2.
3.

Shift

→
를 눌러 메뉴 레벨로 들어가면, “A: MATH MEU”가 표시 됩니다.
를 눌러 MATH MEU 내의 명령 레벨로 이동하면, “4: dB REF “가 표시 됩니다.
를 눌러 파라미터 레벨을 입력하면 현재 기준 값이 표시됩니다 :
R.F: +1.00000 .

4.

와
키를 사용하여 숫자 자리를 선택하고
또는 감소시킵니다. 값과 단위 접두사를 입력하십시오.

5.

(ENTER)를 눌러 기준 값을 확인하십시오. 잠시 동안 “SAVED”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그리고 Protek4000 은 명령 레벨로 돌아 갑니다. 기준 값 입력을 취소하려면
를 누릅니다,
Protek4000 은 기준 값을 변경하지 않고 명령 레벨로 되돌아갑니다

6.

Shift

참고 :

3.9.3

→

와

키를 사용하여 숫자를 증가

키를 눌러 메뉴를 종료하고 dB 연산 작동 상태로 돌아갑니다.

dB 계산은 비율 VIN/VREF 절대 값을 취합니다 . dB 의 가장 큰 음의 값은 -160dB 입니다.
이것은 VIN = 1uV, VREF = 1000V 의 비율을 수용 할 것 입니다.

dBm 계산

dBm 은 1mW 기준보다 높거나 낮은 데시벨로 정의됩니다.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기준
임피던스를 사용하는 경우, Protek4000 은 기준 임피던스를 통해 1mW 를 발산하는 데 필요한
전압이 적용될 때 0dBm 을 읽습니다. dBm,기준 임피던스 및 전압 사이의 관계는 다음 방정식에
의해 정의 됩니다.

dBm  10 log

(VIN2 Z REF )
1mW

Where: VIV 는 DC 또는 AC 입력 신호 입니다.

Z REF 는 지정된 기준 임피던스 입니다.
dBm 을 선택한 경우 상대 값이 적용되면 값이 dBm 으로 변환 된 후 REL 이 dBm 에 적용 됩니다..
dBm 을 선택한 후에 as REL 을 적용하면 dBm 에 REL 이 적용됩니다.
기준 임피던스를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dBm 연산을 위해
REF：0000

Shift

→

Rel

를 누르고 현재 기준 값이 표시 됩니다. :

와
키를 사용하여 숫자 자리를 선택하고
와
키를 사용하여 숫자를 증가
또는 감소시킵니다. 1Ω 에서 9999Ω 사이의 값을 입력하십시오.
3.
(ENTER)를 눌러 기준 값을 확인하십시오. 잠시 동안 “SAVED”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그리고 Protek4000 은 명령 레벨로 돌아 갑니다.
4. Protek4000 은 dBm 계산 결과를 표시합니다.
2.

dBm 기능이 활성화 된 후에 임피던스 기준 값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2.

Shift

→
를 눌러 메뉴 레벨로 들어가면, “A: MATH MEU”가 표시 됩니다.
를 눌러 MATH MEU 내의 명령 레벨로 이동하면, “5: dBm REF”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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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를 눌러 파라미터 레벨을 입력하면 현재 기준 값이 표시됩니다. : REF: 0000.
와
키를 사용하여 숫자 자리를 선택하고
와
키를 사용하여 숫자를 증가
또는 감소시킵니다. 1Ω 에서 9999Ω 사이의 값을 입력하십시오.

5.

(ENTER)를 눌러 기준 값을 확인하십시오. 잠시 동안 “SAVED”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그리고 Protek4000 은 명령 레벨로 돌아 갑니다. 기준 값 입력을 취소하려면
를 누릅니다,
Protek4000 은 기준 값을 변경하지 않고 명령 레벨로 되돌아갑니다

6.

Shift

참고 :

→

키를 눌러 메뉴를 종료하고 dB 연산 작동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장에서 언급한 기준 임피던스와 입력 임피던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입력 임피던스는
기기 고유의 것이며 이전의 방법으로는 변경 할 수 없습니다.
dBm 은 음, 양 DC 전압 모두에 유효 합니다.
퍼센트 연산은 dBm 또는 dB math 후에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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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옵션

Chapter 4

이 장에서는 Protek4000 의 전면 패널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원격 인터페이스에서만 액세스 할
수 있는 측정 옵션에 대해서는 5 장 및 6 장을 참조 하십시오. 이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측정 구성 – 범위 지정, 상대 판독 값, 해상도 및 측정률의 자릿수
 트리거링 동작 – 트리거 소스를 설명 합니다.
 MAX 및 MIN 연산 – 최소 및 최대 입력 신호 기록
 제한 연산 – 읽기 제한 설정 방법을 정의합니다.
 시스템 작동– 경고음 설정, 보드율 설정, 터미널 문자 설정 및 키 사운드 설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4.1

측정 구성

다음 단락에서는 측정을 위한 멀티미터 구성에 대해 설명 합니다.

4.1.1

범위

멀티미터가 자동 범위 지정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범위를 선택하도록 하거나 수동 범위 지정을
사용하여 고정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멀티 미터가 각 측정에 적합한 범위를 자동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자동 측정이 편리합니다. 그러나 멀티 미터는 각 측정에 사용할 측정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동 측정을 사용하여 보다 빠른 측정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터는 전원이 꺼지거나 원격 인터페이스가 재 설정된 후 자동 범위 조정으로 돌아 갑니다.
최대 판독 값
각 기능의 모든 범위에 대한 전체 눈금은 1000VDC, 750VAC 및 다이오드 테스트 범위를 제외하고
5% 초과 범위 입니다.
수동 범위 지정
범위를 선택하려면
또는
키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기기는 키를 누름에 따라 하나의
범위를 변경합니다. 선택된 범위가 잠시 동안 표시 됩니다.
장비가 특정 범위의 “OVL.D”메시지를 표시하면 범위 판독 값이 표시 될 때까지 높은 범위를
선택하십시오. 오버 플로우를 일으키지 않고 가능한 한 최저 범위를 사용하여 최고의 정확도와
해상도를 보장합니다.
자동 범위 지정
자동 범위 조정을 사용하려면
키를 누릅니다. 자동 표시가 선택되면 AUTO 표시가 켜집니다.
자동 범위 지정이 선택되는 동안 기기는 적용되는 신호를 측정 할 수 있는 최상의 범위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최적의 속도가 필요 할 때 자동 범위 지정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상향 및 하향 범위는 정상 범위의 5%에서 발생합니다.
자동 범위 조정을 취소하려면

또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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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누릅니다. 자동 범위 조정을

취소하려면
버튼을 누르면 현재 범위에서 기기가 분리 됩니다.
키는 연속성 및 다이오드 테스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1.2

Relative

상대 연산은 현재 및 미래의 판독 값에서 기준 판독 값을 공제하거나 빼는 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상대 기능이 활성화되면 Protek4000 은 현재 값을 상대 값으로 사용 합니다. 후속 판독
값은 실제 입력 값과 상대 값의 차이 입니다.
각 함수의 상대 값을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측정 기능에 대해 상대 값이 설정되면 모든 범위에서
값이 동일 합니다. 예를 들어, 50V 범위에서 2V 를 상대 값으로 설정하면 1000V, 500V, 5V 또는
500mV 범위에서 2V 가 됩니다.
또한 REL 을 활성화하여 DCV, Ω 측정에 대한 제로 보정을 수행하면 표시된 오프셋이 기준 값이
됩니다. 실제 입력에서 오프셋을 뺀 것은 다음과 같이 디스플레이를 제로로 만듭니다. :
표시 값 = 실제 입력 – 참조
상대 값을 수용 할 수 없는 범위를 선택하면 오버플로우 조건이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 범위에
대해 허용되는 최대 입력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V 범위에서, Protek4000 은 5.1V 입력에
대해 여전히 오버플로우 됩니다.
Rel 값을 설정하려면 화면에 원하는 값이 상대 값으로 표시되면
켜집니다. REL 을 비활성화하려면 Rel 를 두 번 누릅니다.

4.1.3

Rel

를 누릅니다. REL 표시기가

Rate

RATE 연산은 입력 신호가 측정되는 기간 인 A/D 변환기의 적분 시간을 설정합니다. 통합 시간은
사용 가능한 자릿수, 판독 소음 및 장비의 최종 판독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통합시간(전면 패널 또는 원격 인터페이스에서 설정된 FAST)은 판독 잡음을
증가시키고 사용 가능한 숫자를 줄이는 반면, 가장 느린 통합 시간은 최상의 공통 모드 및 정상
모드 거부를 제공합니다. 중간 설정은 속도와 노이즈의 절충안 입니다.
RATE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
Fast
FAST 는 속도를 초장 25 회의 판독 값으로 설정 됩니다.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 FAST 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판독 잡음이 증가하고 사용 가능한 숫자가 적어집니다.
Medium
Medium 은 초당 10 회의 판독 값을 설정합니다. 노이즈 성능과 속도 사이에서 타협이 가능할 때
메체를 사용하십시오.
Slow
Slow 는 속도를 초당 5 회의 판독 값으로 설정합니다. SLOW 는 속도의 희생으로 더 나은 잡음
성능을 제공 합니다.
참고 :

주파수, 주기, 연속성(FAST)및 다이오드 테스트(Medium)를 제외한 모든 측정 기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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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빈도 및 기간의 경우, 이 값은 게이트 시간을 약간
초과합니다.

4.2

트리거 작동

멀티미터의 트리거링 시스템을 사용하면 수동 또는 자동 또는 외부 트리거를 생성하고 트리거 당
여러 판독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전면 패널 트리거링 및 읽기 보류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4.2.1

트리거 flow

Wait for Trigger
제어 소스는 프로그래머블 이벤트가 발생하여 감지 될 때까지 작동을 유지합니다. 트리거 소스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Immediate
이 트리거 소스를 사용하면, 이벤트 감지가 즉시 충족되어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ternal
아래의 두 종류의 트리거 모드에 대해 이벤트 감지가 충족됩니다. :
1. BUS 트리거(*TRG)명령이 수신 됩니다.
2. 전면 패널 Trig 키를 누릅니다. (Protek4000 은
꺼내야 합니다)

Trig

키에 응답하기 전에 리모컨에서

트리거 설정을 위해 아래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2.
3.
4.
5.
6.
7.

→
를 눌러 메뉴 레벨로 들어가면, “A: MATH MEU”가 표시 됩니다
또는
키를 사용하여 메뉴 레벨의 TRIG MEU 로 이동하면, “B: TRIG MEU”가 표시
됩니다.
TRIG MEU 내의 명령 레벨로 이동하려면
를 누르십시오.
또는
키를 사용하여 명령 레벨 TRIG MODE 명령으로 이동하면 “1: TRIG MOD”가
표시 됩니다.
를 눌러 트리거 소스를 선택하는 레벨로 이동하십시오.
또는
를 사용하여 IMM, MAN 또는 BUS 트리거 소스를 선택합니다.
(ENTER)를 눌러 선택을 확인하십시오. “SAVED”메시지가 표시되면 변경 내용이
적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Protek4000 은 자동적으로 파라미터 레벨을 종료하고 레벨을 명령
레벨로 이동시킵니다.
Shift

측정 샘플
기본 측정 샘플 동작은 측정입니다. 그러나 측정 샘플 작업 블록에는 다음 추가 작업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
Hold — 홀드가 활성화 된 상태에서 처리 된 첫 번째 판독 값이 “Seed” 판독 값이 되고 측정 샘플
블록 내에서 작동이 루프백 됩니다. 다음 판독 값이 처리 된 후 “seed” 판독 값의 선택창(0.01%,
0.1%, 1% and 10%)내에 있는지 확인 합니다. 판독 값이 창 내에 있으면 측정 샘플 블록 내에서
다시 작동합니다. 이 반복은 지정된 번호(2 – 100)의 연속 판독 값이 winder 내에 있을 때까지 계속
됩니다. 판독 값 중 하나가 창 내에 없으면 기기는 새로운 “seed”판독 값을 획득하고 홀드
프로세스가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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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Reading Hold 판독값 고정 방법

“Measurement Sample”에 설명 된 대로 홀드 판독 값을 얻으면 신호음이 울리고(사용 가능한
경우)신호음이 “실제 측정”으로 간주 됩니다. 홀드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out of
window”표시가 나타날 때까지 판독 값이 디스플레이에 유지 됩니다. 판독 홀드 기능을 사용하면
디스플레이에서 안정된 판독 값을 캡 쳐 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reading hold 기능을 활성화하고 설정하려면 아래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2.
3.

+ Trig 를 눌러 reading hold 기능을 활성화 합니다.
Shift →
를 눌러 메뉴 레벨로 들어가면, “A: MATH MEU”가 표시 됩니다.
또는
키를 사용하여 메뉴 레벨의 TRIG MEU 로 이동하면 “B: TRIG MEU”가 표시
됩니다.

4.
5.
6.
7.
8.

를 눌러 TRIG MEU 내의 명령 레벨로 이동하면, “1: TRIG MOD”가 표시 됩니다.
또는
를 사용하여 “2: HOLD WIN”을 선택하십시오.
키를 눌러 HOLD WIN”내의 명령 레벨로 이동하십시오.
또는
키를 사용하여 창 비율(0.01%, 0.1%, 1%, 10%)을 선택합니다..
(ENTER)를 눌러 선택을 확인하십시오. “SAVED”메시지가 표시되어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Protek4000 은 자동으로 파라미터 레벨을 종료하고 레벨을 명령
레벨로 이동시킵니다.

9.
10.
11.

를 사용하여 명령 레벨에서 TRIG MOD 명령으로 이동하면, “3: HOLD CNT”가 표시됩니다.
를 눌러 레벨을 아래로 이동하여 카운트 값을 입력하십시오. (기본 카운트는 5 입니다.)
및
키를 사용하여 숫자 자리를 선택하고
및
키를 사용하여 숫자를 증가
또는 감소 시킵니다. 카운트 값을 입력하십시오(2 에서 100 까지).

12.

(ENTER)를 눌러 카운트를 확인하십시오. “SAVED”메시지가 표시되어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Protek4000 은 파라미터 레벨을 종료하고 레벨을 명령 레벨로
이동합니다.

13.

Shift

Shift

→

키를 눌러 메뉴를 종료하고 측정 상태로 돌아갑니다.

4.3

MAX / MIN 동작 방법

“MAX / MIN”기능을 통해 Protek4000 은 최소 및 최대 판독 값을 기록 할 수 있습니다. “MAX /
MIN”기능이 활성화 된 경우 두 번째 디스플레이 파라미터는 가장 최근의 최대 또는 최소 판독
값을 나타냅니다.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MAX / MIN 작동을 켭니다.
1.
2.
3.

를 눌러 MAX / MIN 기능을 활성화 하십시오.
또는
키를 사용하여 최대 판독 값과 최소 판독 값을 순환보기로 표시 합니다.
키를 눌러 메뉴를 종료하십시오.

4.4

Limit 동작 방법

리미트 동작은 후속 측정의 HI / IN / LO 상태를 결정하는 값을 제어하고 설정합니다. 연속성을
제외한 모든 측정 기능에 제한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테스트는 퍼센트 연산 후 수행
됩니다. 단위 전치는 리미트 테스트 전에 적용 됩니다.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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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Limit = -1.0, High Limit = 1.0
A 150mV reading equals 0.15V (IN).
Low Limit = -1.0, High Limit = 1.0
A 0.6kΩ reading equals 600Ω (HI)
* 판독 값이 한계 범위를 벗어 났을 때 경고음을 울리도록 멀티 미터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4.4.1

리미트 사용

리미트 작동을 켜려면 다음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1.

Shift

4.4.2

→

를 눌러 LIMIT TEST 기능을 설정하거나 종료하십시오.

리미트 값 설정

상한 값과 하한 값을 입력하려면 다음 단계를 사용하십시오. :
1.
2.
3.
4.
5.

→
를 눌러 메뉴 레벨로 들어가십시오.
또는
키를 사용하여 메뉴 레벨의 MATH MEU 로 이동하면, “A: MATH MEU”가 표시
됩니다.
를 눌러 MATH MEU 내의 명령 레벨로 이동하십시오.
또는
키를 사용하여 HIGH LIMIT 명령으로 이동하면, “1: HI LIMIT”가 표시됩니다.
를 눌러 상한 값을 입력하는 단계로 이동하십시오. 현재 상한 값이 표시됩니다. :
HI: +1.00000
Shift

6.

또는
키를 사용하여 자릿수를 선택하고
또는 감소 시킵니다. 최고 한도 값을 입력하십시오.t.

7.

상한 값을 확인하려면
(ENTER)를 누르십시오. “SAVED”메시지가 표시되어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Protek4000 은 파라미터 레벨을 종료하고 레벨을 명령 레벨로
이동합니다.
또는
키를 사용하여 LOW LIMIT 명령으로 이동하면, “2: LO LIMIT”가표시 됩니다.
를 눌러 하한 값을 입력하는 단계로 이동하십시오. 현재 하한 값이 표시됩니다. :
LO: -1.00000

8.
9.

또는

키를 사용하여 숫자를 증가

10.

또는
키를 사용하여 자릿수를 선택하고
와
또는 감소 시킵니다. 하한 값의 예상 값을 입력하십시오.

11.

(ENTER)를 눌러 하한 값을 확인하십시오. “SAVED”메시지가 표시되어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Protek4000 은 파라미터 레벨을 종료하고 레벨을 명령 레벨로
이동합니다.

12.

Shift

→

키를 사용하여 숫자를 증가

키를 눌러 메뉴를 종료하고 측정 상태로 돌아갑니다.

4.5

시스템 동작

Protek4000 은 신호음 제어, 키 사운드 제어, 전송 속도 제어 및 터미널 문자 설정과 같은 몇 가지
다른 작업을 수행 합니다. 이 정보는 측정에 직접 관련이 없지만 멀티미터를 작동시키는 데 중요한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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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신호음 제어

일반적으로 특정 조건이 충족 될 때마다 멀티 미터가 톤을 방출 합니다. 예를 들면 : 판독 값 대기
상태에서 안정된 판독 값이 포착 되면 멀티 미터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특정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신호음을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신호음을 끄면 다음과 같은 경우 멀티 미터가 신호음을 울리지 않습니다. :
1. 리미트 테스트에서 한계를 초과 하였을 때.
2. 판독 값 대기상태에서 안정적인 판독 값이 측정 포착 되었을 때.
신호음 비활성화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생성되는 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1. 내부 오류가 발생 하였을 때.
2. 연속 임계 값이 초과 되었을 때.
3. 전면 패널 키를 눌렀을 때.
신호음 상태는 비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며 전원이 꺼지거나 재설정 된 후에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멀티 미터가 출하 될 때 신호음이 활성화 됩니다.

신호음의 상태를 변경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를 눌러 메뉴 레벨로 들어가면, “A: MATH MEU”가 표시됩니다.
키를 사용하여 메뉴 레벨의 SYS MEU 로 이동하면, “C: SYS MEU”가

1.
2.

→
또는
표시됩니다.

3.
4.
5.
6.
7.

를 눌러 SYS MEU 내의 명령 레벨로 이동하십시오.
또는
키를 사용하여 BEEP 명령으로 이동하면, “1: BEEP STR”이 표시 됩니다.
를 눌러 레벨을 낮추면 신호음 제어가 설정됩니다.
또는
키를 사용하여 ON 또는 OFF 를 선택하십시오.
(ENTER)를 눌러 신호음 제어를 확인하십시오. “SAVED” 메시지가 표시되어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Protek4000 은 파라미터 레벨을 종료하고 레벨을 명령 레벨로
이동합니다.

8.

Shift

Shift

4.5.2

→

키를 눌러 메뉴를 종료하고 측정 상태로 돌아갑니다.

Baud rate

baud 율은 Protek4000 디지털 멀티미터와 컴퓨터가 통신하는 속도 입니다. 사용 가능한 속도를
선택하십시오. :
 38.4k
 19.2k
 9600
 4800
 2400
 1200
 600
참고 :

Protek 4000 의 기본 전송 속도는 96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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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d rate 를 선택하기 전에 Protek4000 에 연결하는 프로그래밍 터미널이 선택한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디지털 멀티미터와 다른 장치는 모두 동일한 전송 속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Baud rate 를 선택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를 눌러 메뉴 레벨로 들어가면, “A: MATH MEU”가 표시됩니다.
키를 사용하여 메뉴 레벨의 SYS MEU 로 이동하면, “C: SYS MEU”가

1.
2.

→
또는
표시됩니다.

3.
4.

를 눌러 SYS MEU 내의 명령 레벨로 이동하면, “1: BEEP STR”이 표시됩니다.
또는
키를 눌러 사용하여 baud rate 명령으로 이동하면, “2: BAUD RAT”가
표시됩니다.

5.
6.
7.

키를 눌러 baud rate 를 설정하는 단계로 이동하십시오.
또는
키를 사용하여 baud rate 를 선택하십시오.
(ENTER)를 눌러 선택을 확인하십시오. “SAVED”메시지가 표시되어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Protek4000 은 파라미터 레벨을 종료하고 레벨을 명령 레벨로
이동합니다.

8.

Shift

Shift

4.5.3

→

키를 눌러 메뉴를 종료하고 측정 상태로 돌아갑니다.

단자대 문자 선택

장비에는 <LF> 와 <CR>라는 두 가지 종류의 단자대 문자가 있습니다.
단자대 문자를 선택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2.
3.
4.
5.
6.
7.

8.

→
를 눌러 메뉴 레벨로 들어가면, “A: MATH MEU”가 표시됩니다.
또는
키를 사용하여 메뉴 레벨의 SYS MENU 로 이동하면, “C: SYS MEU”가
표시됩니다.
를 눌러 SYS MEU 내의 명령 레벨로 이동하면, “1: BEEP STR”이 표시됩니다.
또는
키를 사용하여 단자대 문자 명령으로 이동하면, “3: TX TERM”이 표시 됩니다.
를 눌러 레벨을 내려 단자대 문자를 설정하십시오.
또는
키를 사용하여 터미널 문자를 선택하십시오.
(ENTER)를 눌러 선택을 확인하십시오. “SAVED”메시지가 표시되어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Protek4000 은 파라미터 레벨을 종료하고 레벨을 명령 레벨로
이동합니다.
Shift

Shift

4.5.4

→

키를 눌러 메뉴를 종료하고 측정 상태로 돌아갑니다.

키 사운드

오작동을 피하기 위해 Protek4000 에는 주요 사운드 기능이 있으며 이를 활성화 또는 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공장 출하 시 기본 설정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키 사운드 상태는 비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며 재설정된 후 전원이 꺼지면 변경되지 않습니다.
키 사운드 설정을 위해 다음 단계를 사용하십시오. :
1.
2.

→
또는
표시됩니다.
Shift

를 눌러 메뉴 레벨로 들어가면, “A: MATH MEU”가 표시됩니다.
키를 사용하여 메뉴 레벨의 SYS MEU 로 이동하면, “C: SYS MEU”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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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8.

를 눌러 SYS MEU 내의 명령 레벨로 이동하면, “1: BEEP STR”이 표시됩니다.
또는
키를 사용하여 KEY SONG 명령으로 이동하면, “4: KEY SONG”가 표시됩니다.
를 눌러 레벨을 내려서 키 사운드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하십시오.
또는
키를 사용하여 키 사운드를 켜거나 끕니다.
(ENTER)를 눌러 선택을 확인하십시오. “SAVED”메시지가 표시되어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Protek4000 은 파라미터 레벨을 종료하고 레벨을 명령 레벨로
이동합니다.
Shift

→

키를 눌러 메뉴를 종료하고 측정 상태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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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구동

Chapter 5

Protek4000 은 전면 패널 컨트롤 외에 원격 제어를 위한 RS-232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SCP 는
특정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RS-232 인터페이스를 통해 컴퓨터와 통신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지원됩니다.

5.1.1

RS-232

RS-232 인터페이스를 컴퓨터에 연결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
 baud rate 를 정의해야 합니다.
 SCPI programming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5.2

RS-232 인터페이스 작동

이 장비는 다양한 원격 명령을 제공합니다. 전면 패널의 모든 작동은 RS-232 인터페이스를 통해
컴퓨터에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5.2.1

RS-232 연결

RS232C 표준은 현재 시리얼 통신 표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RS232 는 권장 표준 번호
232 를 나타내고 C 는 표준의 최신 개정판입니다.
대부분 장비의 시리얼 포트는 RS232C 표준의 하위 집합을 사용합니다. 전체 RS232C 표준은 22 핀이
사용되는 25 핀 “D”커넥터를 지정합니다. 대부분의 핀은 일반적인 시리얼 통신에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RS232 신호는 표 5-1 에 나와 있습니다.:
표 5-1 9 핀 커넥터의 신호 정의
Code

9 핀 커넥터
핀 숫자

Request To Send

RTS

7

Clear To Send

CTS

8

Data Set Ready

DSR

6

Data Carrier Detect

DCD

1

Data Terminal Ready

DTR

4

Transmitted Data

TXD

3

Received Data

RXD

2

Signal Ground Common

GND

5

기능

Protek4000 의 시리얼 포트는 RS232 표준의 전송(TXD), 수신(RXD) 신호 접지(GND)라인을 사용
합니다. 하드웨어 핸드 쉐이킹 라인 인 CTS 및 RTS 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Protek4000 은
RS232C 표준의 가장 작은 하위 집합만을 사용하며 신호는 표 5-2 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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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9 핀 커넥터에 대한 신호 정의
기능

Code

9 핀 커넥터 핀 숫자

Transmitted Data

TXD

3

Received Data

RXD

2

Signal Ground Common

GND

5

그림 5-1 은 RS232 인터페이스 용 후면 패널 커넥터를 보여줍니다.

그림 5-1

RS232 인터페이스 후면 패널

그림 5-2 와 같이 Protek4000 과 컴퓨터 간에 연결 하십시오.

:

그림 5-2 RS-232 Connection Sketch
Protek4000 RS232 인터페이스와 표준 RS232C 인터페이스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결 케이블은 다이어그램에 따라 직접 만들거나 당사로부터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5.2.2

4 번과 6 번 핀, 7 번과 8 번 핀은 컨트롤러 끝에서 각각 쇼트 됩니다.

데이터 송/수신

Protek4000 은 8 데이터 비트, 1 정지 비트 및 no parity 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 합니다.
컨트롤러로 전송되는 각 프로그램 메시지는 <LF> (Line Feed, ASCII code is 10)로 종료됩니다.

5.2.3

Baud Rate 선택

baud rate 는 Protek4000 멀티미터와 컴퓨터가 통신하는 속도 입니다. 사용 가능한 속도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38.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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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19.2k
9600
4800
2400
1200
600
공장 출하 시 기본 값은 9600 입니다..

baud rate 를 선택하기 전에 Protek4000 에 연결하는 프로그래밍 터미널이 선택한 baud rate 를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멀티미터와 다른 장치는 모두 동일한 baud rate 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baud rate 를 선택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1.
2.
3.
4.
5.
6.
7.

8.

→
를 눌러 메뉴 레벨로 들어가면, “A: MATH MEU”가 표시됩니다..
또는
키를 사용하여 메뉴 레벨의 SYS MEU 로 이동하면, “C: SYS MEU”가
표시됩니다.
를 눌러 SYS MEU 내의 명령 레벨로 이동하면, “1: BEEP STR”이 표시 됩니다.
또는
키를 사용하여 BAUD RATE 명령으로 이동하면, “2: BAUD RATE”가 표시
됩니다.
Shift

를 눌러 baud rate 를 설정하는 단계로 이동하십시오.
또는
키를 사용하여 baud rate 를 선택하십시오.
(ENTER)를 눌러 선택을 확인하십시오. “SAVED”메시지가 표시되어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Protek4000 은 파라미터 레벨을 종료하고 레벨을 명령 레벨로
이동합니다.
Shift

5.2.4

→

키를 눌러 메뉴를 종료하고 측정 상태로 돌아갑니다..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하드웨어 핸드 쉐이킹 라인인 CTS 및 RTS 는 Protek4000 에서 사용되지 않으므로 멀티미터는 문자
반환 방식을 사용하여 통신 중 데이터 손실 및 오류를 줄입니다. 통신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
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1. 명령 구문 및 형식은 6 장을 참조 하십시오.
2. 컨트롤러는 <LF>또는<CR>이 있는 ASCII 코드를 터미널 문자로 사용하여 명령을 전송합니다.
3. Protek4000 이 수신한 문자는 다시 컨트롤러로 보내 집니다. 컨트롤러는 마지막으로 반환 된
문자가 Protek4000 에서 올바르게 수신 될 때까지 다음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컨트롤러가
Protek4000 에서 보낸 문자를 받지 못하면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리얼 인터페이스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Protek4000 과 컨트롤러 모두에 대해 동일한 전송 속도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When Protek4000 이 bus 명령을 실행 중일 때, Protek4000 은 동시에 직렬 인터페이스의
문자를 받지 않습니다. 컨트롤러가 보낸 문자는 무시됩니다. 전체 명령을 정확히 보내고
받으려면 리턴 문자가 없는 문자를 컨트롤러가 다시 보내야 합니다.
4. Protek4000 은 다음 두 가지 조건에서만 정보를 전송합니다. 첫 번째는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 된 경우 입니다. ; Protek4000 은 문자를 handshake 로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두 번째는
query 명령이 수신 될 때입니다. ; Protek4000 은 query 응답 정보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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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 명령을 받으면, Protek4000 은 나머지 명령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query 응답
정보를 보냅니다. 따라서 명령에 두 개의 two 쿼리가 포함된 경우 컨트롤러는 query 응답을 두
번 읽어야 합니다. 하나의 query 를 하나의 명령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6. query 응답은 미리 설정된 터미널 문자가 있는 ASCII 코드로 전송됩니다.
7. 여러 query 응답이 1ms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전송됩니다. 컨트롤러는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응답 정보가 손실 됩니다.
8. 컨트롤러는 query 응답 터미널 문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터미널 문자를 반환 된
문자와 혼동하게 됩니다. 동시에 컨트롤러는 query 응답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반환 된
문자를 수신해야 합니다.
9. 예를 들어 리셋 명령과 같이 실행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명령의 경우, Protek4000 이 이전
명령을 실행할 때 컨트롤러가 다음 명령을 잃지 않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시리얼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예제는 8 장을 참조 하십시오.
5.

5.3

데이터 형식

Protek4000 은 GPIB bus 를 통해 ASCII 문자열 형식을 사용하여 측정 결과를 출력합니다. 데이터
형식은 다음 그림 5-3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SD.DDDDDDESDDD<NL>
S: +/D: number 0 to 9
E: exponent sign (“+”is omitted)
<NL>: New Line, ASCII code is 10
그림 5-3 데이터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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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SCPI 명령참조

이 장에서는 SCPI 명령세트에 해당하는 모든 Protek4000 의 사용 가능한 GPIB 명령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장을 참조로 사용하십시오.

6.1

명령 구조

Protek4000 명령은 GPIB공통 명령과 SCPI명령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GPIB공통 명령은
IEEE 표준 488.2-1987이며 이러한 명령은 모든 장치에서 공통입니다. 모든 GPIB명령이 Protek
4000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SCPI명령은 Protek4000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는데 사용됩니다.
SCPI명령은 트리 구조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서는 최상위 수준의 명령을 하위
시스템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위 명령이 선택된 경우에만 낮은 수준의 명령이 유효합니다. 콜론(:)
은 상위 레벨 명령과 하위 레벨 명령을 분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샘플은 그림 6-1을 참고하십시오.

SENSe
RESistance

HOLD

RANGe
SENS:RES:RANG 1k

STATe
SENS:HOLD:STAT ON

AUTO
SENS:RES:RANG:AUTO ON

그림 6-1 명령 트리 예시

6.2

명령 구문

이 절의 정보는 공통 명령과 SCPI 명령에 대한 구문을 다룹니다.

6.2.1

명령 및 명령 파라미터

공통 명령 및 SCPI 명령은 매개 변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
입니다. :
*RST
No parameter used
:FORMat <name> Parameter<name> required
:IMMediate
No parameter used
명령어와 파라미터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공백을 넣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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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 ]: 일부 명령어는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이 괄호는 프로그램 메시지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선택적 명령어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예시:
:RANGe[:UPPer] <n>
이 대괄호는 다음을 나타냅니다. :UPPer 는 선택 사항이며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의 위 명령을 보낼 수 있습니다. :

or

:RANGe <n>
:RANGe:UPPer <n>

참고 : 프로그램에서 선택적 명령어를 사용할 때는 대괄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Angel 대괄호 <>: Angle 대괄호는 파라미터 유형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프로그램
메시지에 대괄호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예시 :
:HOLD:STATe <b>
<b>는 Boolean 유형 파라미터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HOLD 기능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ON 또는 1 파라미터와 함께 명령을 보내야 합니다.

or


:HOLD:STATe ON
:HOLD:STATe 1

파라미터 유형 :다음은 보다 일반적인 파라미터 유형 중 일부입니다. :
<b>
Boolean: 기기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데 사용됩니다. 0 또는 OFF 는 조작을
불가능하게 하고 1 또는 ON 은 조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
:CURRent:AC:RANGe:AUTO ON
<name>

이름 파라미터 :
<name> =

Enable auto ranging

나열된 그룹에서 파라미터를 선택하십시오. 예시 :

MOVing
REPeat

:RESistance:AVERage:TCONtrol MOVing
<NRf>

숫자 표현 형식: 이 매개변수는 정수(예:6), 실수(예:25.3) 또는 지수(예:5.6E2)로
표현 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예시 :
:MMFactor 5

<n>

숫자 값: 숫자 값 파라미터는 NRf 번호 또는 DEFault, MINimum, MAXimum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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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파라미터 중 하나로 구성 될 수 있습니다. DEFault 파라미터가 사용되면
기기는 *RST 기본 값으로 프로그래밍 됩니다. MINimum 파라미터가 사용되면,
기기는 허용 가능한 가장 낮은 값으로 프로그래밍 됩니다. MAXimum 파라미터가
사용되면 기기는 허용 가능한 최대 값으로 프로그래밍 됩니다. 예시:
:CURRent[:DC]:NPLCycles
:CURRent[:DC]:NPLCycles
:CURRent[:DC]:NPLCycles
:CURRent[:DC]:NPLCycles

6.2.2

1
DEFault
MINimum
MAXimum

단축 형식의 규칙

다음 규칙을 사용하여 SCPI 명령의 단축 형식의 버전을 확인 합니다.











If the length of the command word is four letters or less, no short form version exists. Example:
:AUTO =:AUTO
These rules apply to command words that exceed four letters:
If the fourth letter of the command word is a vowel, delete it and all the letters after it. Example:
:immediate =:imm
Rule exception – The short form version of the following command uses only the first two letters of
the word.
:TCouple = :tc
If the fourth letter of the command word is a consonant, retain it but drop all the letters after it.
Example:
:format = :form
If the command contains a question mark (?; query) or a non-optional number included in the
command word, you must include it in the short-form version. Example:
:delay? = :del?
Command words or characters that are enclosed in brackets ([ ]) are optional and need not be
included in the program message.

6.2.3








명령구조의 기본 규칙

Letter case (upper and low) is ignored.
For example:
FUNC:VOLT:DC = func:volt:dc = Func:Volt:Dc
Spaces (︺ is used to indicate a space) must not be placed before and/or after the colon (:).
For example:
(wrong) FUNC︺:︺VOLT:DC
(right) FUNC: VOLT:DC
The command can be completely spelled out or in abbreviated type. (In the following description,
short form will be printed in upper case.)
For example:
FUNCTION: VOLTAGE:DC = FUNC:VOLT:DC
The command header should be followed by a question mark (?) to generate a query fo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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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
For example:
FUNC?

6.2.4

다중 명령 규칙

세미콜론(;)은 한줄로 여러 명령을 실행하는 분리기호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령규칙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Commands at the same level and in the same subsystem command group can be separated by a
semicolon (;) on a multiple command line.
For example:
:RESistance:NPLCycle <n>;NPLCycles ?
To restart commands from the highest level, a semicolon (;) must be used as the separator, and
then a leading colon (:), which shows that the restarted command is a command at the top of the
command tree, must follow.
For example:
:RESistance:NPLCycle <n>; :RESistance:NPLCycles ?
The GPIB common commands can restart only after a semicolon on a multiple command line.
For example,
:RESistance:NPLCycles<n>;*IDN?

6.2.5






명령 경로 규칙

Each new program message must begin with the root command, unless it is optional (e.g.,
FUNCtion). If the root is optional, simply treat a command word on the next level as the root.
The colon at the beginning of a program message is optional and need not be used. Example:
:DISPlay:ENABle <b> = DISPlay:ENABle <b>
When the path pointer detects a colon(;), it moves down to the next command level.
When the path pointer detects a colon (:) after a semicolon (;), it resets back to the root level.
The path pointer can only move down. It cannot be moved up a level. Executing a command at a
higher level requires that you start over at the root command.

6.3

명령 참조

Protek4000 은 다음과 같은 하위 시스템 명령을 제공합니다.
◆ DISPlay ◆ FUNCtion ◆ VOLTage ◆ CURRent ◆ RESIstance
◆ PERiod ◆ HOLD
◆ TRIGer ◆ FETCh
Protek4000 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명령을 지원합니다
◆ *RST

◆ *TRG

◆ *I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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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Quency

6.3.1

DISPlay 서브 시스템

DISPlay 서브시스템 명령은 주로 Protek4000 의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데 사용되며, 다음 표 6-1 에
요약 되어 있습니다.
표 6-1

DISPlay 서브시스템 명령 요약
기능 설명

Command
:DISPlay
:ENABle <b>
:ENABle?

전면 패널 디스플레이 사용 또는 안함
디스플레이의 쿼리 상태

:ENABle <b>
Command syntax:
:DISPlay:ENABle <b>
Command Parameter:
<b> = 0 or OFF
1 or ON
Query:
:ENABle?

Disable front panel display
Enable front panel display
Query state of the display

설명 :
이 명령은 전면 패널 디스플레이 회로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기기는 더 빠른 속도로 작동합니다.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디스플레이가 고정됩니다.
LOCAL 을 제외한 모든 전면 패널 컨트롤이 비활성화됩니다. 일반 디스플레이 작동은 ENABle
명령을 사용하거나 LOCAL 키를 눌러 디스플레이를 활성화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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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FUNCtion 서브시스템

본 서브 시스템 명령은 측정 기능 서브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며 표 6-2 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 6-2

FUNCtion 서브 명령 요약
기능 설명

Command
:FUNCtion <name>

:FUNCtion?

Select measurement function ： ‘VOLTage:AC’, ‘VOLTage:DC’,
‘RESistance’, ‘FRESistance’, ‘CURRent:AC’, ‘CURRent:DC’,
‘FREQuency’, ‘PERiod’, ‘DIODe’, ‘CONTinuity’.
Query function.

:FUNCtion Command
:FUNCtion <name>
Command syntax:
:FUNCtion <name>
Command Parameter:
<name> = ‘VOLTage:AC’
‘VOLTage:DC’
‘CURRent:AC’
‘CURRent:DC’
‘RESistance’
‘FRESistance’
‘FREQuency’
‘PERiod’
‘DIODe’
‘CONTinuity’
Query:
:FUNCtion?

Select AC Voltage
Select DC Voltage
Select AC Current
Select DC Current
Select 2-wire Resistance
Select 4-wire Resistance
Select Frequency
Select Period
Select Diode Testing
Select Continuity Testing
Query currently programmed function

설명 :
이 명령은 계측기의 측정 기능을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라미터 이름은 작은 따옴표 ( ')로
묶을 수 있으며, 큰 따옴표 ( ")를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 :
:FUNC ‘VOLT’= :FUNC “VOLT”
각 측정 기능은 범위, 속도, 필터 및 상대와 같은 고유 한 설정 구성을 "Remembers" 합니다.
따라서 한 기능에서 다른 기능으로 전환 할 때마다 설정 조건을 다시 프로그래밍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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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VOLTage 서브시스템

본 서브시스템 명령은 전압 측정 기능을 구성하고 제어하는 데 사용되며 표 6-3 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 6-3 VOLTage 서브시스템 명령 요약
기능 설명

Command
:VOLTage:DC
:NPLCycles <n>
:NPLCycles?
:RANGe
[:UPPer] <n〉
[:UPPer]?
:AUTO <b>
:AUTO?
:REFerence <n>
:STATe <b>
:STATe?
:ACQuire
:REFerence?

Path to configure DC voltage
Set integration rate (line cycle; 0.5 to 2)
Query line cycle integration rate
Path to configure measurement range
Select range (0 to 1010)
Query range
Enable or disable auto range
Query auto range
Specify reference (-1010 to 1010)
Enable or disable reference
Query state of reference (0,1)
Use input signal as reference.
Query reference value

:VOLTage:AC
:NPLCycles <n>
:NPLCycles?
:RANGe
[:UPPer] <n〉
[:UPPer]?
:AUTO <b>
:AUTO?
:REFerence <n>
:STATe <b>
:STATe?
:ACQuire
:REFerence?

Path to configure AC voltage
Set integration rate (line cycles; 0.5 to 2)
Query line cycle integration rate
Path to set measurement range
Select range (0 to 757.5)
Query range
Enable or disable auto range
Query auto range
specify reference (-757.5 to 757.5)
Enable or disable reference
Query state of reference
Use input signal as reference
Query reference value

Speed Commands
: NPLCycles <n>
Command Systac:
:VOLTage:AC:NPLCycles <n>
:VOLTage:DC:NPLCycles <n>
Command Parameter:
<n> = 0.5 to 2
DEFault

Set NPLC for ACV
Set NPLC for DCV

Set power line cycles per integra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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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
1

1000
ON
0
OFF

1

757.5
ON
0
OFF

MINimum
MAXimum
Query:
:NPLCycles?

0.5
2

Query programmed NPLC value

설명 :
기본 측정 기능 (주파수 및 기간 제외)의 통합 기간 (측정 속도)은 : NPLCycles 명령을
사용하여 설정됩니다. NPLC (Power Line Cycles 수)는 전력선 주파수를 기준으로 적분 기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PLC 가 1 인 경우 통합주기는 초당 1/60 (60Hz 라인 전력의 경우) 인
16.67msec 가됩니다.

:RANGe Commands
:[UPPer] <n>
Command syntax:
:VOLTage:AC:RANGe[:UPPer] <n>
:VOLTage:DC:RANGe[:UPPer] <n>
Command Parameter:
<n> = 0 to 757.5
0 to 1010
DEFault
MINimum
MAXimum
Query:
:RANGe[:UPPer]?

Set measurement range for ACV
Set measurement range for DCV

Expected reading is AC volts (ACV)
Expected reading is DC volts (DCV)
757.5 (ACV)
1000 (DCV)
0 (All functions)
Same as DEFault

Query measurement range of the current function.

설 명 :
이 명령은 지정된 측정 기능에 대한 측정 범위를 수동으로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범위는
예상 값을 절대 값으로 지정하여 선택합니다. 기기는 예상 판독 값을 수용 할 수있는 가장
민감한 범위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약 20mV 의 판독 값이 필요하다면 매개 변수 (<n>) =
0.02 (또는 20e-3)를 사용하여 200mV 범위를 선택하십시오

:AUTO <b>
Command syntax:
:VOLTage:AC:RANGe:AUTO <b>
:VOLTage:DC:RANGe:AUTO <b>
Command parameter:
<b> = 1 or ON
0 or OFF

Set auto range for ACV
Set auto range for DCV

Enable auto range
Disable auto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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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
:AUTO?

Query auto range (ON or OFF)

설 명 :
이 명령은 자동 범위 지정을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동 범위 설정이 활성화 된 상태에서
계측기는 자동으로 가장 민감한 범위로 이동하여 측정을 수행합니다.
자동 범위 명령 (: RANGe : AUTO)은 수동으로 측정 범위 (: RANGe <n>)를 선택하는 명령에
연결됩니다. 자동 범위가 활성화되면 RANGe <n>에 대한 매개 변수 값이 자동으로 선택된
범위 값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자동 범위가 비활성화되면 기기는 자동으로 선택된 범위를
유지합니다. 유효한 : RANGe <n> 명령을 보내면 자동 범위 설정이 비활성화됩니다.

:REFerence <n> Commands
:REFerence <n>
Command syntax:
:VOLTage:AC:REFerence <n>
:VOLTage:DC:REFerence <n>
Command parameter:
<n> = -757.5 to 757.5
-1010 to 1010
DEFault
MINimum
MAXimum
Query:
:REFerence?

Specify reference for ACV
Specify reference for DCV

Reference for ACV
Reference for DCV
0 (All measurement functions)
Mininum value for specified function
Maximum value for specified function
Query reference for relative function

설명 :
이 명령은 지정된 기능에 대한 기준 값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기준이 활성화되면
(REFerence : STATe) 결과는 입력 신호와 기준 값 간의 대수 차가됩니다.
Reading = Input signal – Reference
From the front panel, reference is called relative (REL).
REFerence <n> 명령은 : ACQuire 명령과 결합됩니다. 보낸 마지막 명령 (:REFerence <n>
or :ACQuire) 기준을 적용. : REFerence <n> 명령을 사용하여 기준이 설정되면 REFerence? 쿼리
명령은 프로그래밍 된 값을 반환합니다. 반대로 : 기준이 : ACQuiry 명령을 사용하여 설정되면 :
REFerence? 쿼리 명령은 획득 한 기준 값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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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b>
Command syntax:
:VOLTage:AC:REFerence:STATe <b>
:VOLTage:DC:REFerence:STATe <b>

Control reference for ACV
Control reference for DCV

Command parameter:
<b> = 1 or ON
0 or OFF

Enable reference
Disable reference

Query:
:STATe?

Query state of reference.

설 명 :
이 명령은 지정된 기능에 대한 기준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활성화 된
경우 표시된 판독 값에 프로그래밍 된 기준 값이 포함됩니다. 비활성화 된 경우 표시된 값에
기준 값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CQuire
Command syntax:
:VOLTage:AC:REFerence:ACQuire
:VOLTage:DC:REFerence:ACQuire

Acquire reference for ACV
Acquire reference for DCV

설 명 :
이 명령 중 하나가 전송되면 측정 입력 신호가 획득되어 기준값으로 설정됩니다. 이 명령은
일반적으로 표시 화면을 0 으로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측기가 1μV 오프셋을
표시하는 경우이 명령을 보내고 Reference 를 활성화하면 화면표시가 0 으로 설정됩니다.
이 명령은 계측기가 지정된 측정 기능에있는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다른 함수에서이 명령을
보내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또한 최신 판독 값이 오버플로되거나 판독 값이 트리거되지
않으면 이 명령을 보낼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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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CURRent 서브시스템

본 서브시스템의 명령은 전류 측정 기능을 구성하고 제어하는 데 사용되며 표 6-4 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 6-4 CURRent 서브시스템 명령 요약
기능 설명

Command
:CURRent:DC
:NPLCycles <n>
:NPLCycles?
:RANGe
[:UPPer] <n>
[:UPPer]?
:AUTO <b>
:AUTO?
:REFerence <n>
:STATe <b>
:STATe?
:ACQuire
:REFerence?

Path to configure DC current
Set integration rate(line cycles; 0.5 to 2)
Query line cycle integration rate
Path to configure measurement range
Select range (0 to 20)
Query range
Enable or disable auto range
Query auto range
Specify reference (-20 to 20)
Enable or disable reference
Query state of reference
Use input signal as reference
Query reference value

:CURRent:AC
:NPLCycles <n>
:NPLCycles?
:RANGe
[:UPPer] <n>
[:UPPer]?
:AUTO <b>
:AUTO?
:REFerence <n>
:STATe <b>
:STATe?
:ACQuire
:REFerence?

Path to configure AC voltage
Set integration rate (line cycles; 0.5 to 2)
Query line cycle integration rate
Path to set measurement range
Select range (0 to 20)
Query range
Enable or disable auto range
Query auto range
specify reference (0 to 20)
Enable or disable reference
Query state of reference
Use input signal as reference
Query reference value

Speed Commands 속도 명령
: NPLCycles <n>
Command Systac:
: CURRent:AC:NPLCycles <n>
: CURRent:DC:NPLCycles <n>
Command Parameter:
<n> = 0.1 to 10
DEFault

Set NPLC for ACI
Set NPLC for DCI

Set power line cycles per integra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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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
1

20
ON
0
OFF

1

20
ON
0
OFF

MINimum
MAXimum
Query:
:NPLCycles?

0.5
2

Query programmed NPLC value

설 명 :
기본 측정 기능 (주파수 및 기간 제외)의 통합 주기 (측정 속도)은 : NPLCycles 명령을
사용하여 설정됩니다. NPLC (Power Line Cycles 수)는 전력선 주파수를 기준으로 적분 주기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PLC 가 1 인 경우 통합주기는 초당 1/60 (60Hz 라인 전력의 경우) 인
16.67msec 가됩니다.

:RANGe Commands
:[UPPer] <n>
Command syntax:
: CURRent:AC:RANGe[:UPPer] <n>
: CURRent:DC:RANGe[:UPPer] <n>

Set measurement range for ACI
Set measurement range for DCI

Command Parameter:
<n> = 0 to 20
-20 to 20
DEFault
MINimum
MAXimum

Expected reading is AC volts (ACI)
Expected reading is DC volts (DCI)
20 (ACI, DCI)
0 (All functions)
Same as DEFault

Query:
:RANGe[:UPPer]?

Query measurement range of the current functon.

설 명 :
이 명령은 지정된 측정 기능에 대한 측정 범위를 수동으로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범위는
예상 값을 절대 값으로 지정하여 선택합니다. 기기는 예상 판독 값을 수용 할 수있는 가장
민감한 범위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약 10mA 의 판독 값을 예상하는 경우 20mA 범위를
선택하기 위해 간단히 파라미터 (<n>) = 0.01 (또는 10e-3)을 사용하십시오.
:AUTO <b>
Command syntax:
: CURRent:AC:RANGe:AUTO <b>
: CURRent:DC:RANGe:AUTO <b>
Command parameter:
<b> = 1 or ON
0 or OFF
Query:
:AUTO?

Set auto range for ACI
Set auto range for DCI

Enable auto range
Disable auto range
Query auto range (ON or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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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
이 명령은 자동 범위 지정을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동 범위 설정이 활성화 된 상태에서
계측기는 자동으로 가장 민감한 범위로 이동하여 측정을 수행합니다.
자동 범위 명령 (: RANGe : AUTO)은 수동으로 측정 범위 (: RANGe <n>)를 선택하는 명령에
연결됩니다. 자동 범위가 활성화되면 RANGe <n>에 대한 파라 미터값이 자동으로 선택된 범위
값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자동 범위가 비활성화되면 기기는 자동으로 선택된 범위를
유지합니다. When a valid : RANGe <n> 명령을 보내면 자동 범위 설정이 비활성화됩니다.

:REFerence <n> Commands
:REFerence <n>
Command syntax:
: CURRent:AC:REFerence <n>
: CURRent:DC:REFerence <n>
Command parameter:
<n> = -20 to 20
0 to 20
DEFault
MINimum
MAXimum
Query:
:REFerence?

Specify reference for ACI
Specify reference for DCI

Reference for ACI
Reference for DCI
0 (All measurement functions)
Mininum value for specified function
Maximum value for specified function
Query reference for relative function

설 명 :
이 명령은 지정된 기능에 대한 참조 값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조가 활성화되면
(REFerence : STATe) 결과는 입력 신호와 참조 값 간의 대수 차가됩니다.
Reading = Input signal – Reference
From the front panel, reference is called relative (REL).
REFerence <n> 명령은 : ACQuire 명령과 결합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명령 (: REFerence <n>
또는 : ACQuire)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 REFerence <n> 명령을 사용하여 기준이 설정되면
REFerence? 쿼리 명령은 프로그래밍 된 값을 반환합니다. 반대로 : 기준이 : ACQuiry 명령을
사용하여 설정되면 : REFerence? 쿼리 명령은 획득 한 참조 값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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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b>
Command syntax:
: CURRent:AC:REFerence:STATe <b>
: CURRent:DC:REFerence:STATe <b>

Control reference for ACI
Control reference for DCI

Command parameter:
<b> = 1 or ON
0 or OFF

Enable reference
Disable reference

Query:
:STATe?

Query state of reference.

설 명 :
이 명령은 지정된 기능에 대한 참조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활성화 된
경우 표시된 판독 값에 프로그래밍 된 기준 값이 포함됩니다. 비활성화 된 경우, 표시된 판독
값은 기준값을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ACQuire
Command syntax:
: CURRent:AC:REFerence:ACQuire
: CURRent:DC:REFerence:ACQuire

Acquire reference for ACI
Acquire reference for DCI

설 명 :
이 명령 중 하나가 전송되면 측정 입력 신호가 획득되어 기준값으로 설정됩니다. 이 명령은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를 0 으로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측기가 10μA 오프셋을
표시하는 경우이 명령을 보내고 Reference 를 활성화하면 디스플레이가 0 으로 설정됩니다.

이 명령은 계측기가 지정된 측정 기능에있는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다른 함수에서 이 명령을
보내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또한 최신 판독 값이 오버플로되거나 판독 값이 트리거되지 않으면
이 명령을 보낼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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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RESIister 서브시스템

이 하위 시스템의 명령은 저항 측정 기능을 구성하고 제어하는 데 사용되며 표 6-5 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 6-5

RESIister 서브시스템 명령 요약
기능 설명

Command
:RESistance
:NPLCycles <n>
:NPLCycles?
:RANGe
[:UPPer] <n>
[:UPPer]?
:AUTO <b>
:AUTO?
:REFerence <n>
:STATe <b>
:STATe?
:ACQuire
:REFerence?

Path to configure resistance
Set integration rate (line cycles: 0.5 to 2)
Query line cycle integration rate
Path to configure measurement range
Select range (0 to20e6)
Query range
Enable or disable auto range
Query auto range
Specify reference (0 to 20e6)
Enable or disable reference
Query state of reference
Use input signal as reference
Query reference value

Default
1

20e6
ON
0
OFF

Speed Commands
: NPLCycles <n>
Command Systac:
:RESistance:NPLCycles <n>
Command Parameter:
<n> = 0.5 to 2
DEFault
MINimum
MAXimum
Query:
:NPLCycles?

Set NPLC for Ω

Set power line cycles per integration
1
0.1
10

Query programmed NPLC value

설 명 :
기본 측정 기능 (주파수 및 기간 제외)의 통합기간 (측정 속도)은 : NPLCycles 명령을 사용하여
설정됩니다. NPLC (Power Line Cycles 수)는 전력선 주파수를 기준으로 적분 기간을 나타
냅니다. 예를 들어 PLC 가 1 인 경우 통합주기는 초당 1/60 (60Hz 라인 전력의 경우) 인
16.67msec 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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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Commands
:[UPPer] <n>
Command syntax:
:RESistance:RANGe[:UPPer] <n>

Set measurement range for Ω

Command Parameter:
<n> = 0 to 20e6
DEFault
MINimum
MAXimum

Expected reading is ohms
20e6 (Ω)
0 (All functions)
Same as DEFault

Query:
:RANGe[:UPPer]?

Query measurement range of the current function.

설 명 :
이 명령은 지정된 측정 기능에 대한 측정 범위를 수동으로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범위는
예상 값을 절대 값으로 지정하여 선택합니다. 기기는 예상 판독 값을 수용 할 수있는 가장
민감한 범위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약 50Ω의 판독 값이 필요하면 500Ω 범위를 선택하기
위해 파라 미터 (<n>) = 50 을 사용하십시오.
:AUTO <b>
Command syntax:
:RESistance:RANGe:AUTO <b>

Set auto range for Ω

Command parameter:
<b> = 1 or ON
0 or OFF

Enable auto range
Disable auto range

Query:
:AUTO?

Query auto range (ON or OFF)

설 명 :
이 명령은 자동 범위 지정을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동 범위 설정이 활성화 된 상태에서
계측기는 자동으로 가장 민감한 범위로 이동하여 측정을 수행합니다.
자동 범위 명령 (: RANGe : AUTO)은 수동으로 측정 범위 (: RANGe <n>)를 선택하는 명령에
연결됩니다. 자동 범위가 활성화되면 RANGe <n>에 대한 매개 변수 값이 자동으로 선택된
범위 값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자동 범위가 비활성화되면 기기는 자동으로 선택된 범위를
유지합니다. 유효한 : RANGe <n> 명령을 보내면 자동 범위 설정이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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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n> Commands
:REFerence <n>
Command syntax:
:RESistance:REFerence <n>
Specify reference for Ω
Command parameter:
<n> = 0 to 20e6
Reference for Ω
DEFault
923107715guozhigang
0 (All measurement functions)
MINimum
Mininum value for specified function
MAXimum
Maximum value for specified function
Query:
:REFerence?
Query reference for relative function
설 명 :
이 명령은 지정된 기능에 대한 기준 값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준이 활성화되면
(REFerence : STATe) 결과는 입력 신호와 참조 값 간의 대수 차가됩니다.
Reading = Input signal – Reference
From the front panel, reference is called relative (REL).
REFerence <n> 명령은 : ACQuire 명령과 결합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명령 (: REFerence <n>
또는 : ACQuire)은 참조를 먹습니다. : REFerence <n> 명령을 사용하여 기준이 설정되면
REFerence? 쿼리 명령은 프로그래밍 된 값을 되돌립니다. 반대로 : 참조가 : ACQuiry 명령을
사용하여 설정되면 : REFerence? 쿼리 명령은 획득 한 기준 값을 되돌 립니다.
:STATe <b>
Command syntax:
:RESistance:REFerence:STATe <b>

Control reference for Ω

Command parameter:
<b> = 1 or ON
0 or OFF

Enable reference
Disable reference

Query:
:STATe?

Query state of reference.

설 명 :
이 명령은 지정된 기능에 대한 참조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활성화 된
경우 표시된 판독 값에 프로그래밍 된 기준 값이 포함됩니다. 비활성화 된 경우 표시된 값에
기준값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3.996
:ACQuire
Command syntax:
:RESistance:REFerence:ACQuire

Acquire reference for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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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
이 명령 중 하나가 전송되면 측정 입력 신호가 획득되어 기준값으로 설정됩니다. 이 명령은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를 0 으로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측기가 0.1Ω 오프셋을
표시하면이 명령을 보내고 기준을 활성화하면 디스플레이가 0 으로 설정됩니다.
이 명령은 계측기가 지정된 측정 기능에있는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다른 함수에서이 명령을
보내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또한 최신 판독 값이 오버플로되거나 판독 값이 트리거되지
않으면이 명령을 보낼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6.3.6

FREQuency & PERiod 서브 시스템

본 서브 시스템의 명령은 주기 및주기 측정 기능을 구성하고 제어하는 데 사용되며 표 6-6 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 6-6

FREQency & PERiod 서브 시스템 명령 요약
기능 설명

Command
:FREQuency
:THReshold
:VOLTage
:RANGe <n>
:RANGe?
:REFerence <n>
:STATe <b>
:STATe?
:ACQuire
:REFerence?

Path to configure frequency
Path to select the threshold voltage range:

:PERiod
:THReshold
:VOLTage
:RANGe <n>
:RANGe?
:REFerence <n>
:STATe <b>
:STATe?
:ACQuire
:REFerence?

Path to configure period
Path to select the threshold voltage range:

Select threshold range (0 to 750).
Query threshold range
Specify reference (0 to 1.0e6)
Enable or disable reference
Query state of reference
Use input signal as reference
Query reference value

Select threshold range ( 0 to 750 ).
Query threshold range
Specify reference(0 to 1)
Enable or disable reference
Query state of reference
Use input signal as reference
Query reference value

:RANGe <n>
Command syntax:
:FREQuency:THReshold:VOLTage:RANGe <n> Set voltage threshold range.
:PERiod:THReshold:VOLTage:RANGe <n>
Set voltage threshold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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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

20
0
OFF

20
0
OFF

Command parameter:
<n> = 0 to 1010

Specify signal levels in volts (voltage threshold)

Query:
:RANGe?

Query maximum signal level.

설 명 :
이 명령은 예상되는 입력 레벨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계측기는 가장 민감한 전류 또는
전압 임계 값 범위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REFerence <n> Commands
:REFerence <n>
Command syntax:
:FREQuency:REFerence <n>
:PERiod:REFerence <n>
Command parameter:
<n> =
0 to 1.0e6
0 to 1
DEFault
MINimum
MAXimum
Query:
:REFerence?

Specify reference for FREQ
Specify reference for PER

Reference for FREQ
Reference for PER
0 (All measurement functions)
Mininum value for specified function
Maximum value for specified function
Query reference for relative function

설 명 :
이 명령은 지정된 기능에 대한 기준 값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준이 활성화되면
(REFerence : STATe) 결과는 입력 신호와 기준 값 간의 대수 차가됩니다.
Reading = Input signal – Reference
전면 패널에서, 기준을 relative (REL)라고 합니다.
REFerence <n> 명령은 : ACQuire 명령과 결합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명령 (: 참조 <N> 또는
: 취득)을 기준 eatablishes. : REFerence <n> 명령을 사용하여 기준이 설정되면 REFerence?
쿼리 명령은 프로그래밍 된 값을 반환합니다. 반대로 : 기준이 : ACQuiry 명령을 사용하여
설정되면 : REFerence? 쿼리 명령은 획득 한 기준 값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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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b>
Command syntax:
:FREQuency:REFerence:STATe <b>
:PERiod:REFerence:STATe <b>
Command parameter:
<b> = 1 or ON
Enable reference
0 or OFF
Disable reference
Query:
:STATe?

Control reference for FREQ
Control reference for PER

Query state of reference.

설명 :
이 명령은 지정된 기능에 대한 기준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활성화 된
경우 표시된 판독 값에 프로그래밍 된 기준 값이 포함됩니다. 비활성화 된 경우 표시된 값에
기준 값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CQuire
Command syntax:
:FREQuency:REFerence:ACQuire
:PERiod:REFerence:ACQuire

Acquire reference for FREQ
Acquire reference for PER

설 명 :
이 명령 중 하나가 전송되면 측정 입력 신호가 획득되어 기준값으로 설정됩니다. 이 명령은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를 0 으로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측기가 10Hz 오프셋을
표시하면이 명령을 보내고 기준을 활성화하면 디스플레이가 0 으로 설정됩니다.
은 계측기가 지정된 측정 기능에있는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다른 함수에서이 명령을
이 명령 보내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또한 최신 판독 값이 오버플로되거나 판독 값이
트리거되지 않으면이 명령을 보낼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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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HOLD 서브시스템

본 서브시스템 명령은 “HOLD” 측정 기능을 구성하고, 제어하는데 사용되며, 아래 표 6-7 과 같이
요약 되어 있습니다.
표 6-7

HOLD 서브시스템 명령 요약

기능 설명
Path to control Hold feature:
Set Hold window(%); 0.01 to 10
Query Hold window
Set Hold count; 2 to 100
Query HOLD count
Enable or disable HOLD
Query state of HOLD

Command
:HOLD
:WINDow <NRf>
:WINDow?
:COUNt <NRf>
:COUNt?
:STATe <NRf>
:STATe?

Default

1
5
OFF

HOLD Command
다음 명령은 HOLD 기능을 구성하고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WINDow <NRf>
Command syntax:
:HOLD:WINDow <NRf>
Command Parameter:
<NRf> =
0.01 to 10
Query:
:WINDow?

Set window (percent)

Query Hold window

설 명 :
이 명령은 HOLD 에 대한 창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창은 보류 프로세스의 "Seed" 판독
값의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COUNt <NRf>
Command syntax:
:HOLD:COUNt <NRf>
Command Parameter:
<NRf> =
2 to 100

Specify HOLD count

Query:
:COUNt?

Query HOLD count.

설 명
이 명령은 HOLD 값 를 지정하는 데 사용되며, COUNt 는 HOLD 프로세스 중 "Seed" 판독과
대비 되는 판독 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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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b>
Command syntax:
:HOLD:STATe <b>
Command Parameter:
<b> = 0 or OFF
1 or ON
Query:
:STATe?

Disable HOLD
Enable HOLD
Query state of HOLD

설명 :
이 명령은 HOLD 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6.3.8

TRIGger 서브시스템

본 하위 시스템의 명령은 트리거 측정 기능을 구성하고 제어하는데 사용되며, 아래 표 6-8 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 6-8
Command
:TRIGger
:SOURce <name>
:SOURce?

TRIGger 서브시스템 명령 요약
기능 설명

선택 제어 소스
쿼리 제어 소스

Default
IMMediate

:TRIGger
TRIGger 서브시스템 명령은 트리거 모드의장비 설정, 트리거 지연 및 측정 트리거에 사용됩니다/
:SOURce <name>
Command Syntax:
TRIGger:SOURce <name>
Command parameter:
<name> = IMMediate
BUS
MANual(EXTernal)
Query:
:SOURce?

instrument default setting is internal trigger)
Triggered via RS232 interface)
(Press

Trig

in the front panel for Trigger)

Query control source)

설명 :
이벤트 제어 소스를 선택하는데 사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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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FETCH Subsystem (서브시스템)

FETCh? Command
Command syntax:
:FETCh?
설명 :
해당 질의 명령어는 처리 후 최신 판독치를 얻기 위해 사용되며, 명령어로인해 제품의 설정이
영향 받지 않습니다. 본 명령은 측정트리거를 하지 않습니다. 명령은 단순히 마지막으로 사용
가능한 판독값을 요청합니다. 이 명령은 새로운 판독이 있을 때까지 동일한 오래된 판독값을
계속 반환 합니다. 명령은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어설션 됩니다. :READ? 또는 :MEASure? 의
명령어가 전송됩니다.

6.3.10

Common Commands (공통 명령어)

아래와 같이 모든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명령어를 소개 합니다. :

*RST
Command Syntax:
*RST

설명:
측정기기 리셋

*TRG
Command Syntax:
*TRG
설명 :
측정을 위한 기기 트리거

*IDN?
Query Syntax:
*IDN?
Query return:
<product>,<version><LF^END>
Here:
<product>
<version>

TH1942 Digital Multimeter
Ver1.0

설명 :
질의 정보를 기기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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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Chapter 7
A-1

소개
Chapter 7 은 Protek 4000 멀티미터 상세 사양 설명 입니다.

A-2

기술 사양
사양 측정 기준
 교정주기 1 년 이내
 동작 온도 18℃ ~ 28℃ 이내
 정확도표시는 다음과 같다: ±(% of reading + digits) 30 분간 제품 워밍업 기준.
 온도 계수: add ± [0.1% × (the applicable accuracy)/℃] for 0℃ to 18℃ and 28℃ to 40℃;
 상대 습도: Up to 80% for 0℃ to 28℃ (75% RH for 10MΩ and above ranges of resistance
measurement). Up to 70 for 28℃ to 40℃.

화면 표시 판독 및 판독 속도
전면 패널의 읽기 속도 (Reading/sec, Approximate)
측정 기능

Slow

Med

Fast

DCV

5

10

25

DCA

5

10

25

ACV

5

10

25

ACA

5

10

25

Ω (Ranges below 5M )

5

10

25

1.3

2.6

5.6

1

2

3.9

Using dual display

0.9

0.9

0.8

True RMS DC+AC

1.2

1.4

1.5

Diode

————

10

————

Continuity

————

————

25

Ω (50M range and above)
Freq/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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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전압
분해능, 최대 판독범위 와 정확도
최대
판독치

속도

범위

분해능

Slow

500.00mV
5.0000 V
50.000V
500.00 V
1000.0 V

1 0μV
10 0μV
1mV
10 mV
100 mV

(1)
(2)

정확도
(1 year)

일반적인 입력 임피던스

0.02%+0.016% (1)
0.02%+0.008% (1)
0.02%+0.008%
0.02%+0.008%
0.02%+0.008%

510.00
5.1000
51.000
510.00
1010.0 (2)

>10MΩ
>11.1MΩ
>10.1MΩ
10MΩ
10MΩ

REL 상태 기준
1% 초과 범위(1010V) 이며, 1000V 범위로 읽혀 진다.

최대 입력 전압 : 1000VDC 또는 peak ac 전체 범위

AC 전압
분해능, 최대 판독범위 와 정확도
범위

분해능
10 μV
100 μV
1 mV
1 0mV
100 mV

500.00 mV
5.0000 V
50.000 V
500.00 V
750.0 V
(1)

최대 판독치
510.00
5.1000
51.000
510.00
757.5(1)

1% 초과 범위 (757.50V) 이며 750V 범위로 읽혀 진다

정확도 : ±（% of reading + % of range ）
，23℃±5℃。
속도

Slow

범위

(2)

20~50 Hz

50~20kHz

20~50kHz

50~100kHz

500.00mV

1.0%+0.08%

0.5%+0.06%

1.5%+0.1%

3.0%+0.3%

5.0000 V

1.0%+0.08%

0.35%+0.02%

1%+0.04%

3.0%+0.1%

50.000 V

1.0%+0.08%

0.35%+0.02%

1%+0.04%

3.0%+0.1%

500.00 V

------

0.5%+0.03%

1%+0.04%

3.0%+0.1%

750.0 V
(1)

정확도 (1 year) (1) 23℃±5℃

------

0.5%+0.03%

1%+0.04%

(2)

3.0%+0.1% (1)

측정속도는 SLOW 이며 사인파형 입력 기준 >5% 범위 내.
Limit at 40KHZ or ≤3×107 Volt-Hz for t 750V range

측정 방법: True RMS measurement
최대 파고 율 : 3.0 at full scale
최대 입력 전압: 750Vrms
≤3×107 Volt-Hz 전체 범위
입력 임피던스: 1MΩ±2% in parallel with capacitance <100pF
최대 DCV: 500V AC 전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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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전류
속도

범위

Slow

5.0000mA
50.000mA
500.00m A
5.0000 A
20.000A

(1)
(2)
(3)

분해능
0.1 μA
1μA
10μA
100A
1mA

정확도
(1 year)

최대 판독치
5.1000
51.000
510.00
5.1000
21.000 (3)

0.05%+0.01% (2)
0.05%+0.008% (2)
0.05%+0.008%
0.25%+0.01%
0.25%+0.01%

최대 판독 치에서 입력단자 사이의 일반적인 전압.
REL 기능 사용
20A 범위,>10~20Aac 전류 측정 한도는 최대 20 초

최대 입력 및 과부하 전류 보호 : 1A/ 250V fuse.

AC 전류 (True RMS, AC 커플링)
속도

범위

Slow

5.0000mA
50.000 mA
500.00m A
5.0000A
20.000A

(1)
(2)

0.1 μA
10 μA
100 μA
1mA
10mA

최대 판독치
5.1000
51.000
510.00
5.1000
21.000 (2)

Burden Voltage(1)
/shunt Resistor
<0.6V / 100Ω
<0.06V / 1Ω
<0.6V / 1Ω
<0.1V / 10mΩ
<0.6V / 10mΩ

최대 판독 치에서 입력단자 사이의 일반적인 전압
20A 범위,>10~20Aac 전류 측정 한도는 최대 20 초

정확도 :
속도

Slow

(1)

분해능

±（% of reading + % of range ），23℃±5℃。
범위
5.0000mA
50.000 mA
500.00m A
5.0000A
20.000A

정확도 (1 year) (1) 23℃±5℃
20~50 Hz

50~2kHz

1.5%+0.16%
1.5%+0.16%
1.5%+0.16%
2.0%+0.16%
2.0%+0.16%

0.5%+0.08%
0.5%+0.08%
0.5%+0.08%
0.5%+0.1%
0.5%+0.1%

2~20kHz
2%+0.16%
2%+0.12%
2%+0.12%
-----------

속도 규격은 SLOW 및 사인파형 입력 기준 >5% 범위 내.
20A 범위,>10~20Aac 전류 측정 한도는 최대 20 초

측정 방법 : True RMS measurement
최대 파고율 : 3.0 at full scale
최대 입력 및 과부하 전류 보호 : 1A/ 250V f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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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den Voltage(1)
& Shunt Resistor
<0.6V / 100Ω
<0.06V / 1Ω
<0.6V / 1Ω
<0.1V / 10mΩ
<0.6V / 10mΩ

저항
(1)

속도

범위

Slow

500.00Ω
5.0000 kΩ
50.000kΩ
500.00 kΩ
5.0000MΩ
50.000MΩ

분해능
10mΩ
100mΩ
1Ω
10 Ω
100 Ω
1kΩ

최대 판독치

정확도
(1 year)

시험 전류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0.10%+0.01% (2)
0.10%+0.008% (2)
0.10%+0.008% (2)
0.10%+0.008%
0.15%+0.008%
0.3%+0.01%

0.5 mA
0.45 mA
45μA
4.5μA
450nA
45nA

(1)

테스트 리드선에 유도 될 수 있는 노이즈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100kΩ 이상을 측정
하기 위해선, 차폐 테스트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REL 기능 사용 시
최대 입력 보호 : 1000VDC 또는 750VAC 전체 범위.
개방 회로 전압 : 최대 전압 5.5V dc

도통
정확도 (1 year)
23℃±5℃

범위

분해능

최대 판독치

시험 전류

500Ω

100mΩ

999.9

0.5mA

0.1%+0.04%

최대
개방
시험
임계

입력 보호: 1000VDC 또는 750VAC 전체 범위.
회로 전압 : <5.5V DC
전류: 0.5 mA DC 이내
값: 2% 범위 내

다이오드
속도

범위

분해능

최대 판독치

시험 전류

Med

2.0000V

100μV

2.3000V

0.5mA

주파수
ACV 범위

주파수 범위

분해능

최대 판독치

100mV
to
750V

5~10 Hz
10~100Hz
100~100 kHz
100k ~1MHz (1)

100μHz
1 m Hz
10m Hz
10Hz

9.9999
99.999
999.99
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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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2)

0.05%+0.02%
0.01%+0.02%
0.01%+0.008%
0.01%+0.008%

입력 감도
(Sine Wave)
200mV
300mV
300mV
500mV

rms
rms
rms
rms

주기
ACV 범위
100mV
to
750V

주파수 범위
1~10μs (1)
10μs~10ms
10ms~100ms
100ms~200ms

분해능
0.1ns
1ns
1μs
10μs

정확도)

최대 판독 치
9.9999
9.9999
99.999
199.99

0.01%+0.008%
0.01%+0.008%
0.01%+0.02%
0.05%+0.02%

최대 파고율 : 3.0 at full scale
최대 입력 전압 : 750Vrms
입력 임피던스: 1MΩ±2% in parallel with capacitance <100pF
최대 DCV: 500V 의 AC 전체

트리거링 및 메모리
Reading hold sensitivity: 0.01%, 0.1%, 1% or 10% of reading

연산 기능
Rel, Max/Min, dBm, dB, Compare Limit Test and %
dBm Reference Resistance: 1Ω to 9999Ω (1Ω step size), default is 75Ω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
SCPI（Standard Commands for Programmable Instruments）

원격제어 인터페이스
GPIB(IEEE-488.2) and RS-232C

공통 사양
전원 공급 : 110/220V±10%
전원 허용 주파수 : 50/60Hz ±5%
소비전력 : ≤ 10VA
동작 환경 : 0℃ to 40℃, ≤90%RH，
보관 환경: -40℃ to 70℃
제품 예열 시간 30 분 이상
제품 크기 (W×H×D): 225mm×100mm×355mm
제품 무게 2.5Kg 내외
제품 보증 기간 :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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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감도
(Sine Wave)
500mV rms
300mV rms
300mV rms
200mV rms

Chapter 8

Program Examples(예제)

Serial Interface Program (시리얼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다음 통신프로그램에 대한 예제입니다. 통신프로그램 명령어는 C 언어 프로그래밍으로
DOS 환경에서 구동되며, 주요기능은 사용자가 다른 하위 기능에 의해 통신 기능이 연장 혹은 확장
될 수 있도록 입출력 문자열로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define PORT 0
#include "dos.h"
#include "stdio.h"
#include "stdlib.h"
#include "ctype.h"
#include "string.h"
#include "conio.h"
void port_init( int port,unsigned char code );
int check_stat( int port );
/* read serial port state(16bit) */
void send_port( int port,char c );
/* send a character to serial port */
char read_port( int port );
/* receive a character form serial port */
void string_wr( char *ps );
void string_rd( char *ps );

/* write a string to serial port */
/* read a string from serial port */

char input[256];

/* query receive buffer */

main()
{ port_init( PORT,0xe3 );/* initialize serial port:baud = 9600,no verify,1 bit stop,8 bit data */
string_wr( "trig:sour bus;*trg" );
string_rd( input );
printf( "\n%s",input );
string_wr( "volt:dc:rang 1.0" );
string_wr( "func ‘volt:ac’ );
}
/* write string to serial port */
void string_wr( char *ps )
{ char c;
int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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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check_stat(PORT) & 256) read_port(PORT);/* read data until null */
for( ;*ps; )
{ c = 0;
for( m = 100;m;m-- )
{ send_port( PORT,*ps );
for( n = 1000;n;n-- )
{ delay(2); /* wait about 2ms,can use dos.h libray funtion:delay */
if( kbhit() && ( getch() == 27 ) ) /* if escape key keypress */
{ printf( "\nE20:Serial Port Write Canceled!" );
exit(1);
}
if( check_stat(PORT) & 256 )
{ c = read_port( PORT );
break;
}
}
if( n ) break;
}
if( c == *ps ) ps++;
else
{ printf( "\nE10:Serial Port Write Echo Error!" );
exit(1);
}
}
send_port( PORT,'\n' );/* send command end symbol */
delay( 2 );
while( !(check_stat(PORT) & 256) );
read_port( PORT );
}
/* read string from serial port */
void string_rd( char *ps )
{ unsigned char c,i;
for( i = 0;i < 255;i++ ) /* max read 256 characters */
{ while( ! (check_stat(PORT) & 256) ) /* wait serial receive ready */
if( kbhit() && (getch() == 27) )
/* if escape key keypress */
{ printf( "\nE21:Serial Port Read Canceled!" );
exit(1);
}
c = read_port( PORT );
if( c == '\n' ) break;
*ps = c;
ps++;
}

74

*ps = 0;
}
/* send a character to serial port */
void send_port( int port,char c )
{ union REGS r;
r.x.dx = port;
/* serial port */
r.h.ah = 1;
/* int14 function1: send character */
r.h.al = c;
/* character to be sent */
int86( 0x14,&r,&r );
if( r.h.ah & 128 ) /* check ah.7,if set by int86( 0x14,&r,&r ),mean trans error */
{ printf( "\nE00:Serial port send error!" );
exit(1);
}
}
/* read a character from serial port */
char read_port( int port )
{ union REGS r;
r.x.dx = port;
/* serial port */
r.h.ah = 2;
/* int14 function2:read character */
int86( 0x14,&r,&r );
if( r.h.ah & 128 )
/* if ah.7 be set, mean trans error */
{ printf( "\nE01:Serial port read error!" );
exit(1);
}
return r.h.al;
}
/* check the status of serial port */
int check_stat( int port )
{ union REGS r;
r.x.dx = port;
/* serial port */
r.h.ah = 3;
/* int14 function3:read status */
int86( 0x14,&r,&r );
return r.x.ax;
/* ax.7 show serial operation, ax.8 show serial receive ready */
}
/* initialize the serial port */
void port_init( int port, unsigned char code )
{ union REGS r;
r.x.dx = port;
/* serial port */
r.h.ah = 0;
/* int14 function0:initial serial port */
r.h.al = code;
/* initialization code */
int86( 0x14,&r,&r );

75

품 질 보 증 서
먼저 당사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 및 작성 해주세요.
1. 본 제품은 ISO9001 :2008 과 TL9000-(H,S) 의 표준 생산,품질 공인 인증을 받아
엄격한 품질,시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 입니다.
2. 본 제품의 무상 보증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 년 입니다.
3. 소비자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고장 및 문제가 발생 하였을 경우 보증기간
동안 무상수리 혹은 교환을 해드립니다.
4. 단, 소비자 과실 및 소모품교체 등 유상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서비스 요금을 받고 수리 및 교체 해 드립니다.
5. 보증 수리 및 유상 수리 시 반드시 작성된 보증서를 제시해 주세요,
정상적인 수리 및 서비스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6. 정상적이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천재 지변, 전쟁, 등 불가 항력적인 상황 및
사고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제품 보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본 보증서는 재발행 되지 않으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제품명 : 디지털 멀티미터

제조일자 : 20

모델명 : Protek 4000

제조사 : ㈜지에스인스텍

시리얼 번호 :

구매일자 : 20

제품 구매일 :

구매 처 :
Protek 고객지원
대표전화 : 032-874-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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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k”은 지에스인스텍의 계측기 브랜드 입니다.
㈜지에스인스텍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길파로 71 번길 70(주안동)
제품문의 : 032-870-5570
고객지원 : 032-870-5793
팩스 : 032-870-5640
이메일: dhkim@gsinstech.com
웹페이지 : www.gsi-prote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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