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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기능1. 
다양한 데이터 표시1-1. 

Y-T 표시, Y-T 확대표시, 디지털표시, 레포트 표시가 가능하며 크고 보기 편한 화면이 특징입니다.

Y-T 표시
입력신호 레벨을 Y 축으로, 시간축을 X축으
로 표시하는 그래프입니다. 파형과 각 CH의 
디지털치를 동시에 표시가능하고, 화면하부
의 조작아이콘으로 시간축의 확대와 축소,
X 축의 확대와 축소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를 2분할, 5분할 등으로 분할로
해서, 각각의 신호를 나누어서 표시할 수 있
습니다. 

Y-T 확대표시
디지털치를 표시하지 않고, 파형의 시간축을
확대표시합니다. 

디지털표시
각 CH의 디지털치를 크고 보기 쉽게 표시
합니다. 

레포트표시
레포트 기능을 사용한 때의 레포트 결과
( 일보) 를 리얼타임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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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라도 간단조작1-2. 
큰 아이콘이기 때문에 알기쉽고, 파형조작도 아주 간단합니다. 시간축의 변경, spans의 확대축소, 파형포지션 변경을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에 맞춰 윈도우를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다채널계측대응1-3. 
1 대 최대 200CH(GL800,GL820 시), 복수 접속으로 최대 500CH 의 계측이 가능합니다. 
표시파형의 그룹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파형 중에서 필요한 파형을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roup 1

All
Group 2

Group 3

Grou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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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EXCEL 기능1-4. 
캡쳐 데이터를 직접 EXCEL 로 전송해서 그래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템플릿도 표준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사의 EXCEL 이 필요합니다.）

썸네일 파형표시1-5. 
재생표시하기 전에 캡쳐 데이터의 파형을 작은 화면(썸네일)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열기 전에 어떤 데이터인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CSV 일괄변환기능1-6. 
Binary(GBD) 형식으로 캡쳐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텍스트(CSV)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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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기능1-7. 
연산기능으로서 통계연산과 CH 간 연산을 갖추고 있습니다. 
통계연산은 모든 채널의 최대치・ 최소치・ 평균치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 간 연산은 CH 간의 사칙연산을 최대 4개까지 설정가능하며, 결과를 파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인쇄・ 보존기능1-8. 
파형화면을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화면 복사를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인쇄기능을 이용하려면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E 메일로 통지1-9. 
알람이 발생한 때에 E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휴대전화로 E 메일을 보내도록 해두면 알람이
발생한 것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E 메일을 송신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메일 송신기능은 캡쳐 중에만 유효합니다. 프리런링  
중에 알람발생을 해도 메일 송신은 하지 않습니다.)

도움말기능1-10. 
설정항목에 각각 도움말 버튼이 있고, 어떤 기능인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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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환경2. 
본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할 PC는 아래 환경인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항목 필요조건

OS Windows XP, Windows Vista （32Bit/64Bit）
Windows 7 （32Bit/64Bit） ※ 대응에디션(Ultimate, Enterprise, Professional,  HomePremium)

CPU Pentium 4 ： 1.7GHz 이상

메모리 256MB 이상 (512MB 이상을 권장)

HDD 소프트웨어 인스톨에 200MB( 권장1GB 이상) 의 빈공간이 별도 필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해상도    1024 × 768 이상, 65535 색이상(16Bit 이상)

기타 USB 포트, TCP-IP포트, CD-ROM 드라이브(CD 로 인스톨할 때) 가 필요.
Microsoft 사 EXCEL （다이렉트EXCEL, EXCEL 로 표시기능시）

확인 ※ 

・ 측정 데이터의 캡쳐는 위의 사용환경 PC를 사용한 경우에도 PC상태(다른 어플리케이션이

기동하고 있는 경우, 캡쳐매체의 빈 용량이 없는 경우)에 따라 정상으로 캡쳐할 수 없는 경우

가 있습니다. 데이터 캡쳐시에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종료하고, 내장 하드 디스크에 데

이터 수록을 실시해 주십시오.  

・본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기동하지 마십시오. 또한 본 소프트웨어 이

외의 조작이나 처리를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예 : 스크린세이버, 바이러스 체크, 파일복사・

이동처리, 파일검색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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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와 접속방법3. 

USB로 접속3-1. 

USB 케이블을 사용한 접속방법을 설명합니다. 
 GL820      GL220

 

확인 ※ 

・ USB 케이블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PC 에  USB 드라이브를  인스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스톨 방법에 관해서는 「USB 드라이브 인스톨 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 LAN커넥터가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장착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본 기기와 PC를 접속하려면 A-B 타입의 케이블을 사용해서 접속해 주십시오. 
 

  A 커넥터 B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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ＬＡＮ으로 접속3-2. 
ＬＡＮ케이블을 사용한 접속방법을 설명합니다. (GL820,  GL800 에서만)
 

 

사용용도에 맞춰서 아래종류의  ＬＡＮ케이블을 사용해 주십시오. 

　●ＬＡＮ케이블의 종류
 ＨＵＢ를 사용하지 않고 PC 에 직접접속할 경우는 크로스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케이블(크로스)

 

 ＨＵＢ을 사용해서 PC 와 접속하는 경우는 스트레이트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LAN 케이블(스트레이트) LAN 케이블(스트레이트)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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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ID 또는 IP 어드레스의 설정3-3. 
PC 와 접속하기 위해 본 기기의 Ｉ/Ｆ 설정을 합니다. 

ＵＳＢ설정의 경우3-3-1. 

 GL220 ： 　［MENU］키를 5 번 누르고,［OTHR］메뉴를 열어 ［USB ID］의 설정을 합니다. 

 

 GL820 ： 　［MENU］키를 5 번 누르고,［I/F］메뉴를 열어 ［USB ID］의 설정을 합니다. 

 

확인 ※ 

본체의 USB ID 설정을 변경한 경우, 본체의 전원을 다시 넣어주십시오. 

ＴＣＰ－ＩＰ설정의 경우(GL820 에만)3-3-2. 

 ［MENU］키를 5회 누르고, ［I/F］메뉴를 엽니다. 
 ［IP 어드레스］,［서브넷마스크］,［포트번호］,［DNS어드레스］설정을 하고, 
 ［설정의 반영］을 실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유효하게 됩니다. 

 ※ IP 어드레스 자동취득을 사용할 경우
 　　접속된 네트워크 내의 동일 세그멘트에 DHCP 서버가 있는 경우는 IP 어드레스 자동취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유저 매뉴얼 제3장(5)「I/F설정」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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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P-IP 의 설정예3-3-3. 

PC 와 GL820 를 1 대 １로 접속할 경우
사내 LAN 등의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의 설정을 참고해 주십시오. 
GL820 와 PC 를 크로스오버 케이블로 접속합니다. 

PC 의 IP 어드레스 192.168.1.1

GL820 의 IP 어드레스 192.168.1.2

확인 ※ 

이 경우, 서브네트 마스크는 항상 「255.255.255.0」 로 설정합니다.  

이 경우, 포트 번호는 항상 「8023」 로 설정합니다. 

PC 의 IP 어드레스의 설정（Windows XP 의 경우）3-3-3-1. 

 [ 스타트 메뉴] → [ 컨트롤 패널] → [ 네트워크 접속] → [ 로컬 에리어 접속] → [ 프로퍼티] →
 [ 인터넷 프로토콜（TCP/IP) 을 선택] → [ 프로퍼티] → 「다음 IP 어드레스를 사용」 에 체크→
 [IP 어드레스], [ 서브네트 마스크] 를 설정→ [OK]

 
PC 의 IP 어드레스 설정（Windows Vista 의 경우）3-3-3-2. 

 [ 스타트 메뉴] → [ 컨트롤 패널] → [ 네트워크와 공유 센터] → [ 로컬 에리어 접속] →
 [ 상태표시] → [ 프로퍼티] → [ 인터넷 프로토콜（TCP/IP) 를 선택] → [ 프로퍼티] →
 「다음 IP 어드레스를 사용」 에 체크→
 [IP 어드레스], [ 서브네트 마스크] 를 설정→ [OK]

PC 의 IP 어드레스의 설정（Windows 7 의 경우）3-3-3-3. 

 [ 스타트 메뉴] → [ 컨트롤 패널] → [ 네트워크와 공유 센터] → [ 로컬 에리어 접속] → [ 프로퍼티] →
 [ 인터넷 프로토콜（TCP/IP) 을 설택] → [ 프로퍼티] → 「다음 IP 어드레스를 사용」 에 체크→
 [IP 어드레스], [ 서브네트 마스크] 를 설정→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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ＵＳＢ드라이브 인스톨4. 
본 기기를 PC와 USB접속할 경우는 PC에 USB 드라이버를 인스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속 CD-ROM에 「USB드라이버」
와「USB 드라이버 인스톨설명서」가 있기때문에 설명서에 따라서 인스톨해 주십시오. 
( 인스톨 설명서： D:\USB Driver\Japanese\GL-USB-UM102.PDF)
※ D: 는 CD-ROM 드라이브를 나타냅니다. 사용하는 PC의 CD-ROM 드라이브로 바꾸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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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인스톨5.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부속 CD-ROM 을 PC 의 CD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1. 
「스타트」 → 「파일명을 지정해서 실행」 을 선택하고, 「파일명을 지정해서 실행」 윈도우를 엽니다. 2. 
「이름（O）」 에 「D ： \Japanese\ GL220_820APS\Setup.exe」 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인스톨러가 3. 
기동합니다. （「D ： 」 는 CD-ROM 드라이브를 나타냅니다. 사용하는 PC 의 CD-ROM 드라이브로 교환합니다. ）

이후는 인스톨러의 지시에 따라서 조작을 계속해 주십시오. 4. 
인스톨 후 PC 재기동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는 반드시 재기동한 후 본 소프트웨어를 기동해 주십시오. 5. 

주의 ※ 

본 기기를 PC와 접속하고 있는 때는 아래 항목에 주의해 주십시오.  

・ PC 의 다른 USB 접속단자에는 마우스와 키보드 이외는 접속하지 마십시오.  

・ PC 의 에너지절약 기능은 Off로 설정해 주십시오.  

・ 스크린세이버의 설정은 Off로 설정해 주십시오.  

・ PC 가 슬립상태가 되지 않도록 설정해 주십시오.  

・노트북을 이용하는 경우, LCD（화면）을 닫는 것으로 스탠바이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소프트웨어 사용중은 LCD 를 닫지 마십시오.  

・ 바이러스/ 세큐리티 소프트의 자동갱신기능과 Windows 의 자동업데이트 설정은 Off로 설정해

주십시오. 

登録商標について 

 ・ Microsoft および Windows は、 米国およびその他の国における米国 Microsoft Corporation の登録商標または商標です。 

・ その他、 記載している会社名、 製品名は、 各社の登録商標または商標です。

 



15

기본조작6. 
본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조작은 다음의 4가지로 구성됩니다. 

내용 설명

GL220/GL820/GL200A/GL800
본체의 제어

GL220/GL820/GL200A/GL800 와 PC 를 접속하는 것으로 본체의 설정정보를 본 소
프트웨어측에 읽혀, 본체에 대한 설정과 동작제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설정한 내용은
설정 파일로서 PC에 보존할 수 있으며, 설정 파일을 불러오는 것으로 설정을 반영시
킬 수 있습니다. 

입력데이터 확인 GL220/GL820/GL200A/GL800 와 PC 를 접속하는 것으로 본체에 입력한 신호를 본
소프트웨어의 그래프 표시로 리얼타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록 GL220/GL820/GL200A/GL800 와 PC 를 접속하는 것으로 PC에 데이터 전송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체 내에도 수록 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으로 한쪽을 백
업으로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록 데이터 재생 PC 에 보존한 데이터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GL220/GL820/GL200A/
GL800 과 PC 를 접속하는 것으로 본체 내에 보존한 데이터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재생한 데이터는 필요한 부분을 자르거나 다른 포맷으로 변환해서 보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체의 제어6-1. 
본 소프트웨어에서 아래의 제어가 가능합니다. 
・ 캡쳐 시작／정지
・ AMP설정( 입력, 렌지(Range), 필터 등)
・ 캡쳐설정( 샘플링 간격, 본체 캡쳐할 곳, 외부 샘플링 설정 등)
・ 트리거, 알람설정(트리거 레벨설정, 알람 레벨 설정 등)
・ 기타 설정( 온도단위, 공장출하시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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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동과 종료7. 
소프트웨어 기동7-1. 

OS화면 작업표시줄(Taskbar)의 「스타트」→「프로그램(모든 프로그램)」→「Graphtec」→「GL220_820APS」
→「GL220_820APS」을 선택해서 소프트웨어를 기동합니다. 
기동이 완료하면 아래 화면이 표시됩니다. 
 

소프트웨어 종료7-2. 
종료할 때는 메인 화면 오른쪽 위의 「종료」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종료버튼

접속상태로 종료할 때는 본체의 설정을 저장할 것인지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내용 설명

Yes
본체 설정을 기억시키고 종료합니다. 다음에 본체와 접속할 때는 종료 직전의 설정
이 반영됩니다. 

No 본체는 본 소프트웨어에서 설정한 내용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본체의 전원 재투입 
후, 소프트웨어를 접속하기 전의 설정 상태로 돌아갑니다. 

Cancel 접속을 끊지 않습니다. 또 본 소프트웨어 종료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확인 ※ 

아래의 설정은 본체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 GL 본체에 존재하지 않는 설정항목 

・ 선 색의 설정 

・ 트리거 지정시각, 지정시간, 반복 캡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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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8. 
본 기기와 PC를 접속하는 통신설정을 실시합니다. 

 

메인화면의 「본체와 접속」 버튼을 누르면 접속화면이 표시됩니다.  1. 

접속할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USB 접속/LAN 접속/ 데모접속) 2. 
장치등록인「미등록」에서 접속할 기기 모델을 선택합니다. 3. 
「장치명칭」를 임의의 이름으로 입력합니다.( ※장치명칭의 문자에「\ / : * ? " < > |」은 사용하지 마십시오)4. 
「3．PC와의 접속방법」으로 본체에 설정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5. 
3-3-1, 3-3-2 항에서의 설정과 똑같이 합니다.  
・ USB 접속의 경우： 「USB ID」를 입력합니다.  
  

・ TCP/IP 의 경우： 「IP 어드레스」, 「포트번호」 를 입력합니다.  
  

・ TCP/IP 이름으로 취득을 사용하는 경우(GL820 에서만) 
 이름으로 취득 버튼을 누르면 장치일람이 표시됩니다. 자동적으로 LAN 접속되어 있는 GL820 이 검출되기 때문에 
 접속할 기종을 선택하고 「Select」 버튼을 누릅니다.  
 

「Connect」 버튼을 눌러서 통신접속을 실시합니다. 6. 
「Close」 를 눌러서 접속화면을 닫습니다. 7. 

※데모접속
데모접속은 GL 본체와 접속하지 않고, 의사적으로 접속합니다. 장치등록이 GL220 이나 GL820 에서만 접속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한 데모 파형을 표시합니다. 

확인 ※ 

・ USB 와 LAN 의 접속을 혼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접속을 실시할 때는 본체가 「프리런링」 또는 「캡쳐중」 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 접속한 때에 본체에서 설정내용을 읽어, 그 상태로 동작합니다.  

PC 측의 설정을 사용할 경우는 「설정조건 읽기」 버튼을 눌러서 보존하고 있던 설정 파일을 

읽어주십시오. 단, 미리 설정조건을 보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설정은 본체에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 GL 본체에 존재하지 않은 설정항목 

・ 선 색의 설정 

・ 트리거 지정시각, 지정시간, 반복 캡쳐의 설정  

・ 접속하면 PC의 시각을 본체로 보냅니다. 본체의 시각이 변경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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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대 접속 경우
GL220_820APS에서는 최대 10대(최대500CH)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할 장치마다 설정을 실시합니다. 
※각 자세한 설정은  전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접속한 장치의 탭(tabs)이 가능합니다.  
탭을 전환해서 장치마다 필요한 설정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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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화면9. 
본 소프트웨어에서 프리러링, 또는 캡쳐 중에서 각 표시 화면의 설명을 합니다. 
・ Y-T 표시
 

 

・ Y-T 확대표시
 

・ 디지털 표시
 

・ 레포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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Ｙ－Ｔ표시(메인화면）9-1. 

번호 명칭 설명

1 본체접속 본체와 접속하기 위해 화면을 엽니다. 

2 파일 파일 관련의 조작을 실시합니다. 

데이터를 연다 PC 에 수록한 파일이나 본체내에 수록한 파일을 파형표시합
니다. 

CSV 일괄보존     PC 에 수록한 바이너리 데이터(GBD) 를 정리해서 텍스트 데
이터(CSV) 파일로 변환합니다. 

인쇄 표시하고 있는 화면을 프린터로 인쇄합니다. 
사용하는 프린터는 OS의 설정으로 「일반 사용하는 프린터」
로 설정되어 있는 프린터입니다. 사용하는 프린터를 변경할
경우는 프린터 설정 후, 소프트웨어를 재기동해 주십시오. 

화면 보존 표시하고 있는 화면을 BMP 파일형식으로 보존합니다. 

3 상태표시 동작상태를 표시합니다. 

프리런링   캡쳐를 실시하지 않는 정지상태.

트리거 대기         캡쳐를 하지 않은 상태로 트리거 성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캡쳐중               캡쳐상태입니다.

캡쳐종료            캡쳐가 끝난 상태입니다. 「캡쳐정지」버튼을 눌러주십시오. 

4 캡쳐설정 캡쳐설정화면을 엽니다. 자세한 것은 10. 설정화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5 캡쳐시작 캡쳐를 시작합니다. 

6 캡쳐정지 캡쳐를 정지합니다. 

7 프로텍트 패스워드를 설정해서 소프트웨어 프로텍트를 실시합니다.  
※프로텍트 동작은 본소프트웨어에서만입니다. Windows 조작으로 본 소프트웨어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8 종료 소프트웨어를 종료합니다. 

1 2

3 4 5 6

7

9 10

11 12 13

14 15 1617

18

19

20

21

22
2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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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알람 표시 알람출력 포트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또한 알람 설정이  「알람 유지」
의 경우는 「알람 클리어」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알람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10 통계・ 이력표시 캡쳐 중에 실행하는 통계연산의 결과와 알람 발생 이력을 표시
합니다. 

11 시작시각 캡쳐를 시작한 시각을 표시합니다. 

12 캡쳐경과시간 캡쳐를 시작하고나서 경과시간을 표시합니다. 

13 캡쳐가능시간 GL본체측에서 캡쳐가능한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이 적어지면 본체측의 캡쳐가 정지합니다. 

14 캡쳐횟수 반복 캡쳐를 하고 있는 때의 반복 캡쳐의 횟수를 표시합니다. 

15 샘플링 간격 샘플링 간격을 표시합니다. ※외부 샘플링 떄는 EXIT가 됩니다. 

16 PC 측 캡쳐할 곳 PC 측의 데이터 캡쳐할 곳을 표시합니다. 

17 화면 전환 화면을 전환합니다. (Y-T/Y-T 확대/ 디지털/ 레포트 표시)

18 파형그래프 파형을 표시합니다. 

19 커서표시 수록상태로 스크롤 정지시, 디지털 표시부에 어느 커서치를 표시시킬지를 
선택합니다. 최대 3개( 커서A/ 커서B/ 커서A-B） 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습
니다. 
※수록중의 스크롤 Off시, 재생시에 기능합니다. 

20 표시 그래프 전환 파행표시할 그룹을 전환합니다. 그룹 나뉘기의 설정은 캡쳐설정으로 실시합니다. 

21 디지털 표시 디지털치를 표시합니다.  CH란을 클릭하면 파행의 On/Off 전환이 가능합니다.
알람이 발생하고 있는 CH는 적색으로 칠해집니다. CH 명의 좌측란에서 CH 선택
이 가능합니다. 선택된 CH 는 Y 축의 조작이 가능합니다. 가장 위의 칸을 선택하
면 전 CH 가 선택됩니다. 
※파형의 On/Off 는 수록설정이 변경되면 클리어되어 On 으로 됩니다. 

22 커서에서의 시간 수록상태로 스크롤 정지시에 커서에서의 시간을 표시합니다. 

23 조작 아이콘 각종 조작을 실시하기 위한 아이콘입니다. 자세한 것은 13-3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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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 확대표시9-2. 
화면전체로 Y-T 표시를 실시합니다. 조작 등은 Y-T 표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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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표시9-3. 
각 CH 의 디지털치를 표시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아날로그 표시 아날로그 CH 의 디지털치를 표시합니다. 

2 CH 전환 디지털 표시 CH 를 전환합니다. （20CH 마다)
※ GL800/GL820 본체로 40 ｃｈ이상의 단자가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 선택가능합니다.

3 펄스표시 펄스 입력 디지털치를 표시합니다. ( 로직/ 펄스설정이 「펄스(Pulse)」의 경우)

4 로직표시 로직입력의 레벨치를 표시합니다. ( 로직/ 펄스설정이 「로직」의 경우)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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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표시9-4. 
일보(日報)기능 유효시에 캡쳐를 실시하며 일보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표시 데이터는 프리런링 중에 EXCEL 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레포트 설정이 OFF 인 경우, 레포트 데이터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EXCEL 로 표시 프리런링 중에 데이터를 EXCEL 로 표시합니다. 
※ EXCEL 표시할 데이터는 레포트 표시를 하고 있는 데이터뿐입니다. 

※ EXCEL 이 인스톨되지 않으면 조작할 수 없습니다. 

2 일보캡쳐간격 일보의 캡쳐간격을 표시합니다. 

3 일보표시 일보의 캡쳐데이터를 표시합니다. 
100 행을 넘은 시점에서 오래된 행부터 삭제해 갑니다. 
※실제 일보 데이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4 통계표시 일보 데이터 통계치(평균치, 최대치, 최소치)를 각 CH 로 표시합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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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화면10. 
캡쳐에 관한 설정을 하는 화면의 설명입니다. 

AMP설정10-1. 
아날로그 입력, 로직입력, 펄스 입력 설정을 실시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설정 탭  각 설정화면을 전환합니다. 

AMP 설정 입력에 관한 설정을 실시합니다. 

캡쳐설정 캡쳐에 관한 설정을 실시합니다. 

트리거・ 알람 설정        트리거와 알람에 관한 설정을 실시합니다. 

레포트 설정 일보・월보・다이렉트 EXCEL에 관한 설정을 실시합니다.

기타 기타 설정, 인포메이션 등을 표시합니다. 

2 CH 아날로그 입력 CH 의 번호입니다. 

3 선색 각 CH 의 파형의 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색 설정은 수록데이터에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본 소프트웨어에서의 설정치가 되기 때문에 수록시의 

색과 재생시의 색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Annotation 각CH에 임의로 Annotation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신호명 등을 기입해 주십시오).
문자 수는 최대로 31 문자（반각시) 입니다. 

5 입력 입력을 선택합니다. 

Off 입력을 Off 로 합니다. 

전압 전압측정을 실시합니다. 

온도 온도측정을 실시합니다. 

습도 습도측정을 실시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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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칭 설명

6 렌지(Range) 입력 렌지를 설정합니다. 

전압시  20/50/100/200/500(mV)/1/2/5/10/20/50(V)/1-5V

온도시  TC-K/TC-J/TC-T/TC-R/TC-E/TC-B/TC-S/TC-N/TC-W
Pt100 ※ /JPt100 ※ /PT1000 ※　(※ GL800, GL820 에서만）

습도시  전압1V 고정으로 단위를 변환합니다. 
0V → 0% ～ 1V → 100%

7 필터 각ＣＨ마다 이동평균점수를 설정합니다. 
(Off/2/5/10/20/40)

8 단위 단위를 표시합니다. 

9 Auto Zero 각CH마다 현재 입력치를 제로점에 조절합니다(전압, 습도뿐).자세히는 10-1-1
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10 Span 파형 그래프로 표시하는 파형 상한치와 하한치를 설정합니다. 자세히는 10-1-2
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11 Scaling 단위의 변환을 실시합니다. 온도 CH 로는 옵셋이동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것은
10-1-3 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12 CH 그룹 ＣＨ마다 표시그룹을 설정합니다. 
Ｙ－Ｔ표시화면으로 설정한 그룹만 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3 그래프 표시 설정한 파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반영시키려면 「Apply」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14 로직・ 펄스전환 디지털 입력 전환을 설정합니다. 
(Off/ Pulse/ Logic)

15 로직ＣＨ번호 로직 입력 ＣＨ번호입니다. 

16 로직 선색 로직파형의 색을 설정합니다. 

17 로직 필터 로직 필터를 설정합니다. 
필터는 약 ３０Ｈｚ로 약－３ｄＢ이 됩니다. 
(Off/On)

18 펄스ＣＨ번호 펄스입력 ＣＨ번호입니다. 

19 펄스 선색 펄스의 선색을 설정합니다. 

20 펄스 입력 펄스 입력을 설정합니다. ※ 1 샘플내의 카운트 수는 50k 가 상한입니다. 

회전수            １초간의 펄스 발생을 카운트하고, ６０배해서
회전수（ＲＰＭ） 로서 표시합니다. 

적산 1 샘플 내의 펄스의 발생을 적산 카운트해 갑니다. 

순시(Inst.) 1 샘플 내의 펄스발생을 카운트합니다. 

21 Pulse Range 펄스의 Range를 설정합니다. 

회전수  50/500/5000/50 ｋ /500 ｋ /5 Ｍ /50 Ｍ /500 Ｍ (RPM/F.S.)

적산 50/500/5000/50 ｋ /500 ｋ /5 Ｍ /50 Ｍ /500 Ｍ ( Ｃ /F.S.)

순시(Inst.) 50/500/5000/50 ｋ /500 ｋ /5 Ｍ /50 Ｍ /500 Ｍ ( Ｃ /F.S.)

22 Pulse Filter 펄스 필터를 설정합니다. 
필터는 약３０Ｈｚ로 약－３ｄＢ가 됩니다.
(Off/On)

23 Pulse Slope 펄스 검파의 슬롭(Slope)을 설정합니다. 

H 신호 시작을 카운트합니다. 

L 신호가 내려가는 것을 카운트합니다. 

24 Pulse Span 파형 그래프에 표시하는 파형의 상한치와 하한치를 설정합니다. 

25 Pulse Scaling 단위의 변환을 실시합니다. 

26 OK 설정을 반영하고 화면을 닫습니다. 

27 Cancel 설정을 반영하지 않고 화면을 닫습니다.  

28 적용 설정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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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to Zero 설정10-1-1. 

제로점 조절을 실시합니다. 
조정 가능범위는 설정 Range에 대해서 ±１０％까지의 전압이 됩니다. 
( 예 ： Range１V 의 경우는 풀 스케일이 ± 1V 이기 때문에 ±100mV 까지 가능）
 

번호 명칭 설명

1 CH 제로점 자동조정을 실시하는 CH를 표시합니다. 

2 제로점 자동 조정
실행

제로점 조정을 실행합니다. ※직전에 입력, Range를 변경한 경우는 먼저 수록설정화면의 「적용」

을 눌러 주십시오. 

3 제로점조정리셋 제로점 조정을 리셋하고, 초기상태로 돌아갑니다. ※ 렌지를 전환하면 리셋됩니다. 

4 제로점 전압치 제로점 조정한 조정치를 표시합니다. 

Span 설정10-1-2. 

Span의 설정을 실시합니다. 설정은 수치입력 또는 커서 이동으로 실시합니다. 
 

Scaling 설정10-1-3. 

Scaling(단위변환）의 설정을 실시합니다. 설정은 입력측과 변환측의 상한치, 하한치를 각각 입력합니다. 온도 CH는
2점 설정의 옵셋 설정이 됩니다. ※온도측정치를 입력할 때, 직전에 입력을 전압, 습도에서 변경한 경우는 수록설정 화면의 「Apply」를 

누르고 나서 실행해 주십시오. 

 

 

2

1

3

4

상한치 수치입력

하한치 수치입력

상한치측 커서 선택범위

입력파형

하한치측 커서 범위 선택

설정CH

측정치 전
상한치 수치입력

Scaling측
상한치 수치입력

측정치측
하한치수치입력

Scaling측
하한치수치입력

입력측수치입력 Scaling 측수치입력

설정CH

설정CH 온도측정치를 입력
Scaling측
단위

<전압의 경우 > <온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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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설정10-2. 
샘플링 간격, 본체측 수록설정, PC측 캡쳐설정 등을 실시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샘플링 간격 데이터를 캡쳐하는 간격을 설정합니다. 
10/20/50/100/125/200/250/500(ms)/1/2/5/10/20/30(s)/1/2/5/10/20/30(min)/1(h)
※입력설정과 측정 CH 수에 따라서 가능한 설정이 가변합니다. 

2 외부 샘플링 외부 샘플링 기능의ON/OFF 을 설정합니다.
ON 의 경우, 외부입력단자에서 입력된 신호로 데이터를 캡쳐합니다. 
외부입력단자에서 입력할 수 있는 신호는 「최속간격」표시보다 늦을 필요가 있습
니다. 자세한 것은 유저 매뉴얼을 참조해 주십시오. ※GL220、 GL820에만 유효

3 AC 라인필터 외부 샘플링 설정시의 AC 라인필터기능의 On/Off 를 설정합니다. 
ON/OFF 설정으로 외부 샘플링의 최속간격이 바뀝니다. 
자세한 것은 유저 매뉴얼을 참조해 주십시오. ※GL220、 GL820 에만 유효

4 최고속도 간격 외부 샘플링 기능을 사용할 경우, 외부샘플링의 최속간격을 표시합니다. 
AC 라인 필터 설정 및 측정ｃｈ수에 따라 최속간격은 바뀝니다. 
자세한 것은 유저 매뉴얼을 참조해 주십시오. ※GL220、 GL820 에만 유효

5 본체측 캡쳐할 곳
설정

GL 본체측의 데이터수록 ON/OFF 을 설정합니다. 

ON GL 본체측에서도 데이터를 캡쳐합니다.（바이너리형식만)
본체측의 캡쳐할 곳에 빈용량이 없는 경우, 데이터 캡쳐를 
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는 본체와 PC의 양쪽에 캡쳐됩니다. 
캡쳐중에 본체 디바이스가 가득되면, 본체측의 캡쳐는 정지
하지만, PC측은 캡쳐를 계속합니다. 트리거에서 「반복:On」
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본체측 디바이스가 가득된 후, 다
음의 반복스타트로 PC측도 캡쳐를 정지합니다. 

OFF GL본체측은 데이터캡쳐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본체측의 캡쳐
할 곳에 빈용량이 없어도 데이터 수록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PC 만 캡쳐됩니다. 

※본체측에 CSV 포맷에서 캡쳐하는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6 캡쳐가능 시간 본체측의 디바이스（본체 메모리, USB 메모리) 에 보존가능한 시간을 
표시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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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칭 설명

7 본체캡쳐설정
이름붙이는 방법

파일의 이름 붙이는 방법을 설정합니다. 

자동 지정한 폴더에 날짜를 적은 폴더를 작성해 그 중에 일시의 파일

을 작성합니다. (예: 장치1_2010-04-01_12-34-56.GBD)

임의 스스로 파일명을 설정합니다. 

8 본체측 캠쳐설정
보존처

본체측에 데이터캡쳐하는 보존처를 설정합니다. 

9 Ring 캡쳐 링캡쳐는 설정한 수록점수를 넘으면 오래된 데이터를 삭제하면서 캡쳐하는 기능
입니다. 여기에서는 GL220/GL820본체의 링 캡쳐기능 ON/OFF을 설정합니다. 
자세한 것은 유저 매뉴얼을 참조해 주십시오. 
※링캡쳐를 실시하는 것은 본체측에서만 가능합니다. PC측은 일반캡쳐가 됩니다. 

※GL200A, GL800에서는 본기능은 없습니다. 

10 캡쳐점수 링 캡쳐를 실시하는 경우의 캡쳐점수를 설정합니다. 
자세한 것은 유저 매뉴얼을 참조해 주십시오. 

11 캡쳐가능시간 링 캡쳐에서의 캡쳐가능시간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것은 유저 매뉴얼을 참조해 주십시오. 

12 ＰＣ측 캡쳐설정
보존형식

PC측에 보존하는 데이터의 형식을 설정합니다. 

바이너리 데이터 형식(GBD) 본사 독자의 바이너리 데이터가 됩니다. CSV와

비교해서 파일사이즈가 작아집니다. 

텍스트 형식(CSV) Microsoft사의 EXCEL등으로 열 수 있는 형식

입니다. 

13 ＰＣ측 캡쳐설정
이름붙이는 방법

파일의 이름 붙이는 방법을 설정합니다. 

자동 지정한 폴더의 날짜 폴더를 작성하고 그 중에 장치명과 일시

의 파일을 작성합니다. 

임의 스스로 파일명을 설정합니다. 

14 ＰＣ측 캡쳐설정
보존할 곳

PC측의 데이터 보존할 곳을 설정합니다. 

15 ＰＣ측 캡쳐설정
백업파일 작성

백업의 작성을 실시합니다. 백업 파일은 「14.보존처」와
같은 위치에 저장됩니다. 파일명에 「_bk」가 붙습니다. 

16 백업 간격 백업 기능이 ON의 경우 백업간격을 설정합니다. 1/2/6/12/24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 설정 간격마다 백업 파일을 작성합니다. 
※백업 간격에는 약 10초정도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백업 파일의 데이터량이 약간 변동합니다. 

단, 데이터의 결함은 없으니 백업 파일을 연결하는 것으로 

연속 캡쳐하고 있는 1개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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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알람설정10-3. 
트리거의 스타트 조건, 스톱조건, 알람 설정, E메일 송신기능 등의 설정을 실시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트리거 Start/
Stop 조건

캡쳐를 시작(정지)하는 조건을 설정합니다. 

Off 무조건으로 캡쳐를 시작합니다. ( 정지조건은 없습니다）

레벨(Level) 지정CH 의 입력신호가 설정한 레벨조건이 된 때에 캡쳐를
시작(정지)합니다. 

알람(Alarm) 지정한 번호의 알람이 발생한 때에 캡쳐를 시작(정지)합
니다. 
※ GL220、 GL820、 GL800 에서만 유효합니다.

지정일시(Date) 지정한 일시가 된 때에 캡쳐를 시작(정지)합니다. 
※반복 수록이 Off 의 때에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내용은 본체와 송수신하지 않습니다. 

지정시간(Time) 지정한 시간이 된 때에 캡쳐를 시작(정지)합니다. 
※반복수록이 On 의 때에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내용은 본체와 송수신하지 않습니다. 

외부 외부단자신호로 캡쳐를 시작(정지)합니다. 외부 트리거 신호는
약2.5V이하의 하강을 검출한 때에 캡쳐를 시작(정지)합니다. 

지정요일(Week) 지정한 요일의 시간이 된 때에 캡쳐를 시작(정지)합니다. 
※ GL220、 GL820 에서만 유효합니다.

일정시간 일정시간이 경과한 때에 캡쳐를 시작(정지)합니다. 
※스타트 측은 GL220, GL820 에서만 유효합니다. 

2 레벨 조건 트리거 Start(Stop)의 조건을 「Level」로 한 때의 레벨판정의 조건을 설정합니다.
자세한 것은 10-3-1 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3 알람 조건 트리거 Start(Stop)의 조건을 「Alarm」으로 한 때, 대상이 되는 알람번호를 
설정합니다. 알람번호 １~４를 선택합니다. 

4 요일 조건 트리거 Start(Stop)의 조건을 「Week」로 한 때, 요일의 설정을 
실시합니다.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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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칭 설명

5 지정날짜 조건 트리거 Start(Stop)의 조건이 「지정요일(Week)」인 경우, 지정한 요일의 캡쳐를
시작(정지)시키는 시각을 설정합니다. 

6 반복 캡쳐 트리거 Stop이 발생한 후에 반복 캡쳐를 시작합니다. 
※설정내용은 본체와 송수신하지 않습니다. 본체는 항상 Off 가 되고, 파일명에 「REP」는 붙지 않습니다. 

7 알람 발생조건 각 입력에 대해 알람 레벨의 설정을 실시합니다. 

8 알람 발생을 유지
한다

알람이 발생한 상태를 유지할지 클리어할지 설정합니다. 

On 알람의 발생을 유지합니다. 
각 CH 의 알람과 출력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클리어하려면「메인화면」의 「Alarm Screen」
에 있는 「Alarm Clear」를 눌러 주십시오. 

Off 알람의 발생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알람상태가 해제되면 각CH 의 알람상태와 
알람출력을 해제합니다. 

9 알람발생으로 
메일 보내기

알람이 발생한 때에 메일 송신할 수 있습니다（메일을 송신가능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메일 송신하는 조건을 설정합니다. 
※메일을 송신하는 것은 캡쳐 중에만 됩니다. 

주의 ※ 

샘플링 간격을 외부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스타트 트리거, 스톱 트리거가 함께 외부입력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스타트 트리거, 스톱 트리거가 외부 입력으로 설정되어 있는 때에 샘

플링 간격을 외부로 설정하면 스타트 트리거, 또는 스톱 트리거는 강제적으로 Off 로 설정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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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의 조건10-3-1. 

트리거 Start(Stop)의 조건이 「Level」 의 경우, 각 CH 마다 상세조건을 설정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CH CH 번호를 표시합니다. 

2 기능 각 CH 로 트리거비교하는 모드를 설정합니다. 

Off 무효입니다. 

Hi 입력신호가 설정한 레벨에 대해 초과한  경우에 트리거가 
성립합니다. 

Lo 입력신호가 설정한 레벨에 대해서 하회할 경우에 트리거가 
성립합니다. 

Win In 입력신호가 설정한 레벨 사이에 들어간 경우, 트리거가 성립합니다. 

Win Out 입력신호가 설정한 레벨 사이에서 나온 경우, 트리거가 성립합니다. 

3 Level 표시 설정되어 있는 레벨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4 단위 단위를 표시합니다. 

5 설정 레벨의 설정을 실시합니다. 

6 ＣＨ전환 10 ＣＨ마다 설정ＣＨ의 전환을 실시합니다. 
※ GL200A、 GL220 에는 없습니다. 

7 Pluse　ＣＨ Pluse의 ＣＨ번호를 표시합니다. 

8 Pluse　기능 Pluse CH 의 트리거 비교하는 모드를 설정합니다.(아나로그와 동일)

9 Pluse　Level표시 Pluse가 설정되어 있는 트리거 레벨을 표시합니다. 

10 Pluse　단위 Pluse의 단위를 표시합니다. 

11 Pluse　설정 Pluse의 트리거레벨 설정을 실시합니다. 

12 로직　ＣＨ 로직의 ＣＨ을 표시합니다. 

13 로직　기능 로직 CH 의 트리거 비교하는 모드를 설정합니다. 

X 무효입니다. 

H 로직의 입력신호가 약+3V 이상이 된 경우에 트리거가 성립
합니다. 

L 로직의 입력신호가 약+2.5V 이하가 된 경우에 트리거가 
성립합니다. 

14 조합 각 CH 로 설정한 트리거 조건의 조합을 설정합니다. 

OR 설정한 레벨 조건이 하나라도 성립하면 캡쳐를 시작(정지)
합니다. 

AND 설정한 레벨조건이 전부 성립하면 캡쳐를 시작(정지)합
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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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칭 설명

15 검파방법 트리거의 검파방법을 설정합니다. ※ GL220、 GL820 에만 유효합니다. 

Level 각 조건은 레벨 동작이 됩니다. 

Edge 각 조건은 엣지 동작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10-3-1-2 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트리거 레벨 설정화면10-3-1-1. 

트리거를 비교하는 레벨을 설정합니다. 
입력은 수치입력 또는 커서 이동으로 실시합니다. 
 

레벨 검출과 엣지검출10-3-1-2. 

트리거의 검파는 레벨검파와 엣지검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레벨 검파 :
 레벨 검파는 설정한 레벨에 대해 초과하거나 아래에 있으면 검파합니다. 
  

 Level :Hi
트리거 발생 에리어

트리거 레벨

트리거 발생 에리어 내라면 어디라도 트리거 발생

トリガ発生エリア

Level :WinIn

트리거 발생 에리어

・ 엣지 검파 :
 엣지검파는 설정한 레벨에 대해 초과한 때, 또는 아래에 있을 때에 검파합니다. 
 이미 검파레벨에 달한 경우도 한번 검파레벨 이외가 되고 나서 다시 검파레벨에 이르지 않으면 검파하지 않습니다. 
 

 

트리거 레벨

트리거 레벨을 돌파한 때에 트리거 발생

Edge :Hi Edge :WinIn

상한치수치입력

하한치수치입력

상한치측커서선택범위

입력파형

하한치측 커서범위선택

설정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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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발생조건10-3-2. 

각 입력에 대해 알람 레벨의 설정을 실시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CH CH 번호를 표시합니다. 

2 기능 각 CH 에서 알람비교하는 모드를 설정합니다. 

Off 무효입니다. 

Hi 입력신호가 설정한 레벨에 대해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 알람이 
발생합니다. 

Lo 입력신호가 설정한 레벨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알람이 발생
합니다. 

Win In 입력신호가 설정한 레벨 사이에 들어간 경우, 알람이 발생합니다. 

Win Out 입력신호가 설정한 레벨 사이에서 나온 경우, 알람이 발생합니다. 

3 Level 표시 설정되어 있는 레벨을 표시합니다. 

4 단위 단위를 표시합니다. 

5 설정 레벨의 설정을 실시합니다. 

6 출력 본체 알람 4 단자 중 어디에서 출력할지 설정합니다. 
각 CH 의 단자 출력은 OR 됩니다. 

7 ＣＨ전환 10 ＣＨ마다 설정ＣＨ의 전환을 실시합니다. 
※ GL200A、 GL220 에는 없습니다. 

8 Pluse　ＣＨ Pluse의 ＣＨ번호를 표시합니다. 

9 Pluse　기능 PluseCH 의 알람을 비교하는 모드를 설정합니다. （아날로그와 동일）

10 Pluse　Level표시 Pluse의 설정되어 있는 알람레벨을 표시합니다. 

11 Pluse　단위 Pluse의 단위를 표시합니다. 

12 Pluse　설정 Pluse의 알람 레벨설정을 실시합니다. 

13 Pluse 출력 본체 알람 4 단자 중 어디에서 출력할지 설정합니다. 
각 CH 의 단자 출력은 OR 됩니다. 

14 로직　ＣＨ 로직의 ＣＨ을 표시합니다. 

15 로직　기능 로직 CH 의 알람 비교하는 모드를 설정합니다. 

X 무효입니다. 

H 로직의 입력신호가 약+3V 이상이 된 경우에 알람이
발생합니다. 

L 로직의 입력신호가 약+2.5V 이상이 된 경우에 알람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것은 10-3-1 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16 로직 출력 본체 알람 4 단자 중 어디에서 출력할지 설정합니다. 
각 CH 의 단자 출력은 OR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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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칭 설명

17 검파방법 알람 검파방법을 설정합니다. ※ GL220、 GL820 에만 유효합니다. 

Level 각 조건은 레벨 동작이 됩니다. 

Edge 각 조건은 엣지동작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10-3-1-2 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알람 발생으로 메일 보내기10-3-3. 

아람이 발생한 때에 메일을 송신할 수 있습니다. 
( 메일 송신 가능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알람이 발생했기때
문에 메일 보내기

메일 송신을 유효하게 하려면 체크를 합니다. 

2 어드레스 송신처의 메일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최대 5개까지의 송신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코멘트 메일에 기재하는 코멘트를 입력합니다. 

4 송신메일 서버 메일 송신 서버(SMTP 서버) 를 설정합니다. 

5 송신자 어드레스 송신자의 메일 어드레스를 설정합니다. 

확인 ※ 

메일 송신기능은 캡쳐중에만 유효합니다. 프리런링 중에 알람이 발생해도 메일 송신은

실시되지 않습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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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설정10-4. 
일보, 월보캡쳐의 설정, 다이렉트 EXCEL 전송의 설정 등을 실시합니다. 일보, 월보는 캡쳐 데이터와는 다른 캡쳐간격으로 
다른 CSV 파일을 작성합니다. 다이렉트 EXCEL은 캡쳐시에 리얼타임으로 EXCEL 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EXCEL 측으로 템플릿을 준비하면 리얼타임으로 EXCEL 상에서 파형을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1
2

3
4
5

6 8

9

11

10

7

번호 명칭 설명

1 일보 일보기능을 유효로 합니다.  

2 월보 월보기능을 유효로 합니다. 

3 일보 캡쳐간격 일보의 캡쳐간격을 설정합니다. 
100/200/500(ms)/1/5/10/30(s)/1/5/10/30(min)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CH 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최고속도는 바뀝니다. 

※샘플링 간격보다 빠른 설정을 실시하면 샘플링 간격으로 캡쳐를 실시합니다. 

4 월보 캡쳐간격 월보의 캡쳐 간격을 설정합니다. 
1/5/10/30(min)/1/2/6/12/24(h)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샘플링 간격보다 빠른 설정을 하면, 샘플링 간격으로 캡쳐를 실시합니다. 

5 출력방식 레포트 출력방식을 설정합니다. 

CSV 파일로 
저장

CSV 파일로 저장합니다. 

다이렉트
EXCEL 전송

직접 EXCEL 에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EXCEL 측에서 템플렛을
사용하면 오리지널의 레포트가 리얼타임으로 작성가능합니다.
표준부속에서의 템플릿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기능을 사용하려면 EXCEL 이 인스톨되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템플릿에 그래프를 이용하고 있는 때는 32000점 이상의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6 CSV 파일 설정： 
일보

일보 파일 저장처를 설정합니다. 

7 CSV 파일 설정： 
월보

월보 파일 저장처를 설정합니다. 

8 템플릿 파일 설정 다이렉트 EXCEL 전송처의 템플릿의 설정을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은 「xlt」
「xls」파일입니다. 본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한 폴더의 「Temp」폴더에 표준부속 
의 템플릿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 전송처 시트 지정한 템플릿의 시트명을 설정합니다. 

10 시작 셀 데이터를 전송시키는 시작 셀을 설정합니다. 

11 지정점으로 시트
전환

지정한 점수가 되면 다른 시트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다른 시트로 전송한 때에 그래프 등이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 EXCEL2007 미만의 버전 : 65536 행까지 표시가능

※ EXCEL2007 이후의 버전 : 1048576 행까지 표시가능

※템플릿에 그래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32000 점 이상의 전송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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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설정10-5. 
기타 설정과 인포메이션 표시를 실시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동기제어 GL 을 복수대 접속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장치에 대해 측정을 시작하면 동기제어
ON인 GL 이 모두 측정을 시작합니다. 측정 종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리거 설정・
캡쳐설정 등은 개개의 설정치로 동작합니다.（트리거나 샘플링 등 동기는 불가능합니다)

2 실온보상 열전대를 사용해서 온도측정을 실시할 때 실온보상을 설정합니다.
본기기로 실온보상을 실시할 경우는 ＯＮ으로 설정합니다.
（일반은 On 으로 설정해 주십시오） 

3 Burnout On 으로 설정한 경우는 정기적으로 열전대의 전선 체크를 실시합니다. 열전대를 
다른 측정기와 개별접속하고 있는 경우, 다른 기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OFF 
로 사용해 주십시오. 절선을 검파하면 BURN OUT 으로 표시합니다. 

4 Burnout로 알람
발생

ＯＮ으로 설정하면 Burnout이 발생한 때에 알람을 발생시킵니다. 

5 온도표시 온도표시의 섭씨（℃)와 화씨（°Ｆ）을 전환합니다. 

6 전원On 스타트 본체의 전원이 투입된 때에 캡쳐를 시작합니다. 이 설정은 본체만으로 동작합니다. 
On으로 한 경우는 본 소프트를 종료할 때에 「설정을 본체로 기억시키기」로 종
시켜 주십시오. 

7 AC 라인 주파수 본체를 사용할 지역의 전원주파수로 합쳐 주십시오. 

노이즈 삭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정해 주십시오. 
전원의 노이즈가 삭제할 수 있는 샘플링 속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0 ch이하 ： 500 ms이상
20 ch이하 ： 1 s이상
50 ch이하 ： 2 s이상
100 ch이하 ： 5 s이상
200 ch이하 ： 10 s이상

8 공장출하시 설정에
돌아감

설정을 초기화합니다. 

9 어플리케이션
버전

본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표시합니다. 

10 본체정보 접속되어 있는 본체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11 홈페이지 액서스 버튼을 누르면 홈페이지로 액서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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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메뉴11. 
파일메뉴에서는 캡쳐 데이터의 재생・ CSV 변환・ 인쇄・ 화면저장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열기11-1. 
PC에 캡쳐한 데이터나 본체에 캡쳐데이터를 재생합니다. 데이터 열기를 선택하면 파일선택화면이 열립니다. （아래 그림）
재생하는 파일을 선택해 주십시오. 

번호 명칭 설명

1 Drive PC 의 디스크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2 File Path 현재 열려있는 패스를 표시합니다. 

3 Select Folder Windows 표준 윈도우에서 폴더를 선택합니다. 

4 Create Folder 현재 표시하고 있는 계층에 신규 폴더를 작성합니다. 

5 Delete 선택되어 있는 파일, 폴더를 삭제합니다. 

6 Order 파일이나 폴더의 순서를 전환합니다. 

7 File Tree 디바이스의 계층을 트리 표시합니다. 

8 Frequently-used folder 임의로 등록한 폴더를 엽니다. 

9 File List 현재, 열려있는 폴더내의 파일과 폴더가 표시되므로 재생할 파일을 선택해
주십시오. 본 소프트웨어에서 수록한 GBD, CSV 파일은 파형의 썸네일 표시
됩니다. 

10 File Information 선택되어 있는 파일의 파일정보를 표시합니다. （GBD 와 CSV 파일뿐）

11 Register as frequently
-used folder

현재 열려있는 폴더를 자주 사용하는 폴더에 등록합니다. 최대 5개까지 등록
할 수 있습니다. 

12 Select File 선택한 파일을 엽니다. 

13 Cancel 파일선택을 취소합니다. 

데이터 재생의 자세한 내용은 「12. 재생화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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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일괄저장11-2. 
PC 에 수록한 복수의 GBD( Binary） 파일을 일괄로 CSV( Text) 형식의 파일로 변환 저장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List of converted files 변환할 파일 일람을 표시합니다.

2 Add 변환할 파일을 추가합니다. 

3 Delete 변환할 파일을 일람에서 삭제합니다. SHIFT 또는, CTRL 키를 누르는 것으로 
복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Save destination folder 변환한 데이터의 보존할 곳을 설정합니다. 

5 Save folder path 보존처의 패스를 표시합니다. 

6 Start batch conversion 일괄변환을 시작합니다. 

7 Cancel CSV 일괄저장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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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11-3. 
표시화면을 프린터로 인쇄합니다. 사용할 프린터는 OS설정에서 「일반 사용할 프린터」 로 설정되어있는 프린터가 
됩니다. 사용할 프린터를 변경할 경우는 프린터 설정 후, 소프트웨어를 재기동해 주십시오. 
 

번호 명칭 설명

1 Screen range 인쇄할 화면의 범위를 선택합니다. 

화면전체 표시되어 있는 화면전체를 인쇄합니다. 

파형만  파형 그래프 부분만 인쇄합니다. 

2 Print range 인쇄할 범위를 선택합니다. ※캡쳐중에서 스크롤 Off 때와 데이터 재생 때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표시구간 현재 표시되어 있는 화면을 그대로 인쇄합니다. 

커서 AB 간  커서 AB 간을 현재 표시되어있는 타임스케일로 인쇄합니다. 
범위가 넓은 경우는 복수 페이지로 인쇄합니다. 

3 White background
chart

파형 그래프 배경을 흰색으로 인쇄합니다. 

4 Print information 그래프 내에 정보를 인쇄합니다. 인쇄하는 정보는 span・ Time/DIV ・ 샘플링
간격이 됩니다. 
※표시할 CH 수에 따라 전CH 정보가 수집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5 Print 인쇄를 시작합니다. 

6 Cancel 인쇄를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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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저장11-4. 
표시화면을 BMP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Screen range BMP 저장할 화면의 범위를 선택합니다. 

화면전체 표시되어 있는 화면 전체를 BMP 보존합니다. 

파형만  파형 그래프 부분만 BMP 보존합니다. 

2 White background
chart

파형 그래프 배경을 흰색으로 BMP 보존합니다. 

3 Print information 그래프 내에 정보를 표시한 상태로 BMP 보존합니다. 표시할 정보는 span・ Time/
DIV ・ 샘플링 간격이 됩니다. 
※표시할 CH 수에 따라서 전CH 정보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4 Save BMP 저장을 시작합니다. 

5 Cancel 화면 저장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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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화면12. 
재생화면에 관해 설명합니다.  

파형표시12-1. 

번호 명칭 설명

1 File 파일관련의 조작을 합니다. 

데이터 열기 PC 에 캡쳐한 파일과 본체내에 캡쳐한 파일을 엽니다. 

새로운 창에서 
데이터 열기

새로운 창으로 파일을 엽니다. 
캡쳐파형을 비교할 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겹쳐쓰기/ 연결 PC 에 보존한 복수의 데이터를 겹쳐셔 표시하거나 연결할 
경우에 선택합니다. 자세한 것은 12-4 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변환저장 재생데이터를 모든 데이터 또는 커서간의 변환저장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것은 12-5 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화면을 인쇄 표시하고 있는 화면을 프린터로 인쇄합니다. 
사용할 프린터는 OS 의 설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
린터」 로 설정되어 있는 프린터가 됩니다. 사용할 프린터를
변경할 경우는 프린터 설정 후, 소프트웨어르 재기동해 주
십시오. 자세한 것은 11-3 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화면을 저장 표시된 화면을 BMP 파일형식으로 저장합니다. 

2 Capture File Name 재생하고 있는 캡쳐 데이터의 파일명을 표시합니다. 

3 Start Time 캡쳐를 시작한 시각을 표시합니다. 

4 Capture Time 캡쳐한 시간을 표시합니다. 

5 Sampling Interval 샘플링 간격을 표시합니다. ※외부 샘플링을 할 때는 EXT 가 됩니다. 

6 Close 재생화면을 닫습니다. 

7 Alarm 커서A상의 알람 포트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것은 13-1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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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isplay switch 파형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표시 모드 항목을 참조해 주십시오. 

9 Waveform Graph 파형을 표시합니다. 

10 Cursors 디지털표시부에 어느 커서 수치를 표시할지를 선택합니다. 최대 3개(커서 A/
커서 B/ 커서 A-B)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11 Digital 커서점의 디지털 수치를 표시합니다. 각 CH 란을 클릭하면 파형의 Off ／ On 의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알람이 발생하고 있는 CH 은 적색으로 칠해집니다. 

12 Cursor Time 커서 상의 시간을 표시합니다. 

13 Scale operations 파형의 조작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12-6 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14 Scroll bar 파형을 이동시킵니다. 커서A, B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12-7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디지털 표시12-2. 
「디지털 표시」의 탭을 선택하는 것으로 디지털 표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표시로는 특히 커서 A, B 를 이용한 통계연산 등에 사용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Waveform Graph 파형을 표시합니다. 

2 Digital display 커서 A, B 의 레벨, 연산결과 등을 표시합니다. 

3 Execute Stat. Calc 커서 A, B 사이에 둘러싼 데이터에 대해 통계연산을 실행
합니다. 

4 Cursor Time 커서 A, B 상의 시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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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표시12-3. 
커서 A,B 사이에 둘러싸인 데이터(최대 1000점)을 X-Y 표시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X-Y Waveform Graph X-Y 파형을 표시합니다. 

2 Waveform operation icons X ・ Y 축의 확대, 축소, 포지션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Range X 축과 Y 축에 설정되어 있는 CH 의 스케일치를 표시합니다. 

4 On/Off 표시인 On/Off 를 설정합니다. 

5 X  A x i s X 축의 CH 을 설정합니다. 

6 Y  A x i s Y 축의 CH 을 설정합니다. 

7 Cursor Information Rang표시를 설정하고 있는 CH 의 커서 상의 레벨을 표시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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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쳐쓰기/링크12-4. 
복수의 파일을 겹쳐서 표시하거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의 경우는 동일 캡쳐조건으로 캡쳐한 데이터
이어야만 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Add 겹쳐쓰기・ 연결을 실시하는 파일을 추가합니다. 

2 Delete 추가한 파일을 일람에서 삭제합니다. SHIFT  또는 CTRL 키를 누르는 것으로
복수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File List 겹쳐쓰기・ 링크를 하는 추가한 파일 일람을 표시합니다. 

4 Superimpose 겹쳐쓰기를 실행합니다. ( ※겹쳐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

5 Link 링크를 합니다. 
※다른 캡쳐조건의 데이터는 링크할 수 없습니다. 

※시간 표시는 No1 파일을 기본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No2 이후의 일시표시는 실제 캡쳐일시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6 Normal 겹쳐쓰기, 링크를 실행하지 않고, 초기파일을 엽니다. 

7 Calcel 화면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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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저장12-5. 
재생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 또는 커서간의 변환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Save format 보존 포맷 설정을 합니다. 

GBD Binary Data
※ CSV 데이터에서 바이너리 데이터로의 변환은 불가능합니다. 

CSV 텍스트 데이터. Microsoft 사의 EXCEL 등으로 열 수 있는 

형식입니다. 

2 Path 저장할 곳을 설정합니다. 

3 Open with
EXCEL after the
conversion

본 설정을 선택한 경우, CSV 변환한 파일을 그대로 EXCEL 로 엽니다. 
※Binary로 저장할 경우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본 기능을 사용할 때는 EXCEL 이 인스톨되어 있어야 합니다. 

※버전이 EXCEL2000 이후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4 Select data to be
converted

모든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변환합니다. 

커서 사이 커서간의 데이터만 변환합니다. 

5 Spot Samples 데이터 간 당기는 간격을 설정합니다. 1 ~ 100 까지 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Save 변환저장을 실행합니다. 

7 Cancel 화면을 닫습니다. 

스케일 조작12-6. 
스케일 조작이나 선택부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X축의 범위지정 확대

 일반 커서
X축 방향의 드래그이동

스크롤바12-7. 
파형을 이동하거나 커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체

커서 A파형 좌측이동 파형 우측이동커서 B

X축 표시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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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능13. 
알람 표시13-1. 

알람 출력포트의 상태표시를 실시합니다. 재생시는 디지털 표시하고 있는 지점의 알람출력포트 상태를 표시합니다. 
재생시는 알람 클리어 버튼은 무효가 됩니다. 
 

통계・ 이력표시13-2. 
캡쳐 중의 통계연산과 알람 이력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Save results to a
CSV

표시된 통계연산과 알람 이력의 결과를 파일로 저장합니다. 

2 Stat. Calc 각 CH 의 통계연산 결과를 표시합니다. 

3 Alarm Log 알람 이력을 표시합니다. 알람 이력은 최근의 100건만 표시합니다. 
100 건을 넘은 경우,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삭제합니다.

알람 발생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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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아이콘13-3. 
Y-T 표시（Y-T 확대표시)에서는 조작아이콘에 따라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아이콘은 아래와 같이 동작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시간확대/ 축소 시간(X) 축의 확대/ 축소를 실시합니다. 

2 시간축폭표시 한 화면의 표시폭을 시간표시합니다. 

3 Y 축 Span확대/
축소

선택한 CH 의 Y 축에 대해 확대/ 축소합니다. 

4 Y 축 포지션 이동 선택한 CH 의 Y 축에 대해 포지션 이동을 합니다. 

5 파형조작 다양한 파형조작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13-3-1 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6 커서이동 현재 표시된 화면에 커서 A, 또는 커서 B를 부릅니다. 

7 코멘트입력 수록중 또는 재생중에 임의 CH 의 파형상에 코멘트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코멘트
는 다시 파일을 열 때도 표시됩니다. 자세한 것은 13-3-2 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8 커선전환 커서의 종횡을 전환합니다. 

9 검색・ 이동 데이터 재생시에 데이터의 검색과 지정장소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자세한 것은 13-3-3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10 시간축 스케일
전환

시간축의 스케일치의 전환을 합니다. 초/상대시간/절대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샘플링 설정시는 포인트로 고정됩니다. 
※프리런링 중은 절대시간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파형조작13-3-1. 

파형조작은 스케일 설정, 표시설정, 연산설정의 3개의 탭이 있습니다. 

번호 명칭 설명

스케일 설정

1 Zone Divisions 파형 그래프 영역을 분할합니다. 
2 분할,  5 분할, 10 분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Y  Axis( 분할 없을
때)）

Y 축의 스케일을 표시할 CH 을 선택합니다. 
분할시는 1개의 CH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시설정

3 Expands between
A-B

캡쳐 중의 스크롤 정지시, 또는 재생시는 커서 AB 간을 확대합니다. 
※ Y 축 방향의 확대는 할 수 없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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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Y Axis Operation
Reset

Y 축의 확대・ 축소, 포지션 이동을 한 후, 「설정 리셋」 을 누르면 조작 전의 상태
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되돌리고 싶은 CH 을 선택해서 본 키를 눌러 주십시오. 

5 Plot 일반적인 파형표시로는 샘플점을 보간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정을 ON 으로 하는 것으로 실제 샘플점을 마크표시합니다. 

6 Line Width 파형 그래프의 선폭을 변경합니다. 1 ~ 5 도트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력신호 관계로, 선택된 도트 수보다 두꺼운 경우가 있습니다. 

연산

7 Calculation CH On/
Off

연산１~４의 On/Off 를 설정합니다. 
On  :　연산결과는 파형과 디지털치로 표시됩니다. 
Off ： 　연산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연산은 Y-T 표시화면만으로 캡쳐 데이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8 Calculation channel X/Y 연산을 설정할 연산 CH을 설정합니다. ( ※단위는 CH X 에 따릅니다. ）

9 Calculation
Formula

CH 간의 １차식의 변수를 설정합니다. 
A ・ CHX ＊ B ・ CHY + C　
(A, B는 임의의 계수. *는 사칙연산(+-×÷). X,  Y은 임의의 CH, C는 임의의 정수）

10 Expression 연산식 설정으로 설정된 연산이 표시됩니다. 

코멘트 입력13-3-2. 

캡쳐 중 또는 재생 중에 파형상에 코멘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위치는 스크롤이 ON 의 경우, 파형 상부의 
「코멘트 입력」의 위치로 입력됩니다. 스크롤이 OFF 인 경우, 커서A 의 위치에 입력됩니다. 
 

번호 명칭 설명

1 입력 CH 선택 코멘트를 입력할 CH 를 선택합니다.

2 코멘트 입력/ 선택 코멘트를 입력합니다. 코멘트는 최대 20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코멘트가 
이미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변경하면 입력된 코멘트도 변경됩니다. 

3 Input 입력한 코멘트를 파형화면 상에 표시합니다. 

4 Delete 표시된 코멘트를 삭제합니다. 

확인 ※ 

・ 코멘트 정보는 캡쳐 데이터를 저장한 장소에 데이터 파일과 같은 이름의 「*.cfg」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 파일을 삭제하면 코멘트 정보가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 코멘트는 캡쳐 시작한 때의 스케일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캡쳐 중에 Y 축 스케일을 변경하고, 

코멘트 입력한 경우, 재생화면에서는 코멘트 위치가 달라집니다. 파형과 코멘트를 일치시키려면 

Y축의 스케일을 캡쳐과 동시에 실시해 주십시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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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이동13-3-3. 

재생 중 데이터 검색 또는 위치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번호 명칭 설명

검색

1 검색 CH 검색을 할 CH 을 설정합니다. 

2 Slope 검색을 할 Slop을 설정합니다. 
H ： 동작할 때에 검색
L ： 꺼질 때에 검색

3 Level 검색할 레벨을 설정합니다. 

4 Prev./Next Search 아날로그 검색을 실시합니다. 
검색 판정은 엣지가 됩니다. 
　앞을 검색　 ： 　과거 방향으로 검색합니다. 
　다음을 검색 ： 　향후 방향으로 검색합니다. 

5 Alarm 알람포트 번호를 설정합니다. （1 ~ 4）

6 Generated/Cleared 검색을 할 알람 상태를 설정합니다. 
발생： 알람 발생으로 검색
해제： 알람 해제로 검색

7 Prev./Next Search 알람 검색을 합니다. 
검색의 판정은 엣지가 됩니다. 
　앞을 검색　 ：　과거 바향으로 검색합니다. 
　다음을 검색 ： 　향후 방향으로 검색합니다. 

이동

8 이동 CH 이동할 CH 을 설정합니다. 

9 Search Max/Min 설정한 CH 의 최대치, 최소치를 검색합니다. 
　최대치 검색　 ： 　최대치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최소치 검색　 ： 　최소치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10 Serch in absolute
time

설정한 일자・ 시각에 이동합니다. 
※외부 샘플링 데이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Search in relative
time

설정한 시간에 이동합니다. 캡쳐시작부터의 상대시간이  됩니다. 
※외부 샘플링 데이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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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순서14. 
기본적인 조작 순서를 설명합니다. 
조작순서는 소프트웨어와 본체가 접속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접속에 관해서는 「9. 접속」 을 참조해 주십시오. 
설정에서 설명하지 않은 항목에 관해서는  공장출하시의 상태로 합니다. 

설정14-1. 
설정내용

１ AMP관련 CH1 ： 입력： 온도, Range： TC-K, 필터： Off, Scaling,： Off
CH2 ： 입력： 전압, Range： 1V, 필터： Off, Scaling： Off
기타 CH 은 Off　

２ 수록관련 샘플링 간격： 1 초
본체캡쳐： 본체 메모리
PC 캡쳐 ： Binary 형식(GBD)

본체와 접속 후, 메인 화면의 캡쳐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AMP 관련의 설정14-1-1. 

설정내용에 따라 CH1 과 CH2 의 설정을 합니다. 기타 CH 은 입력을 Off 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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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 관련 설정14-1-2. 

설정내용에 따라 캡쳐관련 설정을 합니다. 
・ 설정 탭을 「Data Capture Settings」 으로 합니다. 
・ 샘플링 간격을 1초로 설정합니다. 
・ 본체측 캡쳐 설정을 On으로 설정합니다. 
・ PC 측 캡쳐설정의 저장 형식을 GBD( Binary Data) 로 합니다.
 

위 설정에 따라 샘플링 간격 1초로 본체 메모리와 PC측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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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시작14-2. 
「Start」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캡쳐을 시작합니다. 
 

캡쳐 중의 동작14-2-1. 

수록중은 스크롤 동작과 캡쳐재생 동작을 「스크롤」 버튼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 버튼이 파랗게 점등할 때가 스크롤 동작시가 됩니다. 
 

 

스크롤 동작시는 본체에서 전송한 최근의 데이터를 표시해 갑니다. 
캡쳐 재생동작시는 본체에서 전송하고 끝난 데이터의 확인과 커서의 조작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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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의 정지14-3. 
캡쳐 중에 수동으로 캡쳐을 정지시키고 싶은 경우는 「Stop」 의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캡쳐가 끝나면 프리런링 상태로 돌아갑니다. 

데이터 재생14-4. 
PC에 캡쳐한 데이터와 본체에 캡쳐한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재생할 수 있는 데이터는 본 소프트웨어로 캡쳐한 데이터 
이거나 본체에서 캡쳐한 테이터가 됩니다. 재생가능한 포맷은 바이너리 데이터(GBD)와 텍스트 데이터(CSV)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PC 에 캡쳐한 바이너리 데이터를 재생하고 기본적인 조작을 실시합니다. 

재생 파일 선택14-4-1. 

메인화면의 「파일」 에서 「데이터 열기」 를 선택합니다. 
 

파일 선택 화면이 열리기 때문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에서 파일을 골라 「파일선택」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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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표시14-4-2. 

선택한 파일을 읽고 파형이 표시됩니다.      

커서 조작14-4-3. 

커서가 2개 있어, 각각 임의의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커서의 이동은 커서를 직접 마우스로 드래그하거나 스크롤 바 위의 아이콘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롤 바의 좌우 끝에 있는 삼각의 버튼을 클릭하면 축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커서를 이동시킬수도 있습니다. 
 



 56

코멘트 입력14-4-4. 

커서A 의 임의 CH 상에 코멘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코멘트는 파일을 닫아도 저장되며, 다음 번에 열 때도 같은 장소로 표시됩니다. 
(PC 측에 캡쳐한 데이터에 한합니다. ）

코멘트 입력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는 CH1 의 파형상에 「Check」 의 코멘트를 입력해 봅니다. 
문자열을 입력 후, 「Input」 버튼을 누릅니다. 
 

코멘트가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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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검색14-4-5. 

데이터가 있는 수치를 넘은 때나 도달하지 않은 때 등을 검색합니다. 
여기에서는 CH2 를 기동을 할 때에 0V 를 넘은 부분을 검색합니다. 

이동・ 검색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1. CH 을 CH2 로 설정합니다. 
2. Slope을「H」 로 설정합니다. 
3. 레벨을 0V 로 합니다. 
4. 앞을 검색을 눌러서 현재의 커서에서 미래방향으로 검색을 실시합니다. 

0V 를 넘은 부분이 발견되고, 커서 A 와 파형이 이동합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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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의 기재된 사항은 허락없이 변경할 수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GL220_820APS유저매뉴얼
APS (GL220_820) -UM-101

GRAPHTE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