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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LESS RECORDER TRM-20

터치 패널에 의한 간단 조작으로, 전 채널 100ms의 측정주기 및 ±0.1%의 고정 도로
이더넷 환경을 이용하여 원격감시 및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내장 메모리 탑재
약100 MB의대용량내장메모리를탑재, 본체만으로약3주간분의측정데이터를보존하는것이가능합니

다. (입력6점, 데이터기록주기1초, 파일보존주기1일, Binary 형식만, 6 채널, 최대/최소치기록의경우) 

외부기억매체에 SD메모리 카드를 채용
외부기억매체에 메모리 카드의 표준 규격, SD/SDHC 메모리 카드를 채용했습니다. SD카드 최대 2GB,

SDHC 카드최대32GB (2GB SD카드제공) 

Paperless만이 가능한 다채로운 표시
화면상의버튼으로, 바그래프표시, 트랜드표시, 디지탈표시를간단하게변환가능. 용도에맞추어유연한

표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 화면의 채널을 터치하면 트랜드의 강조 표시나 설정 확인을 간단하게 실시할
수있습니다. 

연산 기능을 탑재
입력의 사칙 연산이나 적산 기능은 물론, DI 또는 통신으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도 함께 기록할 수 있는 연산

기능을탑재. 

PC 소프트웨어를 표준 부속
파라미터의설정및로더가가능하도록소프트웨어가첨부되어있으며, 측정데이터를PC상에서열람·해석

할수있는데이터뷰도표준첨부. 

소형사이즈
150(W)×144(H)×181.8(D) mm (단자대커버포함) 1.0 kg의소형경량사이즈(6점입력, 옵션없음)

Ethernet 기능을 표준 장비
FTP, Web 서버, SNTP, Modbus TCP 기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표시부

② 버튼

③ 버튼 조작부 커버

④ REC 버튼

⑤ MENU 버튼

⑥ FUNC 버튼

⑦ SD 카드 삽입구

측정데이터나각종parameter 을표시합니다.

키조작부을보호한패널입니다

- 전원ON, 기록정지중, 램프ON (점등)

- 램프ON(점등)  :  전원ON시기록정지인경우
- 램프점멸(1초ON / 1초OFF)  :  전원ON시기록중일경우
- 램프점멸(고속)  :  전원ON시SD카드에기록중일경우
-램프OFF(소등)  :  전원OFF

기록시작, 또는정지합니다.

메뉴화면을표시합니다.

미리정한기능을실행할수있습니다

SD 카드를삽입합니다.

특징
■ TRM-20 측정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 동향 표시
측정데이터를그래프로표시합니다. 그래프표시는상단중앙에있는GRAPH키를터치하면아래와같이세로

방향, 가로방향, 바그래프, 수치표시등으로선택하실수있으며그래프의갱신주기는기록주기와일치합니다.

터치패널로 조작성 향상

각부분명칭

다양한표시

■ Historical trend  표시
현재기록중인데이터또는과거의데이터를표시, 또는과거에보존한데이터파일을판독하고표시

하는것을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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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LESS RECORDER TRM-20

■ 설정화면
간단한파라메타설정화면 Jump키및Func키로자주쓰는파라메터설정가능

Scroll bar

간단한 조작 및 다양한 기능 설정

■ TRM-20 데이터 뷰어 화면
이더넷에접속하여트랜드및데이터보존이가능하며수집한데이터의그래프표시와확대, 용도에맞는보존

형식편집이가능합니다. 

■ 이더넷 구성 및 기록주기
최대SD Card (Max. 2 GB) , SDHC Card (Max. 32GB)의대용량메모리를지원하며보존형식은전용데이터

및CSV 형식으로선택가능합니다. 

Ethernet

FTP로접속하여SD카드에저장된파일을PC로다운로드및업로드가가능합니다. 

편리한세팅기능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기능 및 다양한 기능편리한소프트웨어

간편한 연산기능
기록주기 설정
일반, 상세모드로
설정가능

다양한 기록타입
예약기능
다양한 메시지기능
일문, 문지원

메인 메뉴 파라메타 설정키 Back 키

서브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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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LESS RECORDER TRM-20

소프트웨어로 손쉬운 세팅편리한세팅기능 5.7" TFT Color LCD,  0.1%고정도, 
100ms의 고속측정표준사양

■ TRM-20 데이터 로거 화면
레코더의각종설정을PC로실시할수있으며, 레코더본체로SD카드로보존한설정을읽어들이거나소프트

웨어로 SD카드로보존한설정을레코더본체에읽어들이게할수있습니다. 

연산기능을용도에맞게사용하실수있습니다. 

절대치, 거듭제곱(누승법) 

제곱근, 상용대수

자연대수, 지수

상대습도, 최대치(2 입력간) 

최소치(2 입력간), 최대치(연속입력간) 

최소치(연속입력간), 평균치(연속입력간) 

최대치(타임열), 최소치(타임열) 

평균치(타임열), 적산치

적산치(단위:초), 적산치(단위:분) 

적산치(단위:시), F치연산

간편한 세팅
파라메터 SAVE 및
LOAD 기능
편리한 연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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