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P400-3 Probe  
1 Hz - 400 kHz
• 전기장 및 자기장 측정

• 전 방향성 및 실효값 측정

• 스펙트럼 분석 프로브

• 국제 규격에 따른 측정

IEC/EN 62311

전자기장의 인체 노출과 관련된 제품군 또는
표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 및 전기 장비

IEC/EN 62822
전기 용접 장비 :
전자기장의 인체 노출과 관련된
제한사항

IEC/EN 62233 
가전 제품 및 이와 유사한 제품 : 
인체 노출과 관련한 전자기장 측정 방식

기술 사양

1 Hz - 400 kHz

E & H

RMS

ISOTROPIC

전기장 자기장

센서 타입 Isotropic electrode Isotropic 3 cm  coils2

주파수 범위 1 Hz – 400 kHz 1 Hz – 400 kHz

Field Strength Mode

측정 범위 10 V/m to 400 kV/m 200 nT - 50 mT (100 Hz - 10 kHz)

· Upper range increases linearly with
decreasing frequency below 100 Hz.

· Upper range decreases linearly with
increasing frequency above 10 kHz.

그래픽 디스플레이 RMS, Axis Values, AVG, MAX, MIN, PEAK, RMS time graph

최고 값 digital realtime digital realtime

분해능 < 4 mV/m above 8 Hz < 0.3 nT (at 50 Hz) and 
< 0.15 nT above 100 Hz

소음 < 10 V/m (10 Hz - 400 kHz) < 200 nT (10 Hz - 400 kHz)

불확실성
(10 Hz - 100 kHz) (1)

0.67 dB 0.60 dB

Weigthed Peak Method mode

측정 범위 200 % (min) 200 % (min)

그래픽 디스플레이 PEAK (%), AXIS VALUES (%), AVG (%), MAX (%), MIN (%), RMS (%),

Time graph

규격/제한 EU Directive 2013/35/EU, FCC/IEEE, ICNIRP 1998 workers, 

ICNIRP 2010 workers, BGV B11

Easy software update to future modifications and to other limits.

불확실성
(10 Hz - 100 kHz) (1)

0.67 dB 0.60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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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 자기장

FFT Mode

측정 범위 40 mV/m – 400 kV/m 2 nT - 50 mT (100 Hz - 10 kHz)

· Upper range increases linearly with
decreasing frequency below 100 Hz.

· Upper range decreases linearly with
increasing frequency above 10 kHz.

그래픽 디스플레이 Frequency analysis, total field and axis

동작 범위 400 Hz (1 Hz) - 4 kHz (10 Hz) - 40 kHz (100 Hz) - 400 kHz (1 kHz)

소음 < 40 mV/m < 1.8 nT

FFT 1024 point FFT

General Specifications

전 방향성 ± 5 % ± 4 %

온도 편차
[typ. at 60 Hz]
(referred to 25 °C, 50 % relative
humidity)

- 0.005 dB/°C (- 15 °C to 40 °C) - 0.003 dB/°C (- 15 °C to 25 °C)

+ 0.003 dB/°C (25 °C to 40 °C)

데미지 레벨 > 600 kV/m > 5000 mT up to 60 Hz

Damage level decreases linearly with
increasing frequency above 60 Hz

선형성 ± 1 % (typ.)

± 2 % (max.)

무게 125 g

크기 275 x 33 mm Ø

WP400-3 Probe  
1 Hz - 400 kHz

Product specifications and descriptions in this document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1) 총계, 등방성, 온도 편차, 분해능, 주파수 응답, 선형성, 반복성

기술 사양

+82-2-384-874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512호

(이젠테크노존)(10048)

www.sevit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