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Hz - 400 kHz

WP400
WP400-3
WP50

WPT

100 kHz - 60 GHz

WPF3
WPF6/8
WPF18
WPF40/60

DC - 1 GHz

WPH60
WPH-DC

WPH1000

필드 프로브 범위
from 0 Hz to 60 GHz

스펙트럼분석 [FFT]
(up to 400 kHz)

광대역 측정
 (0 Hz - 60 GHz)

필드값
X, Y, Z and Total

그래픽디스플레이

실시간

메뉴 

가중 피크 방법(WPM) 
한계값과 실시간 비교

>  1,000,000 이상의

SQL 데이터베이스

스크린샷 기능

광 섬유 단자(옵션)

USB

5G
READY

5G 모니터링 가능

사용가능 필드 프로브

FFT 기반 시간 영역
스펙트럼 분석 (최대 400kHz)

광대역 측정
(0Hz-60GHz)

SMP2 

하나의 장비에 3가지 기능
정적 필드 측정, 스펙트럼 분석 및 광대역 
필드계측기

EMF 작업자의 안전
ICNIRP, EU지침, FCC, SC6

전자기장계측기

+82-2-384-8740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55, 503호

(GTower 지식산업센터) (10048)

www.sevi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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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광대역
다음 프로브를 사용한 광대역 측정의 경우 :
WPFx, WPT, WP50, WPH60 and WPH1000.

선택적
0 ~ 400 kHz의 주파수 선택 측정
WP400, WP400-3 및 WPH-DC.

이중 모든 필드 프로브를 사용하는 두 종류의 측정 모두에 적합

필드 프로브 자동 감지 및 인식

광대역 0 Hz – 60 GHz (필드 프로브에 따라 다름) 

스펙트럼분석 최대 400 kHz

가중 피크 방법 1 Hz – 400 kHz (한계와 직접 비교하기 위한 실시간 WPM.)

판독값 총 필드 (순간, 최대, 최소 및 평균)
필드 구성 요소 (X, Y, Z)

전기장 단위 V/m, kV/m, μW/cm2 , mW/cm2 , W/m2 , % 

자기장 단위 nT, μT, mT, T, A/m, %, mG, G

저장 시간 0.5 초 ~ 6 분 선택 가능

평균 모드 국제표준에 준하는 고정 또는 슬라이딩

평균 주기 10 s, 15 s, 30 s, 1 min, 2 min, 5 min, 6 min, 10 min, 15 min, 30 min

측정 예약 24 시간 내 선택가능

저장 용량 100만 개 이상의 샘플

데이터 다운로드 Mini-USB 및 광 섬유

펌웨어 업데이트 Mini-USB

알람 2400 Hz 신호 (조정 가능한 임계값)

디스플레이 컬러 TFT (480 x 272 pixels)

GPS (옵션) 내장형 u-blox 7 (56 개의 독립적 트래킹 채널)

배터리 내부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시간 > 20 시간 이상 (광대역 프로브 사용 시)

> 6.5 시간 이상 (선택적 프로브 사용)

작동온도

크기

무게

-10 ºC to +50 ºC

100 x 215 x 40 

mm 630 g

SMP2 응용분야

산업 통신 전력 철도 의료

방위근로자의안전항공연구소

기술 사양

SMP2 포함 액세서리 : 

› SMP2 리더 소프트웨어 :
윈도우 7 또는 그 이상

› SMP2 프로브 케이스

› USB 케이블

› 충전기

SMP2 옵션 액세서리 : 

› 무반사 목재 삼각대
(운송용 커버 포함)

› 내장형 GPS

› 광 섬유

› 차량용 DC충전기

› SMP2 보호 파우치

› SMP2 프로브 연장 케이블

+82-2-384-8740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55, 503호

(GTower 지식산업센터) (10048)

www.sevit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