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 8220
C.A 8230

전력품질 분석기

모든 전력 값을 정확히 측정

전기 모터
유지 보수

전기 계통 
분석 

n  미세전류 및 대전류 측정

n
  위상 변위 및 고조파 분석 

n
  
모터 돌입 전류 측정 

n
  
모든 측정 모드에서 순시값 측정 

   n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  



주요 특징 

CA8230은 건설 산업 및 유지보수 분야에서 일하는 전기기술자를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제품이 제공하는 광범위한 측정 영역은 현장기술 및 과

학기술 교육 및 훈련에도 이상적입니다. 

매우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전기 설비 기술자, 특히 전력전자를 기

반 으로 하는 계통을 시험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현장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며, 스탠드 기능 덕분에 연구용으로

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체공학적 설계와 대형 그래픽 스크린 화면을 제공하며, 자동으로 연결

한

 

센서의 종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단상 전력 품질 분석기 
C.A 8230C.A 8230

n  기동 전류로도 불리는 돌입 전류는 전원이 공급되는 순간 전기 설비에 인가
되는 최대입력 전류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장비전원이 켜졌을 때, AC전기 모터는 최대 부하 시 전류의 수 배

에 해당하는 전류 값이 인가됩니다.

n  전압 및 전류를 한 화면에 동시에 표시:
반주기에 대한 AC+DC TRMS값, 피크값 및 THD를 측정할 수 있
으며,

 
동시에 같은화면에서 파형도 표시됩니다.

n
  
종합적인 전력 및 에너지 분석:

단상 및 3상에서 종합적인 전력 및 에너지 분석에 필요한 모든 
값 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n

  

50차까지 고조파 측정:
CA8230은 각기 다른 값을 가지는 고조파를 50차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 모드에서는 고조파의 방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

  

최대

 

수일간

 

데이터

 

저장:
최대 수일 동안 모든 측정 데이터의 저장이 가능합니다

. n

  

다양한 알람 설정 기능:
4,000개 이상의 사용자 설정 알람 기능을 사용하여 각 이벤트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 

 

모든 측정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

돌입 전류 기동 전류 ...



전기 엔지니어링 및 회전기 시험에 적합하도록, CA8220 전력계는 시험 및 유지보수 전문팀을 위하여 설계되

었 습니다.

액정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컴팩트한 크기, 충격방지 및 인체공학적 설계를 갖춘 본 장비는 사용자에게 직관

적 이고, 간단하고 편리한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CA8230과 같이, CA8220 전력계도 단상 및 평형 삼상 계통의 주요 특징에 대한 값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회전기기 시험에 대한 모든 값(회전속도 / 온도 포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에 높은 정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센서와 호환하여 수 밀리 암페어의 미세전류에서부

터 수 킬로 암페어의 대전류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전력 및 모터 유지보수 분석기 
C.A 8220C.A 8220

n
  회전속도: 예방정비에서 회전기기의 주기적인 

회전 속도 점검은 중요합니다.
 
CA8220은 올인원 

장비로서 쉽고 효과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
킵니다.

n

  

온도:

 

오

부 온도는 CA8220을 터미널 블록에 직
접 연결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n  실시간 측정값 표시  

n
  
데이

  

  

전격분석기 전용 소프트웨어 
 CA 8220, CA 8230 및 QUALISTAR 전용 

늘날 모터 및 회전기기에는 터미널 블록에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온도 프로브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모터의 내

터 검색 

n PC에 저장된 데이터 실행 및 분석 n
데이터 백업 및 엑셀 내보내기 



MN 93

MN 93A

C193
PAC93

E3N

AmpFlex A193  MA193

800 mm

450 mm

C.A 1711 비접촉 RPM 센서
회전속도 측정
(6 에서 120,000 RPM)

>> 전압 범위 6 Vrms to 600 Vrms AC+DC ±(0.5 % +2 counts)
>> AC 전류 범위 100 mA to 6,500 A ±(0.5 % +1 count)
>> DC 전류 범위 50 mA to 1,400 A ±(1 % +1 count)

>> 최소, 최대, 평균 및 피크 값(+ / -), CF Yes
>> 기본 주파수 40 Hz to 70 Hz
>> 화면 ¼ VGA colour LCD 173-segment backlit LCD
>> 단상 및 평형 3상 Yes

>> W, VA, var 전력 값, Cos φ, PF Yes

>> varh 및 VAh 에너지 값, Wh Yes
>> 고조파, THD Up to the 50th order
>> 데이터 로거 Up to several days —
>> 알람 4,096 —
>> PST 플리커 Yes —
>> Inrush 18 s —
>> 모터 회전 속도 — 6 RPM to 120 kRPM ±(0.5 %)
>> 온도 (Pt100) — -200 °C to +850 °C

±(1 % +10 counts)
>> 저항 (winding) — 0.0 Ω to 2,000 Ω ±(0.5 % +2 Ω)
>> 상회전 Yes, with display of phase order in three-phase systems
>> 측정값 저장 기능 Yes
>> Ambient temperature 23 °C ±3 K
>> Relative humidity 45 % ; 75 %
>> Protection rating IP54
>> RS232/USB port Yes
>> IEC 61010-1 600 V, Cat. III
>> Power supply Batteries, charge life up to 40 hours Batteries (6 x AA)
>> Weight 880 g (with rechargeable batteries) 840 g (with batteries)
>> Dimensions 211 x 108 x 60 mm

ACCESSORIES

TO ORDER
• C.A 8230 analyser alone ........................................................................................................................................................ P01160630
• C.A 8230 analyser with MN93A current sensor (120 A) .................................................................... P01160631
• C.A 8230 analyser with AmpFlex 450 flexible current sensor (6,500 A)........................ P01160632
• C.A 8220 analyser alone ........................................................................................................................................................ P01160620
• C.A 8220 analyser with MN93A current sensor (120 A) .................................................................... P01160621
• C.A 8220 analyser with AmpFlex 450 flexible current sensor (6,500 A)........................ P01160622

P01160630 : C.A 8230 본체, 휴대용 가방 1개, 1.2 V 충전
식 배터리 6개, 적/흑 바나나 리드선 1세트, 적/흑 4 mm 테
스트 프로브 1세트, 적/흑 악어클립 1세트, 전원 어댑터 1
개, USB 케이블 1개, PAT 소프트웨어 1개, 사용설명서 

P01160620 : C.A 8220 본체, 휴대용 가방 1개, AA타입 배
터리 6개, 적/흑 바나나 리드선 1세트, 적/흑 4 mm 테스트 
프로브 1세트, 적/흑 악어클립 1세트, 전원 어댑터 1개, 
USB 케이블 1개, PAT 소프트웨어 1개, 사용설명서

• 4 mm red and black test probes ........................................................................................................... P01295454Z
•  Red and black crocodile clips ................................................................................................................ P01295457Z
•  4 mm red and black banana/banana leads ................................................................................. P01295451Z
•  MN93A BK clamp ................................................................................................................................................ P01120434
•  MN93 BK clamp .................................................................................................................................................... P01120425
•  AmpFlex A193 450 mm BK ........................................................................................................................ P01120526
•  AmpFlex A193 800 mm BK ........................................................................................................................ P01120531
•  PAC93 BK clamp ................................................................................................................................................. P01120079
•  C193 BK clamp ...................................................................................................................................................... P01120323
•  Mains adapter ......................................................................................................................................................... P01160640
•  E3N clamp .................................................................................................................................................................. P01120047
•  C.A 8220 / E3N adapter .................................................................................................................................. P01102081
•  RPM sensor .............................................................................................................................................................. P01102082
•  Optical/USB cable............................................................................................................................................... HX0056-Z
•  DataVIEW processing software ............................................................................................................. P01102095
•  Carrying bag No 5 .............................................................................................................................................. P01298049
•  Pt100 adapter .......................................................................................................................................................... HX0091

구성품

YOUR DISTRIBUTOR

FRANCE
Chauvin Arnoux
190, rue Championnet
75876 PARIS Cedex 18
Tel: +33 1 44 85 44 38
Fax: +33 1 46 27 95 59
info@chauvin-arnoux.fr
www.chauvin-arnoux.fr

새빛테크(주) 
SEVIT TECH CO., LTD.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55, GTower지식산업센터 503호
Tel: 02-384-8740
Fax: 02-384-8741
info@sevitkorea.com 
www.sevitkorea.com

기술 사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