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 8331
C.A 8333
C.A 8336
C.A 8435

 Qualistar+ : 전력품질 분석의 새로운 경험,
고성능의 진단을 보장합니다.

전력 및 에너지 
품질 분석장비 

전기설비 정밀 진단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전압, 전류 및 
전력 측정 

모든 파라미터, 트랜지언트, 
알람, 그리고 파형까지 동시에 
캡쳐 및 저장 .

세계시장에서 증명된  손쉬운 
사용법

5 전압 입력 & 4 전류 입력 
10-분 돌입 전류 측정 모드 
왜곡 전력 계산 기능
완벽한 한글메뉴 지원

IEC 61000-4-30

EN 50160
IEC 61010

1000 V CAT III
600 V CAT IV



Qualistar+ 구성

측정값
실시간 

표시 

PC 통신용
USB 단자

주요 측정 기능 
빠른 실행 기능 
(고조파, 플리

커 등) 

주요 기능 
단축 키  

(설정, 스크린샷 
등 )

안정적인 
스탠드 

기능

칼라 코드 링
으로 쉽게 

식별가능한 
전압/전류 
입력 단자

높은 가독성의 
칼라 LCD 화면

산업 또는 공용 건물의 검사 및 유지보수에 적합하게 설계된 Qualistar는 주요 전기 계통의 품질 

특성을 측정 및 분석, 진단할 수 있습니다. 조작이 간편하고 정밀한 본 장비는 다양한 계산 값과 

여러가지의 유용한 처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IEC 61010 기준에 준수하여 CAT IV 600 V 및 CAT III 1000 V 안전기준에 맞게 설계
되어, Qualistar+ 제품군은 제공되는 기능 및 가능한 결선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
분됩니다.

 C.A 8331 & C.A 8333: 4 전압 입력 및 3 전류 입력

 C.A 8336 & C.A 8435: 5 전압 입력 및 4 전류 입력

각 나라별 기준에 맞게 칼라 코드링을 사용하여 입력단자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
다. 방수 등급인 IP67을 받은 신제품 CA8435 모델은 Qualistar 시리즈의 모든 악세
서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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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bin

전력 및 에너지 품질 분석기

Functions

실시간 파형 표시 (4 전압 및 4 전류) 

 전류 전압의 반주기 RMS 값 측정 

직관적인 사용법

전류 센서 종류 자동 인식 기능

다양한 전기 설비 유형에 적용: 3상4선식, 단상2선식 등 

모든 DC 성분 통합

최대 50차까지 전류, 전압, 전력에 대한 고조파 성분을 

측정, 계산하고 표시

위상각 측정 및 다이어그램 표시

전력 값 P(W), Q(var), S(VA) 및 D(VAD) 측정

(각 상별 또는 전체 값)

에너지(전력량) 측정 (각 상별 또는 전체 값)

K factor  및 FHL 계산

왜곡 전압 전류 계산

변위 역률(DPF, Displacement Power Factor) 

cosφ 및 역률(PF, Power Factor) 계산

최대 10 분까지 돌입 전류 측정

수십 ㎲ 동안 지속되는 과도현상 수백개 캡쳐 

Pst 또는 Plt 플리커 계산

불평형 전압 전류 계산

알람 설정을 통한 전기 계통 모니터링

IEC 61000-4-30 Class B

스크린 샷의 백업 및 저장 기능 (이미지, 데이터)

PC에서 저장 및 내보내기

PC와 실시간 통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리커

알람
이벤트

왜곡 전력
(D) 

고조파

전력 
& cos 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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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
Qualistar 모델은 가장 간단한 결선 부터 가장 복합한 결선

까지 모든 유형의 전기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단상, 분상, 중성선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3상

• 2, 3, 4 및 5선식 전기 네트워크
• 2-전력량계 방법
• ARON
• 2 ½ elements…

보다 더 길어진 InRush… 
10 분 !
돌입전류는 전원이 켜졌을 때 인가되
는 최대 전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돌입전류의 측정은 전기 설비의  최대

용량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최대 10분이 넘는 주기동안 

돌입전류를 측정할 수 있습
니다.  데이터 수집 모드

(RMS 또는 피크)에서 

Qualistar는 모든 것을 캡쳐

합니다.

단기 또는 장기 플리커
IEC/EN 규격에서 정의하는 플리커는 

예를 들어 조명의 변동으로 인한 전압

의 변화 정도를 표기합니다. 

적용 되는 기준에 따르면, 플리커는 다음 두 종류의 파라미터로 표
현됩니다:

• Pst (단기 플리커)
플리커 레벨을 평가하는 데 사용 되는 Pst 계산은 표본 전압

의 통계처리에 기초합니다. 10분의 주기 동안 측정됩니다.

• Plt (장기 플리커)

Pst 값의 곱으로 2시간에 걸쳐서 측정됩니다.

Qualistar+ 구성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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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량 측정 
톤당 석유 환산치도 포함

전력과 전력량과 연관된 
모든 값 측정

• 전력량 적산기능을 실행 또는 중
단 할 수 있는  "Start" "Stop" 키

• 다양한 단위 지원:
kW, Joule, nuclear toe, non-nuclear toe, BTU 등

변압기를 위한 K 팩터 계산 

네트워크에 흐르는 고조파 전류는 권선의 
손실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하여 변압기

는 가열되며 연결되어 있는 장비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 NF EN 50464-3 기준 준수

• FHL 및 유럽 K factor 파라미터가 동시

에 저장되고 측정됩니다.

고조파
유용한 모든 변수를 측정:  

U, I, V 및 VA에 대한 전체 

및 각 상별 THD, 고조파 위

상 오프셋. VA 고조파 및 전

문가 모드 지원.

New: 고조파 측정 기능 개선:

• %f 및 %r 로 고조파 계산 
• 중성선 고조파 성분 분해 
• 왜곡 전압 및 전류 계산 

왜곡 전력
New!  
무효전력을 내용별로 다음과 같이 분리, 
비 유효전력 (N), 왜곡전력 (D) 무효전력 
(Q & Q1).

• 고조파와 연관된 왜곡전력을 발

견하기 위하여 무효전력을 분리 

• 고조파 필터의 용량을 알 수 있는 
왜곡 전력

• 전력 보정 캐패시터의 배터리 용량을 

알 수 있는 무효전력(var)

전력 및 에너지 품질 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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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star+ 구성

언어 

화면

비율 및  센서 

Configuration

  장비의 일반 변수 설정 (일자 및 시간, 화면 밝기 등).   

 한국어 매뉴 지원

  전기 결선 방식 설정 

 측정 및 기록 파라미터 설정

전류센서를 연결했을 때  자동으로 종류 인식

비율 설정을 통하여 변압기 1차측 값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Help 

Help 키는 화면에 표시되는 내
용 및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줍
니다.

  Screenshot 

화면에 나온 모습의 캡쳐하여 시간과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실용적인 장점들
전면 패널에 있는 단축 키를 통하여 스크린캡쳐 및 도움말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6



모든 채널을 동시에 표시 !

Graphics  

네트워크의 특성을 즉시 확인 

관측

진단

Display

전력 및 에너지 품질 분석기

모든 입력값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측정 값은 파형, 측정값 또는 

Fresnel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됩니다.

      고조파 모드 

U, I, V 및 VA에 대하여 % 또는 RMS 값으로 전체 및 각 상별 THD, 고조파 
위상 오프셋. 전문가 모드 지원.

중선선 가열 및 회전기기의 고조파 영향을 분석.

POWER MEASUREMENT  

THD PHASE BY PHASE 

INTEGRATION OF POWER /  
ENERGY OVER A PERIOD OF TIME  

  전력/에너지 모드
전력 및 전력량에 관련된 모든 값을 표시. “start” 및 “stop” 키를 사용

하여 에너지 적산 기능을 사용.

GLOBAL T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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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star+ 구성

Configuration 

Monitor everything,   with more parameters

레코딩 모드
• 모든 측정 파라미터 및 화면 내용 포함 최대 

450개 저장 

• 기록 주기 및 저장 속도 설정

New! 빠른 시작 메뉴:
• 즉시 기록 시작
• Min/Max 자동 인식
• 저장 파일명 자동 완성

트랜지언트 모드

• 임계치를 넘어서는 전압 및 전류의 이벤트 캡쳐

• 수백개의 과도현장 캡쳐 가능

• 수십 ㎲의 과도현상 이벤트 표시

8

알람 모드
• 최대 40개 알람 동시 설정 가능

• 모니터링 할 임계 값은 셋업 중 설정 가능

• 임계 값 초과시 각 이벤트의 시간 / 날짜 동시 
저장

• 설정한 알람의 종료일 수정 가능

Inrush & TrueInrush

• 전원 인가시 부하의 돌입전류 모니터링 

• 전류, 전압, 주파수 저장

• 전기설비의 보정 용량 계산 

• 스위칭 고장 원인 발견 



전력 및 에너지 품질 분석기

Acquisition in progress 

Monitor everything,   with more parameters

Analysis 

9

데이터 수집:

여러가지 모드 
동시에 진행,

데이터 수집하는 
동안 데이터 확인 

사용자는 

모든 파라미터를 

어느 경우에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용 모델  C.A 8435 

SOFTWARE

ACCESSORIES

공장, 생산 현장 등 산업 현장에 적합한 견고

한 현장용 케이스. 완벽함 방수 방진 보호.

견고한 방수 설계 C.A 8435,  

어떠한 환경과 계절에도 사용 가능한 Qualistar+ !

실내 및 비오는 야외 모두 사용  

		5 전압, 4 전류 입력 

모든 파라미터 동시에 연속 저장 

알람 모드 모니터링

		모든 전기설비 적용

Essailec 악세서리: 모든 Qualistar 모델전용 

ESSAILEC 플러그 케이블은 변류기 및 변압기의 2차측에 

설치된 보호 릴레이 및 미터기의 전원 공급 회로에 방해 또

는 중단 없이 시험히기 위하여 사용됩니다.주요 장점은 최고

의 사용자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측정하

는 것입니다.

CA8435 전용 악세서리: 
전원선, 전압 리드선 세트 및 

AmpFLEX™ 클램프.

최고의 방수 성능을 위한 

입력단자 커버

I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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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ACCESSORIES

는 Chauvin Arnoux 제품들과 호환

Qualistar+ 전력분석기, C.A 8220 & C.A 8230 전력분석기, 
F400 / F600 전력 클램프메타, 그 밖의 제품들.

사용이 간편하며 자동으로 PC에 연결된 기기를 인식하고 
해당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데이터 베이스 관리
 EN 50160 리포트 관리

 Qualistar로 측정한 모든 데이터는 아래 두 소프트웨어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기본제공                                                                   옵션 

장비 구성: 설정, 저장, 알람
실시간 모니터링
저장된 데이터 및 알람 실행
스크린 샷 및 과도현상 데이터 전송
엑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내보내기
윈도우 그래픽폼으로 데이터 내보내기

악세서리 및 소프트웨어

 
 
 
 
































































   

        



























 





 
 







 





 
 







 





 
 







 





 
 







 





 
 







 





 
 







 





 
 







 





 
 







 





 
 







 





 
 







 





 
 







 





 
 







 





 
 







 





 
 








































      

      

      

      

      

      


     




  
   
   
   
   
   
   
   
   
   
   
   
   
   
   



EN 50160
The EN 50160 European standard regulates 
the quality of the voltage distributed by 
electricity suppliers. To define the quality of 
the voltage, a measurement campaign must 
be carried out over a 7-day period with an 
IEC 61000-4-30 instrument. 

The measurements correspond to the different types 
of disturbances liable to affect the voltage:

voltage drops, outages, overvoltages, slow voltage 
variations, network frequency variations, voltage 
unbalance, harmonics, rapid voltage variations, flicker.

Once these measurements have been taken, the recorded 
data are analysed.
The PAT software automatically configures the instrument 
in compliance with the standard.
The Dataview® software can be used to generate the report 
automatically in compliance with the EN50160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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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N93  MN 93A MA193-250 MA193-350 PAC93 A196-450 
A193-450 A193-800 C193 E3N J93

측정 범위 500 mA  
to 200 Aac

0.005 Aac 
to 100 Aac

100 mA  
to 10 kAac

100 mA  
to 10 kAac

1 A tp 1,000 Aac 
1 A to 1,300 Adc

100 mA  
to 10 kAac

100 mA  
to 10 kAac

1 A  
to 1,000 Aac

50 mA to 10 Aac/dc
100 mA to 100 Aac/dc

50 A to 3,500 Aac

50 A to 5,000 Aac

직경 Ø /
길이

20 mm 20 mm
Ø 70 mm /  
250 mm

Ø 100 mm /  
350 mm

1 x Ø 39 mm
2 x Ø 25 mm

Ø 140 mm / 
450 mm

Ø 250 mm / 
800 mm

52 mm 11.8 mm 72 mm

IEC 61010
600 V CAT III /  
300 V CAT IV

1,000 V CAT III /  
600 V CAT IV

600 V CAT III /  
300 V CAT IV

1,000 V CAT III /  
600 V CAT IV

600 V CAT IV
600 V CAT III /  
300 V CAT IV

600 V CAT III /  
1,000 V CAT IV



Models without sensors 
One Qualistar+ analyser delivered with a bag for accessories, 5 x 4 mm banana 
voltage leads 3 m long, 5 crocodile clips, a set of 12-colour inserts/rings for identifying 
the leads and inputs, a scratch-proof screen-protection film (mounted), a USB cable, 
a mains power cable, a mains power pack, a safety datasheet, a multi-language 
operating manual CD and a PC data retrieval software CD (Power Analyser Transfer).

C.A 8336 alone ...................................P01160591

C.A 8333 alone ...................................P01160541

C.A 8331 alone ...................................P01160511

C.A 8435 alone ...................................P01160585
C.A 8435 AmpFLEXTM 450 mm...........P01160587

MN93 clamp .............................................. P01120425B
MN93A clamp ........................................... P01120434B
MiniFLEX™ MA193, 250 mm .................. P01120580
MiniFLEX™ MA193, 350 mm .................. P01120567
PAC93 clamp ............................................. P01120079B
AmpFLEXTM A193 450 mm clamp  .......... P01120526B
AmpFLEXTM A193 800 mm clamp  .......... P01120531B
AmpFLEXTM A196 450 mm IP67 clamp ... P01120552
C193 clamp ............................................... P01120323B 
E3N clamp  ................................................ P01120043A
E3N Adapter .............................................. P01102081
E3N mains power pack ............................ P01120047
J93 clamp .................................................. P01120110 
Battery pack ............................................. P01296024 
ESSAILEC casing ....................................... P01102131

Qualistar screen film.......................................................... P01102059
Set of id. rings/inserts ....................................................... P01102080 
Set of caps (C.A 8435) ........................................................ P01102117
Set of 5 x 3 m IP67 (BB196) banana leads ...................... P01295479
Carrying bag no. 21 ........................................................... P01298055
Carrying bag no. 22 ........................................................... P01298056
USB-A USB-B lead............................................................... P01295293
5 A box................................................................................. P01101959
Mains power pack (C.A 8331-33-35-36) ............................ P01102057
IP67 mains lead (C.A 8435) ................................................ P01295477
Dataview® Software ........................................................... P01102095
Lockable crocodile clips (x 5) ............................................ P01102099
Kit containing 5 banana leads, 5 crocodile clips and 
1 set of coloured rings ....................................................... P01295483
Kit containing 4 banana leads, 4 crocodile clips and  
1 set of coloured rings  ...................................................... P01295476

C.A 8331 C.A 8333 C.A 8336 C.A 8435
채널 수 3U / 4I 4U / 4I

입력 수 4V / 3I 5V / 4I

전압 (TRMS AC+DC) 2 V to 1,000 V

전압 비율 up to 500 kV

전류 (TRMS AC+DC) MN clamps MN93: 500 mA to 200 Aac ; MN93A: 0.005 Aac to 100 Aac

C193 clamp 1 A to 1,000 Aac

AmpFLEX™ or MA193 clamps 100 mA to 10,000 Aac 30 A to 6,500 Aac

PAC93 clamp 1 A to 1,300 Aac/dc
E3N clamp 50 mA to 100 Aac/dc

전류 비율 up to 60 kA

주파수 40 Hz to 69 Hz

전력 W, VA, var, VAD, PF, DPF, cos φ, tan φ
전력량(에너지) Wh, varh, VAh, VADh

고조파 yes
THD yes, orders 0 to 50, phase

전문가 모드 - yes

트랜지언트(과도) - 50 210

플리커 (Pst & Plt) yes

Inrush 모드 - yes on 4 periods yes > 10 minutes

불평셩(언밸런스) yes

저장 Min/Max yes

of a selection of parameters at the max. sampling rate 4 hours to 2 weeks A few days  
to several weeks 2 weeks to several years

알람 - 4,000 of 10 different types 10,000 of 40 different types

피크 yes

수직축 범위 automatic

화면 Colour ¼ VGA TFT screen, 320 x 240, diagonal 148 mm

스크린 캡쳐 저장 12 50

전기 안전 IEC 61010 1,000 V CAT III / 600 V CAT IV

보호등급 IP53 / IK08 IP67

언어

통신 인터페이스

배터리 수명

전원

27국 언어지원(한글 지원)

USB
up to 13 hours

9.6 V NiMH rechargeable battery or external mains charger

크기 240 x 180 x 55 mm 270 x 250 x 180 mm

무게 1.9 kg 3.7 kg

STATE AT DELIVERY FOR THE C.A 8336, C.A 8333 AND C.A 8331 STATE AT DELIVERY FOR THE C.A 8335

C.A 8435 AMP450: delivered with bag no. 22, USB cable, IP67 mains power 
cable, 4 AmpFLEX™ 450 IP67 A196 current sensors, 5 x 3 m black IP67 BB196 
banana leads, 5 lockable crocodile clips, 12-colour identification kit for the leads 
and inputs, scratchproof screen-protection film (mounted), safety datasheet, 
CD containing the multi-language operating manual and CD PC data retrieval 
software and CD containing PC data retrieval software (Power Analyzer Transfer).

For assistance and ordering

Technical specifications

 References for ordering Accessories

새빛테크(주) SEVIT TECH CO LTD

(본사)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55 GTOWER 503호
Tel: 02-384-8740

Fax: 02-384-8741 info@sevitkorea.com
www.sevi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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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hauvin-arnoux.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