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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Diagnostic Tool ADTa-100

ADTa-100(A-6525-0100)은 Renishaw 
앱솔루트 엔코드 제품과 사용하도록 

설계된 셋업 도구이자 진단용 

액세서리입니다. ADTa-100을 사용하면 

새로운 영점 위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독립형 모드로 사용하거나 ADT View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PC‡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 신호 엔코더 입력 핀

전원 5 V 4, 5

0 V 8, 9

직렬 통신
REQ/SD

+ 2

− 3

쉴드(케이스) 외부 케이블 스크린

연결되지 않음 - 1, 6, 7

 *영점 기록 명령은 BiSS C, Yaskawa 및 Panasonic 프로토콜에만 
 지원됩니다.

 ‡ 
지원되는 Windows® 운영 체제(x86 또는 x64): 7 SP1, 8.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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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코더 상태 LED (x7)

ADTa-100 상태 LED

ADTa-100 사용자 버튼

미니 B USB 소켓

M6 액세서리 장착 
나사 - 본체로 돌출이 
허용되는 최대 나사 
길이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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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공급 장치 5V ±10% 기본적으로 340 mA 미만(ADTa-100 및 판독 헤드)

IEC 60950-1 기준의 SELV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5 Vdc 공급장치 
또는 PC의 USB 포트를 통해 공급되는 전력

일반 전력 소비량 < 1.25 W

리플 최대 200 mVpp(최대 주파수 500 kHz 조건)

온도 보관 시 −20 °C ~ +70 °C

작동 시 0 °C ~ +55 °C

습도 95% 상대 습도(비응축), IEC 60068-2-78 기준 

방수 규격 IP20

충격 작동 시 500 m/s², 11 ms, ½ 정현파, 3축

진동 작동 시 최대 40 m/s2 (55 Hz ~ 2000 Hz 조건)

질량  155 g

EMC 준수 IEC 61326-1

대체 판독 헤드 종단용 어댑터 케이블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Renishaw 지사로 문의하십시오.

권장 USB 케이블(A-9572-0098)을 사용하여 ADTa-100을 직접 PC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양

레니쇼(Renishaw)는 출판일 당시의 본 문서의 정확성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에 대한 보증이나,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든 발생될 수 있는 오류
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NISHAW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 안내서의 부정확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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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정보는 www.renishaw.co.kr/contact 를 참조하십시오.

전화 +82 2 2108 2830
팩스 +82 2 2108 2835
전자 메일 korea@renishaw.com

www.renishaw.co.kr

Renishaw Korea Ltd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즈센터1차 1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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