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PITER
그래픽 고조파&고품질 전력분석기
비선형및 스위칭부하 뿐만 아니라 전력품질에 문제를 결정
하는 부하진동 및 기능불량등에 널리 보급 전파되어있다.
전기적인 파워는 모든 산업과 상업의 적용에서 천연광물중
가장 중요하다. 저전력의 품질은 효율의 손실과 중요기계

SCOPE 기능 : 스코프 설정시 JUPITER는 전압 및 전류신

의 고장시간으로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지고 온다.

호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RMS 값과 위상각에 대한 실시간
측정파형을 표시한다. 사용자는 다른 가시적인 스크린 뿐

Elcontrol Energy Net은 오랜 전기적 파워의 현장측정 경

만 아니라, 크기 및 시간축에 따른 줌-조정을 할 수 있다.

험으로 JUPITER의 개발을 이끌었다. 게다가, JUPITER는
가볍고 견고한 전력품질분석기로 모든 전통적인 전기적 파
라미터를 측정, 전력품질의 주요현상을 수치화로 분석할
수있다: interrupption, voltage variations(Dips&Sweels),
harmonics and interharmonics distortion, transient and
3-phase voltage unbalance.
더구나, JUPITER는 EN50160 표준을 통한 설정에 따라 전
원공급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PHASE 그래프 : 위상차 그래프는 삼상시스템의 전압,전류

측정방식은 EN61000-4-30표준 CLASS A를 따른다.

및 위상차에 대한 명확하고 즉각적인 묘사를 한다.

커다란 컬러 LCD표시는 데이터 테이블, 측정 시그널의 실

부가적으로 이 페이지는 중요한 전력품질 파라미터, 전압

시간 파형, 전압 및 전류의 변화, 고조파 스팩트럼의 벡터

의 불평형률, 위상 및 크기변화에 비례한 수치정보를 제

그래프 및 바-그래프 표시에 대하여 명확한 묘사를 하며,

공, 각각의 정확한 대칭적 삼상시스템 포함한다.

숫자 키보드는 쉽고도 사용자와 친근하다.

[품질파라미터및 이벤트에 대한 쉬운 감지 및 조사]
JUPITER는 컴팩트 플래쉬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하

Harmonics/Interharmonics : 고조파는 전력품질과 관련하

여 특별히 상세한 분석실행이 가능하다. 저장된 데이터는

여 현상을 알수있는 가장 명확하다. 이는 전압 및 전류의

키트에 포함된 PQ Studio 소프트웨어로 PC를 통하여 완

파형에서 왜곡(Distortion)의 결과이다. JUPITER는 그들의

벽히 분석할 수 있다.

파형을 분석하고, IEC61000-4-7규정에 따라 31차수까지

풀세트 악세사리로 구성된 JUPITER 공급키트는 실로 완벽

의 고조파를 계산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바-그래프 및 숫

한 시스템이다.

자형태로 표시된다. 각각의 고조파 차수의 절대값과 백분
율값 뿐만 아니라 전압 및 전류고조파 사이를 Phase-shift

설정 및 측정페이지는 명확하고, 그래픽 아이콘 베이스로

로 표시한다. Interharmonics은 고조파 왜곡율의 “Closer

간단하다. 모든 페이지는 명령/기능 및 보조키로 가능한

Look"으로 각각의 고조파는 10-Interharmonic-orders 로

모든 지시를 포함해 JUPITER로 표시된다. JUPIER는 간단

분할된다.

하고 쉬운 메뉴구성으로 수치화되어있다. 항상 가시적인
지시를 보여주며 현재 그래픽이 표시되는 동안에도 특수키
로 즉시 주요측정 메뉴 또는 설정메뉴로 복귀할 수 있다.

Transients : 이 동작 모드는 기본적인 단일분석차수 또는
전압 및 전류의 파형에서 회기하는 순간적이 이벤트이다.
원하는 채널의 트리거 설정을 매우 쉽고 간단하게 환경설
모든 측정은 밝기, 컬러 그래픽 표시 또는 그래픽 형태로

정 할수 있다. JUPITER는 모든 트리거와 관련하여 켭쳐

JUPITER로 표시 및 컬러코드는 적색,녹색,파랑 시퀸스 표

및 표시할 뿐만 아니라 이벤트와 상응하는 다른 채널의 변

준이 기본이다.

화를 알수있다. 캡쳐된 파형은 줌-기능을 사용해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다.

DIPS,SWELLS&MICROINTERRUPTIONS : 이상전압(DIPS
및 SWELLS)은 단일사이클에서 RMS값의 순간적인 전압값
의 영향의 변화를 IEC61000-4-30 표준에 참조하여 분류
하였다. DIPS은 RMS값에서 기재된 증가를 감소 및 매도
로 되돌린다.
순간정정(Microinterruption)은 DIPS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
의된다. 하지만 이 경우 감소된 전압값은 매우 커서 완전
한 전력손실로 간주한다.

- Time-based Surveys :

위의 이벤트들은 일반적인 측정기술로부터 숨겨져 있다.

이 모드는 실제의 샘플값을 메모리에 저장한다. 사용자는

하지만 민감하고 값비싼 장비 및 시스템의 고장원인으로

연속저장(모든 샘플저장) 또는 샘플저장(60-사이클에 상

매우 중요하게 결정된다. 컴퓨터,장치등등.

응)을 시간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JUPITER는 IEC61000-4-30규정에 부합한 이벤트를 발견

이 샘플은 가장 만족하는 정보로 묘사되고, 연속저장은 측

하고 그들에 관한 완벽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정 서베이 중에 모든 이벤트의 “High resolution flim"같게

Time-duration, 개별 이벤트에 값과 위상의 저장,

연속적으로 저장한다.

분류

및 표시, 분석 및 통계.

다른 한편으로 시간에 따른 저장은 이 시스템의 “High
resolution photographs"의 설정과 같고, 규칙적인 간격을

[모니터링, 수치화 및 레포팅 : EN50160 분석]

갖는다.

EN50160은

- Triggered Surveys :

설비된

전력품질의

개발시

고려하는

IEC

61000-4-30 에 따라 파라미터 측정 한계과정의 지시를

이 서베이 타입은 시간파형의 서베이와 비슷하다. 하지만

표준참조 하였다. EN50160은 쉽고 간단히 JUPITER로 분

규칙적인 간격의 샘플 저장을 대신해 Trigger 조건(사용자

석할 수 있게 되었다. 간단히 키를 누름으로서 JUPITER는

가 설정)이 발생할 때 저장한다. 전형적인 샘플은 과전압

분석을 시작한다. EN50160 설정 또는 사용자 정의 파라미

의 발견, 개별적인 과전압 이벤트에 상응하는 전압 및 전

터

류의 이상을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으로 갖는다.

양쪽을

사용할

수

있다.

EN50160

분석결과는

PASS/FAIL 아이콘 및 세부사항이 즉시 이해할 수 있게 둘

_ EN50160 Surveys :

다 표시된다. 게다가, 이 분석은 JUPITER의 메모리에 저

이 서베이의 이름은 제시된 것과 같다. 이 옵션은 설비 및

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분석의 최종결과를 결정하는 검

규칙적인 간격의 결과로 저장된 EN50160 분석의 시작을

사를 허용하는 한편, 이 분석은 개발에 관한 정보를 부가

허용한다.

적으로 도와준다. EN50160은 한눈에 PASS/FAIL를 보여준

이 저장은 개별적인 결과로 완벽한 EN50160의 분석과 최

다.

종 결과를 이끈다. 이는 공급전원의 허용 또는 불가를 결
정할 뿐만 아니라, IF 및 WHEN

전형적인 전원품질의 상

태를 나타내는데 원천적으로 중요하다.

데이터 로깅[DATALOGGING] : JUPITER는 매우 강력하고
유연한 메모리 시스템 장치로 착탈식과 교환할 수 있는 컴
팩트 플래쉬 메모리를 기본으로, 측정데이터를 완벽하게
제공한다.
독특한 데이터로깅 기능과 JUPITER의 거대한 메모리는 독
특한 계산과 상세한 측정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컴팩트 플래쉬 메모리는 당신의 데이터를 위하여 높은 안
정성과 휴대성을 보장한다.
상세 데이터 관리기능은 서베이 이름과 공지영역에 대한
완벽한 편집과 저장된 데이터에 대하여 명확하고 안전한
복구를 지원한다.
SCHEDULER는 서베이의 무한한 프로그램을 허용한다.
유연한 서베이는 3가지 타입을 지원한다.

[주요기술사양]

리한 이동성를 모두 책임지기 위하여 특별한 설계가 되어
있다. Energy Explorer는 충격및 방수를 위하여 IP67등급

* 계기 / 크기 :
Self-Extinguishting ABS 케이스 및 고무로 코팅된 숫자
키보드 및 손잡이
크기(mm) : 290(W) x 210(H) x 55(D)

의 플라스틱케이스로 부식성에 저항을 가지고 있으며, 항
공이동에 적합하다.

* 표시창 :

[표준 적용규정]

320 x 240 픽셀, 컬러,

Star3Din conforms to Directive 73/23/CEE (LVD) and

그래픽 LCD스크린(115.2 x 89.3mm)

2004/108/CE(EMC).

* 전원 :

2002/96/CE(RAEE) and lather change 2003/108/CE. It

메인 : 테스크탑 전원

has been designed with reference to EN 61010-1, EN

베터리 : 2개의 독립된 베터리 구성,

61326 included append.

2002/95CE(RoHS),

10xAA NiMH 2300mAh 충전용 베터리
* 전압입력 :

Compatiable with Power quality Standard

3 Voltage 입력 : 500/1000V Double scale

IEC61000-4-30, IEC61000-2-8, EN61000-4-15,

정확도 : ±0.2% of reading, ±0.05% F.S

EN61000-4-7,EN50160,EN60868,EN60868-0

전압입력비 : 600V / CAT III
Transients(최대 Vpeak 1400V) 및 Duration 500is

A1/A2/A3,EN61000-6-2,EN61000-6-3,EN61000-3-2,

* 전류입력 :

EN61000-3-3,EN61000-3-3/A1,EN61000-4-2,EN61000

3 Current 입력 : 1000Arms 플랙시블 클램프 또는 CT클

-4-3,EN61000-4-4,EN61000-4-5,EN61000-4-5/A1,EN6

램프(1000A/1Vac or 3000A/1Vac)

1000-4-6,EN61000-4-6/A1,EN61000-4-8,EN61000-4-

정확도 : ±0.2% of reading,±0.05% F.S(±clamp error)

8-A1,EN61000-4-11,EN610004-11-A1.

CT 클램프를 위한 1Auxiliary/Neutral 입력채널 및 0-1V :

[KIT 구성품]

* 기본주파수범위 :
40~80Hz, Harmonics/Interharmonics 31차수.max 80Hz
* 주요기능 :
파형및 순간값(Singel or recurrent Event)의 시각화를
위한 SCOPE 기능
전압과 전류의 시각화를 위한 벡터그래프
전압및 전류고조파 측정 그래픽표시
(V,A,VA,W,VAR,PF,Hz,Wh,Var,THD% etc)
EN50160에 따른 전력품질 분석 : frequancy, voltage,
cariation, voltage dips,phase-to-phase voltage sweels,
shot and long interrupts, supply voltage unbalance,
harmonics,Event memorization (sample memorization,
memorization the process data).
* 내부소프트웨어 :

* JUPITER
* 데스크탑 전원공급모듈(110/230VAC)
* 전원공급케이블
* 10x 2300mAh 충전용 베터리
* 6x 전압측정 케이블
* 6x 전압측정을 위한 악어클립
* 3x 플랙쉬블 전류측정 클램프
* 512MB 컴팩트플래쉬 메모리카드
* PQ Studio PC 소프트웨어
(Only for Windows O.S CD-ROM)
* USB 하드웨어키
* IP67 방수/방충 하드케이스및 소프트백
* 사용설명서

LINUX 동작시스템
사용자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및 업그래이드.

* Guarantee/conformity 인증서

* 메모리 :
512Mb 컴팩트 플래쉬 메모리(2Gb 옵션지원)
* 언어 :
영어,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독일

[주요특징]
* PC 소프트웨어 : PQ Studio는 강력하고 사용하기 쉬운
PC 소프트웨어로 JUPITER 의 모든데이터 저장과 완벽한
분석을 위하여 특별한 디자인이 되어있다.
* 전원 : JUPITER Kit 는 데스크탑 전원(계기및 충전베터
리 공급을 위함)과 10개의 NiMH 충전지로 운영된다.(AA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15번지 선택시티 608호

Type, 2300mAH)

전화 : +82-31-777-1588

팩스 : +82-31-777-1587

Web : www.kkkk.com

E-mail : c@korins.co.kr

* 이동및 보호 : JUPITER Kit는

매우 안정적인 보호와 편

PQ STUDIO - 소프트웨어
분석및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JUPITER & JUPITER PLUS
윈도우 9x,NT,2000/XP

JUPITER KIT는 강력한 PC소프트웨어인 PQ Studio를 포함하며, JUPITER의 독특한 데이터 로깅 기능과 컴팩트 플래쉬 메
모리로 안전한 저장과 전력품질의 확장분석 및 레포팅에 대하여 완벽히 만들 수 있다.

PQ Studio는 서베이 중에 JUPITER를 통하여 모든데이터 저장에 대하여 가장 상세한 레벨까지 검사을 지원한다 : 모든 측
정 및 이벤트를 재생 및 즉시 확인.
모든 그래프및 표시모드는 쉽게 구성되며, 사용자의 지시로 원하는 파라미터/이벤트 주요부분을 원하는 묘사및 레포팅 표
준으로 만날 수 있다.

PQ Studio는 눈에띄는 한계 수행이 아니라, 측정 서베이의 분석과 재생이다.
측정결과는 일반적으로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레포트로 사용한다. PQ Studio의 특징은 많은 계수와 레포팅 작업의 간
단히 할수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PQ Studio의 중심은 측정데이터의 분석과 레포팅이다.
- PQ Studio의 명확한 정보와 훌륭한 그래프는 당신의 레포트를 위하여 워드(Word-files)로도 쉽게 삽입할 수 있다.
- 유연한 프린팅 기능은 당신의 데이터를 쉽게 프린트 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 모든 측정데이터는 PQ studio의 분할된 쉬트로 표시할 수 있다. 마우스의 몇 번의 클릭으로 충분히 선택되며,
저장/측정 설정된 어떠한 것도 Excel 또는 그래프 출력할 수 있다.
- JUPITER EN50160 분석 서베이는 일반적으로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레포트로 재생할 수 있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15번지 선택시티 608호
전화 : +82-31-777-1588

팩스 : +82-31-777-1587

Web : www.kkkk.com

E-mail : c@korins.co.kr

PINZA-10A/1VAC

CLAMP CT 10A/1V-AC

PINZA-200A/1VAC

4AAR1

Clamp CT 200A/1V-AC

PINZA-1000A/1VAC

4AAWS

Clamp CT 1000A/1V-AC

PINZA-3000/1-D6

4AAC3

Clamp CT 3000A/1A-AC (to be used with INTA/1)

PINZA-400A/0,4V-40A/0,4V-AC-DC

4AABU

Clamp CT 400A/1V-AC/DC (to be used with ADAPTA)

PINZA-1000A/1V-100A/1V-AC-DC

4AABW

Clamp CT 1000A/1V-AC/DC (to be used with ADAPTA)

AMPFLEX-1000A/1VAC-45CM

4AAQB

Flexible Current Transformer 1000A - length 45 cm

AMPFLEX-1000A/1VAC-80CM

4AAQC

Flexible Current Transformer 1000A - length 80 cm

AMPFLEX-3000A/1VAC-80CM

4AAQD

Flexible Current Transformer 3000A - length 80 cm

AMPFLEX-3000A/1VAC-120CM

4AAQE

Flexible Current Transformer 3000A - length 120 cm

3 AMPFLEX-1000A/1V

4AABN

Set of three Flexible Current Transformer 1000A L=61cm. one amplifier

PINZA_LMA-DIAM55

4AADM

Clamp CT for leakege current measurement

4AASA

Clamp CT PR20 (to be used with ADAPTA)

PINZA-10/1V-AC-DC

INTERFACES AND ADAPTERS FOR MEASURES INPUTS
ADAPTA-1V/1V

4AACQ

Clamp CT connectors adapter 1V/1V

INTA/1

4AABB

Coverter 1A to 1V for CT with 1A output

INTA/5

4AABD

Converter 5A to 1 V for CT with 5A output

SEPA/5X1

4AAER

Galvanically isolated converter 5A/1V

DSC-400VAC

4AANY

Delta Star CONVERTER input max 400V

DSC-MT

4AAC4

Delta Star CONVERTER for input max 100V for PT output

DSCD 2

4AAHG

Delta Star CONVERTER input max 700V din rail

ACCESSORIES AND CONVERTERS FOR SERIAL COMMUNICATION
INTERFACE-OF-RS232

4AAFH

Kit with 5m of OF fibre+Adapter 25/9 pin + converter OF/232

CONVERT.OF/RS232-9P

4AAFQ

MONODIRECTIONAL RS232-OF SIGNAL CONV.

RS485-SIGNAL REPEATER
PC-485-BOX 220 VAC

4AAJY bi-directional amplifier for RS485 serial line
4AAK4 RS232-RS485 signal converter

SOFTWARE
Software Energy Studo Manager. see description at page 3.

Energy Studio Manager
STARLIGHT

4AAX9

CONNET.CAVO-DISPER.
VIP VISION - 32-IT/UK

4AATG

SCADA sw up to 32 instruments; Win 9.x/NT4

ENERGY
VIPC.VIP
VISION-247IT/UK

4AATH

SCADA sw up to 247 instruments; Win 9.x/NT4

C.VIP
ONE
PQ STUDIO

4AAXT

Software for JUPITER Win 9X/NT/2000, 5 languages

VIP SYSTEM3 SOFTWARE

4AATB

Software for VIP SYSTEM3 Win 9X/NT/2000, 5 languages

NANOWIN

4AARQ

Software for NANOVIP PLUS Win 9.X, NT, 2000,XP ; 5 Languages

MICROWIN

4AASK

Software for MICROVIP3PLUS; Win 9.X, NT, 2000,XP ; 5 Lang.

easy to use monitoring sw. 128 instr. WIN 9.x/2000/XP Italian-English

Nanovip- Plus Mem

Nanovip- Plus

Microvip3 Plus

Microvip3

JUPITER

Vip System3

Vip 96 Plus

Vip 96

Vip 396

Star 3

Vip Mem

Vip Energy

Sirio

Dmm3

Description

4AABM

Ed39 Din

Ref.

Types

Star3 Din

CUIRRENT CLAMPS FOR PORTABLE ANALYSERS

CONNET. CAVO DISPER.

4AAAM

SHIELDED CONNECTION CABLE for black box lma

CAVO-MISURA-1000V

4AABG

Voltage LEADSET for meas.up to 1000Vrms without crocodiles

CAVI-MISURA-1000+COCCOD

4AAQQ

Voltage LEADSET for meas. up to 1000Vrms with crocodiles

CAVO-RS232-EPSON

4AACW

Connection cable System3 to serial printer.

CAVO-RS232-IBM-PC-XT

4AACF

PC Connection cable 25 pin

CAVO-RS232-IBM-PC-AT

4AAL5

PC Connection cable 9pin

CAVO-RS232-MODEM

4AACN

Connection cable VIP SYSTEM 3 with modem

CAVO-ADAPT-25P-9P

4AACM

ADAPTER RS232 9pin female/25 pin male

CAVO CENTRONIC

E1ADV

CENTRONICS standard cable

JUPITER ACCESSORIES
4AAXV

Compact Flash Memory Card 512Megabyte

COMPACT FLASH 1Gb

4AAXW

Compact Flash Memory Card 1Gigabyte

ADD. BATTERY PACK

4AAXU

Package of 10 rechargeable NiMh batteries type AA

AMPFLEX 1000A 80CM

4AAXX

Flexible Current Transormer 1000A-80cm, with direct connection

COMPACT FLASH 512Mb

BLACK BOXES AND MEMORY PACKS FOR VIP SYSTEM3
MEMORY-PACK-128K

4AABF

Memory for Measurements Surveys

MEMORY-PACK-512K

4AADJ

Memory for Measurements Surveys

MP-PI-1

4AACP

Parallel Interface for Memory Pack Reading from Pc

BLACK-BOX-CENTRONICS

4AACX

Box for Connection To External Parallel Printer

BLACK-BOX-COGENERAT.

4AAES

BLACK-BOX-HARMONICS

4AADG

Harmonic Analysis

BLACK-BOX-LMA

4AACA

Measures of Leakage Current

BLACK-BOX-GEN.USE

4AAD3

Measurements from the Analog Inputs

Measures of Exported Energy Counters (Cogeneration)

OTHER ACCESSORIES
COCCODRILLO-GRIP-C

4AABY

Voltage crocodile probe up to 1000V(AC-DC).

CORNICE VIP ENERGY

4AAF2

Flush mounting frame for panel meters 9 din

CORNICE SIRIO

4AAF8

Flush mounting frame for panel meters 4 din

ALIMENTATORE

4AAQI

POWER SUPPLY for Nanovip Plus PLUS MEM

FBC2

4AACT

Fast Battery charger 230VAC for Vip System 3

CURRENT TRANSFORMERS
CURRENT TRANSFORMERS /5

wide range of current transformers 5 Amps output available.
Models : bus bar ; cables ; split core; summation; miniature.

contact EEN

Nanovip- Plus

Nanovip- Plus Mem

Microvip3

Microvip3 Plus

Vip System3

Vip 96 Plus

JUPITER

Vip 96

Vip 396

Star 3

Vip Mem

Vip Energy

Sirio

Dmm3

Ed39 Din

Star3 Din

CAB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