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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징 및  제원 

 관찰 범위 :  LED표시기  : 0.01 ~ 1 [Ga]  

                           USB통신(PC)  : 0.001~1.3 [Ga] 

 10단계 LED방식의 자속 방향 및 크기 표시     

 지구자기장 및 주변 잡음 자기장 제거 기능   

 분리형 고정밀 M.I 센스 적용  

  3축 자속 측정  지원 

 PC를 이용한 원격 자료수집 및 그래프 출력 기능  

 전원  : AAA(1.5V) x 3    

 크기  :  101 x 61 x 27 mm(본체)   

 소비 전류 :  최대 80mA  (대기 0.1mA) 

 입출력 :  전원 스위치 ,  Mode전환 버튼 스위치 

                      단위 선택 스위치,  

                      모니터링 단자,  센스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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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품 

직선도선 거리자 

직선도선 

가이드 

센스가이드 

MI자기장센스 

원형코일 

R10,2T 

DT-151 

USB변환케이블 

클립도선 

원형코일 

R10,1T 

W-200 본제 

기타  부속물 

 - 미끄럼방지 테이프 

 - 배선고정 클립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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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속계  외관 (W-200MSK) 

단위 선택 스위치 

전원 스위치 

모니터링 단자 

보정/모드  버튼 

자계 방향및 

크기 표시기  

M.I센스 가이드 고정볼트 

자기장 센스 단자 

* 양산 시점에 따라 제품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드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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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선가이드 조립 

1) 거리 눈금자를 좌우로 움직여 안쪽이 배선과 최대한 밀착되도록 위치시킨 후 수직지지대 뒷면의  

     볼트를 돌려 고정시킵니다. 

     * 제공되는 배선의 두께는 직경이 1.6mm 이므로 반경은 0.8mm 이고 밀착 정도에 따라  

        통상 눈금자가  시작되는 모서리와 1~1.2mm 떨어지게 됩니다.  

    * 참조: 눈금자는 1mm부터 시작됩니다.. 

2) 거리자 와 적당한 간격으로 위와 아래쪽에 클립을 삽입하여 배선을 고정 시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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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센스의 조립 – 직선도선 자기장 

1) 센스 가이드를 자속계 본체의 윗면에 그림과 같이 위치 시키고  볼드를 조아 고정시킵니다. 

2) 센스를 가이드 상단에 꽂은 후 배선판의 거리 눈금자 상단에 위치하도록 높이를 조절합니다.  

3) 센스 케이블을 그림과 같이 커넥터에 연결 합니다. (전원을 켜기 전에 센스가 먼저 연결되어야 합니다) 

높이고정 

 볼트 

높이가변 

센스의 좌우 방향이 

틀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기장관찰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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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센스 위치 와  거리  

1) 센스의 방향이 그림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2) 센스의 중심점이 선의 중심과 일치 하도록 A방향으로 움직여 위치시킵니다. (가장 중요) 

3) B 방향으로 배선가이드를 움직여 원하는 거리에 위치시킵니다.  

        * 특정 정에서 지구자기장 및 잡음자기장을 제거하게 되므로  실험 관찰 중에 센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보다 

            배선가이드를 움직여 거리 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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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 중심점에서 

내려그은 가상 수직선 

위치의 눈금이 전류가 

흐르는 선의 중심과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센스의 중심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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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센스의 조립 – 원형도선의 자기장 관찰 

1) 센스 가이드를 자속계 본체의 아래 그림과 같이 위치 시키고  볼드를 조아 고정시킵니다. 

2) 우측면의 리셋 버튼을 길게 눌러 모드표시등을 켭니다.   

      - 모드등이 켜지면 자기장 관찰 축이 바뀌어 원형도선 관찰 모드로 변경됨  

센스의 설치 방향이 

틀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표시등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기장관찰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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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속계 사용법 

[ 준비 ] 

1) 센스를 연결합니다. ( 전원을 켜질 때 센스를 초기화 하므로 필수) 

2) 관찰 대상에 맞도록 측정 단위(UNIT) 스위치를 설정합니다. 

3) 전원 스위치를 ON합니다. 

4) 측정 위치에 본체와 센스를 위치 시킵니다. 

[지구자기장 제거] 

5)    현재 센스 위치에 존재하는 지구자기장과 잡음 자기장 제거를 위하여, 관찰 대상에 전류를 차단하고 

6) 우측 면의 TACK 버튼을  가볍게 눌러 LED가 [0]의 값이 표시되도록 합니다. 

[관찰] 

7)     관찰대상(배선)에 전류를 흘리면 센스위치의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LED로 표시됩니다. 

Magnetic Flux Meter 

10 9 6 7 8 5 4 3 2 1 0 1 2 3 4 5 6 7 8 9 10 

LED가 중심점을 기준으로 켜지는 방향이 관찰점에서의 자계 방향 

단위 0.01Ga 설정시 :  

   0.035~ 0.045[Ga] 범위에 있음 => 평균값 0.04[Ga] 

단위 0.1Ga 설정시 : 

  0.35~0.45범위에 있음=> 평균값 0.4[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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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윈엠] 설치 및 동작  

주의) [윈엠] 용 통신변환 게이블(DT-151)은  가속도계용 변환 케이블과 하드웨어적으로 호완 되지 않으며  

          혼용시  연결된 기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1) 자속계 홈페이지의 자속계용 드라이버를 다운 받아 설치하고 변환 케이블을 USB포트에 연결하여 

       장치 관리자에서 연결 상태를 확인 합니다. 

        * 가속도계 디자인 툴킷 라이트용 드라이버가 이미 설치 되어 있다면 드라이버 설치가 필요없습니다. 

        * 드라이버 설치 확인 과정이 필요하면 Page 12 드라이버 설치 내용을 참조합니다. 

2) 자속계에 통신 변환 케이블을 연결하고 전원을 켭니다. 

3) PC에 설치되어 있는 [윈엠]을 켜면 자속계가 자동으로 연결되고  자속값이 표시됩니다.  

        - 자동 연결이 될 경우 Page 13,14의 포트 변경 요령을 참조합니다.   

2) [윈엠]은 자속계의 단위 설정 또는 잡음자기장 제거모드와 관계없이 실제 자계값을 표시합니다. 

3) [윈엠]에서 지구자기장이나 주변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제거하려면 보정창을 이용하십시오. 

4) 그래프에서 마우스의 우측버튼을 이용하여 드레그 하면  축소/확대가 가능합니다. 



Page 11/16 

자기장실험킷(W-200KIT) 설명서 
Technology & Human 

8-2. 윈엠 메인 화면 설명 

저장또는 가져오기 

파일명 

저장/가져오기 버튼 그래프 

캡처시간 캡처 시작 및 종료버튼 

툴킷 상태 

버튼 

자동연결 

버튼 

관찰그래프 

메시지 창 

모니터링 창 

보정 처리창 

칼만필터
선택 

자속계 방향 설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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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관리자의 포트에서 USB Serial Port(COM X)가 아래 그림과 같이 추가되어 있으면, 

드라이버 설치가 끝난 것입니다. * COM 번호는 PC나 USB 포트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치관리자를 켜놓은 상태에서 USB 케이블을 PC에서 

분리하면 위의 항목이 사라지고, 연결하면 다시 

나타나므로 해당 장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 COM포트 : COM1~8 

* 만약 COM1~8사이의 포트가 아닐 

경우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여 포트를 

COM1~8사이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W-100DK의 드라이브 W-100DKL(툴킷라이트)의 드라이브 

부록 : Window 드라이버 설치 및 포트 변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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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치명에 커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 서브 메뉴가 나오도록 합니다. 

속성을 선택합니다.. 

부록 : Window 드라이버 설치 및 포트 변경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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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이 선택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등록정보창이 

나타납니다 

아래 창에서 “고급(Advance)”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과 같이 COM PORT번호를 1~8사이의  

사용하지 않는 포트번호를 선택합니다. 

(PC에 따라 COM1,2를 내부모뎀에 할당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COM3~8사이를 

권장합니다) 

부록 : Window 드라이버 설치 및 포트 변경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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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PORT변경이 끝나면 확인 버튼을 눌러 

빠져나오면 완료됩니다. 장치관리자 화면이 갱신되지 

않아서 이전의 COM포트가 나탈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USB를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면 변경된 

포트번호가 나타납니다.. 

부록 : Window 드라이버 설치 및 포트 변경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