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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W6315용 KEW Windows의 시작

사용 환경

시스템 조건:
  CPU : 팬티엄 4, 1.6GHz 이상

  메모리 :   1Gbyte 이상 (for Windows 10 / 8.1 / 8 / 7 / Vista)

  OS : Windows 10 / 8.1 / 8 / 7 / Vista
(32bit/64bit)

  HDD : 1Gbyte 이상
( .NET Framework redistributable package의 크기 포함)
(하드 디스크 공간 필요)

  CD 또는 DVD 드라이브 : 어플리케이션 설치용

  디스플레이 : 1024 x 768 dots, 65536 칼라 이상

권장 조건:

2GHz 이상의 팬티엄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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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W Windows for KEW6315 시작하기

PC에 KEW6315를 접속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 분석 (P.6)]
이 가능합니다.

STEP 1
"KEW Windows"의 시작.

1 PC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거나,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KEW" -> "KEW WindowsV2"를 클릭합니다.

STEP 2
"KEW Windows for KEW6315"를 시작합니다.

1 KEW6315 [Start]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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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W6315용 KEW Windows의 시작

PC에 KEW6315를 접속한 경우.

[데이터 분석 (P.6)]

[PC로 데이터 저장하기 (P.38)]

[KEW6315 설정 (P.46)]

[실시간 측정 (P.52)]
이 가능합니다.

STEP 1
KEW6315와 PC 연결하기.

1 KEW6315와 PC를 USB케이블로 접속합니다.

2 KEW6315의 전원을 켭니다.

STEP 2
"KEW Windows"의 시작.

1 PC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거나,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KEW" -> "KEW WindowsV2"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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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W6315용 KEW Windows의 시작

STEP 3
"KEW Windows for KEW6315" 시작하기.

1 KEW6315 [Start] 버튼을 클릭합니다.

KEW6315를 PC와 접속했는데, 연결 상태란에"ON"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검출]을 클릭하십시오.

[재검출]을 클릭해도 "ON"이 표시되지 않으면, "고장의 수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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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KEW6315에 기록된 데이터 분석

STEP 1
메뉴 열기.

1 "데이터 관리 뷰어"의 [메뉴 열기]를 클릭합니다.

STEP 2
PC에 저장된 데이터 표시..

1 [기록 데이터 분석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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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STEP 3
KEW6315에 저장된 데이터 열기.

1 선택한 아이템이 분석됩니다.

[시계열] …전력 데이터를 분석
[고조파] …고조파 데이터를 분석
[이벤트] …전원 품질 이벤트 데이터를 분석
[EN50160] ...For data analysis according to EN50160

*참조 : 시계열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하는 값을 관측값으로 하여 기록된 것을 말함.

2 [데이터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3 해석하려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다운로드 시작]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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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4 PC로 데이터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데이터 분석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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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다운로드 데이터 분석

STEP 1
메뉴 열기.

1 "데이터 관리 뷰어"의 [메뉴 열기]를 클릭합니다.

STEP 2
PC에 저장된 데이터 표시.

1 [기록 데이터 분석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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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2 선택한 아이템이 분석됩니다.

[시계열] …전력 데이터를 분석
[고조파] …고조파 데이터를 분석
[이벤트] …전원 품질 이벤트 데이터를 분석
[EN50160] ...For data analysis according to EN50160

3 [데이터 분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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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전력 데이터 분석

STEP 1
디스플레이 항목.

1 데이터 기록 시각.

처음에 기록된 데이터 시각 마지막에 기록된 데이터 시각

커서 위치의 시각. 그래프의 시각축

2 시계열 그래프.

그래프명 커서

그래프 항목명 측정값 축
커서가 위치한 값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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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3 시계열 목록.

KEW6315의 시리얼 No.

측정 정보 시계열 목록

STEP 2
기능.

1 2 3 4 5 6 7 8 9 

11 

10 

12 

- 12 -



데이터 분석

1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변경하기.

그래프와 목록 동시에 표시하기.
화면을 2분할하여 상단에는 시계열 그래프., 하단에는 목록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그래프만 표시하기.
화면에 시계열 그래프만 표시합니다.

목록만 표시하기.
화면에 목록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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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2 표시된 그래프 변경하기.

다른 그래프로 변경하기.

그래프에 표시된 측정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Right-click on the item list to select all items
or diselect the selected items.

그래프의 표시/숨김
그래프 항목만 표시/숨김

3 그래프의 선택/선택 취소.

모든 그래프 선택하기.
표시하려는 모든 그래프의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모든 그래프 취소하기.
모든 체크 박스를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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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4 풀-스케일로 그래프 표시하기.

선택된 그래프를 풀-스케일로 표시하기.
기록 기간에 기록된 모든 데이터를 그래프에 표시합니다.

*기록 데이터의 크기로 인하여, 풀-스케일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자동 스크롤 재생하기.

자동 스크롤 시작.

자동 스크롤 정지.

자동 스크롤 속도 변경하기.
지정한 재생 속도의 간격으로 측정치 커서가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6 리포트 주기 변경하기.

리포트 주기를 변경하려면
데이터 표시 간격을 변경
예.

"1초" 간격으로 기록한 데이터의 리포트 간격을 "1분" 간격으로 변경할 경우

실제 기록 데이터 리포트 주기 변경 후의 데이터
경과시간 경과시간
0000:00:01 0000:01:00
0000:00:02 0000:02:00
0000:00:03 0000:03:00

0000:60:00 0000:60:00

총 3600 데이터 총 60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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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7 클립보드로 복사.

그래프 복사하기:

표시된 모든 시계열 그래프를 이미지로 클립보드에 복사.

목록 복사하기:
선택 범위 내의 목록 데이터를 항목 헤더를 부가하여 

탭 구분 텍스트 데이터로 클립보드에 복사.

8 인쇄하기.

그래프 인쇄하기:
표시된 모든 시계열 그래프를 인쇄합니다.

목록 인쇄하기:
대상 기간의 리포트와 목록을 인쇄하거나 CSV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인쇄/저장 기간

전력 사용량 리포트용 파라미터
(전력 사용량 리포트를 인쇄하려면

P.64를 참조)

전력 사용량 리포트를 인쇄
목록을 인쇄

CSV 형식으로 데이터 저장

9 서브 그래프 정렬하기.

열려있는 서브 그래프 정렬하기:

표시되어 있는 시계열 뷰어와 서브 그래프를 보기 쉽도록 정렬합니다.

서브 그래프 모두 닫기:
열려있는 서브 그래프를 모두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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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10 그래프 스크롤하기.

커서를 오른쪽, 왼쪽으로 스크롤합니다.

화면의 1/2을 스크롤
화면의 1/4을 스크롤

11 그래프 표시 방법을 변경하기.

서브 그래프 표시.

그래프에 표시할 항목을 선택.

그래프 최소화. 선택된 그래프에만 적용됩니다.

변경된 그래프 크기 복구.

그래프 최대화.

그래프 닫기.

그래프 표시 순서 변경하기:
그래프의 좌측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변경하려는 위치에 놓습니다.

그래프 항목을 일시적으로 숨기기:
표시
숨김

그래프 항목 색상 변경하기:
그래프 항목의 색상 상자를 클릭하면, "색상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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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12 커서 이동하기.

1간격만 커서를 앞뒤로 이동합니다.

13 그래프 표시 영역 변경하기.

시간축을  확대
(그래프 표시 기간을 짧게합니다.)

마우스의 왼쪽을 클릭하여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시간축을  축소
(그래프 표시 기간을 길게합니다.)

마우스의 왼쪽을 클릭하여 왼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측정값 축을 확대하기 .

마우스의 왼쪽을 클릭하여 위 또는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 노란색 영역이 확대됩니다.

확대된 축을 원래 크기로 복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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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STEP 3
서브 그래프 표시.

1 벡터 표시.

커서가 위치한 시점의 RMS값과 위상각을 벡터도로 표시합니다.
(전압 또는 전류 위상각만 적용)

2 커서값.

커서가 위치한 시점의 측정값을 크게 표시합니다.
(전압 또는 전류 위상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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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고조파 데이터 분석

STEP 1
디스플레이 항목.

1 데이터 기록 시간..

처음에 기록된 데이터의 시각 마지막에 기록된 데이터의 시각

커서 위치의 시각 그래프의 시각축

2 시계열 그래프.

그래프명 커서

그래프 항목명 측정값 축
커서가 위치한 값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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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3 시계열 목록.

목록명

측정 정보 시계열 목록

STEP 2
기능.

1 2 3 4 5 6 7 8 

1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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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1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변경하기

그래프와 목록을 동시에 표시하기.
화면을 2분할하여 상단에는 시계열 그래프., 하단에는 목록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그래프만 표시하기.
화면에 시계열 그래프만 표시합니다.

목록만 표시하기.
화면에 목록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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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2 표시된 그래프 변경하기.

다른 그래프로 변경하기.
그래프에 표시된 측정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Right-click on the item list to select all items
or diselect the selected items.

그래프의 표시/숨김
그래프 항목만 표시/숨김

3 그래프의 선택/선택 취소.

모든 그래프 선택하기.
표시하려는 모든 그래프의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모든 그래프 취소하기.

모든 체크 박스를 해제합니다.

- 23 -



데이터 분석

4 풀-스케일로 그래프 표시하기.

선택된 그래프를 풀-스케일로 표시하기.
기록 기간에 기록된 모든 데이터를 그래프에 표시합니다.

*기록 데이터의 크기로 인하여, 풀-스케일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자동 스크롤 재생하기.

자동 스크롤 시작.

자동 스크롤 정지.

자동 스크롤 속도 변경하기.
지정한 재생 속도의 간격으로 측정치 커서가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7 클립보드로 복사

그래프 복사하기:
표시된 모든 시계열 그래프를 이미지로 클립보드에 복사.

목록 복사하기:
선택 범위 내의 목록 데이터를 항목 헤더를 부가하여 

탭 구분 텍스트 데이터로 클립보드에 복사.

8 인쇄하기.

그래프 인쇄하기:
표시된 모든 시계열 그래프를 인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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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목록 인쇄하기:
대상 기간의 리포트와 목록을 인쇄하거나 CSV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인쇄/저장 기간

목록 인쇄용 머리말/꼬리말

목록 인쇄

CSV 형식으로 데이터 저장

* Only the orders which have been selected and displayed on graphs are subject to print 
   and CSV output.

[ 다른 그래프로 변경하기.(P.23)]

9 서브 그래프 정렬하기.

열려있는 서브 그래프 정렬하기:

표시되어 있는 시계열 뷰어와 서브 그래프를 보기 쉽도록 정렬합니다.

서브 그래프 모두 닫기:
열려있는 서브 그래프를 모두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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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10 그래프 스크롤하기.

커서를 오른쪽, 왼쪽으로 스크롤합니다.

화면의 1/2을 스크롤
화면의 1/4을 스크롤

11 그래프 표시 방법을 변경하기.

서브 그래프 표시.

그래프에 표시할 항목을 선택.

그래프 최소화. 선택된 그래프에만 적용됩니다.

변경된 그래프 크기 복구.

그래프 최대화.

그래프 닫기.

그래프 표시 순서 변경하기:
그래프의 좌측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변경하려는 위치에 놓습니다.

그래프 항목을 일시적으로 숨기기:
표시
숨김

그래프 항목 색상 변경하기:
그래프 항목의 색상 상자를 클릭하면, "색상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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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12 커서 이동하기.

1간격만 커서를 앞뒤로 이동합니다.

13 그래프 표시 영역 변경하기.

시간축을  확대
(그래프 표시 기간을 짧게합니다.)

마우스의 왼쪽을 클릭하여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시간축을  축소
(그래프 표시 기간을 길게합니다.)

마우스의 왼쪽을 클릭하여 왼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측정값 축을 확대하기 .

마우스의 왼쪽을 클릭하여 위 또는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 노란색 영역이 확대됩니다.

확대된 축을 원래 크기로 복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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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14 목록에 표시된 측정값 전환하기.

목록 상단의 탭으로 바꿉니다.

15 목록에 표시된 채널 전환하기.

목록 상단의 탭으로 바꿉니다.

STEP 3
서브 그래프 표시.

1 벡터 표시.

커서가 위치한 시점의 RMS값과 위상각을 벡터도로 표시합니다.
(전압 또는 전류 위상각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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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2 고조파 그래프.

커서가 위치한 지점의 각 차수별 RMS값을 막대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전압 또는 전류 위상각만 적용)

3 위상차 그래프.

커서가 위치한 지점의 각 차수별 전압 전류 위상차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전압 또는 전류 위상각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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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전원 품질 이벤트 데이터 분석

STEP 1
디스플레이 항목.

1 데이터 기록 시간.

처음에 기록된 데이터의 시각 마지막에 기록된 데이터의 시각

커서 위치의 시각 그래프의 시각축

2 시계열 그래프.

그래프명 커서

그래프 항목명 이벤트 발생 지점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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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3 이벤트 상세 데이터.

RMS 그래프

각 이벤트의 총 발생 횟수 파형 그래프

전원 품질 이벤트 목록

발생시의 측정값
발생일 발생 이벤트

발생시각 시작/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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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STEP 2
기능.

1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변경하기.

그래프와 목록을 동시에 표시하기.
화면을 2분할하여 상단에는 시계열 그래프., 
하단에는 목록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목록만 표시하기.
화면에 목록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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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상세 이벤트 데이터만 표시하기.
화면에 이벤트 데이터 표시.됩니다.

2 표시된 그래프 변경하기.

다른 그래프로 변경하기.

그래프에 표시된 측정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그래프의 표시/숨김
그래프 항목만 표시/숨김

3 그래프의 선택/선택 취소.

모든 그래프 선택하기.

표시하려는 모든 그래프의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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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모든 그래프 취소하기.

모든 체크 박스를 해제합니다.

4 풀-스케일로 그래프 표시하기.

선택된 그래프를 풀-스케일로 표시하기.
기록 기간에 기록된 모든 데이터를 그래프에 표시합니다.

5 클립보드로 복사.

그래프 복사하기:
표시된 모든 시계열 그래프를 이미지로 클립보드에 복사.

목록 복사하기:
선택 범위 내의 목록 데이터를 항목 헤더를 부가하여 

탭 구분 텍스트 데이터로 클립보드에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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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6 인쇄하기.

그래프 인쇄하기:
표시된 모든 시계열 그래프를 인쇄합니다.

목록 인쇄하기:
대상 기간의 리포트와 목록을 인쇄하거나 CSV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인쇄/저장 기간

목록 인쇄용 머리말/꼬리말

목록 인쇄

CSV 형식으로 데이터 저장

STEP 3
전원 품질 이벤트 목록의 표시.

1 이벤트 발생 지점으로 커서 이동하기.

2 발생 이벤트 목록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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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3 RMS 변동 그래프.

측정값 축을 확대하기 .

마우스의 왼쪽을 클릭하여 위 또는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전압의 변동을
확대하여 표시.

* 파란 부분이 확대됩니다.

마우스의 왼쪽을 클릭하여 위 또는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전류의 변동을
확대하여 표시.

* 분홍 부분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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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4 파형 그래프.

측정값 축을 확대하기 .

마우스의 왼쪽을 클릭하여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전압 파형을
확대하여 표시.

* 파란 부분이 확대됩니다.

마우스의 왼쪽을 클릭하여 위 또는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전류 파형을
확대하여 표시.

* 분홍 부분이 확대됩니다.

시간 축을 확대하기 .

마우스의 왼쪽을 클릭하여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시간 축을
확대하여 표시.

* 녹색 부분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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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Analysis complying with EN50160

<Required settings for analysis according to EN50160>

* Setting values for 1. and 4. through 8. should be the same as specified above. 

　 　Otherwise, a warning message "Not complying with EN50160." is displayed.
<Recording interval and test items that can be output>

STEP 1
Displayed items

Setting Setting value Mandatory

1. Wiring 3P3W3A(+1A), or 3P4W(+1A)
2. Recording item Power+Harmonics+Event O
3. Recording method Manual, or Continuous O
4. THD calculation THD-F
5. Hysteresis 2%
6. Swell 110%
7. Dip 90%
8. Int 1%

Test item 10 sec or less 15 sec or more
Frequency O
Voltage variation O
Flicker O
Voltage unbalance O
Harmonics O
Swell O O
Dip O O
Int O O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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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1 List display

A list of all results are displayed.

2 Details display

The details of each result can be checked.

STEP 2
Functions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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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1 Change the display layout.

To display a list of results and the details in one screen.
Split the screen in two sections and display a list of results in the upper area and 
the details in the lower area.

To display list only.
A list of result is displayed over the entire viewer.

To display the detailed data only.
The detailed data  is displayed over the entire viewer.

2 Switch the report parameters

To open the Parameter window
Setting window for report parameters is displayed.
(Step 2 About each parameter …P.41)

- 40 -



데이터 분석

3 Print

To print report
The displayed EN50160 test report will be printed out.

Header/ Footer for Report

STEP 2
About each parameter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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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1 Specify the test duration period

The period of test duration can be changed.

* During the duration period of any of swell/ dip/ int events, reliability of the other 
  event duration” and exclude the values measured during such event duration to obtain 
  reliable statistical results. 

2 Select the test item, period and range

Select desired test items and change the test period or range.

Specify the desired requesting period. Specify the desired range.
Uncheck the box to exclude the item for test.

For harmonics, only the upper limits can be specified. 

3 Adjust ranges to classify the number of events

Durations of events and ranges of rms values can be adjusted. 

- 42 -



PC로 데이터 저장

SD카드에서 PC로 데이터 가져오기.

STEP 1
메뉴 열기.

1 "데이터 관리 뷰어"의 [메뉴 열기]를 클릭합니다.

STEP 2
SD카드에 저장된 데이터가 표시.

1 [PC에 기록 데이터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 43 -



PC로 데이터 저장

2 "SD 카드"를 선택하고 클릭합니다.

STEP 3
기록 데이터를 PC로 저장하기.

1 PC로 저장하려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다운로드 시작]을  클릭합니다.

- 44 -



PC로 데이터 저장

KEW6315 내부 메모리에서 PC로 데이터 가져오기.

STEP 1
메뉴 열기.

1 "데이터 관리 뷰어"의 [메뉴 열기]를 클릭합니다.

STEP 2
내부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가 표시.

1 [PC에 기록 데이터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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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로 데이터 저장

2 "내부 메모리"를 선택하고, 클릭합니다.

STEP 3
기록 데이터를 PC로 저장하기

1 PC로 저장하려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다운로드 시작]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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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로 데이터 저장

카드 리더기를 사용하여 데이터 가져오기.

STEP 1
KEW6315에서 SD카드 추출하기.

1 KEW6315에서 SD카드를 추출합니다.

STEP 2
메뉴 열기.

1 "데이터 관리 뷰어"의 [메뉴 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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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로 데이터 저장

STEP 3
PC에 저장된 데이터 목록이 표시됩니다.

1 [기록 데이터 분석하기]를 클릭합니다.

STEP 4
SD 카드에서 PC로 기록 데이터 가져오기

1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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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로 데이터 저장

2 측정 정보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예) KEW6315_SD(D:)\KEW\S0002\INIS0002.K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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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로 데이터 저장

*그래그 & 드랍으로 가져오기 .
드래그 앤 드랍을 사용하여 PC로 데이터 폴더를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PC로 폴더를 가져오려면, 폴더를 드래그하여, "데이터 관리 뷰어"로 드랍하십시오.

예) KEW6315_SD(D:)\KEW\S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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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W6315 설정

KEW6315 설정 데이터 작성하기.

STEP 1
메뉴 열기.

1 "데이터 관리 뷰어"의 [메뉴 열기]를 클릭합니다.

STEP 2
KEW6315 설정 표시하기.

1 [동기측정・KEW6315 설정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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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W6315 설정

STEP 2
KEW6315의 신규 설정 작성하기.

1 [신규 작성]을 클릭합니다.

2 사용자 지정 설정.

* 설정값의 상세 내용은 KEW6315 취급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TEP 3
편집된 설정 저장하기.

1 [저장]을 클릭합니다.

- 52 -



KEW6315 설정

2 파일명을 지정하고, [OK]를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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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W6315 설정

KEW6315에서 설정 데이터 읽어오기.

STEP 1
KEW6315에서 설정 데이터 읽어오기.

1 [수신하기]를 클릭합니다.

2 연결된 KEW6315의 시리얼 No.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STEP 3
수신된 설정을 PC에 저장하기.

1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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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W6315 설정

2 파일명을 지정하고, [OK]를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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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W6315 설정

KEW6315에 설정 데이터 적용하기

STEP 1
적용할 설정 데이터 선택하기.

1 KEW6315에 적용할 설정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STEP 2
KEW6315에 선택한 설정 데이터 적용하기.

1 [전송]을 클릭합니다.

2 연결된 KEW6315의 시리얼 No.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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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측정

동기 측정 개시하기.
Note) Graph and list data might not be updated and displayed properly depending on the 

spec and performance of the PC connected. For details, please refer to "Trouble-
shooting" on page 79.

STEP 1
메뉴 열기.

1 "데이터 관리 뷰어"의 [메뉴 열기]를 클릭합니다.

STEP 2
동기 측정 제어 화면이 표시됩니다.

1 [동기측정・KEW6315 설정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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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측정

STEP 3
동기 측정 개시하기.

1 [측정 시작]을 클릭합니다.

2 동기 측정하려는 KEW6315의 시리얼 No.를 체크하고, [OK]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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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측정

STEP 4
윈도우를 닫습니다.

1 윈도우의 [x]를 클릭합니다.

2 원하는 항목을 3가지 중에서 선택합니다.

"KEW6315의 기록을 계속하고, 윈도우를 닫습니다."

윈도우가 닫혀도, KEW6315는 기록을 계속합니다.

KEW6315에 재접속하여 기록 상황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P.58]

"KE6315의 기록을 중지하고, 윈도우를 닫습니다."

KEW6315의 기록이 중지됩니다.

"취소"

실시간 측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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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측정

동기 측정 종료

STEP 1
동기 측정 중지하기.

1 [측정 종료]를 클릭합니다.

2 중지하려는 KEW6315의 시리얼 No.를 체크하고, [OK]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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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측정

2대의 KEW6315의 동기 측정
Note) Graph and list data might not be updated and displayed properly depending on the 

spec and performance of the PC connected. For details, please refer to "Trouble-
shooting" on page 79.

STEP 1
메뉴 열기.

1 "데이터 관리 뷰어"의 [메뉴 열기]를 클릭합니다.

STEP 2
동기 측정 제어 화면이 표시됩니다.

1 [동기측정・KEW6315 설정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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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측정

STEP 3
동기 측정 개시.

1 [측정 시작]을 클릭합니다.

2 동기 측정하려는 KEW6315의 시리얼 No.를 체크하고, [OK]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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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측정

모니터링
Note) Graph and list data might not be updated and displayed properly depending on the 

spec and performance of the PC connected. For details, please refer to "Trouble-
shooting" on page 79.

STEP 1
메뉴 열기.

1 "데이터 관리 뷰어"의 [메뉴 열기]를 클릭합니다.

STEP 2
동기 측정 제어 화면이 표시됩니다.

1 [동기측정・KEW6315 설정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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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측정

STEP 3
모니터링 개시.

1 [모니터링 시작]을 클릭합니다.

2 모니터링하려는 KEW6315의 시리얼 No.를 체크하고, [OK]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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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능

개별로 기록된 전력 데이터의 합산

STEP 1
메뉴 열기.

1 "데이터 관리 뷰어"의 [메뉴 열기]를 클릭합니다.

STEP 2
PC에 저장된 데이터 목록이 표시됩니다.

1 [저장 데이터 분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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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능

STEP 3
2개의 기록 데이터 합산.

1 [합산 파일]을 클릭합니다.

2 합산하려는 2개의 기록 데이터를 체크합니다.

3 [데이터 분석]을 클릭합니다.

- 66 -



기타 기능

STEP 4
합산 데이터의 저장.

1 합산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뷰어를 종료하면, 합산 데이터의 저장에 관련된 확인창이 나타나고, [예]를 클릭합니다.

2 공통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합산된 2개의 기록 데이터에 공통의 파일명을 입력하고, 그 사본을 저장합니다.
*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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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능

*합산 데이터 파일 열기
저장된 2개의 합산 데이터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도 합산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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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능

전력 사용량 리포트 인쇄

STEP 1
리포트 출력 화면 표시하기.

1 [데이터 분석]을 클릭하면, 전력 데이터 분석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리포트/목록 출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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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능

STEP 2
파라미터.

1 리포트 인쇄 기간을 지정합니다.

2 주말/야간 시각을 설정합니다.

3 전력 단위를 설정합니다.

4 통화/단가를 설정합니다.

5 리포트의 머리말/꼬리말을 설정합니다.

1 

2 

4 

5 

6 

3 

- 70 -



기타 기능

6 리포트에 표시될 항목을 선택합니다.

STEP 3
리포트 인쇄.

1 [리포트 인쇄]를 클릭합니다.

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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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능

Exporting data in PDF format

STEP 1
Opening PDF Output Window

1 Open the PrintPreview window.

2 Click the PDF Output Button.

Select the output quality.

Check the box; the saved file will always open 
in the associate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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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설정

KEW Windows for KEW6315 동작 설정 변경

STEP 1
환경 설정 변경 화면 표시하기.

1 메뉴바의 [환경 설정]을 클릭합니다.

STEP 2
환경 설정을 변경합니다.

1 각종 데이터의 저장 위치 폴더를 변경합니다.

[저장 위치] 탭을 클릭합니다.

기기 설정: …KEW6315 설정에서 미리 정해진 저장 위치.

다운로드  데이터: …KEW6315에서 PC로 다운로드된 데이터의 저장 위치.

데이터 저장 폴더를 지정합니다.
익스플로어를 열어 데이터 저장 폴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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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설정

2 시계열 뷰어의 그래프 항목 표시 변경하기.

[시계열 - 파라미터] 탭을 클릭합니다.

그래프 항목의 표시명을 편집합니다.
그래프 항목의 표시 색상을 편집합니다.

*분석 중 시계열 뷰어에 이 설정을 적용하려면, 뷰어를 닫고 다시 열어야 합니다.

3 시계열 뷰어의 그래프명 변경하기.

[시계열 -그래프명] 탭을 클릭합니다.

그래프 명 편집

*분석 중 시계열 뷰어에 이 설정을 적용하려면, 뷰어를 닫고 다시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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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설정

4 고조파 뷰어의 그래프 항목 표시 변경하기.

[고조파 -파라미터] 탭을 클릭합니다.

그래프 항목명을 선택합니다.
그래프 항목명을 편집합니다.

[항목명 (차수)]를 선택합니다.
그래프 항목의 차수 표시명을 편집합니다.

그래프 항목의 표시 색상을 편집합니다.
*"그래프 항목명" + "차수 표시명"이 실제 그래프 항목명으로 표시됩니다.

(예. "V1[V]" + "AVG_01" ..."V1[V]AVG_01")

*분석 중 시계열 뷰어에 이 설정을 적용하려면, 뷰어를 닫고 다시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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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설정

5 고조파 뷰어의 그래프명 변경하기.

[고조파 -그래프명] 탭을 클릭합니다.

그래프명 편집
*분석 중 시계열 뷰어에 이 설정을 적용하려면, 뷰어를 닫고 다시 열어야 합니다.

6 자동-재생 설정 변경하기.

[자동 재생] 탭을 클릭합니다.

이 커서를 원하는 시작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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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설정

7 실시간 측정 설정 변경하기.

[실시간 측정] 탭을 클릭합니다.

그래프의 갱신 간격을 변경합니다.
화면에 표시될 데이터 수를 변경합니다.

8 Register the ID No.

Click on [ID No]  Tab.

Add/ edit/ delete ID numbers.

Measured data can be organized by test site and environment after registering I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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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설정

9 Add logos to be displayed.

Click on [Logo]  tab.

Add logos to be displayed and printed with a list or report.
Select an area (for Header or Footer) and add logo data (image file).
Click the added logo to delete it.

Print image

10 기타 설정 항목

[기타] 탭을 클릭합니다.

리스트에 표시할 수치의 표시 형식을 변경합니다.
실수(實數) 표시의 경우에는
표시 자리수를 지정하십시오.

이벤트 세부 데이터의 파형 표시 정도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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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의 수리

* USB 케이블로 PC와 연결된 상태에서 "재검출"을 선택해도
KEW Windows V2의 모델란에 KEW6315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USB 케이블을 분리하고 다시 연결한 후, "재검출"을 클릭하십시오.

상기 순서를 실행해도 KEW6315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USB 드라이버가 올바로 인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서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하여 주십시오.

부속으로 제공된 CD를 PC에 넣고, CD 드라이브를 우클릭하여,
목록중에서 "열기"를 클릭하고, "DRIVER"폴더를 여십시오.
설치의 시작하기 위해 "kewusb***_setup.exe" 시작하십시오.
상세 내용은 취급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USB로 접속한 상태에서 KEW Windows for KEW6315와 KEW6315 본체가 통신이 안됩니다.
USB 접속 상태에서 동기 측정, 데이터 다운로드, 본체 설정 등의 통신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KEW6315 검출"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USB를 분리한 후, 다시 연결하고, "KEW6315 검출"를 클릭하십시오.
데이터 다운로드 하단에 연결된 KEW6315의 시리얼 No.가 표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다운로드 시간
파일 크기가 클 경우, 다운로드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SD카드 리더기를 사용하여 PC로 데이터를 전송하십시오.
USB 전송 속도 : 내부 메모리 3MB의 전송 속도는 약 27초입니다.

* Delayed update of graph and list at synchronized and monitoring measurement

Display update may not be properly done at the interval set via Environment setting
depending on PCs. When "----" (bars) is displayed at List display, lag of update is 
suspected. Please follow the steps below and extend the update interval.

1 Click on the “x” in the upper right corner of the window.

The viewer is closed, but the recording conti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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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의 수리

2 Click on the "Environment Setting" tab in menu bar.

The environment setting window will open. 

3 Adjust the settings of real-time measurement.

Click on the "Real-time measurement" tab and adjust "Refresh rate" to change display updat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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