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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nector(Cable Length ≒20Cm) 

항목 규격 단위 비고 

측정범위 ±360 ˚ 

작동범위 ±100 ˚/s 

mA 출력 5.6~18.4 mA 12 at 0˚ 

mV 출력 500~4500 mV 2500 at 0˚ 

동작온도 -40~+85 ˚C 

입력전원 10~30 Vdc 

소비전류 100 mA 

Start-up time 1 s 

Sampling Frequency 2000 SPS Normal 

Mechanical shock 3,000 g 

In-run bias instability < 0.5 ˚/h 

Angular random walk 0.45 ˚/√h 

Weight 550 g 

Dimension 65×65×55 mm 

◆ ◇ 외형도 

◆ ◇ 축 감지 방향 

◆ ◇ 특징 

진동 충격에 탁월 
32 bits Arm core 적용 
Low bias drift 
Low noise 
연속적 자기 진단 기능 

 MEMS 기반의 초고정밀 자이로 센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중장비등에 적합하도록 최적화 

 0.5º/h 이하의 최상급 bias 안정도 

 외부 신호 입력으로 측정의 시작과 정지 및 0도 리셋이 가능 

 사용이 간편한 5.6~18.4mA 출력과 0.5~4.5V 출력 사양 

 RS-232 출력(옵션) 

 10~30Vdc의 광범위한 입력 전원 

Digital Advanced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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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Vdc 

S-out(mA/mV) or RX 

G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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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Zero Setting     or TX 

※ RX,TX는 RS232 모델 용 

※ +360도 초과시 -360도부터 증가 
※ -360도 초과시 +360도부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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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넥터 조립 방법 

제품 출하 시 센서 반대편 Male 커넥터 부속을 제공합니다. 

 준비물 

Digital Advanced Sensors 

부속 자재 

터미널 압착기 

① 케이블을 적당한 길이로 탈피 한 후 방수 고무링을 끼운다. 

② 탈피한 케이블을 터미널단자에 넣고 터미널  

      압착기로 압착한다. 

③ 압착한 단자를 커넥터 하우징에 결합한다. 

이때, 케이블 순서가 맞는지 확인한다. 

④ 케이블 고정 블록을 끼워서 조립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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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S-232 프로토콜 

 기본 사항 : 모든 명령어와 수신 값에는 CR, LF 가 붙음. 

Digital Advanced Sensors 

기  능 Command Return 

버전 확인 ver+CR+LF >Version: DAS GY100S 20130207+CR+LF 

통신 속도 확인 baud+CR+LF >Baudrate: 115200bps+CR+LF 

통신 속도 변경 1) baud 9600+CR+LF >Baudrate: 9600bps+CR+LF 

0도 리셋 2) reset+CR+LF >Reset+CR+LF 

각도 연속 출력 3) start+CR+LF >Start+CR+LF 
0012345-A:  40.5, V:12.5+CR+LF 

: 

각도 출력 중지 stop+CR+LF >Stop+CR+LF 

샘플링 기준 값 확인 4) data+CR+LF >D1 : 4, D2 : 5+CR+LF 

샘플링 기준1 값 변경 4) data 1 4+CR+LF >D1 : 4+CR+LF 

샘플링 기준2 값 변경 4) data 2 5+CR+LF >D1 : 5+CR+LF 

전원 Off 기준 값 5) power+CR+LF >Power : 8.0+CR+LF 

전원 Off 기준 값 변경 5) power 9.0+CR+LF >Power : 9.0+CR+LF 

데이터 전송 주기 확인 interval+CR+LF >Interval : 100+CR+LF 

데이터 전송 주기 변경 interval 1000+CR+LF >interval : 1000+CR+LF 

현재 각도 지정 6) restore 90.5+CR+LF restore : 90.5+CR+LF 

설정값 초기화 7) init+CR+LF >Init+CR+LF 

※ 적색 숫자는 설정 값을 의미 

1) 가능 통신 속도 : 115200, 57600, 38400, 19200, 9600, 4800 
2) 현재 위치를 0도로 변경 
3) 각도 출력 포멧 :   전송 카운트 –A:  각도,V:인가전압 +CR+LF   -> 0012345-A:  40.5, V:12.5+CR+LF 
4) 샘플링 기준 값이란 진동이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기준 값으로 작은 값은 미세 움직임을 감지하지만 진

동이나 노이즈에 약함.(초기값 : data 1=4, data 2=5) 
5) 전원이 설정된 값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현재 값을 저장- 전원이 Off되도 현재 값을 가지고 있기 위해. 
6) 현재의 각도 값을 강제로 변경 
7) 초기값 : 통신(115200), 각도 연속 출력(OFF), 출력 간격(100msec), data 1(4), data 2(5), 전원 Off 기준 

값(8.0Vol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