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Rohde & Schwarz® 오디오 분석기를 AUDIO PRECISION 분석기로 교체하십
시오. 측정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로데슈바르즈는 오디오 분석기의 단종을 선언하였습니다. 지금이 로데슈바르즈의 구형 UPV 및 UPP 오디오 분석기를 교체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 AP 보상 판매 프로
모션을 통해 새로운 APx B 시리즈 분석기에 대해 20% 할인을 받으십시오. 더 높은 정확도와 신뢰성과 함께 기존 측정을 빠르게 수행하고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상 경력에 빛나는 APx B 시리즈 분석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얻을 수 있습니다.

ROHDE & SCHWARZ®

AUDIO PRECISION

윈도우 PC 내장형 독립형 계측기 - PC HW 업그레이드 불가

원하는 사양의 외부 컴퓨터를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PC를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분석기
가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Windows XP 또는 Windows 7만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IT 부서에서 금지한 매우 구식
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원되는 제품인 APx500 소프트웨어는 현재 최신 버전의 Windows 10 및
11과 호환됩니다.

IEEE-488/GPIB를 통한 자동화만 가능.

LabVIEW™, C#, Visual Basic, Matlab, Python 및 .NET용 자동화 인터페이스.

전면 패널, 키패드 기반 인터페이스.

최신 소프트웨어 및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원격 제어 및 어떤 스크린에도
디스플레이하기 쉽습니다.

지난 8년 동안 3번만 업데이트된 UPV/UPP 소프트웨어는 더이상은 다시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APx500 소프트웨어는 지난 15년 동안 1년에 2번 이상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단종되는 Rohde & Schwarz® UPV/UPP와 비교하여 AP는...
AP는 오디오 테스트 및 측정의 표준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매년 2개 이상의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단종된 모든 Rohde & Schwarz® 오디오 분석기 제품에 대해 AP는 우수한 성능, 저렴한 비용 또는 둘 모두를 갖춘 기능적으로 동등한 분석기를 제공합니다.
모든 AP 분석기는 UPV 및 UPP 분석기의 교정 표준을 초과하는 ISO 17025, A2LA 인증 교정과 함께 제공됩니다.
AP의 모든 분석기는 LabVIEW, MATLAB, C#, Visual Basic, Python 및 Microsoft .NET을 통해 3rd-party 제어 및 자동화를 지원합니다.
AP는 북미, 유럽 및 아시아에서 본사 교육을 받은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서비스 및 교정도 해당 지역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AP 및 관련 엔지니어는 더이상 지원되지 않는 단종 제품에서 최신 오디오 측정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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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분석기를 Audio Precision 한국 총판 비앤피 인스트루먼
트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이 보상 판매 프로그램은 2022년 11월
15일에 만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udio Precision 한국 총판
비앤피 인스트루먼트에게 문의하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Click to Learn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