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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RS232C나 RS485 
인터페이스에 완벽한 센서

U 써모커플, RTD, 전압, 전류, 
   펄스, 주파수용 입력 모듈과  
   브리지 입력
U 차단식 입력
U  RS485 형식은 최대 4000’의 

원격 통신을 가능케 함
U  D2000 시리즈는 비표준 센서를 

선형화함
U  케이블 하나에 최대 32개 모듈을 

연결하고, 리피터를 이용해 최대 
124개를 연결

U  알람 출력이 기본 사양
U  지속적으로 자체 교정, 조정이 

필요 없음 

D1000 및 D2000 시리즈 디지털 
트랜스미터는 표준 직렬 I/O 포트가 
있는 개인 컴퓨터와 기타 공정 기반 
장비에 이용하는 사용이 편리하고 완전한 
인터페이스 모듈입니다. 모듈은 아날로그 
신호를 공학 단위로 변환하고 ASCII 
형식으로 표준 RS-232C나 RS-485 
포트가 있는 모든 호스트 컴퓨터에 
전송합니다. 이 모듈식 설계로 누구나 개인 
컴퓨터를 통해 유연하고 비용 효과적인 
데이터 수집 장치에 익숙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은 온도, 압력, 흐름, 전압, 전류, 

다양한 디지털 신호 타입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D1000 시리즈는 다양한 센서에 
직접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모든 
신호 조절, 변경, 선형화, 공학 단위로의 
변환을 수행합니다. 
각 모듈은 무접점 릴레이나 TTL 신호를 
통해 장치를 제어하는 디지털 I/O 선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들 디지털 I/O 선은 
내장 제한 설정 기능과 함께 알람과 제어 
출력을 제공합니다. 
D1400 RTD와 D1500 브리지 모듈을 
제외하면, 모든 D1000 모듈에는 내장 
이벤트 카운터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 
카운터는 디지털 입력 선에서 1000만 
개의 변화를 셀 것입니다. 
모든 사용자 선택 가능 옵션 (주소, 보드율, 

알람 등)은 통신 포트를 통해 수행하고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따라서 
모든 유형의 전환이나 외부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 장치의 유연성 덕분에 사용자는 
정확한 요구에 맞게 모듈을 결합시키고 
어울리는 장치와 맞출 수 있습니다. 124
개 모듈을 4선 케이블 하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들 모듈은 호스트 컴퓨터와 
모듈 각각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프로그래밍 가능한 데이터 수집 
및 제어 모듈인 D2000 시리즈는 비선형 
아날로그 센서를 직렬 I/O 포트가 있는 
컴퓨터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합니다. 

D1000 and
D2000 시리즈

OMEGABUS® 디지털 트랜스미터

A/IN A/OUT DI/O SERIAL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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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00 및 D2000 모듈은 다분기 입력 시 다분기 방식으로 쉽게 배열할 수 있습니다

이들 모듈을 이용하면 통신 포트를 통해 
중지점 최대 23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지점을 이용해 사용자는 
사실상 모든 전송 기능에 대한 모듈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인 사용자 프로그래밍 가능 비선형 
전송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은 D2000 
시리즈의 가장 강력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 비표준 센서를 
선형화하거나 공학 단위로 입력에 대해 
비선형적인 출력을 제공하세요. D2000 
시리즈는 제곱법칙, 루트, 로그, 고차 
다항식, 기타 비선형 기능의 근사치를 
내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D2000은 정확한 전송 기능이 알려지지 
않을 때 경험에 기반해 현장에서 
프로그래밍할 수도 있습니다.

긴 거리 전송이 필요하면, RS-485 통신 
형식을 선택할 것을 권합니다. RS-485
는 호스트 컴퓨터에서 최대 4000 피트 
떨어진 곳에서 원격 작동을 가능케 
합니다. RS-485 포트가 없는 컴퓨터의 
경우, 오메가는 A1000 RS-232C 신호 
변환기를 제공합니다.

모듈은 한 케이블 세트에서 최대 32
개 단위를 지원하는 다분기 방식으로도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1000를 
리피터로 이용해 124개 모듈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패키지 (IBM PC나 호한 장비용)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모듈과 쉽게 통신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요청 시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D1000, D2000, D3000, 
D4000 모델의 경우 모델 D1000-SW를 
요청하세요 (주문 당 한 개).

모든 모듈은 나사 단자 플러그 커넥터 및 
전용 장착 하드웨어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들 제품은 일괄형 설계 덕분에 방폭 
덮개와 DIN 레일을 포함해 어디든 사실상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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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양
아날로그
U 단일 채널 아날로그 입력
U  500 VRMS까지 아날로그 입력 

차단
U 15비트 측정 분해능
U 처음부터 끝까지 2 샘플/초
U 자동 0 맞춤 및 자동 조정

디지털
U8비트 CMOS 마이크로컴퓨터

통신
U RS-232C, RS-485
U  통신 포트 당 최대 124개 다분기 

모듈
U  ASCII 형식 명령/반응 프로토콜
U 단순 단말기와 함께 이용 가능
U 패리티 옵션: 홀수, 짝수, 없음
U  모든 통신 설정은 메모리에 저장
U  체크섬은 모든 명령이나 반응에 

더할 수 있음
U 채널 주소를 사용자가 선택 가능
U  선택 가능한 보드율: 300, 600, 

1200, 2400, 4800, 9600, 19.2 
K, 38.4 K

요구 전력: 10 – 30 Vdc, 최대 
0.75 W

케이스: ABS 및 전용 장착 하드웨어

커넥터: 나사 단자 플러그 (공급)

나사 단자 플러그 (공급)

작동:  -25 – 70°C 

보관:  -25 – 85°C

상대 습도: 0 – 95% 비응결

특정 모듈에 대한 사양
D1100/D2100 전압 입력 
모듈
전압 범위: ±10 mV, ±100 mV, 
±1V, ±5 V, ±10 Vdc, ±100 Vdc
분해능:  FS의 0.01% (4자리)
정확도: 최대 FS의 ±0.02%
영 드리프트: 최대 ±1 카운트  
(자동 0 맞춤)
스팬 템프코: 최대 ±50ppm/°C
입력 소진 보호: 250 Vac
입력 임피던스: 최소 1 MΩ (> ±5V 
입력), 최소 100MΩ (< ± 1V 입력)
디지털 입력/이벤트 카운터 1개, 
디지털 출력 2개

D1200/D2200 전류 입력 모듈
전류 범위: ±1 mA, ±10 mA 
±100 mA, ±1A, 4 – 20 mA dc
분해능: FS의 0.01% (4자리), FS의 
0.04% (4-20 mA)
정확도:  FS의 ±0.02%, FS의 
0.04% (4-20 mA)
영 드리프트 최대 ±1 카운트 (자동 
영 맞춤)

스팬 템프코: 최대 ±80 ppm/°C
전압 강하: 최대 ±0.1V
디지털 입력/이벤트 카운터 1개, 
디지털 출력 2개

D1300 써모커플 입력 모듈

U  개방형 써모커플 표시
U 입력 소진 보호 최대 250 Vac
U  °C 또는 °F 사용자 선택 가능
U  초과 범위 표시
U  자동 냉접점 보상 및 선형화
써모커플 타입: J, K, T, E, R, S, B, C
범위: 
J = -200  –  760°C; 
K  = -150 – 1250°C; 
T = -200 – 400°C; 
E = -100 – 1000°C; 
B = 0 – 1820°C; 
S = 0 – 1750°C; 
R = 0 – 1750°C; 
C = 0 – 2315°C
분해능: ±1.0°
전체 정확도 0 – +40°C  
주변: 최대 ±1.0°C (J, K, T, E), 
최대 ±2.5°C (R, S, B, C)
입력 임피던스: 최소 100 MΩ
리드 저항 효과: 350Ω 당 <20μ V
디지털 입력, 이벤트 카운터 2개, 
디지털 출력 3개

D1400 RTD 입력 모듈 
U   입력 보호 최대 120 Vac
U  자동 선형화 및 리드 보상
U  °C 또는 °F 사용자 선택 가능

RTD 타입:  0°C에서 a = .00385, 
.00392, 100 Ω
범위:  00385 = -200 – 850°C; 
.00392 = -200 – 600°C
분해능: 0.1°
정확도: ±0.3°C
입력 연결 2, 3, 4선 
여자 전류: 0.25 mA
리드 저항 효과:  3선 Ω 불평형 당 
–2.5°C, 4 선 – 극소

그림은 다분기 방식을 나타냅니다

D1500 Bridge Input Modules are ideally 
suited for most load cells. See OMEGA’s 
Pressure, Strain and Force Handbook for 
a complete line of load cells.

입력 모듈
사실상의 공정 관찰 용도

A/IN A/OUT

DI/O SERIAL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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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모커플 입력

 RS232C RS485 
 출력 출력 입력
 D1311 D1312 J
 D1321 D1322 K
 D1331 D1332 T
 D1341 D1342 E
 D1351 D1352 R
 D1361 D1362 S
 D1371 D1372 B
 D1381 D1382 C

RTD 입력

 RS232C RS485 
 출력 출력 입력 곡선

 D1411 D1412 0.00385
 D1421 D1422 0.00392

써미스터 입력

 RS232C RS485 
 출력 출력 설명

 D1451 D1452 2252 Ω thermistor

브리지 입력

 RS232C RS485 
 출력 출력 입력 여자

 D1511 D1512 30 mV 5V
 D1521 D1522 30 mV 10V
 D1531 D1532 100 mV 5V
 D1541 D1542 100 mV 10V
 D1561 D1562 1 to 6 V 10V

디지털 입력/출력

 RS232 RS485 
 출력 출력 설명

 D1701 D1702  7 디지털 입력, 
8 디지털 출력

 D1711 D1712 15 디지털 입력/출력

주파수, 시간, 이벤트 입력

 RS232 RS485 
 출력 출력 설명

 D1601 D1602 주파수 입력

 D1611 D1612 타이머 입력

 D1621 D1622 이벤트 카운터

전류 입력

 RS232C RS485 
 출력 출력 입력

 D1211 D1212 10 mA
 D1221 D1222 1 mA
 D1231 D1232 100 mA
 D1241 D1242 1 A
 D1251 D1252 4 to 20 mA

전압, 전류, 브리지 입력 모듈은 대부분의 압력 트랜스미터에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압력 트랜스듀서 
제품들을 완전히 알아보려면 오메가의 압력, 변형, 힘 안내서를 참고하세요.

전압 입력

 RS232C RS485 
 출력 출력 입력

 D1101 D1102 10 mV
 D1111 D1112 100 mV
 D1121 D1122 1V
 D1131 D1132 5V
 D1141 D1142 10V
 D1151 D1152 100V

사용자 설명서 CD와 윈도우 설치 소프트웨어가 함께 제공됩니다.
D1000 디지털 트랜스미터도 모드버스 RTU 프로토콜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미터 모드버스 RTU 프로토콜을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 끝에 접미사 “M”을 추가하세요. 비용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주문 예: D1311 타입 J 써모커플 입력 RS-232C 출력 디지털 트랜스미터, OCW-1, OMEGACARESM는 기본 
1년 보증을 총 2년으로 연장합니다.

최대 리드 저항 50Ω

디지털 출력 1개

D1450 써미스터 입력

범위:  0 – 100°C
써미스터 타입: 2252Ω
정확도: ±0.2°C
분해능: 0.01°C/°F
입력 보호: 30 Vdc

디지털 입력/이벤트 카운터 1개, 
디지털 출력 2개 
D1500/2500 브리지 입력 모듈

범위: ±30, ±100 mV, 1 – 6 Vdc
정확도: 최대 FS의 ±0.05%
분해능: 10 μv (폭 mV), 0.02% FS 
(폭 V)
공통 모드 거부: 50/60 Hz에서  
100 dB
입력 보호: 30 Vdc
여자 전압: 10 V, 5 Vdc

디지털 출력 1개

D1600/D2600 타이머 및 주파수 
입력 모듈 D1600 모듈에는 모드가 2
개 있습니다 출력 데이터(Hz)를 통한 
주파수 입력, 또는 출력 데이터 (초)를 
통한 타이머 입력
입력 임피던스: 1 MΩ
스위칭 수준:  0V, 2.5V 선택 가능
이력현상: 10 mV – 1.0V에서 조정 
가능
입력 보호: 250 Vac
디지털 입력/이벤트 카운터 1개
주파수 입력 
범위: 1 Hz – 20 kHz
정확도: 판독 값의 ±0.01%,  
±0.01 Hz
분해능: 판독 값의 0.005%, 0.01 Hz
분해능: 0.01% (4 자리) 
템프코: ±20 ppm/°C
타이머 입력 
범위:: 100 μs – 30 s
분해능: 판독 값의 0.005% + 10 μs
정확도: 판독 값의 ±0.01% ±10 μs
이벤트 카운터
입력 대역폭: 60 Hz, (최대 20 KHz 
옵션) 최대 1000만 양 변환
D1700 디지털 입력/출력 모듈
D1711, D1712: 15 디지털 입력/
출력 비트, 사용자는 비트를 입력이나 
출력으로 지정할 수 있음
입력 전압 수준: 손상 없이 0 – 30V
입력 전환 수준: 높음, 최소 3.5V, 
낮음, 최대 1.0 V
출력: 개방형 콜렉터 최대 30 V, 최대 
부하 100 mA

Vsat: 100 mA에서 최대 1.0V

D1701, D1702: 7 디지털 입력 및 
8 디지털 출력
입력 전압 수준: 손상 없이 ±30V
입력 전환 수준: 높음, 최소 3.5V, 
낮음, 최대 1.0 V

출력: 개방형 콜렉터 최대 30 V, 최대 
부하 30 mA
Vsat: 직접 스위치 입력 시 내부 상승 
저항기 30 mA에서 최대 0.2V
입력/출력은 동시에 읽고/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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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입력s
 RS232C RS485 
 출력 출력 입력

 D2221 D2222 1 mA
 D2211 D2212 10 mA
 D2231 D2232 100 mA
 D2241 D2242 1 A
 D2251 D2252 4 ~ 20 mA

펄스 및 주파수 입력

 RS232C RS485 
 출력 출력 입력

 D2601 D2602 주파수

 D2611 D2612 펄스

AR TWORK/PRODUCT  AR T/ DAS/D-D100 DIA

D1701
써모커플 입력/RS-232C

1 2 3 4 5 6 7 8 9 10

2.45"
(6.223 cm)

3.60"
(9.144 cm)

2.3" (5.842 cm)

1.612"
(4.094 cm)

1.98"
(5.029 cm)

D1700 Model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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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기
   전압 입력

 RS232C RS485 
 출력 출력 입력

 D2111 D2112 100 mV
 D2121 D2122 1V
 D2131 D2132 5V
 D2141 D2142 10V

브리지 입력
 RS232C RS485 

 출력 출력 입력 여자

 D2511 D2512 30 mV 5V
 D2521 D2522 30 mV 10V
 D2531 D2532 100 mV 5V
 D2541 D2542 100 mV 10V

그림은 다분기 방식을 나타냅니다

OMEGABUS
®

 디지털 트랜스미터
D1000 및 D2000 모델

D2000 시리즈 트랜스미터 모듈

연장 보증
 프로그램

SM

 이 페이지에 있는 모델의 경우 
OMEGACARESM 연장 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문 시 문의하세요. 
OMEGACARESM는 부품, 노동력, 

해당 대체품을 취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