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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F400 시리즈

U  읽기 쉬운 6자리 영·숫자 
디스플레이

U  UL 등록

U  저수준 주파수 입력을 직접 
허용 가능한 버전

U  선형 아날로그 입력 및 제곱근 
입력 옵션

U 개방형 콜렉터 출력 표준 5개

U  확장형 아날로그, BCD, 
RS232 또는 RS485 출력 
옵션

U 이중 7A 릴레이 옵션

DPF400 시리즈는 우수한 성능을 
경제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완전한 유량률 
표시기입니다. 개별 모델은 유량률과 합계 
(제곱근 계산이 있든 없든) 배치 제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DPF400 앞면 패널에서 프로그래밍해서 
입력 범위를 조정해 원하는 공학 단위로 
표시합니다. 속도와 총계에 대한 독립적인 
척도 계수는 속도 표시와 합계를 GPM
률이나 총 배럴 같은 다른 단위로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옵션 RS232나 RS485 
통신이 설치되면 원격 컴퓨터로 단위를 
프로그래밍할 수도 있습니다. 

사 양
TTL 수준 입력 (DPF 401): 0.7–2.0V 

역치, 0.2 Hz–20 kHz 주파수, 24V 보호, 

양성 트리거 기울기, 16–30V 미규제 75 mA 

센서 여자

차단형 펄스 입력 및 여자 (DPF402):  
60 Vrms 및 최대 240 V 신호까지 보호

   여자 이력 현상 민감도

 DPF402 5V 13 mV 30 mV

 낮음8.2V 22 mV 50 mV

 수준 2.4V 35 mV 60 mV

NPN 개방형 콜렉터 입력 (DPF402): 3선 

연결, 조절 여자 2V

NAMUR 입력 (DPF402): 2선 연결, 여자 

8.2V, 임피던스 1 kΩ, 활성화 <1 mA, 

비활성화 >3 mA

접점 폐쇄 입력 (DPF402): 2선 연결; 조절 

센서 여자 12V, 초당 켜짐/꺼짐 주파수  

범위 10

아날로그 입력 (DPF403):  
범위 0–5V, 1–5V, 4–20 mA; 옵션으로 

이용 가능한 입력 0–10V, 0–1 mA; 차단 

354 Vp; 프로그래밍 가능한 저수준 차단; 

비선형성 0.02% FS; 정확도 0.05% FS; 최대 

온도 계수 50 ppm/°C

디스플레이: 6자리, 14 세그먼트 LED, 붉은색 

또는 녹색; 높이 13.8 mm (0.54"); 표시기 

조명은 알람 및 상태 모드에서 들어옴

디스플레이 업데이트: 0.04–3초, 

프로그래밍 가능 
최소 입력 주파수: 0.2 Hz

전력: 115 Vac, 50/60 Hz; 230 Vac 옵션, 

최대 10 와트

정확도:  
 주파수: 판독 값의 0.01%  
 아날로그:최대 척도의 0.05% 

FP7001A 센서 및 피팅, 
별도로 판매합니다.

1/8 DIN 고정밀 주파수 또는  
아날로그 입력 유량 표시 패널미터
유량률, 합계, 배치 제어용

DPF401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미국 및 국제  
특허 및 출원  

신청 중입니다.

특허 제품

DPF400은 TTL/개방형 콜렉터 펄스, 
저수준 주파수, 아날로그 전압, 아날로그 
전류 간은 입력 타입 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3가지 기능 중 하나에 
맞게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레이트미터/토탈라이저/배처

2) 제곱근 계산을 하는 레이트미터/ 
    토탈라이저/배처 (다양한 압력 측정을  
    위해)

3) 멀티배치 계산만을 하는 배치  
    컨트롤러, 자동/수동 배치 재순환, 원격  
    또는 현장 정지/지속 제어  
    (시작 제어는 제어 릴레이가 있는   
    시리즈의 사용자 공급 스위치를 통해  
    가능)

DPF400의 옵션에는 아날로그 및 BCD 
출력, 알람/제어 출력, RS232 또는 
RS485 통신이 있습니다.

RS232 또는 RS485 통신 옵션은 
양방향이어서 사용자는 DPF400를 
설정하고 현재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각 DPF400은 개방형 콜렉터 5개가 
함께 나오는 한편, 옵션 DP40-R 보드는 
개방형 콜렉터 알람 2개를 대체하는 
이중 7A 기계식 릴레이를 제공해, 총 7A 
릴레이 2개와 개방형 콜렉터 알람 3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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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번호 설명

 DP40-9SC2 RS232용 9핀 직렬 커넥터

 DP40-9SC4 RS485용 9핀 직렬 커넥터

 DP40-25SC2 RS232용 25핀 직렬 커넥터

 DP40-25SC4 RS485용 25핀 직렬 커넥터

NEMA 4X (IP166) 방말형 패널 DPF400, 회색 범퍼 밴드® 보호대가 함께 
제공됩니다. 다른 색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DP41 모델은 mV, V, mA, 압력 측정용 주파수 입력, 유량, pH, 기타 
과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려면 오메가에 연락하세요.

단계 응답:  
 아날로그: 10–90% FS의 경우 50 msec  
 주파수: 선택한 게이트 시간과 동일

작동 환경 범위: 0–50°C (32–122°F), 

상대습도 95%, 비응결

보관 온도: -40–85°C (-40– 185°F)

RS232 통신 (옵션): 앞면 패널은 

300/1200/2400/4800/9600/19.2k 

보드로 프로그래밍 가능; RJ11 4선 연결; 

완전한 프로그램 설정 및 메시지 표시 가능; 

모든 측정 값을 전송하도록 프로그래밍 가능; 

알람 상태; 간격 1–60,000초(프로그래밍 

가능)로 입력 값 (조정 안함) 및 상태 실제 측정

RS485 통신 (옵션): 
300/1200/2400/4800/9600/19.2k 보드; 

RJ11 6선 연결; 0 - 199까지 취급 가능

개방형 콜렉터 출력: 1 Vdc 싱크에서 150 

mA 5개, 30V 개방

BCD 출력 (옵션): 차단됨; 3자리 또는 6자리 

주소 지정; TTL 수준 출력; 출력 격리에 5 Vdc 

외부 전력 공급 필요

기계적 릴레이 (옵션): 이중, C형;  

230 Vac/30 Vdc에서 7A

아날로그 출력 (옵션): 0–5V/ 1–5V/0 – 

10V/0–20 mA/4–20 mA 모든 현장 선택 

가능; 모두 내부적으로 전력 공급 (소싱); 출력 

20 mA에 대한 최대 루프 임피던스 600 Ω; 

전압 출력에 대한 최소 입력 임피던스 500 Ω; 

차단 354 Vp; 분해능 15비트; 판독 정확도 

0.1%; 단계 응답 50 ms; 완전히 조정 가능한 

영 및 스팬 조정

크기:  
48 H x 96 W x 149 mm D  

(1.89 x 3.78 x 5.86")

패널 컷아웃:  
45 H x 92 mm W  

(1.772 x 3.622"); 1/8 DIN

무게: 574 g (1.27 lb) 회색 BUMPER BAND® 보호대 및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 DPF401, TTL 수준 입력에 사용하는 계측기.
DPF402-GR, 녹색 디스플레이 옵션이 있는 저수준 펄스 입력 계측기

옵션

* 두 옵션 모두 장치 하나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 통신 옵션에는 DPF400의 후면에 플러그를 연결하고 연결 방식이 폰 플러그인 1.8 m (6') 통신 
케이블이 포함됩니다. 컴퓨터에 올바로 연결하기 위해, 폰 플러그와 맞는 9핀 및 25핀 커넥터를 
아래에서 제시합니다.

출력 보드 및 통신 옵션

* 0–10 Vdc 및 0–1 mA 입력은 DPF403에 옵션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접미사 
“-10VINP”나 “-1MA”를 추가하세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주문하기
 모델 번호 설명

 DPF401  TTL/개방형 콜렉터/접점 폐쇄 입력 계측기는 출력 전력이  
70 mA에서 16V입니다.

 DPF402  저수준 펄스 입력 계측기는 출력 전력이 70 mA에서 12V이거나  
8.2V이고 전원 임피던스는 1 Ω입니다.

 DPF403*  4–20 mA/0–5 Vdc/1–5 Vdc (현장 선택 가능) 입력   
계측기는 출력 전력이 25 mA에서 공칭 24V입니다.

 모델 번호 설명

 DPP-5 1/8 DIN 패널 펀치

 DPF400-A3 아날로그 출력 보드 
 DP40-B* 차단형 BCD 출력 보드

 DP40-R* 이중 7A 기계식 릴레이

 DP40-S24† 차단형 RS232/485 통신 

디스플레이 및 전원 옵션

 주문 접미사 설명

 -GR 녹색 디스플레이

 -230V 230 Vac 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