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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DIN 듀얼 레이트미터/토털라이저-레이트미터와 토털라이저 기능 결합

DPF80 시리즈는(이중 정격 토털라이저) 1/3 
DIN 패키지에 5자리 표시 레이트미터와 6자리 
표시 토털라이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는 A나 B, C 비율과 A나 B, C 총계를 나타내기 
위해 6개의 디스플레이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A와 B 입력 값은 공학 단위로 판독 하기 
위해 독립 계수를 갖고 있습니다.

C 비율이나 총계의 4 ~ 20 mA (0 ~ 20 mA) 
출력값은 선택 사항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VIEW 버튼을 사용하여 다음의 6개 항목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총계, B총계, C총계, A비
율, B비율, C비율 

음수는 음수 값 표시와 함께 디스플레이 됩니다. 
(예, -12345) C 값의 경우, 사용자가 다음의 A
와 B 컴비네이션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총계; 
A + B 또는 A – B 의 선택, 비율; A에서 B까지
의 수량 퍼센트를 나타내기 위한 A ÷ B (x100) 
또는 A에서 총 수량까지의 퍼센트를 보여주기 
위한 A ÷ [A + B (x100)]의 선택

각각의 미리 설정 값은 표준 규격에 맞춘 것 입
니다. 사용자는 총계에 따라 활성화되는 출력값 
A나 입력값 B의 비율값 또는 선정된 C를 선택합
니다. A나 B총계에 따라 활성화된 출력값은 랫
치나 자동 재생을 위해 00.1 ~ 99.9초의 조절 
가능한 출력 시간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비율, 비례, C 총계 값의 경우, 값(미리 설정 값보
다 이상이거나 값 드롭 아웃인 경우)이 선택된 0
부터 99.9까지 이력 현상을 줄인 미리 설정 값보
다 적을 때, 출력은 인입 됩니다.

U  A, B, C 비율 및 A, B, C 총계 디
스플레이

U  A와 B 입력을 위한 계수인자 분리

U  A + B, A - B, A ÷ B, and A 
÷ (A+B)를 나타내는 C

U 펄스 입력: 최대 10 kHz

U 보안 로크아웃

U  NEMA 4X (IP66) 전면 패널

U  30 mV 자석식 픽업 입력

U  4 ~ 20 mA 또는 0 ~ 20 mA 아
날로그 출력 가능

사양
디스플레이: 5자리, 14 mm (0.55”) high LED

입력 전력: 

110 VAC ±15% 또는 12 ~ 15 VDC 

220 Vac ±15% 또는12 ~ 15 Vdc (선택 사항) 

24 Vac ±15% 또는12 ~ 15 Vdc (선택 사항)

전류: 최대 250 mA DC 또는 6.5 VA AC

출력 전력:  

(AC-PoWErED uNIts oNLy) + 12 VDC @ 50 

mA, 비규제-10 + 50%

온도 

 온도: 0°C ~ 54°C (32°F ~ 130°F)

 보관: -40°C ~ 93°C (-40°F ~ 200°F)

습도: 0 ~ 90%, 불응축식

메모리: EEProm은 전력이 없어도 10년동안 데이터

를 보관합니다.

입력값

 DPF82: 최고 임피던스 DC 펄스 입력 4 ~ 30 Vdc  

 (최고), 개방 또는 0 ~ 1 Vdc (최저), 10 kΩ 임피 

 던스, 최대 속도 10 kHz ; 동시 입력 수용

 DPF83: mag. 입력, A입력만 가능, 30 mV 입력  

 (50V 최대 P/P) 수용, 10 kΩ 임피던스 신호, 최대  

 5kHz, (입력값 B, 4 ~ 30V)

 DPF84: mag. 입력, A와 B 입력 값, 30 mV 입력 

 (50V 최대 P/P)수용, 10 kΩ 임피던스 신호, 최대  

 5kHz 

재설정 

앞쪽 패널: 디스플레이된 수치와 제어 출력값 재설정

원격: 4~ 30 Vdc 네거티브 에지는 모든 카운터를 재

설정합니다. “A” 카운터 또는”B” 카운터(사용자 지정) 

DPF82 1/8 DIN, 사진 속 크기는  
실물보다 큽니다

DPF80 시리즈

1⁄8 DIN Dual ratemeter/totalizer Two Separate Ratemeters, Totalizers with Combinati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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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팩터/스케일링

DPF80 시리즈는 입력 펄스를 공학 단위로 변환하는 

각각의 두 K팩터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나 입력된 십진수와 함께 이 5자리 입력 K

팩터 디바이더는 0.0001부터 99999. 까지의 K팩터

를 간편하게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인자들

은 2개의 독립 입력 채널에 입력될 수 있습니다.

제어 출력값

릴레이

2개 각각의 No 릴레이; 10 A 120/240Vac 또는 

28Vdc. (납땜 점퍼로 NC 릴레이 접점과 NPN 트랜

지스터 출력 가능. 트랜지스터 출력은 릴레이 코일로 

10Vdc까지 내부적으로 당겨지고 10Vdc부터 0.5V 

@100mA까지 내려갑니다.)

아날로그 출력

선택적 4 ~ 20mA (0 ~ 20mA) 출력은 가능합니다. 

출력은 C 디스플레이의 총계나 비율을 추적 할수 있

도록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으로 주문하

려면 모델 번호에 “A” 접미사를 붙이면 됩니다. 접속

은 2-전극 접속 가능한 스크류 커넥터로 합니다. 프로

그래밍은 뒤쪽 DIP 스위치와 함께 전면패널의 사용으

로 실행됩니다. 

정밀도: 최저 50 μA 

컴플라이언스 전압: 3 ~ 30 Vdc 무유도

미리설정

2개의 제어 출력이 제공됩니다. 릴레이 값을 설정하

기 위해서 디스플레이에 “relay”표시가 나타날 때까지 

“menu”버튼을 눌러주십시오. A와 B 출력값은 A나 B, 

C 디스플레이에 입력됩니다. 5 자리 값은 양쪽 미리 설

정 값에 입력될 수 있고, 소수점 자리는 카운터와 동일

합니다. 출력값은 0.1 ~ 99.9초까지, 또는 랫치(0.0)로 

동력을 공급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0.0이 아닌 다

른 값을 입력하면 카운터는 자동으로 미리 설정에 재설

정 될 것 입니다. (A와 B 카운터 경우).

로크 아웃

5자리 코드를 설정하여, 임의로 전면 패널 변경 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전면 패널은 완벽히 잠금 상

태 또는 접근 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레이트미터

4¹⁄₂ 자리(디스플레이 숫자 ±1)까지 정밀 합니다. 레

이트미터는 8자리 계산으로 1/tau를 사용하고, 최대 2 

~ 24초까지 표본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중요한 정보를 

5 자리까지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rPs” 모드에서 

레이트미터는 기기에 초당 디스플레이 하고, “scale” 

모드에서는 시간당 혹은 분당 디스플레이 합니다. 기기

는 A와 B 입력값의 비율을 디스플레이합니다.

카운터

2개의 6 자리 카운터는 10 kHz 속도로 계산할 수 있

습니다. 각각 5 자리 눈금용 척도 인자를 갖고 있습니

다. 카운터는 각 펄스의 상승 에지에 가까워 집니다. A

와 B 입력값의 총계와 비율값 외에도 사용자는 A + B, 

A - B, A ÷ B x 100 (percent of A to B), A ÷ (A 

+ B) x 100 (percent of A to total)의 총계와 비율의 

선택적 컴비네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 디

스플레이는 음수 표시와 함께(-12345) 5자리 디스플

레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 설명

 DPF82 이중 동시 4~30 Vdc 펄스 입력

 DPF83 전자기 펄스 입력 A, 4~30 Vdc 펄스 입력 B

 DPF84 이중 동시 전자기 펄스 입력값 

사용자 매뉴얼과 함께 제공됩니다.

24Vac 전력은 모델 번호 끝에 “-24V”를 덧붙입니다. 220Vac 전력은 모델 번호 끝에 “-220V”를 덧붙입니다.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아날로그 출력은 모델 번호 끝에 “-A”를 덧붙이고,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문 예: DPF82, 이중 동시 4 ~ 30 Vdc 펄스 입력 

DPF84, 이중 전자기 펄스 입력 레이트미터. OCW-3 omEGACArEsm의 기존 2년 보증기간은 5년으로 
연장됩니다.

터미널:

1.  공통

2.  N.o.(N.C./NPN)

3.  공통

4.  N.o.(N.C./NPN)

5.  A 입력

6.  B 입력

7.  12 VDC out/+DC IN

8.  -DC (그라운드)

9.  재설정 입력

10.  6~14 Vdc @ 50 mA

11.  AC 입력

12.  AC 입력

13.  V+

14.  I-S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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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터머 패널

패널두께 

마운팅 크기: mm (인치)

1⁄8 DIN

 모델 번호 설명

 DPP-5 1/3 DIN 패널 펀치

액세서리

OMEGACARESM 이 페이지에 있는 모델의 
경우 연장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시문의하세요

연장 보증
 프로그램

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