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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DP41-S 스트레인 게이지 인디케이터는 스트레인 게이지 브리지와 
비율척도 전압 센서 용의 인풋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장 된 여자는 표준 
사양입니다. 인풋 범위는 내부 작업으로 선택되며 사용자는 전면 키 패드에서 
엔지니어링 단위로 계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인 RS232 또는 RS485 
통신으로 작업자는 원격으로 디스플레이를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통신용 액세서리 

전력 및 디스플레이 선택 

컨트롤/BCD 아웃풋

* DP40-B, DP40-R 또는 DP40-R4를 주문하십시오. 각 단위 당 1개의 옵션만이
가능합니다. DC 전력 선택은 DP40-R4 모델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아웃풋/컴퓨터 통신

* 통신 옵션은 첨가 숫자 “-S2” 또는 “-S4”를 이용하여 주문하십시오. 선택 된 옵션에 따라 
DP40-S24 보드를 출하 시 설정할 것입니다. 전화기 플러그 타입 2 m (6.5’) 통신 케이블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컴퓨터 용으로는 해당 페이지의 9 핀과 25 핀 커넥터 옵션을 참고 하십시오.

DP41 미터 용 액세서리 

주문 예: 115Vac 전력, RS232 통신 및 아날로그 아웃풋이 있는 하나의 휘트스톤 브리지 
인풋 용 DP41-S-S2-A, DP41 단위 

DP41-S, 
사진은 실제크기보다 작습니다.

U 스트레인 게이지 브리지 센서 또는 
비율척도 전압 센서와 호환 가능합니다. 

U 13 Hz까지 조정 가능한 필터링

U 999,999 단위까지 디스플레이 

U NEMA 4 (IP65) 전면 패널

U 최소, 최대, 테어, 리셋, 홀드 기능 원격 
조정 가능

U 최소/최대 (피크/밸리) 탐지

스트레인 게이지, 
실물크기

DP41-S 시리즈

모두 빨간색

LED 디스플레이

표준이며 녹색으로도

가능합니다. 

모델 번호 설명

DP40-9SC2 RS232 용 9 핀 연쇄 커넥터

DP40-9SC4 RS485 용 9 핀 연쇄 커넥터

DP40-25SC2 RS232 용 25 핀 연쇄 커넥터

DP40-25SC4 RS485 용 25 핀 연쇄 커넥터

모델 번호 설명

DP40-B 아이솔레이 BCD 아웃풋 보드*
DP40-R 듀얼 7 A 기계적 릴레이 *
DP40-R4 듀얼 7 A 및 듀얼 1A 릴레이*

모델 번호 설명

-230 230Vac 전력

-DC 9부터 32Vdc 분리된 전력

-GN 녹색 LED 디스플레이 

모델 번호 설명

SPC4 NEMA 4 (IP65) 견고한 번쩍임 방지 렌즈, 나사 클램프

SPC18 NEMA 4 (IP65) 번쩍임 방지 렌즈, 스프링 클립

DP41-TBS 경제적 벤치 스탠드

모델 번호 설명

DP40-A3 아날로그 아웃풋

DP40-S24 분리된 RS232/RS485 통신*

주문 하려면 (모델 번호를 알려주세요)
모델 번호 설명

DP41-S 스트레인 게이지 인디케이터

고해상도 6-디지트 디스플레이 고성능 미터
High Performance Meter WITH High Resolution 6-Digit Display

TM

모두 빨간색

LED 디스플레이

표준 며 녹색
 

으로도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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