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71

6채널 모니터-경제적, 1⁄8 DIN, 높음 또는 낮음 알람

M-71

 주문하려면 kn.omega.com/cn100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높음 알람 낮음 알람 
 모델 번호 모델 번호 입력 장치 범위

 CN101J-250(*) CN102J-250(*)  0 ~ 250°
 CN101J-500(*) CN102J-500(*)  0 ~ 500°
 CN101J-1000F CN102J-1000F  0 ~ 1000°F
 CN101K-500C CN102K-500C  0 ~ 500°C
 CN101K-1000(*) CN102K-1000(*)  0 ~ 1000°
 CN101K-2000F CN102K-2000F  0 ~ 2000°F
 CN101E-500(*) CN102E-500(*)  0 ~ 500°
 CN101E-1000F CN102E-1000F  0 ~ 1000°F
 CN101S-3000F CN102S-3000F  0 ~ 3000°F
 CN101T-250(*) CN102T-250(*)  0 ~ 250°
 CN101T-500F CN102T-500F  0 ~ 500°F
 CN101RTD-250(*) CN102RTD-250(*)  0 ~ 250°
 CN101RTD-500(*) CN102RTD-500(*)  0 ~ 500°
 CN101RTD-1000F CN102RTD-1000F  0 ~ 1000°F
 CN101R-1650C N/A  0 ~ 1650°C
 CN101R-3000F N/A  0 ~ 3000°F

U  다수의 입력이 알람 조건에 맞는지  
지속적으로 스캔

U 최대 6개의 개별 입력 장치

U  각 입력 채널마다 개별 설정 가능

U  한계 적용 용도의 수동 초기화 기능이 
있는 단일 래칭 릴레이

CN100 시리즈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C 범위의 경우 “C”를, °F 범위의 경우 “F”를 접미사에 지정하세요.

주문 예: CN101J-250F, 높음 알람 모니터, J형 써모커플 입력 장치, 0 - 250°F 범위. 
OCW-3, OMEGACARESM 표준 보증을 총 5년으로 연장합니다.

CN102J-1000F, 낮음 알람 모니터, J형 열전대 입력 장치 0 - 1000°F.

CN102K-2000F, 낮음 알람 모니터, K형 열전대 입력 장치 0 - 2000°F 범위.

사양
정확도: 0.5% 범위 +1° 이상

입력 장치: 써모커플

설정값 수: 6, 각 입력 장치마다 독립적

개방 센서 표시: 알람으로 취급

검사 속도: 채널 당 4–12초, 측면 조정

릴레이: 기계식, 120 Vac (24 Vdc)에서 정격 5 

A, 240 Vac (48 Vdc)에서 3A; SPDT형

아날로그 출력: : 0–5 Vdc, 비분리

알람 작동: 릴레이 전원 단절, “알람 켜짐” LED 

표시기가 켜짐, 초기화할 때까지 검사 중단

초기화: 수동, 앞면 버튼

입력 장치 간 최대 전압: 10 Vdc 또는 6 Vrms

전력: 120/240 Vac, 50/60 Hz

전원 손실: 전력 공급이 재개될 때까지 장비가 

준비 상태로 돌아감

표시 단위: 1°, 15 mm (0.6”) LED

주위 작동 조건 범위: 0 - 57°C (32 - 135°F

크기: 96 H x 96 W x 187 mm D (3.78 x 3.78 

x 7.375”)

패널 컷아웃: 1⁄4 DIN, 92 x 92 mm (3.622 x 

3.622”)

패널 뒤 깊이: 175 mm (6.875”)

단자: 6-32 나사형     

CN100 온도 모니터는 높음 알람이나 낮음 알람을 통해 

조작자가 지속적으로 6개의 써모커플 입력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각 입력 채널은 독립적이고 개별 설정 값이 

있습니다. CN100은 각 채널을 검사하고, 알람이 발생하면, 

검사는 중지되고, SPDT 릴레이의 상태가 바뀔 것입니다. 

수동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검사가 재개되고, 릴레이는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CN102 낮음 알람 모델에는 

내장된 저온 자동 억제 기능이 있어서 6개 온도 모두가 그 

설정값에 도달할 때까지는 알람 작동을 연기시킵니다.

CN101J-250F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맞춤 패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바랍니다.
CN100은 써모커플 6개 또는 RTD 입력을 허용합니다. 

프로브는 별도로 판매합니다. 

KQSS-14G-12. kr.omega.com/jqin에 방문하세요

6-Channel Monitor Economical, 1⁄8 DIN, High- or Low-Ala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