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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DIN 4 Zone / 7 Zone  
공정 컨트롤러 

U  1/8 DIN 컷아웃

U  On/Off 및 완전한 PID  
제어

U 넓은 입력 신호 범위:  
    써모커플, RTD, 써미스터,  
    4–20 mA, 0–10 Vdc,  
    밀리볼트

U  앞면 키로 입력 타입 선택

U  전압, 전류, 밀리볼트 신호 
조정

U 각 Zone마다 독립적인  
    7세그먼트 램프/소크 프로필

U  디스플레이 모드 3가지: 
설정점, 공정, 공정 및 설정점 
모두

U  프로그래밍 가능한 가열 또는 
냉각 출력

U  설정점 편차 디스플레이

U  각 Zone마다 최소/최대 판독 
값 포착

CN1504/CN1507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Zone에는 
고유의 램프/소크 프로필이 있고 최대 7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On/Off과 PID 
제어는 공정 안정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PID 파라미터를 복잡하게 
조정해서 엄격하게 제어하는 작업이 
필요치 않은 공정은 간단한 On/Off 
제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Zone에는 
고유한 On/Off 및 PID 파라미터 세트가 
있고, 각 Zone은 가열이나 냉각과 관련해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설정점 편차, 
양성 및 음성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 기능에는 각 Zone의 최소/최대 판독 
값, 불확정 프로그램 정지, 자동 스캔, 
다양한 Zone 표시, 디스플레이 모드 3
가지(설정점, 공정, 설정점 및 공정 모두)
가 있습니다. 유럽식 플러그인 연결을 
통해 전력, 제어, 공정 신호를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각 Zone에는 제어할 공정 타입 (예: 
온도의 경우 °C나 °F, 압력의 경우 PSI 
등)을 나타내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3자리 길이의 공학 라벨이 있습니다. 
각 컨트롤러의 가동 상태는 LED로 
나타냅니다. 채널 대 채널 스캔 시간도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CN1500 시리즈는 크기가 작은 장비로 
1/8 DIN 케이스 하나에 컨트롤러가 최대 
7개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세심한 설계, 
고기능, 조밀함으로, 같은 유형의 컨트롤러 
중 최고의 비용/성능 비율을 제공합니다.

각 Zone의 입력 타입은 독립적으로 
선택합니다. 범위 조정과 오프셋은 전류와 
전압 신호를 공학 단위로 바꾸고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온도는 섭씨나 화씨로 

CN1504-TC 그림은 실제 크기와 같습니다.

사 양
입력 타입: J, K, T, E, R, S, B, 써미스터, 
RTD, 4–20 mA 루프 전류, 0–10 Vdc, 
0–100 mV
CJC 오류: ±0.5°C 
(10–45°C)/±0.9°F (50–113°F)
개방 써모커플 표시: “HELP” 표시
정확도: 
 온도 분해능: 1°C/1°F 
 전압: 0.05% FS 
 전류: 0.05% FS
분해능:  
 써모커플 및 RTD: 1°C/°F 
 써미스터: 0.1°C/°F
디스플레이: 붉은색 7세그먼트 LED 
디스플레이, 10 mm (0.39")
디스플레이 시험: 시동 시 
“8.8.8.8.8.8.8.”
스캔 속도: 초당 2채널 (비조정)
채널 디스플레이 시간: 프로그래밍 가능, 
1–999초
전력 옵션: 120 Vac 50/60 Hz, ±10%, 
(옵션) 220 Vac 50/60 H, 900 mA에서 
120 Vdc, ±20% 
척도: 프로그래밍 가능, 1–30,000
오프셋:
 전류: 0-20.00 
 전압 입력: 0-10.000 
 밀리볼트: 0-100.00
소수점: 프로그래밍 가능, 없음, 10자리, 
100자리, 1000자리 
속도: (PID) 0–500초
비례대: 스팬의 0–100%
초기화: 0.00–50.00 반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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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Off 불감대: 프로그래밍 가능,  
0–FS
제어 출력:  
50 mA 개방형 콜렉터에서 5 Vdc 
드라이브 
베질 크기:  
65 H x 117 W x 178 D mm  
(2.5 x 4.6 x 7") 
패널 컷아웃: 45 x 92 mm  
(1.77 x 3.66"); 1/8 DIN
무게: 992 g (2 lb, 3 oz) 
램프 및 소크: 각 채널마다 7세그먼트 
프로그래밍 가능

입력 타입과 범위

전력 옵션

 주문하기
 모델 번호 설명

 CN1504(*)  4Zone 컨트롤러

 CN1507(*)  7Zone 컨트롤러

 RTD  최대 범위 정확도 (판독 값의 %) 

  0.00385 (2-wire) -200 - 800°C ±1°C ±1 count 
   -328 - 1472°C ±2°F ±1 count
  0.00392 (2-wire) -100 - 450°C ±1°C ±1 count 
   -148 - 842°F ±2°F ±1 count

 써미스터 조정 범위 정확도 (판독 값의 %)

 400 시리즈 -8.0 - 100.0°C ±0.5°C ±1 count 
 2252 Ω @ 25°C 17.2 - 212.0°F ±1.0°F ±1 count

 선형 입력 조정 범위 정확도 (판독 값의 %)

 전류 (4–20 mA) 1 - 30000 0.05% ±1 count
 밀리볼트 (0–100 mV) 1 - 30000 0.05% ±1 count
 전압 (0–10 V) 1 - 30000 0.05% ±1 count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 위의 표에 있는 입력 코드를 추가하세요.
주문 예: CN1504TC, 써모커플 입력용 4Zone 컨트롤러
OCW-3, OMEGACARESM는 기본 2년 보증을 총 5년으로 연장합니다.

 써모커플 최대 범위 정확도 (판독 값의 %) 

  Iron– -200 - 1190°C ±1°C ±1 count 
  Constantan -328 - 2174°F ±2°F ±1 count

  CHROMEGA®– -170 - 1365°C ±1°C ±1 count 
  ALOMEGA® -274 - 2489°F ±2°F ±1 count

  Copper– -155 - 400°C ±1°C ±1 count 
  Constantan -247 - 752°F ±2°F ±1 count

  CHROMEGA®– -185 - 915°C ±1°C ±1 count 
  Constantan -300 - 1675°F ±2°F ±1 count

  Pt-13%Rh/Pt 0 - 1600°C ±3°C ±1 count 
   32 - 2900°F ±6°F ±1 count

  Pt-10%Rh/Pt 0 - 1600°C ±3°C ±1 count 
   32 - 2900°F ±6°F ±1 count

  Pt-30%Rh/ 470 - 1800°C ±3°C ±1 count 
  Pt-6%Rh 900 - 3300°F ±6°F ±1 count

 입력 코드 프로그래밍 가능한 입력

 TC J, K, T, E 써모커플, 4 – 20 mA, 0 – 10 Vdc

  100 Ω RTD, 4 – 20 mA, 0 – 10 Vdc

 TH 써미스터 (400 시리즈), 4 – 20 mA, 0 – 10 Vdc

  R 써모커플, 4 – 20 mA, 0 – 10 Vdc

  S 써모커플, 4 – 20 mA, 0 – 10 Vdc

  B 써모커플, 4 – 20 mA, 0 – 10 Vdc

 MV 100 mV, 4 – 20 mA, 0 – 10 Vdc

 주문 접미사  설명

 -1  전력 240 Vac

 -2  전력 12 Vdc

 모델번호  설명

 CNQUENCHARC  잡음 억제 RC 완충기 (2 리드), 
   110 – 230 Vac 

액세서리

DPS3104 동반 스캐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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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QSS-18G-12, 빠른 분리 
써모커플 프로브

* 위의 표에 있는 입력 코드를 추가하세요.

패널 펀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