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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1A 시리즈는 디지털 On/Off 온도 
컨트롤러며, On/Off 용도에 적합한 
가격으로 범용 PID 컨트롤러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앞면 패널 키 2개, 깔끔한 LCD 
디스플레이, 단순한 제어 기능을 이용한 
간단한 프로그래밍과 알람 프로그래밍은 
CN1A를 다양한 용도에서 폭넓게 
이용하도록 합니다. PTC-1A는 조화된 
외관, 간단한 조작, 유연한 기능, 높은 
신뢰성을 겸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N1A는 PTC-1A 무료 타이머와 
결합하면 온도 제어와 시기 제어가 모두 
필요한 열 호일 인쇄, 윈도우 밀봉, 환경 
오븐 같은 일반적인 사용자 조정 용도에 
적합합니다.

U  이중 출력

U   프로그래밍 가능한 RTD 

써모커플이나 입력 4개

U   프로그래밍 가능한 알람 옵션 10개

U   역 (가열) 또는 정 (냉각) 제어

U   전력 옵션: 90–260 Vac 및  

10–32 Vac/Vdc 

U  쉬운 2버튼 설정

U 뚜렷한 LCD 디스플레이

U 패널이나 소켓 장착 설계

CN1A 시리즈

사 양  
작동 환경 범위: -10–50°C  
(14–122°F)

보관 온도: 
-20–85°C (-4–185°F)

프로그래밍 가능한 기능: °C/°F, 이력 
현상, 센서 타입, 제어 작동, 알람 조건, 
설정점 한계, 오프셋, 비밀번호

전력: 60 mA에서 최대 10–32 Vac/
Vdc, 1.5 Va에서 최대 90–260 Vac, 
50/60 Hz

정확도:  
 써모커플: 척도 범위  
   (-50 – 950°C)의 90%에서 ±0.25%   
   및 척도 한계(-99 – -51 및 950 –  
   999°C)의 극단 5%에서 ±1%

RTD: ±0.60% FS

오프셋 정확도:  
 써모커플: ±5°C  
 RTD (Pt100): ±2°C (3.6°F)

제어 출력: SPDT 릴레이, 3 A에서 정격, 
240 Vac

알람 출력: SPST N.O. 릴레이, 3 A에서 
정격, 240 Vac

Dimensions
1/16 DIN: 48 H x 48 W x 89 D mm   
(1.9 x 1.9 x 3.5")
1/16 DIN 패널 컷아웃: 45 mm (1.772")
의 제곱

메모리 백업: EEPROM

무게: 205 g (7.2 oz)

장착 받침대가 포함된 CN1A-TC, 
그림은 실제 크기와 같습니다.

1/16 DIN LCD On/Off 온도 컨트롤러

 입력                    범위

  -99 - 400°C  -99 - 700°F
  -99 - 700°C  -99 - 999°F
  -99 - 999°C  -99 - 999°F
  -99 - 300°C  -99 - 570°F
  -99 - 999°C  -99 - 999°F

CN1A 입력 및 범위표

PTC-1A 
시리즈, 동반 
타이머,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주문하기 
 모델 번호  설명

 CN1A-TC  On/Off 써모커플 입력 컨트롤러

 CN1A-TC-24V  On/Off 써모커플 입력 컨트롤러, 10–32 Vac/Vdc

 CN1A-RTD  On/Off RTD Pt100 입력 컨트롤러

 CN1A-RTD-24V  On/Off RTD Pt100 입력 컨트롤러, 10–32 Vac/Vdc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 CN1A-TC-24V, On/Off 프로그래밍 가능, 전력이 10–32 Vac/dc인 J, K, T, N 써모커플 입력 
컨트롤러
CN1A-RTD, On/Off RTD 입력 컨트롤러, OCW-3, OMEGACARESM는 기본 1년 보증을 총 4년으로 
연장합니다.

  모델 번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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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서리

패널 펀치  
이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