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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600 시리즈는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스캐너로, 최대 12개의 써모커플나 RTD

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습니다. 각 구역은 

순차적으로 스캔하고 활성화된 구역을 화면상에 

표시합니다. 개별 구역은 감시를 위해 잠글 

수 있습니다. 각 계기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써모커플 유형, 스케일, 래칭 및 비 래칭 

알람, 높음, 낮음, 높음/낮음 알람에 맞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와 설정 값은 

전원이 꺼져도 유지됩니다.

RS232 프로그램은 최대 10개의 장비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CN600 시리즈 스캐너에는 3

선 직렬 통신용 RS232가 있습니다. 스캐너는 

10개까지 함께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선간 전압은 120 또는 240 Vac이고 

외부 점퍼 조립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기의 뒷면에는 사용하기 쉬운 나사식 단자 

접속부가 있습니다.

CN600 시리즈는 설정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비밀번호를  설정할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앞면 패널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고, RS232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교정은 앞면 패널에서 실행하고, 

별도로 비밀번호로 보호됩니다. 더 높은 수준의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기는 1⁄4 DIN 패널 컷아웃에 장착되어 있고, 

슬라이드 받침대로 고정시킵니다. 계기를 장착할 

때 덮개에서 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기는 1⁄4 
DIN 알루미늄 덮개 안에 있습니다. 가능한 선택 

모델은 출력 카드가 있는 6-구역 써모커플이나 

12-구역 써모커플, 6-구역 RTD, 12-구역 

RTD입니다.

단일 출력 릴레이는 구역의 알람 조건을 

표시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계기는 주 온도 

화면이 점멸하면서 알람 조건을 표시하는 한편, 

구역 번호 화면이 점멸하면서 알람이 발생한 

구역을 표시합니다. 알람은 비 래칭 설정에서 

조건이 변하면 자동으로 정지되고, 래칭 

설정에서 수동으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를 설정하는 데는 “작동”과 “기능 선택”

이라는 2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작동”은 기본 

작동 모드입니다. “기능 선택”은 비밀번호로 

보호하는 설정 선택 및 제어 모드입니다.

U	사용자	프로그래밍	가능
U	높음,	낮음,	높음/낮음	알람
U	비밀번호	기능
U	스캔타임	조정	가능
U	 °C	또는	°F	온도단위	전환	
U	순차적	입력스캔
U	써모커플	유형		
	 (J,	K,	E,	T,	S,	R,	B,	C)
U	 RTD	(2-	또는	3-선)
U	앞면	패널	교정
U	래칭	알람	또는	비	래칭	알람
U	RS232	통신	및	소프트웨어
U	무료	소프트웨어	
	 (윈도우	XP	지원)

사양
구역	수: 표준 6개/확장 12개

표시	시간	조정: 1 – 40초

검사	시간: 6-구역의 경우 약 1/4초, 
12-구역의 경우 1/2초

입력	범위: 위의 도표 참고

정확도: ±4°C 범위

표시	단위: 1°C 또는 °F

써모커플	유형: J, K, E, T, S, R, B, C

냉접점	보정: 자동

선형성: ±1°C

경제적인 6- 또는 12-구역  
1⁄4 DIN 온도 모니터 

CN606 시리즈

CN606TC2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직류 전력 옵션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10개의	기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U	“작동”	모드	
U	“기능	선택”	
U	활성화	구역	선택	
U	“낮음”	설정	값	설정	
U	“높음”	설정	값	설정	
U	일련	번호	
U	스캔	시간	설정	
U	모델	선택	
U	패스워드	가능	
U	교정

Economical 6- or 12-Zone 1⁄4 DIN Temperature Mon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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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설정

온도	단위	선택

기능	설정

설정/전환/초기화	버튼 숫자	증가	버튼
로드버튼

온도/설정	값	표시

RS232	샘플	화면

 주문하려면
 기계	릴레이	출력이	5A인	스캐너
 모델	번호	 구역	 설명

 CN606TC1 6 써모커플 입력 장치

 CN606TC2 6 범위가 확장된 써모커플 입력 장치

 CN606RTD2 6 RTD (2-wire) 입력 장치

 CN612RTD2 12 RTD (2-wire) 입력 장치

 CN606RTD3 6 RTD (3-wire) 입력 장치

 CN612TC1 12 써모커플 입력 장치

 CN612TC2 12 범위가 확장된 써모커플 입력 장치

 개방	컬렉터	옵션이	있는	스캐너
 CN606TC1-OC 6 써모커플 입력 장치

 CN606TC2-OC 6 범위가 확장된 써모커플 입력 장치

 CN606RTD2-OC 6 RTD (2-wire) 입력 장치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입력 전력이 9 – 36 Vdc인 경우, 접미사 “-DC”를 모델 번호에 추가하세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비고: CE와 UL 정격은 직류 전력 옵션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문	예: CN606TC2, 범위가 확장된 6구역 써모커플 입력 스캐너 OCW-3, OMEGACARESM 표준 2년 

보증을 총 5년으로 연장합니다. CN612RTC1, 12 구역 써모커플 입력 스캐너

 모델	번호 설명

 DPP-6 1⁄4 DIN 패널 펀치

선택	가능	단위: °C - °F

써모커플	경고	표시: 화면 점멸

RTD	(2	또는	3선): 100Ω Pt, 120Ω Ni, 
10Ω Cu

선간	전력: 120/240 Vac; 50/60 Hz, 9 
- 36 Vdc 선택

비고: CE와 UL 정격은 직류 전력 옵션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력	소모: 10 VA max

알람	릴레이, 5	A: 120 Vac, 계전기가 
알람 전원을 끊음.

통신: RS232 (3선)

알람	선택	가능	–높음,	낮음,	높음/낮음: 
래칭 또는 비 래칭

알람	범위: 완전한 범위

RS232	통신: 단일 접속 
전송률: 4800 
 데이터	비트: 8

패리티: N 
 정지: 1 
프로토콜:  
 ASCII	라인,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	  
 가 제품과 같이 공급됩니다  

기능: 최대 10개의 스캐너를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캐너 
간의 혼선을 방지하려면, 컴퓨터가 통신을 
위해 특정 스케너에 신호를 보낼 때를 
제외하면 전송선이 3스테이트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자: 플러그인 배선용 헤드

패널	컷아웃: 1⁄4 DIN 92 x 92 mm  
(3.62 x 3.62")

크기: 앞면 95.3 x 95.3 mm (3.75 x 
3.75”)

무게: 1.36 kg (3 lb)

덮개: 1⁄4 DIN 알루미늄, 길이, 

152.4 mm (6")

보관	온도: 0 to 85°C (32 to 185°F)

작동	온도 0 to 55°C (32 to 131°F)

초기화: 수동

입력	장치	간	최대	전압:  
6 Vdc 또는 RMS

전원	손실에	대한	반응: 장비가 “작동 모드”
로 돌아감

주	화면: 4자리, 높이 15mm (0.6”)

크기:	mm	(인치)

 써모커플	 표준	범위		 확장	범위			
	 입력	유형	 (TC1)	 (TC2)

  철-콘스탄탄 0 ~ 700°C (32 ~ 1300°F)
  CHROMEGA®– 0 ~ 1000°C (32 ~ 1800°F) 0 ~ 1250°C (32 ~ 2282°F)   ALOMEGA®

  구리-콘스탄탄 0 ~ 400°C (32 ~ 750°F)
  CHROMEGA®– 0 ~ 550°C (32 ~ 1000°F) 0 ~ 900°C (32 ~ 1652°F)   콘스탄탄

  Pt/13% Rh-Pt 0 ~ 1750°C (32 ~ 3200°F)
  Pt/10% Rh-Pt 0 ~ 1750°C (32 ~ 3200°F)
  Pt/30% Rh-Pt/6% Rh 0 ~ 1800°C (32 ~ 3300°F)
  W/5% Re-W/26% Re 0 ~ 2300°C (32 ~ 4200°F)
 RTD	입력	유형	 범위

 100 Ω Pt 0 ~ 850°C (32 ~ 1500°F)
 120 Ω Ni  0 ~ 300°C (32 ~ 580°F)
 10 Ω Cu (Special Order) 0 ~ 250°C (32 ~ 480°F)

입력	장치	범위

부속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