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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1⁄4 DIN 6-ZONE PID 
온도 컨트롤러

CN600 시리즈는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스캐너로, 최대 12개의 써모커플 나 RTD

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습니다. 각 ZONE

은 순차적으로 검사하고 활성화된 ZONE

을 보여줍니다. 개별 ZONE은 감시를 위해 

잠글 수 있습니다. 각 계기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써모커플  유형, 정도의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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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선 직렬 통신용 RS232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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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 방식을 시행합니다. 비밀번호는 

앞면 패널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고, RS232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정은 앞면 패널에서 실행하고, 

별도로 비밀번호로 보호됩니다. 더 높은 

수준의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기는 1/4 DIN 패널 컷아웃에 장착되어 

있고, 슬라이드 받침대로 고정시킵니다. 

계기는 덮게를 분리하지 않은채 장착됩니다.

계기는 1/4 DIN 알루미늄 덮개 안에 

있습니다. 가능한 선택 모델은 출력 카드가 

있는 6-ZONE 써모커플 나 12-ZONE 

CN616 시리즈

U  6-루프 PID 컨트롤러

U  자동조정 또는 수동조정

U  냉·온도 제어

U  ZONE 당 20 세그먼트 램프/
소크 프로파일

U  비밀번호로 보호

U  사용자 프로그래밍

U  RS232 디지털 통신 표준

U  앞면 패널 보정

U  높음, 낮음, 높음/낮음 알람, 
래칭 또는 비 래칭

U  프로그래밍 가능한 써모커플  
유형 J, K, T, R, S, E, B, C

U  1⁄4 DIN 알루미늄 케이스
U 무료 소프트웨어 
 (윈도우 XP 지원)

CN616TC1 그림은 실제 크기와 같습니다.

써모커플 , 6-ZONE RTD, 12-ZONE 

RTD입니다.

단일 출력 릴레이는 ZONE의 알람을 

표시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계기는 주 온도 

화면이 점멸하면서 알람 조건을 표시하고 

한편, ZONE 번호 화면이 점멸하면서 

알람이 발생한 ZONE을 표시합니다. 

알람은 비 래칭 설정에서 조건이 변하면 

자동으로 정지되고, 래칭 설정에서 

수동으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를 설정하는 데는 “RUN”과 

“Function SELECT”이라는 2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작동”은 기본 작동 모드입니다. 

“기능 선택”은 비밀번호로 보호하는 설정 

선택 및 제어 모드입니다.

1/4 DIN Economical 6-ZONE PID Temperature Contro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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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와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  CN616TC1, 각 루프와 RS232 통신에 20-세그먼트 램프 및 소크가 있는 6루프 
온도 컨트롤러
OCW-3, OMEGACARESM

 는 표준 2년 보증을 총 5년으로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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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설정

온도 단위 선택

기능 설정

설정/전환/초기화 버튼 숫자 증가 버튼 로드 
버튼

온도/설정 값 표시

소프트웨어 설정 화면

CN606 시리즈
보조 스캐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양
루프 수: 6

정확도: 범위 ±0.2% ±2°C

표시 단위: ±1°C 또는 °F

온도 단위: °C 또는 °F

써모커플  타입:  
J, K, E, T, S, R, B, C 선택 가능

PID: 자동조정 또는 수동

비밀번호 보호: 보정과 PID 변경

프로파일링: 램프/소크, 20 세그먼트/루프

루프 설정: 가열 또는 냉각

제어 출력: 6 직류 펄스 출력 (ZONE 당 1)

제어 출력 전압:   
루프 당 10mA에서 5Vdc

알람 정격: 120 Vac에서 5A

선택 가능 알람: 높음, 낮음, 높음/낮음; 6
루프용 래칭 또는 비 래칭 단일 릴레이

알람 상태의 ZONE: 점멸함

래치 초기화: 수동

RS232 통신: 최대 10개의 단일 접속 데이지 
체인 방식 컨트롤러

전송률: 4800

 데이터 비트: 8

 패리티: N

 정지: 1

프로토콜:   
ASCII 라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통신 소프트웨어: 윈도우 XP 환경, 
비쥬얼베이직으로 프로그래밍됨 

단자: 플러그인 배선용 헤드

덮개: 1⁄4 DIN 알루미늄, 길이 152 mm (6”)

보관온도: 0 to 85°C (32 to 185°F)

동작온도: 0 to 55°C (32 to 131°F)

전원 손실: 컨트롤러가 마지막 설정을 유지함 

화면: 14 mm (0.56”) LED, 4자리

앞면 베젤: 99 mm2 (3.90 in2)

 주문하려

 모델 번호 설명

 CN616TC1 6-ZONE 써모커플  입력 컨트롤러

 CN616TC2 범위가 확장된 6-ZONE 써모커플  입력 컨트롤러

 CNQUENCHARC 노이즈 억제 RC 스너버(2선), 110 – 230 Vac

  표준 범위  확장 범위  
 써모커플  입력 유형 CN616 (TC1) CN616 (TC2)
 Pt/30% Rh-Pt/6% Rh 0 ~ 1800°C — 
  32 ~ 3300°F
 W/5% Re-W/26% Re 0 ~ 2300°C — 
  32 ~ 4200°F
 CHROMEGA®– 콘스탄탄 0 ~ 550°C 0 ~ 900°C 
  32 ~ 1000°F 32 ~ 1652°F
 철–콘스탄탄 0 ~ 700°C — 
  32 ~ 1300°F
 CHROMEGA®–ALOMEGA® 0 ~ 1000°C 0 ~ 1800°C 
  32 ~ 1800°F 32 ~ 2282°F
 Pt/13% Rh-Pt 0 ~ 1750°C — 
  32 ~ 3200°F
 Pt/10% Rh-Pt 0 ~ 1750°C — 
  32 ~ 3200°F
 구리– 콘스탄탄 0 ~ 400°C — 
  32 ~ 750°F

입력 유형 및 범위

1⁄4 DIN

크기: mm (인치)

CN616
1⁄4 DIN

92 (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