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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레코더

CT7000  시리즈

U 1-펜, 2-펜 버전

U 254 mm (10”) 차트

U 써모커플, RTD, V, mV, mA 신호 
허용

U 입력, 속도, 알람 프로그램화 가능

U 펜 당 4자리 디스플레이

U 분리형 입력

CT7000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원형 차트 
레코더는 다양한 입력에서 나온 공정 변수를 2
개까지 측정, 표시, 기록하고 제어합니다. 앞면에 
있는 키 3개를 통해 기록 및 제어 기능, 알람 
설정, 기타 매개변수를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CT7000는 254 mm (10”) 원형 차트 및 4자리 
LED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와 필터는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펜에는 알람 설정이 2개 있습니다. 알람은 
사용자가 공정 높음 또는 낮음, 설정점으로부터 
편차 (위나 아래), 편차대 (대역 안에서 개방이나 
폐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람 이력현상 
조정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제어 기능에는 on/off와 PID 제어가 
있습니다. 출력 유형 선택에는 SPST 릴레이, 
SSR 드라이버, 4–20 mA DC (사용자가 
0–20 mA DC로 선택할 수 있음)가 있습니다. 
4–20 mA DC 출력은 공정 값을 재송신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통신은 선택 
사항입니다.

사양
입력 범위 써모커플:
 J: 0 - 760°C (0 - 1400°F)
 K: 0 - 1360°C (0 - 2500°F)
 T: -220 - 400°C (-330 - 750°F)
 E: 0 - 750°C (0 - 1400°F)
 N: 0 - 1300°C (0 - 2370°F)
 R: 200 - 1650°C (400 - 3000°F)
 S: 200 - 1650°C (400 - 3000°F)
 B: 200 - 1800°C (400 - 3300°F)
 C: 200 - 2300°C (390 - 4170°F)
RTD:  
100 Ω (0.00385 Ω/Ω/°C), -140 - 400°C 
(-220 - 750°F)
Volts DC: 0 - 25 mV, 0- 50 mV, 10 - 50 
mV, 0 - 5 V, 1 - 5 V

밀리암페어: 4 - 20 mA DC (적절한 외부 

분류기를 통해)

성능

측정 오류 한계

써모커플 J, K, T, E, N형, RTD: 25°C 
(77°F)에서 판독 값의 ±0.25% + 1°

R, S, B, C형 써모커플:  
25°C (77°F)에서 범위의 ±0.25%

mVdc 및 Vdc: 변경한 범위의 ±0.25% + 
최하위 숫자 1개

주변 온도 오류 한계: 25°C(77°F)로부터 편차 
°C (1.8°F) 당 ±0.01%

공정 값 출력 오류 한계: 범위의 ±0.5%

기록 오류 한계: 보통 차트 범위의 ±0.5% 
또는 그보다 양호; 차트 범위의 최대 ±1.0%

디스플레이/기록 필터:  
검사 평균 1 – 20 

펜 해상도:  
차트 범위의 0.15%

기록 불감대:  
차트 범위의 0.3%

공정 필터:  
검사 평균 1 - 20

펜 반응 (최대 편차):  20초

디스플레이 해상도 0.1 또는 1°

mVdc 및 Vdc: 0.001, 
0.01, 0.1, 1

저잡음 써모커플 프로브 GKQSS-
316G-12, GTQSS-316G-12는 별도로 

판매합니다. kr.omega.com/gjqin에 
방문하세요.

보정 드리프트:  
주변 환경에 대한 자기 보상; 모든 보정 값은 
메모리에 저장됨

센서 결함 탐지: “Hi”나 “Lo” 공정 입력(범위의 
위나 아래로 10%)과 센서 파손 “SnSr”을 
표시합니다; 오류 상태 시 펜 동작은 사용자가 
차트 범위의 0%나 100%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on/off 출력은 “off”이 됩니l다. 비례 출력은 0
부터 100%까지의 사용자 정의 값이 됩니다.

기록 차트: 254 mm (10”) 원형 차트

차트 범위: -9999 – 9999

차트 구동장치: 직류 스테퍼 모터

차트 회전: 
회전 당 0.1 – 999.9시간으로 사용자가 설정 
가능

펜 유형: 일회용 섬유 펜촉

펜 색상: 펜 1, 붉은색; 펜 2, 녹색

디스플레이

디지털 디스플레이:  
2개 가능: 설치된 펜 당 1개; 4자리 7세그먼트, 
높이 14 mm (0.56”), 붉은색 LED, 자동 (-) 
위치 선정, 소수점 위치 선정

알람 디스플레이:
펜 당 알람 표시기 2개 가능; ALRM1과 ALRM2; 
붉은색 LED; 제어장치 펜 용으로 단일 ALRM 
표시기 제공

Circular Rec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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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설명서, 펜, 차트 100개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 페이지에 나온 모델은 OMEGACARESM 연장 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할 때 판매 대리인에게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세요.

 주문하려면 kr.omega.com/ct7000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모델 번호 설명

 CT7100 레코더, 원형, 펜 1개

 CT7110 레코더, 원형, 펜 2개

 CT7102 레코더, 펜 1개, 릴레이 2개

 CT7102-XPS 레코더, 펜 1개, 릴레이 2개, 전송기 전원 공급장치

 CT7114  레코더, 펜 2개, 릴레이 4개

 CT7202 레코더, 제어장치, 펜 1개, 릴레이 2개

 CT7224 레코더, 제어장치, 펜 2개, 릴레이 4개

부속품

* 기타 표준 범위: 0-600/24, 0-400/24, 0-200/24, 30-230F/24, 0-100/7, 0-1000/24, 0-300/24, 0-300/7, 

0-800/24, 0-2000/24, -50-50/7, 0-200/7, 0-2500/24, 0-1200/24, 60-180F/24, 0-14PH/24, -50-50/24.

비고: 레코더는 옵션을 다르게 설정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문 예: CT7110, 2-펜 원형 레코더, CT7000-RED, CT7000-GREEN, 예비 펜, CT7000C-0-100/24, 예비 펜, 

CT7202, 레코더 제어기, 펜 1개, 릴레이 2개.

OCW-1, OMEGACARESM 는 표준 2년 보증을 총 3년으로 연장합니다.

 모델 번호 설명

 CT7000-GREEN 펜, 녹색, 패키지 당 5개, 2채널만

 CT7000-RED 펜, 붉은색, 패키지 당 5개, 1채널만

 CT7000C-0-100/24 용지, 원형, 100개

 CT7000C- (range/time*) 용지, 원형, 100개

상태 디스플레이:  
LED가 출력 1, 출력 2, 수동, 램프, 소크, 
세그먼트 1 – 세그먼트 6, 공정 단위를 표시

알람: 공정, 편차(이력현상), 편차대

출력 (선택)

릴레이: SPST, 115 Vac: 250 VA, 230 Vac: 
250 VA

SSR 드라이버: 개방 콜렉터 출력, 최대 100 
mA에서 단락 보호, 20 mA에서 4 Vdc 또는 40 
mA에서 3 Vdc

전류:  
0 – 20 또는 4 – 20 mA DC (제어 또는 공정 
값)

제어 매개변수

비례대 출력:  
1 - 3000

수동 초기화 (전체):  
-1500 – 1500

자동 초기화 (전체):  
분당 0 – 100 회 반복

비율 (파생): 0 – 10분

사이클 시간: 1 – 240초

물리적

크기: 
335 H x 384 W x 92 mm D 
(13.2 x 15.1 x 3.6")

패널 컷아웃:  
321 H x 343 mm W (12.6 x 13.5")

무게: 최대 9.1 kg (20 lb) 

진동: 0.2 g에서 0.5 – 100 Hz

자판: 앞면 덮개에 위치, 멤브레인 키

인클로저: 개스킷 덮개; 검은색, 구조 발포

창: 표준 플렉시글라스

메모리 백업:  
배터리, 최소 수명 5년

공통 모드 제거:  
최소 90 dB; RTD 입력의 경우 최대 24 Vac; 
기타 입력의 경우 최대 15 Vac

정상 모드 제거:  
60 Hz 이상에서 최소 85 dB

선간 전압:  
115/230 Vac ±10%, 50/60 Hz

소비 전력: 최대 25 VA

작동 온도:  
0 - 55°C (32 - 131°F)

보관 온도:  
-40 - 65°C (-40 - 149°F)

습도:  
0 - 90% RH, 비응결

전송기 전력 공급장치: 24 Vdc에서 40 mA
까지 제공

ESD: 표면에 있는 5000 V 정전하에 영향을 
받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