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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크기와 비슷한 DPF701 1/8 DIN과 FP7001A 유량 센서, 
FP7010-GI 부품.

DP40-BB-YL 노란색 BUMPER BAND® 보호대는 별도 판매. 회색 
BUMPER BAND 보호대는 모든 기기에 제공됩니다.

U  0.5 Hz부터 30 kHz까지  
레이트 측정

U  -99,999부터 999,999까지  
업/다운 토탈 또는 누적 스톱 
워치로 활용

U  6 자리, 7 세그먼트 LED, 14.2 mm  
H (0.56”)

 
신호 입력 선택(DIP 스위치로 선택 가능)
U  25V 보호가 되는 호환 가능한 TTL 
U  최저 레벨(25 mV rms) 
U  115V를 보호하는 하이 레벨 신호
U  NAMUR
U  개방 콜렉터 PNP 또는 NPN 
 
통신 및 제어
U  RS232 출력 선택가능
U  선택적 듀얼 5A 형태 C 릴레이 
U   아날로그 출력, 스케일링 가능, 4 ~ 20 mA, 0 ~ 20 

mA, 0 ~ 10V (선택 사항)

DPF701 레이트미터/토털라이저는 5개 앞쪽 패널 키를 통해 사용자 

프로그래밍을 제공합니다. 오프셋이 -99,999부터 999,999까지(소

수점 포함 6자리) 설정될 수 있는 반면에, 척도 인자는 -99,999부터 

999,999까지(소수점, 곱셈 또는 나눗셈) 설정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비휘발성 메모리에 보안을 위해 3가지 프로그램 로크 아웃으

로 보관됩니다. 제어나 경고, RS232 통신을 위한 최고 혹은 최저 설정값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정 소수점이나 자동 범위 설정은 표준입니다.

사양
기능: 메뉴에 따라 설정된 비율과 총합

디스플레이: 6 자리, 7 세그먼트 빨간색 LED 디스플레이 입력

타입: 싱글 입력. 호환 가능한 TTL, CMOS, NPN 개방 컬렉터, 접점 폐쇄, 마그네

틱 픽업; DIP 스위치로 선택. 비절연.

레벨: 최대 60V; 분 25 mV rms

주파수: 최대 30 kHz

자극: 조정됨, DIP 스위치로 선정된 5.0, 8.2, 또는 12.4V, 최대 100 mA 

정밀도: LSD 총합 ±0.5 ; 비율의 0.01% LSD ±1.5 

설정값: 2개, 선택사항

알람 출력: 선택 사항

통신: RS232, 아날로그 출력, 선택 사항

비율 측정 방법: 1/x

게이트 시간: 0.30 초

소수점: 설정하거나 자동 설정

계기 경사도: DIP 스위치로 선택가능

전원: 빈칸

Power: 115 또는 230 ±15% Vacc

크기: 48 H x 96 W x 152 mm D (1.9 x 3.8 x 6")

패널 컷아웃: 45 H x 92 mm D (1.8 x 3.6")

무게: 454 g (1 lb)

* 색상 코드 명시: GY(회색), YL(노란색), BK(검정색), BL(파란색), GR(녹색), RD(적색),  
OR(주황색), VL(보라색), WH(흰색)

회색 BUMPER BAND® 보호대와 사용자 메뉴얼이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 DPF701 와 DPF700-A3, 아날로그 출력 보드 

DPF702 와 DP40-BB-YL, 노락색 범퍼 밴드.

DP40-BB-YL는 노란색 1/8 DIN 미터 보호대입니다.

악세사리
 모델 번호 설명

 DP40-BB-(*) DIN 범퍼 밴드

 DPP-5  1⁄8 DIN 패널 펀치

1/8 DIN 6자리 레이트미터/토털라이저

베젤 디자인은 등록 상표입니다.

DPF701 Series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 설명

 DPF701 115 Vac/7.5 ~ 13 Vdc 전원입력

 DPF702 230 Vac/7.5 ~ 13 Vdc 전원입력

 모델 번호 설명

 DPF700-A3 아날로그 출력 보드

 DPF700-R 듀얼 5A 릴레이 보드

 DPF700-232 RS232 출력 보드

1⁄8 DIN 6-Digit Rate Meter/Totaliz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