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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유형	 범위	 정확도

	 공정	전압	 0	~	100	mV,	0	~	1	V,	0	~	10	Vdc	 0.03%	rdg

	 공정	전류	 0	~	20	mA	(4	~	20	mA)	 0.03%	rdg	

	 철-콘스탄탄	 -210	~	760°C/-346	~	1400°F	 0.4°C/0.7°F

	 	 -270	~	-160°C/-160	~	1372°C	 1.0°C/0.4°C	
	 CHROMEGA®–ALOMEGA®	 -454	~	-256°F/-256	~	2502°F	 1.8°F/0.7°F

	 	 -270	~	-190°C/-190	~	400°C	 1.0°C/0.4°C	
	 구리-콘스탄탄	 -454	~	-310°F/-310	~	752°F	 1.8°F/0.7°F

	 	 -270	~	-220°C/-220	~	1000°C	 1.0°C/0.4°C	
	 CHROMEGA®–콘스탄탄	 -454	~	-364°F/-364	~	1832°F	 1.8°F/0.7°F

	 	 -50	~	40°C/40	~	1768°C	 1.0°C/0.5°C	
	 Pt/13%Rh-Pt	 -58	~	104°F/104	~	3214°F	 1.8°F/0.9°F

	 	 -50	~	100°C/100	~	1768°C	 1.0°C/0.5°C	
	 Pt/10%Rh-Pt	 -58	~	212°F/212	~	3214°F	 1.8°F/0.9°F

	 	 100	~	640°C/640	~	1820°C	 1.0°C/0.5°C	
	 30%Rh–Pt/6%Rh-Pt	 212	~	1184°F/1184	~	3308°F	 1.8°F/0.9°F

	 5%Re–W/26%Re-W	 0	~	2320°C/32	~	4208°F	 0.4°C/0.7°F

	 	 -250	~	-100°C/-100	~	1300°C	 1.0°C/0.4°C	
	 Nicrosil–Nisil	 -418	~	-148°F/-148	~	2372°F	 1.8°F/0.7°F

	 J	DIN	 -200	~	900°C/-328	~	1652°F	 0.4°C/0.7°F

		 Pt,	0.00385,	100,	500,	1000	Ω	 -200	~	900°C/-328	~	1652°F	 0.4°C/0.7°F

		 Pt,	0.00392,	100,	500,	1000	Ω	 -200	~	850°C/-328	~	1562°F	 0.4°C/0.7°F

벤치탑 디지털 온도계
내장 이더넷 연결 옵션이 있는 단일 채널 및 10채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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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접점	및	빠른	분리	열전대는	별도로	판매합니다.	그림은	TTSS-18U-6입니다.	

omega.com/jtin에	방문하세요.
소형	빠른	분리	열전대는	별도로	판매합니다.	그림은	
GKMQSS-125U-6입니다.	kr.omega.com/gjmqss
에	방문하세요.

U  전체적으로	프로그램화	가능한	
컬러	디스플레이,	기본	사양

MDSi8 시리즈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U  알람	계전기나	아날로그	출력	
선택	가능

U  내장	인터넷	선택	가능
U  틸트	핸들이	있는	튼튼한	휴대용	
금속	벤치탑	엔클로저

U  단일	채널	및	10-채널	모델
U  OMEGA의	새	i시리즈	계량기를	
중심으로	제작

U  고품질
U  5년	보증
U  ±0.5°C	(±0.9°F)	및	판독	값	
0.03%의	높은	정확도

U  사용자	친화적이고	설정이	
간편함

U  공통	입력:	열전대,	RTD,	공정	
전압/전류,	단일	채널	모델에	대한	
변형

L

Benchtop Digital Thermometer Single- and 10-Channel Models 
with Embedded Ethernet Connectivity Option



M-108

M

M-108

M

OMEGA® i/8,	 i/16,	 i/32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화	가능한	컬러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1/8,	1/16,	1/32	DIN	공정	제어	장치의	완전한	

첫	시리즈입니다.	어느	설정점이나	알람	시점이든	

색을 	 바꾸도록	

그	 디스플레이를	

프로그램화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화	
가능한	컬러	디스플레이

OMEGA® MDSi8은	튼튼한	벤치탑	금속	
엔클로저	안에	있는	1/8	DIN	크기	(96	x	48	

mm)	디지털	패널이고,	대형	i시리즈	색	변경	

디스플레이가	특징입니다.	디스플레이의	

자리수는	일반	1/8	DIN	패널	계량기	크기의	

2배입니다.	i시리즈	계량기에는	설정점이나	

알람	시점에서	색을 GrEEn, AMBEr, 
rED으로	바꾸도록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LED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기타	옵션에는	

프로그램화	가능한	분리형	아날로그	출력,	직렬	

통신, MOdbus 이더넷이	있습니다.
범용	온도	및	공정	장비는	10가지	공통	열전대	

유형,	다중	RTD,	다양한	공정	(직류)	전압	및	

전류	범위를	취급합니다.

설정점에서	색을	
변경합니다.

사양
단일	채널	범용	및	10채널	전용	온도	및	공정	입력
정확도:	온도	±0.5°C	(±0.9°F);	판독	과정	0.03%

해상도:	1°/0.1°;	10	μV	공정

온도	안정성:	
	 RTD:	0.04°C/°C	
	 25°C	(77°F)에서	열전대:	0.05°C/°C	(냉접점	보상)	
	 공정:	50	ppm/°C	
NMRR:	60	dB

CMRR:	120	dB

A/D	전환:	이중	경사형

판독률:	초당	3	샘플

디지털	필터:	프로그램화	가능

디스플레이:	4자리,	9세그먼트	LED	10.2	mm	(0.40”)		
	 i32,	i16,	i16D,	i8DV:	21	mm	(0.83")	
		 i8:	10.2	mm	(0.40”)	및	21	mm	(0.83”),	i8DH—공정	변수,	설정점,	온도	단위와	관련해	

GReeN,	AMbeR,	ReD으로	프로그램화	가능

입력	유형:	열전대,	RTD,	아날로그	전압,	아날로그	전력

열전대	도선	저항:	최대	100	Ω

열전대	유형	(ITS	90):	J,	K,	T,	E,	R,	S,	B,	C,	N,	L	

RTD	입력	(ITS	68):	:	100/500/1000Ω	Pt	센서,	2,	3,	4선;	0.00385	또는	0.00392	곡선

전압	입력:	0	~	100	mV,	0	~	1	V,	0	~	10	Vdc

입력	임피던스:	100	mV이면	10	MΩ,	1	또는	10	Vdc이면	1	MΩ

전류	입력:	0	~	20	mA	(5	Ω	부하)

설정:	싱글	엔디드

극성:	단극

단계	반응:	99.9%의	경우	0.7초

십진	선택:온도의	경우	없음이나	0.1;	공정의	경우	없음이나	0.1,	0.01,	0.001

설정점	조정:	-1999	~	9999

범위	조정:	0.001	~	9999

오프셋	조정:	-1999	~	+9999

네트워크	및	통신
이더넷:	준수	표준	IEEE	802.3	10Base-T	

지원	프로토콜:	TCP/IP,	ARP,	HTTPGET

RS232/RS422/RS485:	메뉴에서	선택	가능;	메뉴에서	ASCII와	모드버스	프로토콜	선택	가능;	300	~	19.2	kb	
프로그램화	가능;	완전히	프로그램화	가능한	설치	능력;	현	디스플레이를	전송하는	프로그램,	알람	상태,	최소/최대,	
실질적으로	측정한	입력	값과	상태

RS485:	0부터	199까지	취급	가능

연결:	후면	패널에	있는	DB-9	커넥터;	알람	1	및	2	옵션	(프로그램화	가능)

그림(위)은	10	채널	열전대	모델	MDSSi8-TC-C4eI-AL로,	이더넷/RS232	및	알람	계전기	옵션이	있습니다.

그림(아래)은	단일	채널	범용	모델	MDSi8-C4eI로,	이더넷/RS232	옵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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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1	및	2	옵션	(프로그램화	가능)
유형:	“C”형	SPDT	계전기,	최소	Output	출력		
30	Vrms	Only

작동:	높음/낮음,	위/아래,	밴드,	래치/언래치,	정상	
개발/정상	폐쇄,	공정/편차;	앞면	패널	설정

아날로그	출력	옵션	(프로그램화	가능):
비분리,	재전송	0	~	10	Vdc	또는	0	~	20	mA,	최대	
500Ω	(출력	1만).	정확도는	다음의	조건이	만족될	때	
FS의	±1%입니다.

1)	입력이	입력	FS의	1%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음

2)	아날로그	출력이	출력	FS의	3%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음.

일반
전력:	90	~	240	Vac,	50	~	60	Hz

비고:	각	장비에는	정격	120	Vac인	전원	코드(모델	번호	

POWeR	CORD-NA)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30	Vac

로	작동하는	전원	코드도	추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부속품”을	참고하세요.

i시리즈	디스플레이는	고유의	9세그먼트	LED	

문자를	이용해,	글자	및	숫자	표현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대부분의	장비에서	이용하는	7

세그먼트	LED	문자는	숫자를	표현하기에	

적합하지만,	문자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i

시리즈	고유의	9

세그먼트	LED	문자를	

이용하면	단어를	

쉽게	읽을	수	있어,	

조작과	프로그래밍을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9	세그먼트	LeD

9-segment display

7-segment display

9-segment display

7-segment display

   부속품	 설명

		POWeR	CORD-DM	 덴마크식	전원	코드와	커넥터

		POWeR	CORD-e-10A	 유럽식	전원	코드와		
커넥터

		POWeR	CORD-IT	 이탈리아나	아일랜드식	전원	코드와	커넥터

		POWeR	CORD-Se	 끝부분의	피복을	벗긴	전원	코드	(연결되지	않음),		
범용	최대	250	Vac

		POWeR	CORD-UK	 영국식	전원	코드와	커넥터

		POWeR	CORD-NA	 북미식	(미국,	멕시코,	캐나다)		
성형한	전원	코드와	커넥터,		
표준	120	Vac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MDSi8A나	MDSSi8A	계량기는	이더넷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10-채널	모델의	경우,	통신	포트는	현재	장비	앞면에	있는	
10포인트	선택	장치	스위치로	선택한	입력에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	 설명

		MDSi8	 1채널	벤치탑	온도계,	공통	입력		
(열전대,	RTD,	PV)

		MDSi8A	 1채널	벤치탑	온도계,	공통	입력	(열전대,	RTD,	PV)과		
아날로그	출력

		MDSi8S	 1채널	벤치탑	변형	계량기

		MDSSi8-TC	 10채널	벤치탑	온도계,	전용	열전대		
입력

		MDSSi8A-TC	 10채널	벤치탑	온도계,	전용	열전대	입력과		
아날로그	출력

		MDSSi8-RTD	 10채널	벤치탑	온도계,	전용	100	Ω	RTD		
입력

		MDSSi8A-RTD	 10채널	벤치탑	온도계,	전용	100	Ω	RTD	입력과		
아날로그	출력

		MDSSi8-PV	 10채널	벤치탑	용	공정	미터기,	전압/전류	입력	전용	

		MDSSi8A-PV	 10채널	벤치탑	용	공정	미터기,	전압/전류	입력	및	아날로그	
출력	전용

 	옵션
		-eIT	 이더넷과	내장	웹서버*

		-C24	 분리형	RS232	및	RS485/422

		-C4eIT	 이더넷	내장	웹서버,	RS482/422

		-AL	 이중	알람	계전기	(“C”형	SPDT,	120/240	Vac에서	3A)

		-500/100	 500	또는	1000	Ω	RTD용	설정		
(10	채널	모델	전용)

  주문	예
		MDSi8-C24	 1채널	공통	입력	벤치탑	온도계와		

RS232/485	통신

		MDSi8A-AL	 1채널	공통	입력	벤치탑	온도계와		
아날로그	출력	및	알람	계전기

		MDSi8-eIT-AL	 1채널	공통	입력	벤치탑	온도계와		
이더넷	및	알람	계전기

		MDSSi8-TC-C24	 10채널	열전대	입력	벤치탑	온도계와		
RS232/485	통신

		MDSSi8-RTD-AL	 10채널	RTD입력	벤치탑	온도계와		
알람	계전기

		MDSSi8-PV-eIT-AL	 이더넷과	알람	릴레이가	추가된	10채널	전압/전류	입력	벤치탑	
용	공정	미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