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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탑 디지털 온도계-단일 채널 및 10채널 모델

U  9가지 열전대 보정에 대해 프로그램화 
가능한 앞면 패널

U 온도 정확도 0.2°
U 해상도 0.01°
U 최소/최대 보관
U 아날로그 출력 선택 가능
U RS232 통신 선택 가능
U 전력 115 Vac

MDS41고정밀 벤치탑 미터는 써모커플 입력을 수용하는 제품입니다. 

크고 판독이 쉬운 13mm (0.5”) 디스플레이는 6자리이고 해상도는 

0.01°입니다. 열전대 입력 모델은 메모리에 9가지 열전대 유형이 있고, 

앞면 패널에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C/°F/K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일 채널 장비에는 소형 또는 표준 빠른 분리 커넥터를 연결하는 범용 

후면 커넥터가 있습니다. 10채널 MDSS는 온도 입력용으로 나사형 

단자를 이용합니다. 조정 가능한 아날로그 출력 옵션을 이용할 수 있고 

0 – 10 Vdc나 4 – 20 mA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출력은 

측정한 온도를 기록기나 데이터 기록장치로 재송신합니다. .

DP41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OMEGA 홈페이지 

방문하세요.

붉은색 LED 디스플레이와 115 Vac 전력은 기본 사항입니다.  

LED를 녹색으로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에 접미사 “-GN”을 추가하세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아날로그 출력의 경우는, 모델 번호에 접미사 “-A”를 추가하세요.

비고: MDSS 모델에서 아날로그 출력은 채널 표시 용도로만 이용합니다. RS232 통신이 

가능한 장비를 주문하려면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접미사 “-S2”를 추가하세요.

주문 예: MDS41-TC, 단일 채널 벤치탑 표시기, 열전대 입력.

MDSS41-TC-GN과 TTSS-18U-6 변화 접점 

및 빠른 분리 열전대, 별도로 판매합니다. 

kr.omega.com/ktss_jtss_chb에 방문하세요.

MDS41 시리즈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MDS41-TC와 GKMQSS-125U-6 

소형 빠른 분리 탐침, 별도로 판매합니다. 

kr.omega.com/gjmqss에 방문하세요.

RS232 출력용 서브-D 커넥터가 있는 후면 패널.

 주문하려면 kr.omega.com/mds_mdss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입력 채널  
 모델 번호 유형 번호

 MDS41-TC 열전대 1
 MDSS41-TC 열전대 10

Benchtop Digital Thermometer Single- and Ten-Channe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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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모델 시리즈

DS (단일 입력)와 DSS (10-입력) 벤치탑 
케이스는 더 경제적인 OMEGA의 
케이스입니다. DS와 DSS 케이스는 패널 
계량기의 다기능성과 벤치탑의 휴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DS와 DSS는 베이지색입니다.

 모노그램 시리즈 설명

 MDS (*) 단일 입력 벤치탑 계량기

 MDSS (*) 10-입력 벤치탑 계량기

 경제적인 모델 시리즈 설명

 DS (*) 단일 입력 벤치탑 계량기

 DSS (*) 10-입력 벤치탑 계량기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 열전대 유형이나 계량기 특수 범위 코드를 기입하세요.

† 10-채널 모델의 경우, 통신 포트는 현재 장비 앞면에 있는 10포인트 선택 장치 스위치로 선택한 입력에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비고: DP41-TC를 이용하는 벤치탑 모델은 계량기의 명세서에 기입한 열전대 유형과 관련해 프로그램화할 수 있습니다.

DS 버전 1채널을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에 있는 “MDS”를 “DS”로 교체하고, MDS 가격에서 비용을 감하세요.

DSS 10채널 버전을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에 있는 “MDSS”를 “DSS”로 교체하고, MDSS 가격에서 비용을 감하세요.

주문 예: MDS116-JF, 단일 채널 벤치탑 표시기, J형 열전대 입력, °F.

OCW-2, OMEGACARESM 표준 3년 보증을 총 5년으로 연장합니다.

 단일 채널  10-채널  † 기본 계량기   직렬  아날로그  
 모델 번호 모델 번호 모델 번호 사양 통신  출력 

 MDS41-TC MDSS41-TC DP41-TC M-35 선택 사항 선택 사항

 MDS116-(*) MDSS116-(**) DP116-(**) M-19 — 기본 사항

 MDS25B-(*) MDSS25B-(**) DP25B M-24 — 선택 사항

* 계량기의 모델 번호와 열전대 유형을 기입하세요. 주문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OMEGA (kr.omega.com) 홈페이 방문하여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지

MDS41-TC 고정밀 벤치탑 열전대와 

KMTXL-125U-6 K형 성형 변화 

접합부 열전대,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kr.omega.com/kmtxl_

nmtxl에 방문하세요.

벤치탑 모델

벤치탑

연장 보증
 프로그램

SM

이 페이지에 있는 모델의 경우 

OMEGACARESM 연장 

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문할 

때 판매 대리인에게 문의하세요. 
OMEGACARESM 는 부품, 

노동력, 해당 대체품을 취급합니다.

kr.omega.com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