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압 변환기 DPT-400
- 정압 방식의 차압센서
- 가독성이 좋은 LED 2단 4 DIGT DISPLAY
- 측정 범위 -1000 ~ +1000Pa (Full Scale)
- 뛰어난 장기 안정성
- AUTOZERO 기능
- Analog Current Output(4 ∼ 20mA)
- Low/High 알람과 Switch(1SPDT) 기능(Option)

DPT-400

DPT-400 매립형 차압센서는 제약 공장, 반도체 공장 클린룸, 병원 수술실, 감염 격리실 등에 매우 낮은 압력 측정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DPT-400은 공기 또는 비 부식성 기체의 차압, 정압, 연성압을 정밀하게(±0.25%, ±0.5%) 측정하여 디지털 표시 LED 2단
4 DIGITI DISPLAY로 밝게 표시합니다.
또 자동 영점 보정기능(AUTO ZERO)이 내장 되어 있어 시간이 경과하거나 온도 변화에도 일정 주기마다 센서 스스로 영점을
자동 보정(AUTO ZERO)해주므로 장기적인 안정성 및 온도 영향에 안정적인 출력 신호를 제공하고 전류신호 보정 기능으로
4mA, 12mA, 20mA, 멀티 테스터기로 보정이 가능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정확한 출력 신호를 제공 합니다.
DPT-400은 매립 시공 후 사용자가 LED 2단 4 DIGIT DISPLAY를 통하여 측정 단위 및 작동 메뉴, 데이터 등의 Parameter를
외부에 4개의 버튼으로 조작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전류신호 (4 ~ ２0ｍA)를 출력하고 Switch(1SPDT) 지원 하고
있습니다.
과
z

- HAVC
- 공조장치
- 교정실
- 연구소
- 제약 공장 클린룸
- 반도체 공장 클린룸
- 병원 수술실
- 감염 격리실
- Automotive
- Process Automation
- 각종 저장소 및 창고

1. 제품 특징 (Feature)

2. 사양 (Specification)

- 매립용 차압 변환기(Model : DPT-400)는 차압을 측정할

◆General

수 있는 장비입니다.

- 측정범위는 Full Scale

Measuring Range
(측정 범위)

-1000 ~ +1000 [Pa] 이며, 사용

Unit of Measurement
(측정 단위)

자

Accuracy
(정확도)

가 임의로 범위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Warm up time
(준비 시간)

▼ 예) -50 ∼ +50 [Pa]

From -1000 ∼ +1000 Pa
Pa (Pascal) , mmH20
±0.5% FSO (Includes linearity,
Hysteresis & repeatability)
±0.25% (Option)
1 minutes

◆Electrical/Housing Specifications
- 알람 및 스위치 기능(Option)

전원공급

▼ Low/High 알람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1SPDT로 사용자

(Power Input)
동작온도

가 원하는 값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Low/High(ON/OFF)

(Operating Temperature)

값을 두 가지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재질
(Case Material)
전류 출력
(Current Output)

- 자동 영점조절 기능

루프 저항

▼

현장의

설치

조건에

따라

영점을

맞추어야하는데

DPT-400은 설치 후 자동으로 영점을 맞추고

(Loop Resistance)
통신 <Option>

그 후 시간을 설정하면 (10분~24시간 설정)자동 영점

(Communications)

조절이 가능 합니다.

표시
(Display)
사용자 환경

- 정밀한 차압 교정기능/출력 교정기능
▼ 자사에서 특수한 방법을 사용 하여 전 구간에 대하여

(User Interface)

DC24V OR AC85 ~ 265V (Option)
0 ∼ 70℃
Stainless Steel, Steel (SUS 304)
DC4∼20mA (Limited at 40mA)
1~5V (Option)

0 ~ 500ohm
RS 485 Modbus RTU , RS232
LED 4DIGIT DISPLAY
Programmable 4 Keys Push Buttons
Switch

◆Switch Specifications (Option)

차압 교정을 하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값을 얻을 수

Relay Contact

1SPDT (NC - COM - NO)

있습니다.

Contact Rating

2A 30V DC

▼ 출력 4 ∼20 mA Current 에 대한 교정 기능이 별도로
있어 디스플레이 값과 출력 값을 사용자가 손쉽게 교정
할 수 있습니다.
- 통신기능(Option)
▼ 매립용 차압 변환기(Model : DPT-400)는 RS-232와
RS485 통신방식을 제공합니다. RS-232 및 RS485
통신은 매립용 차압 변환기(Model : DPT-400)에 고유
의 ID를 지정하여 각각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또한
각종 파라미터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Interval Set (민감도 설정)
▼ 차압값의 응답시간을 사용자가 빠르게 혹은 느리게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 참조
▼ DPT-400은 풍량 과 풍속센서로도 활용이 가능 합니다.
Air velocity Range : 0~20m/s to 30m/s (Option)

Level Setting

Local Setting

Connections

Detachable Terminal

◆Wi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