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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Welghing Indicator

>Model DN711A
�플랫폼, 트럭, 크레인, 탱크 스케일 응용분야

�전원사양 : DC12V/ 2A (아답터는 기본제공)

�Rs-232C 시리얼 인터페이스(커런트 루프) 1 포트 기본

�디스플레이 크기 : 1인치 (25.4(H) X 14.4(W)  mm)

�표시부 전면에 Lexan Film으로 처리하여 분진이나 수분에 강함

�정전 시 데이터 기억 기능 (Back-Up)

�자기 진단 및 자기 고장 회복기능 내장(Watch-dog)

■Option

�RS422 or 485 / SERIAL PRINT / 

아날로그 아웃(4~20mA or 0~10V)

�RS-232C, Current Loop는 기본장착 입니다.

>Model DN711P
�플랫폼, 트럭, 크레인, 탱크 스케일 응용분야

�소형 프린터 내장 (용지 크기 : 57 X 40 mm)

�전원사양 : DC12V/ 2A (아답터는 기본제공)

�Rs-232C 시리얼 인터페이스(커런트 루프) 1 포트 기본

�디스플레이 크기 : 0.6인치 (14.1(H) X 8.1(W)mm)

�표시부 전면에 Lexan Film으로 처리하여 분진이나 수분에 강함

�정전 시 데이터 기억 기능 (Back-Up)

�자기 진단 및 자기 고장 회복기능 내장(Watch-dog)

■Option

�RS422 or 485 / SERIAL PRINT / 

아날로그 아웃(4~20mA or 0~10V)

�RS-232C, Current Loop는 기본장착 입니다.

>DIMENSIONS unit:mm

>SPECIFICATIONS
Analog Input ＆ A/D Conversion

입력감도 0.45㎶ / D

점 조정범위 0mV � + 32.0mV

로드셀 인가전압 DC 5V

최 신호 입력전압 32mV

온도계수 점 : ±20 PPM / ℃, SPAN : ±20 PPM / ℃

입력 노이즈 ±0.6㎶ P.P

입력 임피던스 10㏁ 이상

A/D 변환방법 Δ∑

A/D 분해능 260,000 Count(18bit)

A/D 변환속도 80회 / Sec

비직선성 0.01% FS

Digital Part

일반사양

사용전력 DC 12V /  2A  

사용온도 -5℃ ~ 40℃

사용습도 85% Rh 이하 (물방울 맺힘이 없을 것)

제품크기 (W)230 Х (H)130 Х(D)97

제품중량 약 1.5Kg

표시기
중 량

7-Segment 6 digit 적색 FND

711A 문자크기 : 25.4(H) × 14.4(W)mm

표시기
중 량

7-Segment 6 digit 적색 FND

711P 14.1(H) × 8.1(W)mm

1눈의 값 ×1, ×2, ×5, ×10, ×20, ×50

최 표시 값 +550000

점아래로 지시 "-"Minus Sign

상태표시
STEADY, ZERO, TARE, Kg

적색 LED 3∅ 상태 표시 8 Lamp
GROSS, AUTO, PRINT, RTxD

Key 숫자와 기능 Key 숫자 Key, 기능 Key 겸용 16개

중 량 부

표시내용
커팅 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