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I-638 

 STI-638 타코미터는 6 자리수의 대형 LED 표시기가있는 견고한 벽 장착형 외함(IP 67)에 넣어 

움직이는 물체의 회전 속도 또는 선형 속도를 제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또한 주파수를 측정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장점으로서 본 장치는 회전 / 선형 속

도를 역치로 변환 할 수 있고, 단일 회전주기 또는 처리 시간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RS-485 단자는 생산 공정 감시 체계에서 자료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REL/ OC 제어 출력은 

회전 속도의 순간 값에 따라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수기에는 고객 선택 에 따라  

선형출력, 즉 능동 전류 출력, 수동 절연 전류 출력 또는 능동 전압 출력이 장착 될 수 있습니다.  

 

 계수기는 RS-485 통신 단자 를 통해 무료 S-Config 소프트웨어가 있는 로컬 키보드 또는 리모

콘을 사용하여 외함을 열 필요 없이 구성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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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특징 

IR 원격제어기  
SIR-15 

• 펄스률, 주기 측정/ 벽부형 IP67 외함 

• 회전/ 선형 속도 제어 

• 회전 / 이동 주기 제어 

• 이진수 출력 REL / OC 

• 선형 출력 : 능동 또는 수동, 

•  전원 공급 장치 출력 : 24V DC  

• RS-485 / Modbus RTU 

• 측정 범위 초과시 "이상"신호 

• 매우 선명한 빨간색, 녹색 및 파란색 표시기 

• 무료 구성 소프트웨어 S-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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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전원  
소비전력 

19V~ 50V DC; 16V~ 35V AC 또는 85~ 260V AC/DC, 전체 분리형 전원 19V~ 50V DC 용: 

최 대 8.7 W; 16V~ 35V AC 최대용 13 VA; 85~ 260V AC/DC최대용  29 VA 

표시기 LED, 6 x 38 mm 크기, 아주 밝은 적, 녹, 청(주문에 따라) 

입력 완전 분리형 펄스, 필터 및 펄스 폭 제어, 최대 입력 주파수 50.0 kHz 

입력 전압 낮은 수준 전압: 0 V ÷ 1 V;  높은 수준전압: 10 V ÷ 30 V (약 12 mA @ 24V) 

입력 주파수 

범위 
1,5 ÷ 50 000 Hz 

표시 값 범위 0 ÷ 999999 + 소수점 

회전속도 
정확도 

0 ÷ 0.00000 단위 범위 안 선택된 값  

회전속도 단위 초당속도(rps), 분당속도(rpm), 시간당 속도(rph) 

펄스 대기 시간 0.1~ 39.9초 선택 

정확도 ± 0.02% ± 1단위(전 온도범위) 

출력(별매) 
1, 2 또는 4 x REL I= 1A, U= 30VDC/250VAC (cosø=1) 또는  
OC I= 30mA, U= 30VDC, P= 100mW 

선형 출력  
(2 x REL 또는 OC, 

주문 참조) 

능동 전류- 동작범위: 0/4 20 mA (최대. 0- 24 mA), 부하저항700 Ω   최대, 분해능 13 bit 

수동전류-동작범위: 4-20 mA (최대. 2,8- 24 mA), 부하저항 600 Ω  @24VDC, 분해능 13 bit 

능동전압-/ 1- 5V, 0/ 2- 10V (최대. 0- 11V), 부하저항 최소, 2000Ω, 분해능 13 bit 

전원공급 출력 24V DC +5%, -10% / max. 100 mA, 정전압 

통신 연결 RS-485, 8N1 과 8N2, 1200 bit/s ÷ 115200 bit/s, Modbus RTU (비 절연) 

동작온도 0°C ÷ +50°C (표준), -20°C ÷ +50°C (별매) 

보관온도 -10°C ÷ +70°C (표준), -20°C ÷ +70°C (별매) 

보호급수 IP67 

외함 벽부형; 재질: ABS + 섬유 유리 

크기 230 x 140 x 96,5 mm 

무게 최대 1200 g 

제품 규격 

고위도 표시 

- 적색, 

- 녹색, 

- 청색. 

(주문에 따름) 

  LED 표시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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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크기 

LED표시기형 

외함크기                                    측면도고정                                    구멍간 거리  

  핀 규격 

규격 2 x REL, 1 x OC 와 1 x AO 0/4-20 mA, 능동형 

3 



STI-638 

주문 방법 

  원격 조절기 

SIR-15 

InfraRed 원격조절기는 IR 수신기 및 원격 프로그래밍 기능이 장착 된 모든 

SIMEX 장치용 외부 프로그래밍 키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컬 IR 컨트롤러 키를 누르면 해당 부호가 장치로 전송됩니다.  

특정 단추의 기능은 장치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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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센서(선택 주문) 

• 모델명: UP18RLD-8NA 

• 측정거리: 8mm 

• 출력: NPN 

• 선길이: 2m 

• 모델명: NBB15-30GM50 

• 측정거리: 15mm 

• 출력: NPN 

• 선길이: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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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S-CONFIG 2  

S-Config 2는 여러 Modbus RTU 망에서 장치를 동시에 감지하는 데 사용되

며 사용자가 대부분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지 된 각 장치에 대해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는 레지스터 목록과 장치 매개 

변수(유형, 네트워크 주소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표시됩니다. 

S-Config 소프트웨어는 당사에서 제공합니다. 

SimCorder Soft는 모든 네트워크 장치에서 측정 자료를 수집, 시각화, 보고, 

보관, 내보내기 및 인쇄할 수 있도록 SIMEX 장치의 고급 네트워크 작업을 원

활하게 하기 위해 작성된 시각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자동으로 또는 요청에 

의하여 장치에서 측정값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기기 정지에 의한 

비용을 피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SMS 또는 전자 

메일을 통한 비상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통보 방법이 있습니다. 매번 인터넷을 

통해 측정 데이터, 비상 상태 및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변 환 기 
SRS-U4 모듈은 주 USB를 RS-485 인터페이스가 장착 된 종속 장치에 연결하도

록 설계되었습니다.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있는 PC를 주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SRSU4 장치는 USB와 RS-485 회로 간의 완전한 절연을 해 줍니다.  

이 변환기는 RS-485 인터페이스가 장착 된 모든 장치에서 작동할 수 있으며 USB 

1.1 및 USB 2.0 표준을 지원하는 집적 회로를 포함합니다. 주요 목적은 RS-485 인

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산업용 자료수집 및 시각화 체계와 주 PC 컴퓨터의 연결

입니다. SRS-U4는 DIN 장착 어댑터로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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