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품의 사용중 ERROR를 표시하는 경우  
    ●       경우는 제품이 사용 중 외부로부터 강한 노이즈를 받아서 내부에 있는 각종
       DATA의 기억소자가 파손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로 A/S를 의뢰 하십
       시오. 본 조절기는 위부의 노이즈에 대하여 보완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무한정 노이즈를 견디는 것은 아닙니다. 노이즈(2KV)이상이 유입되면 내부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오픈에러),    (쇼트에러)같은 문자가 나타나면 센서이상이 생긴 경우입
       니다. 센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ㆍ본 기기의 설치 전에 사용방법 및 안전규정이나 경고내용등을 잘 숙지하시
   고 반드시 규정된 관련 사양 혹은 관련 용량 내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ㆍ유도 부하가 큰 모터 및 솔레노이드등에는 배선이나 설치를 하지 마십시오.
ㆍ센서연장시 실드선을 사용하시고 필요 이상으로 길게 하지 마십시오.
ㆍ동일 전원 또는 가까이에 직접 개폐시 아크를 발생하는 부품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ㆍ전원선은 고압선과 멀리하시고 물, 기름, 먼지가 심한 장소의 설치를 하지
   마십시오.
ㆍ직사광선이 쬐는 장소나 비에 노출되는 장소의 설치를 하지 마십시오.
ㆍ강한 자기나 노이즈, 진동 및 충격이 심한 장소의 설치를 하지 마십시오.
ㆍ강 알카리성, 강산성 물질이 직접 나오는 장소와 멀리하시고 독립배관을 
   쓰십시오.
ㆍ주방에 설치시 청소의 목적으로 직접 물을 뿌리지 마십시오.
ㆍ온도/습도가 정격을 초과하는 장소의 설치를 하지 마십시오.
ㆍ센서선이 끊어지거나 흠집이 나지 않게 사용하십시오.
ㆍ센서선은 신호선, 전원, 동력 및 부하선으로 부터 멀리하시고 독립배관을
   쓰십시오.
ㆍ본 제품을 임의로 분해 개조시 사후관리가 되지 않음을 양지하십시오.
ㆍ단자결선도에           표시는 경고나 주의라는 안전문구입니다.
ㆍ강한고주파 노이즈가 발생하는 기기(고주파용접기, 고주파미싱기, 고주파
   무전기, 대용량SCR콘트롤러)근처에서의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ㆍ제조자가 지정한 방법 이외로 사용시에는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ㆍ장난감이 아니므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ㆍ설치 작업은 반드시 관련 전문가 혹은 유자격자만 하시기 바랍니다.
ㆍ상기의 경고나 주의문구 내용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손해에 대해 당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뒷면 커버 피스를 제거 후 흰색을 기준하여 흰색과 적색을
쇼트시키면 1℃씩 상승하며 흰색과 흑색을 쇼트시키면 
1℃씩 감소한다.

-55 ~ 99.9℃-99 ~ 400℃ 

-50 ~ 1200 ℃

-50 ~ 1200℃ -199.9 ~ 400℃

-55.0 ~ 99.9℃

-55.0 ~ 99.9℃

취급설명서

Digital 
Temperature/Humidity
Indicator

Version 1.8(2021.11.08 )

※ 상기 제품사양은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상기 취급 시 주의사항에 명기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경고(警告)

주의(注意)

1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사용전에 주의사항을 잘 읽어 주시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요.
   본 취급설명서에 기재된 사양, 외형 치수들은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본제품은 안전기기로 제작되지 않았으므로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기기, 중대한 주변기기의 손상 및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기기등 제어용으로 사용할경우 반드시 2중으로 안전 장치를 부착
    한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2.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결선 및 점검, 보수를 하지 마십시오.
3. 전원 연결시 반드시 단자번호를 확인하고 연결하십시오.
4. 본기기는 절대로 분해, 가공, 개선, 수리 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고장 진단요령

디지털 판넬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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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외형 규격 및 판넬 가공치수

■ FM-5P & FM-5C & FM-5N

■ FOX-M200 & FM-2PT-1 & FM-2CA-2

96mm

48mm

PM-5P

DIGTAL PANEL METER

Co

C
DIGTAL PANEL METER

55mm

109mm
99mm

48mm

116mm

92mm 

45mm

50mm
(MIN) +0.5

-0

+0.5
-0

1. FOX-M200 & 2PT-1 & 2CA-2

NTC(10K)

100~240 50/60Hz

 문자높이

외형사이즈

12.4mm

72mm X 36mm

3. FM-5N & FM-5P & FM-5C

센 서

PT100Ω

문자높이

외형사이즈

PT100Ω

-199.9 ~ 400℃

100 ~ 240 VAC  50/60Hz

뒷면 단자대 - UP Key : 13,14
                 - Down Key : 13,15

20.3mm

96mm x 48mm

CA(K)

CA(K)

2. FOX-PM 시리즈 & CM 시리즈

전 원

모 델

센 서

측정범위

온도보정

FOX-PM5000(T)
FOX-PM5101(T)

- 12V AC/DC(전류는=150mA이상) 이외의 전원은 사용
   할 수 없으며, 별도의 전원을 사용시 아답터를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하십시오.(출고시 : 12V DC)
- 아답터의 사양은 전원 12V AC/DC출력이 나오는 아답
   터에 최소전류는 150mA의 사양을 사용하십시오. 만약 
   아답터를 이용하지 않고 전원을 연결하면, 화재의 원인
   및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센서선 연장(PM시리즈) : 3P선 이용
- 센서선 연장(CM 시리즈) : 열전대 보상 도선 이용
※ 85℃ 이상 고온의 사용시 센서는 별도
    로 주문제작 요망

FOX-M200 FM-2PT-1 FM-2CA-2

모 델 FOX-M200

FM-5N모 델

FM-2PT-1

FM-5P

FM-2CA-2

FM-5C

PT100ΩNTC(10K)

NTC(10K)

위험(危險)

주의, 전기적 충격에 관한 위험
전기적충격 - 통전중에는 AC단자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전기적 
                   충격을 받을수 있습니다.
입력전원을 점검시에는 반드시 입력전원을 차단 하십시오.

FOX-PM6000(T)
FOX-PM6101(T)

FOX-CM5000
FOX-CM5000T

CA(K)
0 ~ 1200℃

방수(防水) 방수처리

온도보정

전 원

측정범위

센 서

측정범위

전 원

온도보정

재질 및 타입

벽걸이형

바닥취부형

단면

양면

PM5000,PM6000,CM5000

PM5000T,PM6000T,CM5000T

PM5101,PM6101

■ FOX-PM 시리즈

비방수

피스

<뒷면>

<내부 후면>

DIGTAL TEMP

 AC220
50/60Hz

<앞면>

■ FOX-PM 시리즈 & FOX-CM 시리즈

FM-5P,5C,5N FOX-PM 시리즈 FOX-CM 시리즈

230VAC 50/60Hz

■ FM-5P & FM-5C & FM-5N

_+

COM UP DOWN POWER SUPPLY

NTC(10K)

100~240V 50/60Hz

A B B‘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2 3 4 5 6 7 8 9 10

DIGTAL TEMPDIGTAL TEMP

<스텐, 바닥취부형>

<스텐, 벽걸이형>

<아크릴, 벽걸이형>

■ FOX-CM 시리즈

<측면>

피스

<뒷면>

<내부 후면>

_+

CA(K)

DIGTAL TEMP

센서 CA(K)

<앞면>

FOX-CM

 AC220
50/60Hz

POWER

단자 결선도  

■ FOX-M200 & FM-2PT-1 & FM-2CA-2

⑴ 입력의접속
    - PT100  연결시  ①A  ②B
      ③B’로 연결한다.
    - CA(K) 연결시 ① + ②로 
      연결한다.
    - NTC(10K)센서 연결시 극
      성없이 ①과 ②에 연결한다.
⑵ 측정 입력선이 길어질 경우 
    또는 노이즈가 혼입될 가능
    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림1>과 같이 쉴드선(Shi
    eld wire)을 사용하십시오.
    (FOX-M200 제품에 한정)

<그림1>

1 2 3

DIGTAL PANEL METER

AC LINE
100 ~ 240  Vac

50/60Hz

NTC(10K)
CA(K)

4

스탠

아크릴, 벽걸이형

소비전력 최대 1.5VA 이하

사용주위
 온습도

   0 ~ 55℃

35 ~ 80%RH

보존주위온도 -10 ~ 70℃

사용주위
 온습도

   0 ~ 70℃

35 ~ 100%RH

보존주위온도 -10 ~ 70℃

사용주위
 온습도

   0 ~ 55℃

35 ~ 80%RH

보존주위온도 -10 ~ 70℃

2 3

주요 생산제품 및 개발
- 디지털 온/습도 조절기
- 디지털 타이머, 전류/전압메타
- 기타 제품개발

■

A B B‘

단면

양면

PM5101T,PM6101T
아크릴, 바닥취부형

<아크릴, 바닥취부형>

문자높이 56.8mm

최대보정온도 ±30℃ ±10℃ ±50℃

www.conotec.co.kr

주 소 : (도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
            (지번)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901-1 |주| 코노텍
            (우)46034읍 반룡산단1로 56 |주| 코노텍

A/S 전화 : 070-7815-8266
상담전화 : 051-819-0425 ~ 0427
홈페이지 : www.conotec.co.kr
전자메일 : conotec@conotec.co.kr

전면커버를 제거하여 UP/Down 키를 이용하면
원하는 보정가능, 5초후 자동으로 보정된 온도로 돌아옴
( M200의 경우 왼쪽 Key=Up 오른쪽 Key=Down )



  ●        : Memory error. Turn the power off and turn it on again.
             If the error message continued, please contact our A/S for
             safety. 
  ●         : Sensor error. The sensor is interrupted. Check the cable.
  ●     : Sensor error. The sensor is short-circuited. Check the cable. 

After taking off the back panel, on the basis of white wire,
Short-circuit   white and red : rise by 1℃
                     white and black : reduce by 1℃
(However, PM 6000 series is rise/reduse by 0.5℃.)

-55 ~ 99.9℃-50 ~ 400℃ 

-50 ~ 1200 ℃

-50 ~ 1200℃ -199.9 ~ 400℃

-55.0 ~ 99.9℃

-55.0 ~ 99.9℃

Digital 
Temperature/Humidity
Indicator

Version 1.8(2021.11.08)

■ FM-5P & FM-5C & FM-5N

■ FOX-M200 & FM-2PT-1 & FM-2CA-2

96mm

48mm

PM-5P

DIGTAL PANEL METER

Co

C
DIGTAL PANEL METER

55mm

109mm
99mm

48mm

116mm

92mm 

45mm

50mm
(MIN) +0.5

-0

+0.5
-0

1. FOX-M200 & 2PT-1 & 2CA-2

NTC(10K)

100~240 50/60Hz

- If you take off the front cover and use of up/down key,
   you can use the correction function for temperature.
   (M200 : left key = up, right key = down)
- Return at corrected temperature automatically after 5 seconds.

12.4mm

72mm X 36mm

3. FM-5N & FM-5P & FM-5C

PT100Ω

PT100Ω

-199.9 ~ 400℃

100 ~ 240 VAC  50/60Hz

Rear terminal  - UP Key : 13,14
                   - Down Key : 13,15

20.3mm

96mm x 48mm

CA(K)

CA(K)

2. FOX-PM series & CM series

FOX-PM5000(T)
FOX-PM5101(T)

FOX-M200 FM-2PT-1 FM-2CA-2

FOX-M200

FM-5N

FM-2PT-1

FM-5P

FM-2CA-2

FM-5C

PT100ΩNTC(10K)

NTC(10K)

FOX-PM6000(T)
FOX-PM6101(T)

FOX-CM5000
FOX-CM5000T

CA(K)

0 ~ 1200℃

Waterproof

one side

both side

PM5000,PM6000,CM5000
PM5000T,PM6000T,CM5000T
PM5101,PM6101

■ FOX-PM series

Non-waterproof

■ FOX-PM series & FOX-CM series

FM-5P,5C,5N FOX-PM series FOX-CM series

230VAC 50/60Hz

■ FM-5P & FM-5C & FM-5N

_+

COM UP DOWN POWER SUPPLY

NTC(10K)

100~240V 50/60Hz

A B B‘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2 3 4 5 6 7 8 9 10

DIGTAL TEMPDIGTAL TEMP

<stainless, stand type>

<stainless, wall-mounted type>

<acryl, wall-mounted type>

<side>

■ FOX-CM series

_+

CA(K) POWER

■ FOX-M200 & FM-2PT-1 & FM-2CA-2

1 2 3

DIGTAL PANEL METER

AC LINE
100 ~ 240  Vac 
   50/60Hz

NTC(10K)
CA(K)

acryl, 
wall-mounted

Maximum : 1.5VA

   0 ~ 55℃

35 ~ 80%RH

-10 ~ 70℃

   0 ~ 70℃

35 ~ 100%RH

-10 ~ 70℃

   0 ~ 55℃

35 ~ 80%RH

-10 ~ 70℃

2

A B B‘

PM5101T,PM6101Tacryl, 
stand type

<acryl, stand type>

56.8mm

±30℃ ±10℃ ±50℃

Operating Manual

1 Caution     

Safety

Safety and Hazard Instructions

Pls use this item after installing the duplex safety device in which is 
applied at dangerous factors such as serious human injury or damages 
of property & important machine because this item is not designed as 
safety device

Safety Instrruction and Hazard Warnings

ㆍPlease read the operating manual carefully before putting the device
   into operation.
ㆍWe will not assume any responsibility for damage to assets or 
   persons caused by improper handling or failure to observe the 
   safety instructions or hazard warnings.
ㆍFor safety and licensing reasons, unauthorized conversion and/or 
   modification of the device is not permitted.
ㆍDo not exceed the maximum permissible current - in case of higher 
   loads, use a contactor of adequate power. Make sure that the 
   supplied voltage matches the values specified for the instrument.
ㆍThe device must be adequately protected from water and dust as 
   per the application and must be accessible via the use of 
   appropriate tools.
ㆍThe device must not be exposed to extreme temperature, sunlight, 
   strong vibrations or high levels of humidity.
ㆍOperation or installation is not permitted under unfavorable ambient 
   conditions such as wetness or excessive induction loads or 
   solenoid and dust, combustible gases, vapors or solvents, especially 
   high-frequency noise.
ㆍAvoid operation or installation close to high-frequency fields such 
   as welding devices, sewing machines, wireless transmitter, radio 
   systems, SCR controller, etc.
ㆍDo not install the sensor cable nearby signal cable, power cable, 
   load cable.
ㆍPlease use the shield cable when the sensor cable’s lengthened, 
   however do not make it too much longer.
ㆍPlease use the sensor cable without any cutting or flaw, blemish.
ㆍThe device is not a toy and should be kept away from children.
ㆍInstallation work must only be carried out by suitably qualified 
   personnel who are familiar with the hazards involved and with the 
   relevant regulations.
ㆍYou shouldn’t tinker with anything or the product may not be opened 
   or disassembled unless you know what you’re doing.
ㆍPlease ask us about this questioning. 

Danger
■ Attention! Never work on electrical connections when the machine 
    is switched on.

Digital  Panel Meter  

Size

Model
Sensor

Temp.range
Power Supply

    Power 
consumption

  Ambient
Temp/Humi

Storage Temp.

Correction
 of Temp.

Power
Supply

Model

Sensor

Temp.range

Correction
of Temp.

Waterproof

Material
  and
 Type

  Ambient
Temp/Humi

Storage Temp.

Please use the power supply only 12V AC/DC
(electric current = over 150mA)
If you use a special power supply, please use the
adaptor. (When deliver = 12V DC)
- Specification for Adaptor : 12V AC/DC output
   minimum electric current = 150mA
- If the adaptor is not used, it may cause a fire or out
   of order.
- When sensor wire lengthened(PM series)
   ⇒ Pls use the 3P cable.
- When sensor wire lengthened(PM series)
   ⇒ Pls use the thermo couple cable. 
※If you use it over 85℃, you have to use a special
   sensor.

Wall-nounted

Stand type
stainless

Sensor

Display height

Size

Model

Power Supply

Temp.range

Correction
of Temp.

  Ambient
Temp/Humi

Storage Temp.

screw

<rear>

<inside>

<front>

FOX-PM

screw

<rear>

<inside>

<front>

FOX-CM

Sensor CA(K)

⑴ Connection of input
    - When PT100Ω connected,
      pls connect  ①A  ②B ③B’
    - When CA(K) connected,
      pls connect ① + ②
    - When NTC(10K) connect,
      pls connect ① and ②
      without polarity
⑵ Please use shield cable like
    <drawing 1>. as following
    case : 
    - To lengthen input wire
       for measuring
    - Possibility for of a noise
       (Only FOX-M200 model)

<drawing 1>

    Digital
Panel MeterInput

Double shield cable

Connection  3 Dimension4

5 Error message

Maximum 
correctiom

one side
both side

Display height

Display height

50mm

50mm

DIGTAL TEMP

DIGTAL TEMP

12V AC/DC
(over 150mA)
※ No related polarity 
of power resource.

12V AC/DC
(over 150mA)
※ No related polarity 
of power resource.

www.conotec.co.kr

Address: (Street address) 56, Ballyongsandan 1-ro, Jangan-eup,

(Land-lot address) 901-1, Ballyong-ri, Jangan-eup,

•Product service : 070-7815-8266
•Customer service: 051-819-0425 ~ 0427

•Website : www.conotec.co.kr
•Email : conotec@conotec.co.kr
•SNS : Facebook,Instagram,Twitter,YouTube ‘Search for ‘Conotec’

•FAX : 051-819-4562

                   Gijang-gun, Busan, ROK

Gijang-gun, Busan, ROK (46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