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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 RTD 프로브-스프링이 든 써모웰, 표준 및 미터 규격

PRTF-14 소형  

알루미늄 헤드, NB-2

PRTF-18 알루미늄 

헤드, NB-3 PRTF-12-SL 
주철 헤드, NB-1

U  써모웰에 이용할 때 반응 시간 
향상과 내진동성을 위해 스프링이 든 
프로브을 어셈블리에 포함* 

U  100 Ω 박막 필름 B급 DIN 
백금 소자와 함께 제공되는 표준 
프로브, 3-와이어 구성 (2-와이어 
및 4-와이어 구입 가능), IEC751/
ASTM-E-1137 컬러 코딩

U  다중 연결 헤드 옵션에는 나사 
덮개와 스냅식 잠금 케이스가 세라믹 
단자판과 함께 포함됨 

U  4-20 mA 트랜스미터를 PRTF-12 
및 PRTF-18 보호 헤드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선택사양)

* 프로브 지름을 “1/8”, “3/16”, “1/4”(인치 단위)로 지정하세요. 다른 길이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연결 헤드 옵션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3-와이어 리드 구조가 기본입니다. 다른 구조로 구입하려면 영업부에 연락하세요.

주문 예: PRTF-12-2-100-1/14-6-E-SL, 주철 헤드가 있는 산업용 RTD 프로브, 3-와이어 구조 (제 2식), 100 Ω, 지름 
1/4”, 길이 6”, 유럽식 곡선(알파 = 0.00385). 

* 프로브 지름을 “M30”, “M45”, “M60” (밀리미터 단위)로 지정하세요. 다른 길이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연결 헤드 옵션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3-와이어 리드 구조가 기본입니다. 다른 구조로 구입하려면 영업부에 연락하세요. 
주문 예: PRTF-12-2-100-M60-150-E-SL, 주철 헤드가 있는 산업용 RTD 프로브, 3-와이어 구조 (제 2식), 100 Ω, 지름 6 mm, 
길이 150 mm, 유럽식 곡선(알파 = 0.00385).

그림의 제품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PRTF-19 초소형  

알루미늄 헤드, NB-4

1/2 NPT  

표준 머운팅 

나사산

PRTF Series

주 : -14 및 -19 헤드에는 트랜스미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 써모웰에 장착시, 나사산의 체결 길이는 스프링 압축 
길이와 동일합니다

 주문하려면
  리드	 Ω	 피복  

 모델 번호 방식† at 0°C 길이

 PRTF-(**)-2-100-(*)-6-E-SL 2 100 6"
 PRTF-(**)-2-100-(*)-9-E-SL 2 100 9"
 PRTF-(**)-2-100-(*)-12-E-SL 2 100 12"
 PRTF-(**)-2-100-(*)-18-E-SL 2 100 18"
 PRTF-(**)-2-100-(*)-24-E-SL 2 100 24"

 주문하려면
  리드	 Ω	 피복   
 모델 번호 방식† at 0°C 길이 
 PRTF-(**)-2-100-(*)-150-E-SL 2 100 150 mm 
 PRTF-(**)-2-100-(*)-225-E-SL 2 100 225 mm 
 PRTF-(**)-2-100-(*)-300-E-SL 2 100 300 mm 
 PRTF-(**)-2-100-(*)-450-E-SL 2 100 450 mm 
 PRTF-(**)-2-100-(*)-600-E-SL 2 100 600 mm 

미터 규격

표준 규격

Platinum RTD Probes Spring Loaded for Thermowells Standard and Metric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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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번호 연결 헤드 방식 재료 도관 연결

 PRTF-12 NB1 나사 상부 주철 1/2 NPT

 PRTF-14 NB2 나사 상부    1/8 – 1/4” OD 케이블용 1/2 NPT,  
  초소형 

알루미늄
 압축 피팅을 이용

 PRTF-18 NB3 플립 탑 알루미늄 1/2 NPT

 PRTF-19 NB4 나사 고정,   
알루미늄

 M16 x 1.0 및   
  초소형  압축 피팅

연결 헤드 옵션

이 센서는 모두 세라믹 단자판과 

함께 제공되고, 센서는 그림과 같이 

선을 연결합니다.

센서를 원격 위치나 전자기 노이즈가 퍼져있는 환경에서 이용할 때, 트랜스미터가 완벽한 선택입니다. 위의 트랜스미터는 RTD의 저항을 4 ~ 20 mA 신호로 

전환합니다. (PRTF-12 및 PRTF-18 헤드에 적용시에 해당되며, -14 및 -19 헤드에는 트랜스미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메가는 당신이 원하는 써모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입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TX92 소형 트랜스미터 TX94 극저 초슬링 트랜스미터 TX904 현장 조절가능 트랜스미터

260S 시리즈 일반용 써모웰,  
kr.omega.com에 방문하세요.

260L 시리즈 래깅 연장 써모웰,  
kr.omega.com에 방문하세요.

260A 시리즈 제한 공간 써모웰,  
kr.omega.com에 방문하세요.

260F 시리즈 플랜지 써모웰,  
kr.omega.com에 방문하세요.

RTD 연장 와이어 
(예: EXTT-3CU 시리즈)을 

이용하세요.  
kr.omega.com에 방문하세요.

추가 트랜스미터 

옵션을 확인하려면 

kr.omega.com에 

방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