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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7151 시리즈 혼용 전극은 견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체 외부는 ABS이고 ¾ 
MNPT 나사산이 양쪽 끝에 있습니다. 최대 삽입 길이는 31.75 mm (1.25”)입니다. 전극은 
보충 가능한 고리형 PTFE 액간접촉이고 4.6 m (15’) 케이블과 BNC 커넥터가 있습니다. 
최대 120°C (248°F) 온도에서 이용하는 이 장비는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전극은 특수한 플런저 설계로 되어 있어 어느 각도에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직렬배열 일회용 전극

오메가 직렬배열 혼용 전극은 지속적으로 pH나 ORP를 감시하기 위해 표준 T
자형 파이프에 설치합니다. 전극은 ½ MNPT 나사산이 있는 키나르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브 삽입 길이는 25 mm (1”)이고 압력을 최대 150 
psi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길이 3 m (10’) 케이블과 BNC 커넥터가 기본 
사양입니다. 
크기: 127 x 25 mm (5 x 10”)

CPVC 직렬배열 일회용 pH 전극

이 제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CPVC 직렬배열 일회용 전극은 튼튼하게 구성되어 최대 
100 psi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프로브 삽입 길이는 51 mm (2”)이고 지름은 ¾”입니다. 
¾ MNPT 피팅이 기본 사양이고 3 m (10’) 케이블과 BNC 커넥터가 함께 제공됩니다. 
크기: 168 x 25 mm (6.6 x 10”)

A B
    온도  RMΩ 
  모델 번호 ph 범위 범위 °C (°F) 비고 at 25°C (77°F)

 A PHE-5311-10 0 ~ 13 -5 ~ 100 (23 ~ 212) 범용 50
 A PHE-5312-10 0 ~ 14 0 ~ 100 (32 ~ 212) 높은 pH 200
 A PHE-5411-10 0 ~ 13 -5 ~ 100 (23 ~ 212) 더블 정션 50
 A PHE-5412-10 0 ~ 14 0 ~ 100 (32 ~ 212) 더블 정션 높은 pH 200
 A  ORE-5311-10 ORP -5 ~ 100 (23 ~ 212) 백금 밴드 —
 A ORE-5411-10 ORP -5 ~ 100 (23 ~ 212) 백금 밴드 더블 정션 —
 A ORE-5419-10 ORP -5 ~ 100 (23 ~ 212) 시안화물용 금반  — 
     더블 정션

 B PHE-5316-10 0 ~ 13 -5 ~ 80 (23 ~ 176) 실링된 Ag/AgCl 50
ORP (산화환원반응) 전극에는 자동 온도 보상이 필요 없습니다.

주문 예: PHE-5311-10, 0 – 13 범용 전극.

산업 전극용 견고한 연장 케이블  모델 번호 BNC에서 BNC로 길이 미터 (피트)

 PHEC-B10HD 3.0 (10)
 PHEC-B25HD 7.6 (25)
 PHEC-B50HD 15.3 (50)

주문하려면
   길이  Dia.  pH  온도  Refill R M Ω Price 
 모델 번호 mm (inch) mm (inch) 범위 °C (°F) or Gel at 25°C (77°F) 설명
 PHE-7151-15 140 (5.5) 30 (1.2) 0 ~ 12 0 ~ 80 (32 ~ 176) Refill 400 보충이 가능한 범용** 

 PHE-7351-15 140 (5.5) 30 (1.2) 0 ~ 12 0 ~ 80 (32 ~ 176) Gel 400 씰링/범용

 PHE-7152-15 140 (5.5) 30 (1.2) 0 ~ 14 0 ~ 80 (32 ~ 176) Refill 1000 보충이 가능한 높은 pH용**

 ORE-7151-15 140 (5.5) 30 (1.2) — 0 ~ 80 (32 ~ 176) Refill — 범용 보충 가능한 ORP**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 보충용 용액:  PHFS-7151-4, 4 oz 용기 

PHFS-7151-16, 16 oz 용기.
***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몸체의 경우, 모델 번호에 접미사 “-PPS”를 덧붙이세요. 추가비용이 있습니다.

삽입/수중용 혼용 전극

PHE-7151-15 시리즈

PHEH-71-4, PHE-7151-15 전극에 이용하기 위해 48인치 연장.

주문 예: PHE-7151-15-PT100-PPS, 보충 가능한 범용 전극, BNC 커넥터와 백금 RTD 자동 
온도 보상,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몸체가 있는 4.5 m (15’) 케이블.

PHE-7351-15, 실링된 범용 전극, BNC 커넥터가 있는 4.5 m (15’) 케이블.

Insertion/Submersion Combination Electrod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