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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PHTX-014 pH 2-선 트랜스미터는 측정한 pH에 비례하는 4 ~ 20 mA 전류 출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크기가 작고 케이스 구조로 되어 있어 설치가 쉽고, pH 
전극을 BNC 커넥터와 함께 수용할 공간이 충분합니다. 온도 보상은 수동이나 자동이고 
1000Ω 백금 RTD를 이용합니다.

PHTX-212는 PHTX-014와 동일하지만 pH 범위가 2 ~ 12입니다. 이 장비는 기록기에 
이용하거나 출력을 10개로 분할해야 하는 곳에 이용할 때 널리 선택 받는 장비입니다.

PHTX-ORP는 입력 범위가 0 ~ 2000 mV인 ORP 전극에 이용됩니다.

PHTX-11에는 NEMA-4X 하우징이 있고, 편리한 버튼 스위치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pH 
판독값을 표시하거나 해당 판독출력 값을 밀리암페어로 표시하는데 이용하는 내장 LCD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4 ~ 20 mA 출력 신호는 1 ~ 14 pH 단위 증가의 특정 pH 범위를 
만족시키도록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온도 보상은 고정 저항기를 이용해 수동으로 
하거나 OMEGA의 700 시리즈 써미스터를 이용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U 차단식 또는 비차단식 모델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U 4 ~ 20 mA 출력

U 수동 또는 자동 온도 보상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 PHTX-11, 차단식 4 – 20 mA 트랜스미터,  
PSS-D12B, 전원 공급장치.

PHTX-014, 비차단식 2선 pH 트랜스미터, PSS-D12B 전원 공급장치.

산업용 pH 2-선 4 ~ 20 mA 트랜스미터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 설명

 PHTX-212 비차단식 2-선 pH 트랜스미터, 2 ~ 12 pH

 PHTX-014 비차단식 2-선 pH 트랜스미터, 0 ~ 14 pH

 PHTX-ORP 비차단식 2-선 ORP 트랜스미터

 PHTX-11  내장 디스플레이가 있는 차단식 4 – 20 mA pH 트랜스미터, 
NEMA-4X 케이스

 PSS-D12B 12 또는 24 Vdc 전원 공급장치

사양
범위: 
 PHTX-014: 0 ~ 14 pH 
 PHTX-212: 2 ~ 12 pH 
 PHTX-ORP: 0 ~ 2000 mV 
 PHTX-11: 1 ~ 14 pH 단위, 사용자가 출력을 선택 가능  
정밀도: 
 PHTX-014, PHTX-212, PHTX-11: ±0.02 pH 
 PHTX-ORP: ±1.0 mV
작동 온도: 
 PHTX-014, PHTX-212, PHTX-ORP: -25 ~ 70°C (-13 ~ 158°F) 
 PHTX-11: -10 ~ 60°C (14 ~ 140°F)
입력 임피던스: > 1013 Ω
온도 보상:  
 수동: 고정 저항기;  
 자동: PHTX-014, PHTX-212: 1000 Ω 백금  RTD 
 PHTX-11: OMEGA’s OL-700 시리즈 써미스터
커넥터: BNC
전원: 12 ~ 80 Vdc (24 Vdc 권장)
출력: 
 PHTX-014, PHTX-212, PHTX-ORP: 비차단식 4 ~ 20 mA 
 PHTX-11: 차단식 4 ~ 20 mA
입력과 출력 차단:  
 PHTX-11: 최대 600 V
크기: 
 PHTX-014: 50.8 H x 38.1 W x 24.1 mm D (2 x 1.5 x 0.95")
 PHTX-212, PHTX-ORP: 57.4 H x 38.1 W x 38.1 mm D  
 (2.25 x 1.5 x 1.5")  
 PHTX-11: 125 H x 74.2 W x 99.6 mm D (4.92 x 2.92 x 3.92") 
디스플레이:  
 PHTX-11: PHTX-11: 3½자리 LCD
디스플레이 분해능:  
 PHTX-11: 0.01 pH

PHTX-212/PHTX-014 

PHTX-11, 차단식  
4 ~ 20 mA 트랜스미터,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Industrial pH Two Wire 4 to 20 mA Transmitters

PHTX-014, 비차단식  
2선 트랜스미터,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