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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 탱크용

U 튼튼함
U 부식성 환경에 대응해 

부동태화한 316 SS 
보호관

U 휴대용
U 증기가 들어오지 않는 단자 

케이스
U 빠른 인도를 위해 비축

PTH 시리즈는 도금 탱크와 수세조, 

수용액을 담는 기타 탱크에 이용하는 

튼튼한 범용 히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6 SS 보호관은 부동태화 되어있어 

부식에 내성이 있습니다. 이들 히터는 

증기가 들어오지 않는 케이스와 전력 

리드 2개와 접지선이 있는 길이 3피트의 

비닐로 덮인 신축성 전선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장착대는 

부품을 따라 미끄러져 갈 수 있어 설치가 

쉽습니다.

주의: 액체 수위는 B 규격보다 높아야 합니다. 보호관에 있는 눈금을 변하게 하는 용액 속에서 사용할 경우,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야 합니다.
다른 보호관 재료와 전기 정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인도 정보에 대해 알아보려면 영업부와 
상의하세요.
주문 예: PTH-101, 120V 히터.
PTH-304, 480V 히터.

 주문하기
 모델    크기: cm  무게 
 번호 kW 볼트 W/in2 (인치) A 보호관 kg (lb)
 CTS-50  5 240 25 5 (2) 강철 7.5 (20)
 CTS-75 7.5 240 40 5 (2) 강철 7.5 (20)
 CTC-50 5 240 25 5 (2) 구리 7.5 (20)
 CTC-75 7.5 240 40 5 (2) 구리 7.5 (20)
 CTSS-50 5 240 25 7 (23⁄4) 304 SS 7.5 (20)
 CTSS-75 7.5 240 40 7 (23⁄4) 304 SS 7.5 (20)
 CTT-50 5 240 44 4 (11⁄2) 티타늄 7.5 (20)
 CTT-75 7.5 240 44 6 (21⁄2) 티타늄 7.5 (20)
 CTAC-50 5 240 25 7 (23⁄4) 카펜터 스테인리스 #20* 7.5 (20)
 CTAC-75 7.5 240 40 7 (23⁄4) 카펜터 스테인리스 #20* 7.5 (20)
* 카펜터 스테인리스 번호 20-CB-3.
티타늄 보호관과 함께 구입할 수 있습니다. 효용에 대해 알아보려면 OMEGA에 연락하세요
주문 예: CTS-50, 240V, 스테인리스 스틸 보호관.
CTSS-75, 240V 304 SS 보호관 히터.

PTH 시리즈

U 경량, 윤곽이 얇은 히터

U 물과 부식성 액체용

U 증기가 들어오지 않는 단자 
케이스

 주문하기     
 모델                      크기: cm (인치)             무게   
  번호 kW 볼트 W/in2 A  B kg (lb)
 PTH-101  1 120 21 36 (14)  20 (8) 1.5 (4)
 PTH-102 1 240 21 36 (14)  20 (8) 1.5 (4)
 PTH-202 2 240 31 53 (21)  28 (11) 1.5 (4)
 PTH-204 2 480 31 53 (21)  28 (11) 1.5 (4)
 PTH-302 3 240 32 66 (26)  41 (16) 1.9 (5)
 PTH-304 3 480 32 66 (26)  41 (16) 1.9 (5)
 PTH-402 4 240 34 76 (30)  51 (20) 1.9 (5)
 PTH-404 4 480 34 76 (30)  51 (20) 1.9 (5)
 PTH-602 6 240 34 102 (40)  76 (30) 2.2 (6)
 PTH-604 6 480 34 102 (40)  76 (30) 2.2 (6)
 PTH-902 9 240 34 137 (54)  112 (44) 20 (8)
 PTH-904 9 480 34 137 (54)  112 (44) 20 (8)

PTH-101

CT 시리즈

CTS-50

크기: cm  
(인치)

OMEGALUX® CT 시리즈 액체 가열용 
히터는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나선 루프 
안에 있는 튜브 소자를 활용해 만듭니다. 
단자는 증기가 들어오지 않는 주조 
합금 케이스 안에 있고, 이 케이스는 
뚜껑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 히터는 
사용자가 선택한 보호관 재료에 따라 많은 
용도에 적합합니다.

용도
선택한 보호관 재료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용액을 가열하는데 이용합니다.

크기: cm (인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