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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80 시리즈

HX80 시리즈는 습도 프로브의 일종으로 RH, 

온도, 이슬점, 압력(psia), ppmv, ppmw, gr/

lbs 등의 정밀하고 다양한 측정 매개변수를 

제공합니다. 프로브은 고온 및 고압 환경을 

포함한 대부분의 용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HX85A는 스테인리스 스틸 침전물 필터와 

RS232가 있고 출력이 0-10 Vdc인 습도/온도 

스테인리스 스틸 프로브입니다. RH 측정 범위는 

5-95%, 정밀도는 ±1%, 작동 온도는 -20 ~ 

120°C (-4 ~ 248°F), 이슬점 범위는 -40 ~ 

60°C (-40 ~ 140°F)이고, 기본 출력은 RH, 

온도, 이슬점입니다.

HX85BA는 스테인리스 스틸 침전물 필터와 

RS232가 있고 출력이 0-10 Vdc인 습도/온도/

기압 스테인리스 스틸 프로브입니다. RH 측정 

범위는 5-95%, 정밀도는 ±1%, 이슬점 범위는 

-40 ~ 60°C (-40 ~ 140°F), 압력 범위(기압)

는 20 ~ 1100 mb, 작동 온도는 -20 ~ 120°C 

(-4 ~ 248°F)이고, 기본 출력은 DP, 온도, 

압력입니다.

HXP85는 스테인리스 스틸 침전물 필터와 

RS232가 있고 출력이 0-10 Vdc인 습도/온도/

고압 스테인리스 스틸 프로브입니다. RH 측정 

범위는 5-95%, 정밀도는 ±1%, 이슬점 범위는 

-40 ~ 60°C (-40 ~ 140°F), 압력 범위는 0 

~ 200 psia, 작동 온도는 -20 ~ 120°C (-4 ~ 

248°F)이고, 기본 출력은 DP, 온도, 압력입니다.

HX86은 스테인리스 스틸 침전물 필터와 

RS232가 있고 출력이 4 ~ 20mA인 원격 

[1.8m (6’) 케이블] 습도/고온 스테인리스 

스틸 프로브입니다. RH 측정 범위는 5-95%, 

정밀도는 ±1%, 이슬점 범위는 -40 ~ 60°C 

(-40 ~ 140°F), 작동 온도는 -20 ~ 120°C 

(-4 ~ 248°F)이고, 기본 출력은 RH, 온도, 

이슬점이며, 디스플레이가 포함됩니다.

HXB86은 스테인리스 스틸 침전물 필터와 

RS232가 있고 출력이 4–20mA인 원격 

[1.8m (6’) 케이블] 습도/고온/기압 스테인리스 

스틸 프로브입니다. RH 측정 범위는 5-95%, 

정밀도는 ±1%, 이슬점 범위는 -40 ~ 60°C 

(-40 ~ 140°F), 압력 범위(기압)는 20 ~ 

1100 mb, 작동 온도는 -20 ~ 120°C (-4 ~ 

248°F)이고, 기본 출력은 DP, 온도, 압력이며, 

디스플레이가 포함됩니다.

HXP86은 스테인리스 스틸 침전물 필터와 

RS232가 있고 출력이 4 ~ 20mA인 원격 

[1.8m (6’) 케이블] 습도/고온/압력 스테인리스 

스틸 프로브입니다. RH 측정 범위는 5-95%, 

정밀도는 ±1%, 이슬점 범위는 -40 ~ 60°C 

(-40 ~ 140°F), 압력 범위는 0 ~ 200 psia, 

작동 온도는 -20 ~ 120°C (-4 ~ 248°F)이고, 

기본 출력은 DP, 온도, 압력이며, 디스플레이가 

포함됩니다.

HX86N은 스테인리스 스틸 침전물 필터와 

RS232가 있고 출력이 0-10Vdc인 원격 

[1.8m (6’) 케이블] 습도/고온 스테인리스 

스틸 프로브입니다. RH 측정 범위는 5-95%, 

정밀도는 ±1%, 이슬점 범위는 -40 ~ 60°C 

(-40 ~ 140°F), 작동 온도는 -20 ~ 120°C 

(-4 ~ 248°F)이고, 기본 출력은 RH, 온도, DP

입니다.

HX85A,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환경/공정 공기 트랜스미터-RH/온도와 이슬점, 압력 값

공통 사양
상대습도 정밀도: ±1% RH 

온도 정밀도: ±0.5°C 
전기 출력  
최대 10mA에서 0 – 10 Vdc (x3)  
 온도 측정 범위:  
 -20 ~ 120°C (-4 ~ 248°F) 
 RH 측정 범위: 5 ~ 95% 

이슬점: -40 ~ 60°C (-40 ~ 140°F)

직렬 출력(모든 장비):  
RS232C – DTE 장치, 19.2킬로보드, 8비트 
데이터, 1 정지비트, 패리티 없음; RS232C(
양방향) 

필요 전력: 비조절 18 – 30 Vdc, 최대 50mA

크기:  
 센서: 19 x 203 mx 8") 
 케이블 길이: 1.8m (6’); 더 긴 제품을 원하면 
   공장과 상의하세요.  
 전자 모듈 외부 크기:  
 13 H x 9.4 W x 5.6 cm D 
 (5.1 x 3.7 x 2.2") 
 탑재 중심: 11.5 x 7.9 cm 
 (4.53 x 3.11") 

센서 압력 정격: 최대 200psia 

센서 침전물 필터: 40 미크론 

재료: 스테인리스 스틸 

Standard

Environmental/Process Air Transmitters
RH/Temperature and Dew Point or Pressure Out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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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85A(센서만) 
측정 매개변수: 상대습도/온도

출력 정보: 상대습도, 온도, 이슬점

전기 출력: 0 ~ 10 Vdc (x3) 
HX85BA(센서만) 
측정 매개변수: RH/온도/기압 
압력 측정 범위:  
10 ~ 1100 mb 

압력 정밀도: ±5 mb 

출력 정보: 상대습도, 온도, 압력 

전기 출력: 0 ~ 10 Vdc (x3)  
 
HX85PA (센서만) 
측정 매개변수: 상대습도/온도/고압 

압력 측정 범위:  
0 ~ 200 psia 

압력 정밀도: ±0.75 psi 

출력 정보: 상대습도, 온도, 압력 

전기 출력:  
0 ~ 10 Vdc (x3)  
 
HX86A (전자 모듈이 있는 센서) 
측정 매개변수: 상대습도/고온 

출력 정보: 상대습도, 온도, 이슬점

전기 출력: 4 ~ 20 mA (x3) 

경보 계전기: (x2) 

디지털 디스플레이: LCD, 2선식 

HX86PA (전자 모듈이 있는 센서)
측정 매개변수: 상대습도/고온/절대압력

압력 측정 범위: 
0 ~ 200  psia

압력 정밀도: ±0.75 psi

출력 정보: 상대습도, 온도, 압력

전기 출력: 4 ~ 20 mA (x3)

경보 계전기: (x2)

 주문하려면 kr.omega.com/hx85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모델 번호 설명 
 HX85A 상대습도/이슬점/온도 전달 장치, 0 ~ 10 Vdc 출력, RS232 (양방향) 
 HX85BA 상대습도/온도/기압 전달 장치, 0 ~ 10 Vdc 출력, RS232 (양방향)

 HX85PA 상대습도/온도/압력 전달 장치, 0 ~ 10 Vdc 출력, RS232 (양방향) 
 HX86A 원격 디스플레이가 있는 상대습도/이슬점/고온 전달 장치, 알람 2개, 공정 출력, RS232

 HX86PA 원격 디스플레이가 있는 상대습도/압력/고온 전달 장치, 알람 2개, 공정 출력, RS232

 HX86BA 원격 디스플레이가 있는 상대습도/기압/고온 전달 장치, 알람 2개,  
  공정 출력, RS232

 HX86N 상대습도/이슬점/고온 전달 장치, 0 ~ 10 Vdc 출력  
 HX80-DIS 원격 디스플레이, 알람 2개, 공정 출력 
 PSU-93 비조절 전력 공급, 16 ~ 23 Vdc, 최대 300mA, 나사 단자 
 PSR-24S 조절 전력 공급, US 플러그, 90 ~ 264 Vac 입력, 24 Vdc 출력, 400 mA,  
  나사 단자, UL

 PSR-24L 조절 전력 공급, US 플러그, 90 ~ 264 Vac 입력, 24 Vdc 출력, 400 mA 
  피복을 벗긴 선, UL

 PSR-24L-230 조절 전력 공급, 유럽 플러그, 230 Vac 입력, 24 Vdc 출력, 400mA,  
  피복을 벗긴 선, CE

 HX80B-SENSOR HX85BA용 대체 센서 모듈

 HX80P-SENSOR HX85PA용 대체 센서 모듈

사용자 설명서와 NIST 인증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 HXP85PA, 상대습도/온도 및 압력 전달 장치, 0 – 10 Vdc 출력, PSU-93, 비조절 전원 공급 장치, 16 – 23 Vdc, 최대 300mA, 나사 단자

HX86PA, 상대습도/고온 및 압력 전달 장치, 4 – 20mA 출력, PSU-93, 비조절 전원 공급 장치, 16-23 Vdc, 최대 300 mA, 나사 단자

HX86BA (전자 모듈이 있는 센서) 
측정 매개변수: 상대습도/고온/기압 

압력 측정 범위:  
10 ~ 1100 mb 

압력 정밀도: ±5 mb 

출력 정보: 상대습도, 온도, 압력 

전기 출력: 4 ~ 20 mA (x3)

경보 계전기: (x2) 

디지털 디스플레이: LCD, 2선식 

HX86N (센서만) 
측정 매개변수: 

상대습도/고온 

출력 정보: 상대습도, 온도, 이슬점 

전기 출력: 0 ~ 10 Vdc (x3)

HX86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