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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입력전원:

	 4-20	mA: 9–30 Vdc @ 50 mA 
 0-1V: 9–30 Vdc @ 50 mA 
 0-5V: 9–30 Vdc @ 50 mA 
 0-10V: 12–30 Vdc @ 50 mA

측정	범위: 0–100% RH

정확도: 상대습도 20–80% ±2.5%, 
상대습도 5–20% 및 80–95% 
±3.5%, 상대습도 0–5% 및 
95–100% ±4%

 
출력 
 HX92BC: 0–100% RH의 경우  
 4–20 mA

	 HX92BV0: 0–100% RH의 경우  
 0–1 Vdc

	 HX92BV1: 0–100% RH의 경우  
 0–5 Vdc

	 HX92BV2: 0–100% RH의 경우  
 0–10 Vdc

상대	습도	온도	보상: -30–75°C  
(-22–167°F)

상대	습도	반응	시간: 보통 8초

반복성: 상대습도 ±0.1%

샘플링	속도: 매 4초 당 샘플 1개

케이스: 회색 폴리카보네이트, NEMA 
13 (IP54)

HX92B	시리즈

HX92B 시리즈 트랜스미터는 상대 

습도를 원격 및 현장에서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이나 2선 

전류 출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미터 출력은 선형이고 온도가 

보상됩니다. 전류 출력 모델은 

트랜스미터를 측정 장치와 사실상 

멀리 떨어진 위치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모델은 정확한 디지털 

센서를 이용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그물형 필터는 센서를 보호하고, 청소 

시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장착 

나사는 NEMA 13 (IP54) 사양에 

따라 전자 장치를 보호하는 튼튼한 

폴리카보네이트 케이스 내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U   4–20	mA,	0–1	Vdc,	0–5	
Vdc,	0–10	Vdc	출력

U  ±2.5%까지	정밀함	(상대	
습도	20–80%)

U  튼튼한	산업	방말형
(Splashproof)	케이스	
NEMA	13	(IP54)

U  배관	설치형	키트	포함	및	
원격	프로브	모델

U  현장	교체용	센서	프로브	
(배관	설치용	모델	제외)

HX92B 시리즈는 오메가의 i시리즈 계측기 및 
제어장치와 직접 연결되어 완벽한 상대 습도 제어 
시스템을 만듭니다. i시리즈 계측기와 제어장치에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컬러 디스플레이가 
있고 인터넷 연결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상대 습도 트랜스미터
벽면, 배관 설치형, 원격 프로브 모델

선택적

연결: 네오프렌 마개(neoprene 
gland)가 있는 지름 0.09–0.265” 
케이블용 방수 나일론, 내부의 5개 
위치에 있는 단자판은 14–22 규격 
와이어를 허용합니다

크기:	 
 HX92B(*) (프로브 없음): 65 L x 50  
 W x 34.8 D mm (2.56 x 1.97  
 x 1.37”)

 TP-SP (짧은 프로브): 지름 16  
 x 71.88 L mm (0.63 x 2.83”)

 
무게:  
 HX92B(*): 124 g (4.4 oz)

 HX92B(*)-D: 132 g (4.7 oz)

 HX92B(*)-RP1: 230 g (8.1 oz))

DPi32	1/32	DIN	
온도/공정	계측기

HX92B(*)	벽면	설치형,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Hu-2

배관	설치용	키트가	함께	제공됩니다.

출력이 4–20 mA인 경우, “C”를 지정하고, 출력이 0–1 Vdc인 경우 “V0”를 지정하고, 출력이 0–5 Vdc인 경우, “V1”을 지정하고, 출력이 0–10 
Vdc인 경우 “V2”를 지정하세요.

3m(10’)케이블과	
M12	커넥터가	있는	
TH-RP	원격	프로브	

현장에서	교체	가능한	부품

HX92B 시리즈는 M12 프로브를 연결하고, 쉽
게 프로브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심
지어 짧은 TH-SP 프로브를 3 m (10’) 케이
블이 있는 TH-RP 원격 프로브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배관 설치형 모델에는 불가능)

HX92B	벽면	설치형,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큽니다.

X92B(*)-D	배관	설치형	
트랜스미터,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M12	커넥터가	있는	
짧은	TH-SP	프로브

이	프로브는
	

현장에서	교
체	

가능합니다
!

쉬운		

M12	연결

주문하기
모델	번호 제품	설명

HX92B(*) 벽면 설치형 상대습도 트랜스미터 
HX92B(*)-D 배관 설치형 상대습도 트랜스미터 
HX92B(*)-RP1 원격 프로브 상대습도 트랜스미터 
TH-RP 3 m (10’) 케이블 및 M12 커넥터가 있고 현장에서 교체 가능한 원격 프로브

TH-SP M12 커넥터가 있고 현장에서 교체 가능한 짧은 71.88 L mm (2.83”) 프로브

HX92-CAL 교정 키트, 11 및 75% 상대습도 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