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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RTD 프로브

U  공간이 제한된 곳에서 이용하는
2” 소형 디자인

U  리드와이어로 직접 전이 (전이 
피팅 없음)

U 온도 범위: 
 PFA: -50 ~ 260°C 
 (-58 ~ 500°F) 
 유리섬유: -50 ~ 450°C 
 (-58 ~ 842°C) 
 케이블 선택에 따라 달라짐.

U  고정밀, 100 Ω, A급 DIN 백금 
소자, IEC751에 따름 (알파 = 
0.00385 Ω/Ω/ºC)

U 2/3/4-와이어 구성 이용가능

PR-20 시리즈

이 길이 2”의 다용도 센서는 대부분의 액체와 

공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액체 환경에서 

이용할 때, 에폭시 처리 양단부를 직접 액체에 

비고: 리드가 40” 보다 길면, 추가 비용으로 “(-인치 단위의 원하는 길이)”를 모델 번호에 추가하세요. 
* 4선 구성의 경우,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있는 “2”를 “3”으로 변경하세요. 
지름이 1/8”인 경우 4선 구성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연결 가능: “-LUG”, “-OTP”, “-MTP” 커넥터. 추가 비용을 확인하려면 omega.com에 방문하세요.

주문 예: : PR-20-2-100-3/16-2-E-T, 지름 3/16”, 3-와이어 100 Ω RTD 프로브, 40” PFA 절연 리드선.

 주문하려면 kr.omega.com/pr-20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모델 번호 프로브 지름 (인치) 리드와이어 방식* 최대 온도 범위  °C (°F)

 PR-20-2-100-1/8-2-E-T 1⁄8 3-와이어/PFA 절연체 260 (500)
 PR-20-2-100-3/16-2-E-T 3⁄16 3-와이어/PFA 절연체* 260 (500)
 PR-20-2-100-1/4-2-E-T 1⁄4 3-와이어/PFA 절연체* 260 (500)
 PR-20-2-100-1/8-2-E-G 1⁄8 3-와이어/유리섬유 절연체 450 (842)
 PR-20-2-100-3/16-2-E-G 3⁄16 3-와이어/유리섬유 절연체* 450 (842)
 PR-20-2-100-1/4-2-E-G 1⁄4 3-와이어/유리섬유 절연체* 450 (842)

 모델 번호 설명

 MTP-U-M 납작한 핀의 소형 3핀 수형 커넥터

 OTP-U-M 둥근 핀의 고강도 3핀 수형 커넥터

 DPi32 1/32 DIN 패널 계측기

 SSLK-18-18 1/8” 프로브용 압축 피팅, 1/8” 수형 NPT

 SSLK-14-14 1/4” 프로브용 압축 피팅, 1/4” 수형 NPT

 SSLK-316-14 3/16” 프로브용 압축 피팅, 1/4” 수형 NPT

 SSLK-316-18 3/16” 프로브용 압축 피팅, 1/8” 수형 NPT

액세서리

담그지 않아야 합니다. 설치 시 압축 피팅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부는 독립적인 

센서로 이용할 수 있고, 또는 다양한 연결 

옵션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제어장치, 표시기, 

PR-20-2-100-1/8-2-E-T,  

그림은 실제 크기와 같습니다.

PR-20-2-100-3/16-2-E-T 센서,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BRLK-316-18 피팅,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kr.omega.com에 
방문하세요.

PFA 절연체

PFA 절연체

1 m (40”) #26 AWS 니켈 
도금 구리, PFA 절연 및 
재킷 연선 또는 유리섬유 
절연 및 재킷 연선

2"

지름 1/8, 3/16, 1/4”

정밀한 써모미터와 결합해  

완전한 측정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ACCURACY
IEC CLASSA(±0.15ºC @ 0ºC)

Platinum RTD Prob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