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드 0°C에서 보호관 
모델 번호 스타일† Ω	 길이**

 PRTF-17-2-100-1/8-6-E 2 100 6"
 PRTF-17-2-100-1/8-9-E 2 100 9"
 PRTF-17-2-100-1/8-12-E 2 100 12"
 PRTF-17-2-100-1/8-18-E 2 100 18"
 PRTF-17-2-100-1/8-24-E 2 100 24"

리드 0°C에서 보호관
모델 번호 방식† Ω	 길이**

 PRTF-17-2-100-M30-150-E 2 100 150 mm
 PRTF-17-2-100-M30-225-E 2 100 225 mm 
 PRTF-17-2-100-M30-300-E 2 100 300 mm 
 PRTF-17-2-100-M30-450-E 2 100 450 mm
 PRTF-17-2-100-M30-600-E 2 100 600 mm

리드 스타일 #2:  
빨간색 리드가 이 

핀에 부착됩니다.

PFA 코팅

옵션 구매 가능

1 5 8 8 - 8 9 8 3

1

1/16”** 길이가 24" 초과할 경우 피트 당 비용이 추가됩니다. 
† 3-선식 와이어가 기본 구성입니다. 다른 구성을 원하면 오메가엔지니어링 영업부와 상의하십시오. 

주문 예: PRTF-17-2-100-1/8-6-E, 간편 연결식 PR-17 프로브와, 제 2-선식 와이어링, 0°C 에서 100Ω 지름 1/8", 길이 6", 
유럽식 곡선 (a=0.00385) 대응 커넥터 별도 판매 

옵션

TECU10-MTP 연장 케이블

SSLK 피팅

OM-SQ2010 데이터로거

백금 RTD 프로브

ACCURACY
IEC CLASSB(±0.30ºC @ 0ºC)

PR-17 시리즈 
대응 암형 커넥터 별도 판매 

소형 커넥터, 

그림은 실제 

크기와 

같습니다.

표준 규격 PRTF-17 시리즈 소형 간편 연결식 프로브
Standard Dimension PRTF-17 Series Miniature Quick Disconnect Probes
6 ~ 24" 길이의 1/8" OD 304 SS 보호관을 가진 다용도 프로브. 각 프로브은 MTP 소형 3핀 커넥터에 
연결됩니다 .(대응 커넥터 별도 판매 )

Platinum RTD Probes

미터 규격 PRTF-17 시리즈 
소형 간편 연결식 프로브
Metric Dimension PRTF-17 Series Miniature 
Quick Disconnect Probes
150 ~ 600 mm길이의  3 mm OD 304 SS 보호관을 가진 다용도 
프로브. 각 프로브는 MTP 소형 3핀 커넥터에 연결됩니다  
(대응 커넥터 별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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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정밀한 100 Ω, B 급 DIN 백금 필름 RTD 소자
U  표준 3핀 MTP 커넥터 및 연장 코드나 케이블을 통해 계측기나 측정 

시스템에 쉽게 연결
U  다양한 지름과 길이로 구입 가능
U  온도 범위 -50 ~ 500°C (커넥터는 최대 220°C)

** 길이가 600mm 이상인 경우 비용이 추가됩니다.  
† 3-선식 와이어가 기본 구성입니다. 다른 구성을 원하면 오메가엔지니어링 영업부와 상의하십시오. 

주문 예: PRTF-17-2-100-M30-300-E 간편 연결식 PR-17 프로브와, 제 2-선식 와이어링, 0°C 에서 100Ω 지름 3mm,  길
이 150mm,  유럽식 곡선 (a=0.00385) 대응 커넥터 별도 판매 



모델 번호 리드 스타일† Ω @ 0ºc
대응 커넥터 
모델 번호

케이블 클램프 
모델 번호 

PRtF-17-2-100-1/8-6-E 2 100

MtP-U-F PcLM-MtP

PRtF-17-2-100-1/8-9-E 2 100

PRtF-17-2-100-1/8-12-E 2 100

PRtF-17-2-100-1/8-18-E 2 100

PRtF-17-2-100-1/8-24-E 2 100

모델 번호 리드 스타일† Ω @ 0ºc

PRtF-17-2-100-M30-150-E 2 100

MtP-U-F PcLM-MtP

PRtF-17-2-100-M30-225-E 2 100

PRtF-17-2-100-M30-300-E 2 100

PRtF-17-2-100-M30-450-E 2 100

PRtF-17-2-100-M30-600-E 2 100

표준 PRTF-17 시리즈 부속품

모든 부속품은 별도로 판매됩니다. 
†3-선식 와이어는 기본 구성입니다. 다른 와이어 길이로 필요하실 경우, 오메가엔지니어링 영업팀과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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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 PRTF-17 시리즈 부속품

모든 부속품은 별도로 판매됩니다. 
†3-선식 와이어는 기본 구성입니다. 다른 와이어 길이로 필요하실 경우, 오메가엔지니어링 영업팀과 상의하십시오. 

대응 커넥터 
모델 번호

케이블 클램프 
모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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