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  사용자 조정 – 센서 오류 
무효화

U  PC 없이 독특한 버튼 설정
U  높은 안정성
U  통전 프로그램화 가능
U  센서 오류LED표시기
U  수초 내 재설정

TX12 헤드 설치 온도 트랜스미터는 표준 

Pt100 저항 센서에 연결하고 선형화된 

온도를 4 – 20 mA 신호로 전환합니다. 

트랜스미터에는 와이어 장치가 2개 있고, 

사용자는 이 트랜스미터를 단순하게 버튼을 

이용해 넓은 온도 범위로 완전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TX12 디자인은 추가 설정 

메뉴를 포함하고, 사용자는 버튼을 눌러 

트랜스미터 출력을 0이나 스팬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센서 오류를 제거 

하는데 적합합니다. 트랜스미터의 고급

회로망은 헤드 설치 장치가 겪는 폭넓은 

작동 환경온도 범위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트랜스미터에 탑재된 LED는, 정상작동

중일 때 센서의 결함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설정 중에 간단한 메뉴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양
입력
센서 타입: Pt100, 0°C에서 100 Ω,  
2, 3선
센서 범위: -200 – 850°C (-328 – 
1562°F)
센서 연결: 나사 단자l 
최소 간격: 25°C (77°F)
선형화: BS EN 60751(IEC 751) 표준/
JISC 1604
측정 정밀도: 판독 값의 0.1°C ±0.05%
열 드리프트: 25 ppm/°C

여자 전류: <200 uA
리드 저항 효과: 0.002°C/Ω
최대 리드 저항: 가지 당 20 Ω

출력
출력 타입: 2선, 4 – 20 mA 전류 루프
출력 범위: 4 - 20 mA
출력 연결: 나사 단자
최대 출력: 21.5 mA (높은 과열 
조건에서)
최소 출력: 3.8 mA (낮은 과열 조건에서)
정확도: mA 출력/2000 또는 5 uA (둘 
중 더 큰 값)
루프 전압 효과: 0.2 uA/V
열 드리프트: 1 uA/°C
최대 출력 부하:  
(Vsupply-10)/20] kΩ (예: 24V에서 
700 Ω)

일반 사양
갱신 시간: 500 mS
응답 시간: 1초
시동 시간:  4초 (시동 중에 출력 
< 4 mA)
예열 시간: 최대 정확도까지 1분
전원 공급: 10 to 30 Vdc

환경
주변 작동 범위: -40 - 85°C 
(-40 - 185°F)
주변 보관 온도:  
-50 - 90°C (-58 - 194°F)
주변 습도 범위: 10 – 90% RH, 비응결

물리적
크기: 지름 43 x 높이 21 mm  
(1.7 x 0.8”)
무게: 31 g (0.068 lb) (케이스에 싸임)

모델 번호 설명

TX12 RTD 트랜스미터  
(100 Ω, 백금 0.00385)

TX2-100 2도체 차폐 케이블, 30 m (100’)

PSR-24S  전원 조절장치, 24 Vdc, 400 mA, 나사 단자

PSR-24L  전원 조절장치, 24 Vdc, 400 mA, UL, 피복을 
벗긴 리드

PSR-24L-230  전원 조절장치, 24 Vdc, 400 mA, 피복을 벗긴 리드, 
230 Vac 입력, CE

TX-SCALED  공장 출하시 온도 
범위 조정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 TX12, RTD 트랜스미터 및 PSR-24L, 전원 조절장치 및 피복을 벗긴 리드.

TX12 는 실제 
크기같와 같습니다.

TX12

승인
EMC – BS EN 61326:1998: 측정, 제어, 실험실 

용도의 전기 장비

부록 A: 산업 현장에서 이용할 장비의 면역 시험 요건

부록 F: 통합 신호 또는 원격 신호 조절 기능이 있는 

변환기의 시험 구성, 작동 조건, 성능 기준

IEC 61000-4-2: 정전기 방출

IEC 61000-4-3: 전자기장

IEC 61000-4-4: 과도 버스트 (출력)

IEC 61000-4-5: 서지 (출력)

비고: 기준을 준수하려면 센서 입력 와이어가 3 m  

(10’)보다 작아야 합니다.

RTD 센서에 대해 확인 하려면 kr.omega.com에방문헤세요!

스마트 루프 전력 방식 헤드 타입 
RTD 트랜스미터
Smart Loop-Powered RTD In Head Temperature Transm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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