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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솔레이션 TX90A 시리즈 트랜스미터는 
써모커플이나 RTD 신호를 써모커플의 mV 
입력이나 100 Ω 백금 RTD의 저항과 관련된 4 
~ 20 mA DC 신호 출력으로 전환합니다.

써모커플 트랜스미터의 경우, 4 ~ 20 mA 
출력은 선형화되지 않습니다. 타입 K, J, T, E의 
경우 써모커플 트랜스미터를 각 써모커플 타입 
별로 컬러 코딩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RTD의 
경우 트랜스미터를 입력 저항에 직접 비례하는 
4 ~ 20 mA 출력이나 온도로 선형화된 4 ~ 20 
mA 출력과 함께 구입할 수 있습니다. 

RTD는 전체 범위의 중심값에서 약 1% 
비선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유의 하세요 
(선형화된 RTD 트랜스미터는 “RTD-L”을 
지정하세요. 비선형화된 트랜스미터가 더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TX90A 트랜스미터는 센서와 
연결하기 위해 직접 오메가의 표준 보호 헤드에 
설치합니다. 또한 오메가는 완전한 써모커플과 
RTD 조립체를 제공합니다.

TX90A 시리즈

범위 코드

소형 온도 트랜스미터 NB1TXA 써모커플,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U 2-와이어 트랜스미터

U 출력 4 – 20 mAdc

U 정밀도 ±0.1%

U 뛰어난 파손 보호

U 비-아이솔레이션

U 모든 표준 보호 헤드에 설치 가능

U J, K, T, E 써모커플이나 100 Ω 
백금 RTD 입력 허용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 아래 도표에 있는 범위 코드를 지정하세요.  
추가 피트 당 가격. 접미사 “-XX”를 인치 단위로 추가하세요. 예: NB1TXA-JB-12.

주문 예: : TX91A-J2, 타입 J 트랜스미터, 범위 0 – 200°F.

NB1TXA-J8, 타입 J 트랜스미터 조립체, 범위 0 – 150°C.

유료의 옵션으로 팩토리 스케일링 (Factory Scaling -FS)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TX91A TX92A 범위
 J K T E RTD RTD-L °C (°F)
 – – – – 1 1-L -40 to 60 (-40 to 140)
 J2 K2 T2 E2 2 2-L -18 to 93 (0 to 200)
 J3 K3 T3 E3 3 3-L -18 to 149 (0 to 300)
 J4 K4 T4 E4 4 4-L -18 to 260 (0 to 500)
 J5 K5 T5 E5 5 5-L -18 to 399 (0 to 750)
 J6 K6 – E6 6 6-L -18 to 538 (0 to 1000)
 J7 K7 T7 E7 7 7-L 0 to 100 (32 to 212)
 J8 K8 T8 E8 8 8-L 0 to 150 (32 to 302)
 J9 K9 T9 E9 9 9-L 0 to 250 (32 to 482)
 J10 K10 T10 E10 10 10-L 0 to 400 (32 to 752)
 J11 K11 – E11 – – 0 to 500 (32 to 932)

실제 크기

사양
출력 범위: 4 ~ 20 mA dc

0 및 간격 조정 범위: °F는 ±25%, °C는 ±10%

정밀도: ±FS의 ±0.1% (선형성 효과, 이력 현상, 
반복성 포함), mV 입력과 관련

동작 온도 범위:  
-40 ~ 85°C (-40 ~ 185°F)

보관 온도 범위:  
-46 ~ 121°C (-50 ~ 250°F)

최대 루프   Vs – 8

저항:  0.020A

공급 전압: 8 ~ 50 Vdc 
공칭 24V

크기: 31.75 H x 44.5 mm D (1.25 x 1.75”); 높이에 
단자 스트립 포함

 주문하려면 kr.omega.com/tx91a_92a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참고하세요.

 모델 번호 설명

 TX91A-(*)  써모커플 트랜스미터 (타입 J, K, T, E) 
 TX92A-(*)  RTD 트랜스미터 (100 Ω Pt100, 알파 = 0.00385))

 TX92A-(*)-L  RTD 트랜스미터 (100 Ω Pt100, 알파 = 0.00385) 및 온도에 따라 선형화된 
4 ~ 20 mA 출력

 트랜스미터 조립체

 RT 1.2 (48”) 설치 트랙

 TX90-BR RT 설치 트랙용 설치 받침대

 NB1TXA-(*)  주철 헤드에 있는 TX91A 트랜스미터 (길이 12”, 1/4 OD, 비접지형 정션, 
304 SS 보호관 프로브)

 NBSTXA-(*)  알루미늄 헤드에 있는 TX91A 트랜스미터 (길이 12”, 1/4 OD, 비접지형 
정션, 304 SS 보호관 프로브)

 PRTXA-(*)-12  주철 헤드에 있는 TX92A 트랜스미터 (길이 12”, 1/4 OD, 비접지형 정션, 
304 SS 보호관 RTD 프로브)

 액세서리

 PSR-24S 전압조정 전원 장치, 24 Vdc, 400 mA, 나사 단자

 PSR-24L  전압조정 전원 장치, 24 Vdc, 400 mA, UL,   
피복을 벗긴 리드선

 PSR-24L-230  전압조정 전원 장치, 24 Vdc, 400 mA, 피복을 벗긴 리드선,  230 Vac 입력, 
CE

Miniature Temperature Transmit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