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사양

PTD 100 Ex d RTD 프로브
적용 분야
PTD-100 프로브는 제어 입력 센서와 제어기간의
측정 정확도를 높여주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프로브는 센서는 위험한 곳에, 제어기는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경우 센서와 제어기 사이에 제노 배리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프로브는 Ex e 또는 Ex d정션 박스에서 연결할 수 있으며,
Thermon TC8165 또는 다른 전자 제어기와 함께 사용하는
데 적합합니다.
정격
전선 개수....................................... 3 전선 + 1 접지 테일
저항...................................................섭씨 0°에서 100옴
정확도....................................... 클래스 B (DIN/IEC 751)
프로브 길이1.............................................................. 1m
프로브 피복 재질............................. 316L 스테인리스강
글랜드 크기.............................................................. M20
리드 전선 길이.................................................... 150mm
리드 전선 절연재...................................................PTFE
온도 범위, 프로브 팁............................ 섭씨 -200~+550°
글랜드 최대 온도............................................ 섭씨 100°
최소 굴곡 반경2. ................................................... 30mm
참고
1. 3미터의 프로브도 있음. 자세한 내용은 Thermon에 문의하세요.
2. 측정 팁(길이 15mm)을 구부려서는 안 됩니다.
3. 도체는 단단하거나 꼬아야 합니다.
4. 주위 온도가 최대 섭씨 40°도에서 설치된 최대 신호 케이블 길이. 제어기 입력의
최대 루프 저항은 30 옴(단말의 접점 저항 허용치 1옴 포함).
5. 자세한 내용은 TC-816 제품 사양 설명서, 양식 TEP0087U를 참조하세요.

제품 특징
신뢰성있는 측정:
완벽한 접지 차폐 스테인리스강 외부 재킷으로 제어
입력의 측정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기 방출을
예방합니다.
튼튼한 구조:
PTD-100에는 스테인리스강 외부 재킷이 있기 때문에
프로브는 날카로운 모서리(예: 열 절연 피복)에 파손되지
않습니다.
방폭 승인:
PTD-100은 제너 배리어 없이 위험한 구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브는 Ex e 또는 Ex d정션 박스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결선 정보
신호 케이블의 각기 다른 도체 크기에 대해 PTD-100
과 제어기간의 최대 거리를 확보하려면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Thermon은 브레이드 접지 차폐가 된 3 전선
케이블을 권장합니다.

인증/승인
II 2 G Ex d IIC DEMKO 08 ATEX 0729347U

PTD-100은 다음 기관으로부터 위험 구역에서의 사용을 추가적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 GGTN • Kazakhstan
인증 관련 정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Thermon에 문의하세요.

PTD-100과 제어 결선간의 단말을 마무리하려면 Thermon
의 JB-K-0-PTD 또는 Terminator ZP-PTD100-WP EEx e
벽걸이 정션 박스를 사용하세요. 정션 박스에는 PTD-100
및 6 x 4mm2 단말에 사용되는 1개의 M25 전원 글랜드, 2
개의 M20 블라인드 플러그, 1개의 M20 입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이프 장착에는 스테인리스강 장착 브래킷
XP-1 140 x 140mm를 사용하세요.
도체3 단면

PTD-100 및 제어기 사이의최대 신호
케이블 길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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