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table hygrometer for very dry gas

TK-100 - Model NK-Ⅰ
■ 측정범위 : –100 to +20degCdp
■ 정확도 : +/- 2degCdp
■ 빠른 반응속도와 낮은 노점측정
■ 4-20mA 아날로그 출력
■ 샘플링 라인과의 쉬운 연결
■ 간단한 조작, 컴팩트
■ Traceability to National Standard

Overview
노점계 TK-100 모델 NK-1 은 배터리 구동식
POTABLE 분석기 입니다. 전력 공급이 힘든 현장이
나 많은 포인트 측정에 적합합니다.
TK-100 노점 트랜스 미터가 장착되어 있으며–100
to +20degCdp 를 측정하며 정확도는 ±2℃dp 입
니다.

TK-100 Transmitter

Power
Model NK-Ⅰ내부에 충전식 배터리를 장착 하고있
으며, 이배터리는 지속 사용시간은 8시간의 충전으
로 15시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AC 어댑터 드라이브를 장착하면 24시간 이상 연속
사용 가능합니다.

Easy to Use
이러한 계측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 하나는 사용자
가 얼마나 쉽게 작동을 시작 할 수 있느냐 입니다.

모델 NK-1 의 핵심측정 요소는 내장되어 있는
TK100 트랜스미터에 있습니다.
TEKHNE 사 의
세라믹센서는 정확도, 빠른 응답속도 및 장기안정
성이 가장 잘 조화되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이
러한 목적을 위해 최신 기술들이 사용되었습니다.

Model NK-Ⅰ은 측정을 위해 오직 3단계만 필요합
니다. 즉, 배터리를 충전하고 회선을 연결한 다음
시작버튼을 누릅니다. 기술자는 물론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연결된 출력 케이블로 4-20mA 아
날로그 출력을 합니다.

또한 첨단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은, 노점 측정시
발생하는 공정온도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온도보상
기능이 탑재 되어 있습니다.

만약, -100 / + 20 이외의 옵션 범위를 원한다면,
(예 : -80 / 0 또는 -80 / + 20, -100 / + 20 이내)
배송 전에 원하는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Options
Quick response at very dry gas
이모델은 센서를 -70deg Cdp 정도로 유지시켜 주는
건조 챔버가 있어서, 매우 건조한 샘플가스를 신속
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빠른 응답속도를 얻을 수 있
습니다.
이러한 건조챔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크기는 작고
가볍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습니다.

● 6 mm or 1/4” OD 파이프 연결
● Sampling Set (Starter Kit A)
– Filter, Needle Valve, Flow Meter 포함
● 휴대용 가방 (알루미늄)

Technical Specifications
Display
3-1/2 digit LCD
Range
-100 to +20dgCdp
Accuracy
+/- 2dgCdp
Operating Conditions:
Pressure
Atmosphere
Flow Rate
1 to 10 L/min
Temperature
0 to +50degC
Humidity
35~85%
Storage Conditions:
Temperature
-10 to +60degC
Humidity
35~85%RH

Output
4~20 mA
Power
AA batteries x4 or AC adaptor
Charge time 8 hours
Run time
15 hours
Weight
3.5 kg
Size
120 W x 149 H x 188D mm
Sample Connection
6 mm (standard), or 1/4”(optional)
OD pipe connection
Traceability
NIST Traceable

Dimensions

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