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660 Dew point
On-line / Transm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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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HNE사에서 완벽히 교정된 센서
혁신적인 폴리머(polymer) 기술

■

빠른 응답 속도

측정 범위： -60 to +20 °Cdp
정확도：±2 °Cdp (at 25 °C)
압력： 최대 8 MPa 까지
TE-660 On-line 모니터 포함
TE-660 Transmitter 모니터 불포함

제품 소개

제품 설치

TE-660 노점계는 -60 ℃ 정도의 측정 범위를 갖는, 압축
공기 시스템, 플라스틱 건조기 및 산업용 건조 공정 같
이 분야에 적합안 제품입니다.
통합 된 자동 교정 절차로 인해, ±2 Cdp의 측정 정확도
를 자랑 합니다.
이슬점에 대한 측정 값은 아날로그 4-20 mA로 받을 수
있습니다.
컴팩트 한 설계와 매우 견고한 스테인레스 스틸 하우
징에 의해 측정을 위한 통합 작업이 단순화됩니다

적용 분야
■

압축 공기 시스템의 냉매 식 건조기 모니터링
흡수 건조기
플라스틱 드라이어

■
■
■

반도체
산업용 로
Battery Predictor

공정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설치 지점의 양쪽
에 Stop valve 가 있어야합니다. 이렇게 함으
로써, 유지 보수 및 교정을 위해 노점계를 쉽
게 제거 할수 있습니다.

모니터
만약, 전원이나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면 TK-100 온라인
모니터가 TE-660 On-line 측
정시 사용됩니다.

Technical Specifications
＝TE-660 Transmitter＝
＝
Measurement range
Accuracy
Response time t90
Analog output
Resolution of analog output
Temperature dependence
Power supply
Power consumption at 24VDC
Operating pressure
Electrical connection
Sensor protection
Temperature/humidity operating range
Storage temperatur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Monitor for TE-660 On-line＝
Display
Measurement Ranges
Outputs
Alarm Relays
Operating environment
Storage environment
Power supply
Sensor cable

Drawing
s Transmitter=
=TE-660

-60 to 20 °Cdp
±2 °Cdp (at 25 °C)
< 5 min (-20 °Cdp→-60 °Cdp)
< 15 sec (-60 °Cdp→-20 °Cdp)
4-20 mA(3-wire technology) RL < 500 Ohm
2 µA
±5ppm of the measuring span / °C (Deviating from 20 °C)
18 to 28 VDC
<20mA + load current
with auto calibration : 100 mA + load current
Up to 8 MPa
M12 x1 5-pin plug
Stainless steel sintered filter
-40 to 70 °C / 0 to 100 %RH
-40 to 60 °C
EN61326-1 EN61326-2-3 Industrial environment
FCC Part 15 ICES-003 ClassB

5 digit LED
-60 to 20 °Cdp
4-20 mA
3 relay contact
0 to +50 °C (35 to 85 %RH)
-10 to +70 °C (max 60 %RH)
100 to 240 VAC, 50/60 Hz
Cable, screened twisted pair (x2), 7/0.2 type 1,
common drain.
(Max length 1,000 m)

= Monitor (for TE-660 On-line)=

mm(in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