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ress + Hauser Conducta Inc.

PH / ORP Analyzers

MODEL OPM223 / 253 ( 800/802 ) pH/ORP ANALYZERS

모델 OPM223 / 253 ( 800 / 802 )

제품개요
모델223/253(800/802) pH/ORP전송기는 경제적이면서 신뢰성이 필
요한곳에 적합하다. 기본사양의 트랜스미터는 AC220/110V 전원 혹은
24V AC/DC 전원으로 가능하고 전류출력과 1개의 알람을 가진다. 옵
션사항으로 는 온도출력도 가능하고 4개의 알람까지 가능하며 on-off
control, 알람리미트, 세정타이머 혹은 PID 콘트롤 기능도 탑재되어있
다.
PS 버전은 Sensor Check 진단기능과 비직진성의 프로그램식출력은
물론 Live Check 기능을 가진다. Sensor Check 기능은 pH유리전극
과 비교전극의 진단기능을 가지며 Live Check기능은 일정기간동안
센서의 신호가 변화하지 않으면 알람 시그널을 보낸다. PS 버전은
직접, 역P(ID)콘트롤러의 단일 셋포인트를 가지고 있어 산성, 알카리
성의 중화 제어기능을 가진다.

제품특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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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판넬설치형 혹은 NEMA4X/IP65 등급의 현장설치형 외함가능
자동 시약인식으로 간단한 교정
PH(ORP) 글라스 전극과 비교전극셀의 진단및 센서체크
연속적인 센서기능의 라이브체크 모니터
온도를 포함한 4개의 알람접점까지 가능
오류알람기능
NAMUR 오류전류출력 알람
PID 콘트롤러
2차 온도전류출력

제품적용
!
!
!

하수/오.폐수처리장
응집/침전 프로세스
산성/염기성 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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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본 트랜스미터 (PR 버전 )

플러스 팩키지 (PS 버전 )

측정, 디스플레이, 변수(PV) 및 온도의 교정
절연 전류출력 ( Code 0 )
온도 출력 ( Cod e 1 )
1 개의 알람 ( Code 05 )
* On-Off
오류알람 ( 기본 )
NAMUR 전류출력오류 ( 기본 )
* 2.4 혹은 22.0 mA

pH 유리전극 및 비교전극 센서진단

비직진성의 전류출력 프로그램 가능

코드 10

추가적인 특징

2개의 변수(PV)및 온도 경보접점
* On - Of f
* 타이머
* P(ID) 콘트롤

중화 콘트롤러

코드 16

추가적인 특징

4개의 변수(PV)및 온도 경보접점
* On - Of f
* 타이머
* P(ID) 콘트롤

외부유발된 세정시작 혹은 내부알람 혹은 리밋접점에 의한
자동세정

센서의 신호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경보

내부 알람 혹은 리밋접점에 의한 자동세정유발

제품사 양
PH 측정
측정범위
정 도
재 현 성
입/출력 오차
제로 ( 0 점 )
슬로프

입력 임피던스
기준온도
센서와 트랜스미터 최대거리

0 to 14 pH
0.01 pH
Max. 0.2% of measuring range
0.1 pH
유리전극 : 5.0 - 9.0 pH ( 일반 7.0 pH )
안티몬 전극 : 1.0 - 3.0 pH (일반 1.0 pH)
유리전극 : 38.0 - 65.0 mV / pH
안티몬 전극 : 25.0 - 65.0 mV/pH
(일반 59.16 mV/pH)
> 1 x 10 12 Ohms
25ºC(77ºF)
50 meters
(164 fe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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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 양
ORP(REDOX) 측정
측정범위
정도
재현성
신호 입력

-1500mV to +1500mV or 0 to 100%
1.0 mV / 0.1%
0.2% of Measuring Range
> 1 x 10 12 Ohm

온도측정
온도센서
측정범위
정도
재현성

Pt 100
-20ºC to 150ºC ( -4 t o 30 2ºF)
0.1ºC
0.2% of Measuring Range

디지 탈 입력 1 과 2
전압
소비전력

10 to 50V
Max 10mA

전류출력
범위
NAMUR 출력오류
최대부하
출력 스케일 확장
출력 절연
과전압 보호

Selectable 0 to 20mA or 4 to 20mA
2.4 or 22.0 mA
500 Ohms
10% to 100%
Max. 350V rms/ 500VDC
EN 610005 : 1995

알람
프로그램식
알람 지연
접점
부하저항, 정격전류
유도부하, 정격전류
정격전압
부하저항, 정격전원
유도부하, 정격전원

PH,ORP,Temperature
0 to 2000 sec
Dry, SPDT, NO/NC
2.0 Amps
2.0 Amps
250VAC, 30 VDC
1250 VA AC, 150 Watts DC
500 VA AC, 90 Watts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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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 양
콘트롤러
펄스길이
펄스 주파수
콘트롤 기능
비례 Gain (P)
통합 (I)
오차 (D)
주기펄스길이 콘트롤러
펄스주파수 콘트롤러를 위한 주파수

Solenoid Valves
Solenoid Operated Metering Pumps
P ,PI ,PD , PID
0.01 to 20.00
0.0 to 999.0 min
0.0 to 999.0 min
0.5 to 999.9 sec
60 to 180 min-1

물리적 사양
판넬설치형 크기 (H x W x D)
현장용 계기 크기 (HxWxD)
판넬설치형 무게
현장용 계기 무게
디스플레이
외함재질
전면멤브레인
현장용 외함

96 x 9 6 x 14 5 mm ( 3 .8 x 3 .8 x 5 .7 i nc h )
247 x 170 x 115 mm
Max. 0.7kg ( 1.54 Ibs)
Max. 2.3kg (5.0 Ibs)
LC display, 2-lines, 5 and 9 digits
Panel Mount Unit - Polycarbonate
Polyester, UV-resistant
ABS

주위조건
주위온도
저장 및 운 반
상대습도
판넬설치형 방수등급
현장설치형 방수등급
EMI / RFI

-10 to 55 ºC (14 to 131ºF)
-25 to 65 ºC ( -13 to 149 ºF)
10 to 95%, non-condensing
IP54(front), IP30 (housing)Max. 2.3kg (5.0 Ibs)
IP65, NEMA 4X
EN 61326-1 : 1997

전원 요구사항
전원공급
소비전력
휴즈

100/115/230V AC +10%, 48...62 Hz,
24V AC/DC +20 / -15%
Max. 7.5 VA
250V / 3.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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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도 및 설치도

주문정보
모델

내용

OPM 223(800)-PR
OPM 223(800)-PS
OPM 253(802)-PR

PH/ORP 트랜스미터
pH/ORP 플러스 팩키지 트랜스미터
NEMA4X 현장설치형외함

코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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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V AC 50/60 Hz 전원
115 V AC 50/60 Hz 전원
24VAC or VDC 전원

코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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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RP 전류출력
pH/ORP 와 온도전류출력

코드

내용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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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람
2 알람
4 알람

OPM-253(802)-PR-1-1-10

주문 넘버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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