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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rential Pressure Tarnsmitter    

용   도 

  기술 자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33길 15 (양평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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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 MEMS 집적 기술을 사용한 실리콘 칩형 피에조 전기방식 차압 모듈  

    감지기 채택 

• UI소프트웨어를 기본 사용으로 잔류 편차(오프 세트)조정 

• 낮은 압력도 측정 

• 별매의 RS-485 통신 인터페이스와 ModBus RTU 프로토콜 적용 

• DIP 스위치 출력과 범위 

• 물리량 단위: mbar / Pa / hPa / kPa / mmH2O / mmWS / inH2O / mmHg 

• 제곱근 가능 

• 사용처: 청정실, 병원, 배기 덕트, 필터 환경 장소, 공기 순환 설비의 압력차 감시 

입력 

입력 형태 피에조 전기 차압 모듈 

측정 범위 ±50~ ±7500 pa 

출력 

출력 신호 0-20mA／4-20mA ／ 0-1V／ 0-5V／1-5V／ 
2-5V ／0~10V 

신호선 연결 3선식 

모드 버스 RS-485 

정확도@25℃ 최대 눈금의 ±2.0% 

부하 저항(전류 출력) 4~ 20mA ＜ 500Ω / 0~ 10V ≧ 10KΩ 

반응 시간 ≦ 2 ms 

표시기 후광부 LCD, 2줄 문자 

표시 범위 주문 규격, 소수 두 자리(Pa 단위에서는 소수 한 
자리) 

글자 크기 5.56mm 

사용 환경 

측정 매체 공기 

환경 온도 0~ +50℃ 

환경 습도 0~ 95%(비이슬) 

보관 온도 -20~ +60℃ 

온도 영향 

온도 편차 ±1.75%(5~ 55℃) 

전기적 규격 

공급 전원 8~ 35VDC/ 12~ 30VAC 

소비 전류 DC : ≦ mA ／ AC : ≦ mA 

과전압 보호 ≦ 40VDC 

전기적 연결구 M12 커넥터/ M16 단자 

설치 장소 

설치 벽부식/ 덕트 설치식 

보호 급수 

방수 급수 IP65 

전기적 보호 과전압 보호, 단락 보호 

인증 

국제 인증 CE 

재질 

외함 PC 방화급 (PC-110) 

표시기식: 125g, 비표시기식: 127g 

  주문 방법 

주문부호----------> PMD33  –  20  –  1  –  M  -  D 

 설치 방식 

 범위 

 출력 

 전기적 연결 

 표시기 

설치 방식       부호        범위                   부호 출력              부호 전기적 연결            부호 별매               부호 

실내용            33 ±50/ 100/ 250 pa              10 
±300/ 500/ 1000 pa           20 
±1000/ 1600/ 2500 pa        30 
±2500/ 5000/ 7500 pa        40 

4~ 20mA           1 
0~ 20mA           2 
2~ 10V             4 
1~ 5V               5 
0~ 10V             6 
0~ 5V               7 
0~ 1V               8 
 

배선 눌림식               N  
플라스틱(글랜드)형  
M12×1 금속 연결구    M          

표시기              D 
RS-48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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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단위 변환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33길 15 (양평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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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Pa Mbar hPa Kpa mmWs  inH2O mmHg 

범위 

±50/ 100/ 250 0.5/ 1/ 2.5 0.5/ 1/ 2.5 0.05/ 0.1/ 0.25 5/ 10/ 25 0.2/ 0.4/ 1 0.375/ 0.75/ 1.875 

±300/ 500/ 1000 3/ 5/ 10 3/ 5/ 10 0.3/ 0.5/ 1 30/ 50/ 100 1.2/ 2/ 4 2.25/ 3.75/ 7.5 

±1000/ 1600/ 2500 10/ 16/ 25 10/ 16/ 25 1/ 1.6/ 2.5 100/ 160/ 250 4/ 6.4/ 10 7.5/ 12/ 18.75 

±2500/ 5000/ 7500 25/50/75 25/50/75 2.5/ 5/ 7.5 250/ 500/ 750 10/ 20 /30 18.75/ 37.5/ 93.75 

     연 결 구 

[ 실내용 - M형 ] [ 실내용 - N형 ] 

[ 4P M12 연결구 - 전류 선형 신호 출력 ] [ 3P 단자형 - 전류 선형 신호 출력 ] 

[ 연결구 – RS-485용 ] [ 5P 단자, 전류 선형 신호+ RS485 ] 

  칫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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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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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1. DIP 스위치 가능 켬/끔 

2. 선형 출력 신호 형태 

3과 4 측정 범위 

5와 6과 7 물리량 단위 

8. 영점 스위치 

 

 

9. 선형/ 제곱근 출력 스위치 

10. 여과 기능 켬/끔 

11과 12 RS485 출력점 선택 스위치 

▣ DIP 스위치 가능 켬/끔 

 
상태 열기 닫기 

DIP 
스위치 1 

▣ 2. 선형 출력 신호 형태 스위치 

 
상태 0-10V 4-20mA 

DIP 
스위치 2 

▣ 3과 4 스위치 측정범위 – 주문번호(단위: Pa) 

 
DIP 

스위치 3 
DIP 

스위치 4 
범위(10) 범위(20) 

50 300 

100 500 

250 1000 

주문 규격 

▣ 5와 6과 7 물리량 단위 스위치 

 
DIP 

스위치 3 
DIP 

스위치 4 
범위(10) 단위 

mbar 

Pa 

hPa 

kPa 

mmH2O 

mmWS 

inH2O 

mmHg 

▣ 8. 영점 스위치 

 
상태 

0~ 
100% 

-100~ 
100% 

DIP 
스위치 

8 

▣ 9. 선형/제곱근 출력 스위치 

상태 √ 선형 

DIP 
스위치 

9 

▣ 10. 여과기 켬/끔 

상태 열기 닫기 

DIP 
스위치 

10 

▣ 11과 12 RS-485 출력점 선택 스위치 

DIP 
스위치 11 

DIP 
스위치 12 

출력점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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