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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콤Ⅱ (DEWComⅡ) 노점 전송기는 이슬점을 감시할 뿐만 아

니라 온도나 압력을 측정하여 바로 공기나 가스 측정 제어 체

계에 집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토크 (STORK) 제조 제품들은 

고성능으로 제조, 교정, 시험하여 출고 되기 때문에 사용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에 사용할 때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 주며 가

격 면에서도 매우 경제적인 큰  장점이 있습니다. 

스토크 (STORK)의 탐촉자 교환 제도의 장점을 이용하여 사용

자는 습도 측정 공정을 멈추지 않고 제품을 교환할 수 있는 유

리한 점이 있습니다. 

[ 기술 규격 ] 
 

듀  콤 DEWComⅡ 

측정 범위(노점) -100~ +20℃ 노점 

정확도(노점) ±2℃ 노점 

반응 시간 1분~ 95T( 건  습 이동 시) 

재현성 0.5℃ 노점 

교 정 추적 가능한 7점 교정 인증 

전기적 입, 출력 

출력 신호 4-20mA 전류출력, 전 범위 재설정 가능 
노점: -100~ 20℃(-148~ +68℉), 0.01~ 23,000ppm(v) 
        ppm(v) 출력이나 비 표준 이슬점 범위는 주문 시에 정할 수가 있음 

공급 전원 8- 36 VDC 

부하 저항 최대 660Ω@12 V, 160Ω@12 V 

소모 전류 최대 23mA 

인 증 CE 

동  작   조  건 

동작 환경 온도 -40~ +60℃ 

동작 환경 습도 0~ 100%RH 

동작 환경 압력 최대 40MPa(450Barg) 

유 량 0.2~ 5 l/min은 표준 샘플링 블록에 있음. 0~ 10ms-1은 직결 

온도 계수 환경 온도 범위에서 보상 

기  계  적   규  격 

감지기 방수 IP65 

함체 재질 스테인리스강 

크 기 100mm× 30mm 직경 

무 게 170g 

여과기 5µm 소결 보호구 

교환성 현장에서 재설정이나 교정 필요하지 않으므로 바로 연결 사용 

오류 조건(공장설정) 조건:  탐촉자 오류 
        노점 여과 범위 
        노점 이상 범위 

출력: 23mA 또는 설정가 
       4mA 
       20mA 

2선식 고정용 세라믹 용량성 노점 전송기- 듀콤 DEWComⅡ 

2선식, -100~ +20℃ ±2℃  

 
※ STORK제품은 영국 쇼나 미쉘사의 전임 수석 개발자가 창립한 회사의 첨단 우수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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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전송기 본체 

1. 듀콤Ⅱ (DEWComⅡ) 

부속품 

2. 듀콤Ⅱ (DEWComⅡ) 
    지시기 

 
 
 
 
 
 
 
 
 
 
 
 
  
 

3. 듀콤Ⅱ (DEWComⅡ) 
   연결 나사 

 5/8 UNF 
~ ½” BSP와 NPT 

4. 듀콤Ⅱ (DEWComⅡ) 
   중계기 

높이: 35 mm 
폭: 20 mm 
길이: 60 mm   
 

5. 듀콤Ⅱ (DEWComⅡ) 
   가스 연결구 

 
 
 
 
 
 
 
 
 
 

듀콤 지시계 뒷면판 

* 기타 규격의 나사는 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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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콤지시기 II 영문사용
설명서 보기 

표시기 

경보 표시 다이오등  

USB 연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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