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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용 온습도 센서
Combination Temp/Humidity Sensors

l 옵션 디스플레이

l 습도 또는 온습도 측정

l 오차범위 2% ~ 3% RH 이내의 정확성

l 옵션 통신 잭

l 온도 및 습도 디스플레이의 사용자 조절 토글

l 넓은 온도 범위

l 습도 센서의 온도 보정

l 5년의 보증기간

디지털 실내 유닛은 습도 또는 온습도 모두 측정 가능한 
센서입니다. 온도 & 습도 디스플레이를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고 °C 또는 °F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닛는 BAPI 온도 센서 라인 전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및 부가기능

Delta Style 
Enclosures 

with and 
without 
Display

전원: 
10 ~ 35 VDC (0 ~ 5 VDC 또는 4 ~ 20 mA 출력)
15 ~ 40 VDC (0 ~ 10 VDC 출력)
12 ~ 24 VAC (0 ~ 5 VDC 출력)
15 ~ 28 VAC (0 ~ 10 VDC 출력)

참고: 만약 AC 전원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신호선에 쉴드선을 연결.

전원 사양: 
최대 22 mA. DC (0 ~ 5 VDC 또는 4 ~ 20 mA 출력       
최대 6 mA. DC (0 ~ 10 VDC 출력)
최대 0.53 VA. AC (0 ~ 5 VDC 출력)
최대 0.14 VA. AC (0 ~10 VDC 출력)

감지 요소:
습도 - Capacitive Type, 
±2% 또는 ±3%RH @ 25°C, 20 ~ 80%RH

%RH Calib. 조정: ±5% POT

결선: 2 ~ 3 pair of 16 ~ 22 AWG*

*BAPI는 선로 전압 배선과 같은 도관이나 모터, 발전기 및 코일과
같은 유도성 부하를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배선과 함께 실내
장치를 배선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제품 사양

Rev. 03/15/18

설치: 2”x4” J-box 또는 벽부 - 나사 제공

환경 조건: 온도: 0 ~  50 oC
습도: 0 ~ 100%, 비 응축

재질: ABS 플라스틱 , UL94 HB

Agency:  RoHS 와 CE 

측정 범위:
온도: -55 ~ 150˚C
습도: 0 ~ 100% 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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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용 온습도 센서
Combination Temp/Humidity Sensors

BA/ ( #1 ) - ( #2 ) - ( #3 ) - ( #4 ) - ( #5 ) 

#1: Temperature Sensor (옵션)

H200 ..............상호출력 가능한 4 ~ 20mA 또는 0 ~ 5V 출력
H210 ..............0 ~ 10 출력
H212 ..............2 ~ 10V 출력

#2: Display and Indication (필수)
RD .................With Display
R ....................No Display

#3: Communication Jack (옵션)
C35L ..............3.5 mm Phono Style Jack

Example Number:  BA/ ( 10K-2 ) - ( H300 ) - ( R ) - (   ) - (   ) 

주문 Part Number: BA/10K-2-H300-R

Description: 4 to 20mA or 0 to 5V Interchangeable Humidity Output, Delta Style Room 
Enclosure with Display, 3.5mm Phono Style Comm. Jack

실내용 온습도 센서 옵션 선택 가이드

Your Number:  BA/10K-2-H300-R     

이 장치에 대해서는 추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선택 가이드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옵션 선택 가이드를 사용하여 맞춤 부품 번호를 만드십시오. 번호와 괄호를 각 선택 항목의 지정자로 
대체하십시오. 구성에 필요하지 않은 선택적 선택 사항은 지정자와 대시를 건너 뜁니다.

1K[375] ..........1K Platinum RTD (375 curve)
1K ..................1K Platinum RTD (385 curve)
1.8K ...............1.8K Thermistor
3K ..................3K Thermistor
10K-2 .............10K-2 Thermistor
10K-3 .............10K-3 Thermistor
10K-3[11K] ......10K-3[11K] Thermistor
20K ................20K Thermistor

#2: Humidity Output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