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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용 습도 센서 
Humidity Sensors

특징 및 부가기능

l 검출범위 0 ~ 100% RH

l 오직 온도 또는 습도/온습도 센서

l 교체 가능한 스테인리스 스틸 필터

l BAPI-Box Crossover Unit의 녹색 전원 표시 LED

l 오차범위 2% 및 3% RH 정확도

습도 조절은 모든 기후 조절 시스템의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습도센서는 언제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BAPI의 습도센서는 
0 ~ 100% RH 범위의 습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10 point로 
보정됩니다.

덕트 유닛은 현재 가장 완벽히 방수 가능한 두가지 
외형을 사용합니다. BAPI-Box 및 BAPI-Box 
Crossover Enclosure는 자외선 차단 폴리 카보네이트로 
만들어졌으며 IP66 등급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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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전원 및 소비량: 
10 ~ 35 VDC, 최대 22 mA . (0 ~ 5 VDC 또는 4 ~ 20 mA 습도 출력이 있는 장치의 경우) 
15 ~ 35 VDC, 최대 6 mA . (0 ~ 10 VDC 습도 출력이 있는 장치의 경우)
12 ~ 27 VAC, 최대 VA . (0 ~ 5 VDC 습도 출력이 있는 장치의 경우)
15 ~ 27 VAC, 최대 VA . (0 ~ 10 VDC 습도 출력이 있는 장치의 경우)

외형 치수: H x W x D 
BAPI-Box Crossover:.................3.1 x 2.2 x 1.9” (79 x 56 x 49mm) 
BAPI-Box ...................................5 x 4.1 x 2.5” (127 x 104 x 63.5mm) 

센서:
습도:
정확도 2% , 3%RH
(0 ~ 100% RH @ 23°C)

외형 등급: 
BAPI-Box Crossover: IP10, NEMA 1

(IP44 with knockout plug) 
BAPI-Box: IP66, NEMA 4X

하드웨어 재질:  
UV-res. 폴리카보네이트, UL 94, V-0

환경 조건:
온도: -40 ~ 70°C   
습도: 0 ~ 100% RH
완벽한 온도 보정

측정 범위:
습도: 0 ~ 100% RH

BAPI-Box
Crossover

BAPI-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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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용 습도센서
Humidity Sensors

BA/ ( #1 ) - ( #2 )

 #1: Humidity Output (필수) 
H200 ..........±2% 상호 출력이 가능한 습도 트랜스미터 0 ~ 5 V / 4 ~ 20 mA
H210 ..........±2% 습도 트랜스미터 0 ~ 10 V 출력
H212 ..........±2% 습도 트랜스미터 2 ~ 10 V 출력
H300 ..........±3% 상호 출력이 가능한 습도 트랜스미터 0 ~ 5 V / 4 ~ 20 mA
H310 ..........±3% 습도 트랜스미터 0 ~ 10 V 출력
H312 ..........±3% 습도 트랜스미터 2 ~ 10 V 출력

Example Number: BA/( H300 ) - ( D-BB2 ) 

주문 Part Number: BA/10K-2-H300-D-BB2

Description: 0 to 5V or 4 to 20mA Humidity Output, BAPI-Box BB2 IP66, NEMA 4X

덕트용 습도 센서 옵션 선택 가이드

Your Number: BA/     

#2: Enclosure Style (필수)
D-BBX.........................BAPI-Box Crossover (IP10, NEMA 1)
D-BB2 .........................BAPI-Box 

Additional options are available for these units but not shown in this Selection Guide. Contact 
your BAPI representative for the complete list of options. Submittal sheets without List Prices 
can be downloaded from our website at www.bapihva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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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