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sSen®  미세차압 변환기(Ultra-Low DP Transducers) 
          Model JDP-AZ2000 Series 
 

◈  특  징  
 

- 자동  영점  보정  기능  내장  
(Includes Auto Zeroing Circuit) 

- ± 0.5%F.S.O 의  높은  정확도  
- ± 0.5%F.S.O/Lifetime 의  안정도  
- 기기  수명  내내  Calibration 및  

Recalibration 불필요  
 
◈  용  도  
 

- 풍량  측정  
- 정밀  덕트  정압  측정  
- Leak Detection 
 

 

 
Model JDP-AZ2000 Series 미세차압 변환기는 변환기의 성능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매우 낮은 압력 측정 용도에 이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odel JDP-AZ2000 
Series 미세차압 변환기에는 자동 영점 보정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시간이 경과하거나 

온도 변화에도 일정 주기마다 변환기 스스로 영점을 자동 보정해주므로 안정적인 출력 

신호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변환기 수명 내내 Calibration 및 Recalibration 이 불필요합

니다. 또한 매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이 요구되는 용도에서 미세차압 변환기

의 수명 내내 변환기의 성능 특성을 유지하는 장기 안정성과 온도 영향도 미세차압 변

환기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Model JDP-AZ2000 Series 미세차압 

변환기는 ± 0.5%F.S.O.의  높은  정확도 , 기기 수명 내내 ± 0.5%F.S.O 을  유지하는  장기  
안정성  및  +/-0.01%/℃의  온도  영향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인  가격대에서  비교할  수  없
는  우수한  성능을  제공해  줍니다 . 
 
◈ 표준  사양  
 

 
 

압력측정범위  : 0-0.1"H2O     0-0.15"H2O 
             0-0.2"H2O     0-0.25"H2O 
             0-0.3"H2O     0-0.35"H2O 
             0-0.4"H2O     0-0.45"H2O 
             0-0.5"H2O     0-0.55"H2O 
             0-0.6"H2O     0-0.65"H2O 
             0-0.7"H2O     0-0.75"H2O 
             0-0.8"H2O     0-0.85"H2O 
             0-0.9"H2O     0-0.95"H2O 
             0-1.0"H2O     0-2.0"H2O 
             0-2.5"H2O     0-3.0"H2O 

2O     0-5.0"H2O 
             (Custom Range Available) 
영점보정  :  자동  영점  보정 (Auto Zeroing) 
           - 45 초마다  1 회  
정확도  :    +/-0.5% F.S.O. 
            
안정도  :    +/-0.5% F.S.O. over the life 
           of the device 
응답속도  :  10ms 

입력전원  :  24 VDC/24 VAC 
공급전류  :  100mA Peak 
출력신호  :  1-5 VDC or 4-20 mA 
            (Custom Outputs Available) 
내압범위  :   14.5PSI 
온도영향  :   +/-0.01%/℃ ; +/-0.005%/℉  
온도보상범위  : 5 to 60℃  (40.5 to 140℉ ) 
사용온도범위  : 0 to 65℃  (32 to 149℉ ) 
동작습도범위  : 90%RH, Non-Condensing 
부하저항 (전압출력 ) :  2kΩ  minimum 
부하저항 (전류출력 ) :  500Ω , maximum  
                    loop resistance 
조정범위  :    Offset, 85% of F.S.O. field  
             adjustable 
전기적결선  :  22 AWG 3-conductor cable 
압력연결  :    Brass Barbed fitting for 1/8in.  
             or 1/4in. tubing 
무게  :        5.64 oz(160 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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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도(Wiring Diagram) 

 
 
외형도(Dimension) 
 

주문  방법  
 
Model          Pressure Range        Input Supply           Output Signal 
 
JDP-AZ2000    User Desired Range     24V = 24 VDC/24 VAC    4 = 1-5 VDC 
               from 0/0.1"H2O                               20 = 4-20 mA  
               to 0/5"H2O  
                                                         
Example : JDP-AZ2000 0.25"H2O 24V 20 
        (Model number JDP-AZ2000, differential or gage type unit, pressure range of 
         0-0.25"H2O, input supply of 24 VDC/24 VAC, output signal of 4-20 mA) 
 
선택  사항  
 NEMA 4 En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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