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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기술 문서에 기술 된 제품에 대한 책임이있는 회사의 이름 및 연락처는: 

 
Sensorex Corporation A Halma Company 
Registered: ISO9001-2008 
11751 Markon Drive 
Garden Grove, CA 92841  USA 
 
Tel: 714-895-4344     Fax: 714-894-4839     Email: mack.reed@sensorex.com 
 

다음과 같이 기술 문서에 기술 된 제품 (들)의 담당 제품 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세부 사항은:  

V.P. of Sales- Mike Ross 
Mike.Ross@sensorex.com 
 

다음과 같이 기술 문서에 기술 된 제품 (들)에 대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세부 

사항은:  

Director of Quality- Mack Reed 
Mack.Reed@sensorex.com 
 

다음과 같이 기술 문서에 기술 된 제품에 대해 품질 보증을 담당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세부 

사항은:  

Director of Quality- Mack Reed 
Mack.Reed@sensorex.com 
 

제품 설명 
다음 카테고리에서이 선언의 부속서에 열거 된 수성 매체의 분석을위한 센서, 산업용 생태계, 음주, 

폐수 및 적합성에 대한 수질을 결정하는: 

pH, ORP, ISE 

전도도 

배터리 전원 

전류 측정 및 DO 

 

EMC 

전자파 적합성 지침 부속서 II에 발견 

 

주요 보호 요구 사항은 부속서 III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mailto:Mike.Ross@sensorex.com
mailto:Mack.Reed@sensorex.com
mailto:Mack.Reed@sensor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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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목록 
 

Sensorex Corporation 그 자신의 책임하에 선언 자신의: 

다음 카테고리에서이 선언의 부속서 1에 열거 된 수성 매체의 분석을위한 센서, 산업용 생태계, 음주, 폐수 및 

적합성에 대한 수질을 결정하는 

pH, ORP, ISE 

전도도 

배터리 전원 

전류 측정 및 DO 

하는이 기술 문서의 제목은 다음 조화 표준을 준수 아르: 
 

EN 61326-1 : - EMC 요구 사항 - 측정, 제어 및 연구용 2006 전기 장비 제 1 부 : 일반 요구 사항. 전자기 

호환성, 전자기 방사선. 
 

적합성 평가 절차 
 

Sensorex Corporation 그 자신의 책임하에 선언 자신의: 

생태계, 음주, 폐수 및 산업 사용을위한 적합성에 대한 수질을 결정하는 수성 매체의 분석을위한 센서, 

부속서 1에 열거 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문서화 된 공정 관리, 목표와 목적을 사용 ISO9001-2008의 

지침에 따라 제조되고 다음 카테고리에서이 선언: 

pH, ORP, ISE 

전도도 

배터리 전원 

전류 측정 및 DO 

이 기술 문서의 주제의 책임하에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는되는: 
 

Sensorex Corporation A Halma Company 
11751 Markon Drive 
Garden Grove, CA 92841 
 

Tel: 714-895-4344     Fax: 714-894-4839     Email: Mack.Reed@sensorex.com 
 

포장 

위에 나열된 제품은 차 포장 골판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차 포장은 종이로 구성. 
 

제품 라벨 
다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QQjRw&url=http://www.labelsourceonline.co.uk/CE_WEEE_RoHS_label_Size_13_x_35mm_Black_on_white_laminated_self_adhesive_vinyl-Prodview.html&ei=4gXAU5v6KM7hoASmlIBg&bvm=bv.70810081,d.cGU&psig=AFQjCNHzN4-hw2fr4nyofRZc9HRW57RIjg&ust=140517974672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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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목록 사용: 

pH, ORP, ISE 재료 - 황동 다음의 기본을 사용, 니켈,은, 백금, 금, 구리, PVC, CPVC, PVDF, 실리콘, 

HDPE, LDPE, 에폭시 수지, 무연 유리, Dowicil ™, KCl을, 폴리 프로필렌, 염화은, 질산 칼륨, 무연 

솔더, PPS. 
 

전도도 프로브 다음과 같은 기본 재료 - 황동, 나일론, 에폭시 수지, 에폭시 튜브, PVDF, TFE, 구리, 

PVC, CPVC, 316 스테인레스 스틸, 그라파이트, PPS, PCTFE (KEL-F), 실리콘, 강자성체, F4의 PCB, 

납을 사용 무연 솔더. 
 

배터리 전원 액세서리 3.0VDC 배터리, CPVC, PVC, PPS, 에폭시 수지, 황동, 니켈, F4의 PCB, 

실리콘, 실라 스틱 RTV, 316 스테인리스 스틸, 무연 솔더, 바이 톤 ® 듀폰 퍼포먼스 엘라스토머 - 

다음과 같은 기본 재료를 사용.  
 

전류 측정 및 DO 센서 다음과 같은 기본 재료 사용 - 황동, 에폭시 튜브, 에폭시 수지, 델린 ™ 제조 

듀폰, CPVC, PPO, 무연 솔더, 폴리올레핀, PVC, 바이 톤 듀퐁 퍼포먼스 엘라스토머, EPDM,은, 금, 

아연, 나일론 메쉬, 나일론, Fluopore, 부나-N, 다이아몬드 연마 시트, 비닐, 실리콘, PTFE, HDPE, 붕산 

나트륨, 염산, 염화나트륨. 
 

구성 요소 목록: 

pH, ORP, ISE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 사용 - RTD 및 / 또는 서미스터, DIN / BNC / TNR 커넥터, 

스페이드 러그, 케이블 (4 도체 RG174), 상단 캡 (나일론 및 라이 톤)을, O-링, 병, 캡. 

 

전도도 프로브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사용 - 남성 커넥터, 전자 PCB, 케이블 2, 4, 방패와 드레인 6 

도체, 블랙, 흰색, 녹색, 빨간색에서 와이어를 DIN; O-링. 
 

배터리 전원 액세서리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사용 - 케이블, 전자 PCB를 동축 케이블, PCB 바디 / 

듀얼 배터리 3.0VDC, DIN 커넥터, O-링, 전기 모듈 하우징, 상단 캡 하우징 w.  
 

전류 측정 및 DO 센서 바디, 하단 캡, 케이블 4 도체, 써미스터, RTD, O-링, 병, 캡 -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운영 및 사용 목적의 원칙:  

이러한 구성 요소는 전위의 pH, 산화 환원 (ORP), 용존 산소 (DO), 염소 및 물의 전도율을 측정하는 분석 

제어와 공정 장비의 입력 구동 신호를 제공한다 (전류, 주파수 및 / 또는 전압)를 사용. 

 

산도 측정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 

1. pH 전극 : 그 출력 전압의 pH (수소 이온 농도)의 변화와 같은 변화하는 전극.  

2. 기준 전극 : 누구의 전압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 전극.  

3. pH 측정기 : 특수 고 임피던스 입력 회로 및 회로와 밀리 볼트 미터 pH가 판독 부에 전극의 밀리 

볼트를 변경합니다.  

4. 선택적으로, 자동 온도 보상기 : m이 온도 변화의 영향을 보정 할 수 있도록 온도 감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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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P 또한 REDOX라고도 산화 환원 전위, 약어이며, 화학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기위한 유용한 

측정이며. 

 산화 : 전자의 산소 / 축소의 추가 

 감소 : 전자의 산소 / 또한 감소 

의 특징 ORP: 

 전체 활성의 비 특정 측정 

 MV 출력은 화학 반응의 자동 제어 할 수 있습니다 

ISE 

사용 가능한 이온 선택성 전극 유형 : 불소 (F-), 염화물 (의 Cl-), 암모늄 (NH4 +), Postassium (K +)과 질산 (NO3 

-). 모든 랩 스타일의 12mm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FC75P 또는 FC50P 장착 땀샘의 사용과 

간단한 설치를 위해 온라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내부적으로 내장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조합 전극이다. 

내구성이 뛰어난 플라스틱 몸에서 건설 및 하드 유선 또는 신속 분리 디자인. 

전도도 전류를 실시하는 용액의 능력의 측정이다.악기는 알려진 영역과 전도성 물질의 두 판 (전극)을 배치하고 

샘플에서 떨어져 거리에 의해 전도도를 측정한다. 그 후 전위가인가되고, 그 결과 전류가 측정된다. 셀 상수는 

전극 사이의 볼륨을 정의한다. 셀 상수 K는이 도전 판과 그 표면적에 반비례 분리 거리에 정비례한다. K = L은 

/는, (지역) X B를 = 여기서 기본이 핀의 전도도 셀은 우리가이 시점에 논의 된 모든이다. 더 나은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도성 센서를 둘러싸는 필드를 제어하려고 4 핀의 기술이있다. 이러한 접촉 형 도전성 

세포라고도. 

기술이 다른 타입의 전도도를 감지하는 자기장을 사용하여 비접촉 (환형) 셀이다.전송 코일은 액체에서 전기 

전압을 유도하는 자기 교류 필드를 생성합니다.액체에 존재하는 이온은 이온 농도의 증가와 함께 증가 전류 

흐름을 가능하게한다.이온 농도는 전도성에 비례하게된다. 액체 내에서 전류가 수신 코일에 교류 자기 필드를 

생성.  

DO 프로브 

DO- 갈바니와 폴라 측정하기위한 두 가지 기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두 프로브 DO는 전류를 생성하는 캐소드 

전극과 반응 시스템을 사용한다.외부 전위가 필요하지 않으며, 전극 물질은 전위차가 캐소드와 애노드 사이 -0.5 

볼트 이상이되도록 선택되는 경우, 시스템은 갈바닉 불린다.외부 전압이인가되면, 시스템은 폴라로 불린다. 

(센서 본체 내부) 모두 전해액에 침지되는 양극과 음극 : 갈바닉 DO 센서는 두 개의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과 막 물에서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여 산소가 측정된다. 산소는 멤브레인에 걸쳐 확산된다.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DO 센서 그래픽 이하 도시 됨) 전류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프로브 내부와 상호 작용한다. 높은 

압력이 더 많은 산소가 생성되는 막과 더 많은 전류를 통해 확산 할 수 있습니다.센서로부터의 실제 출력은 밀리 

볼트이다. 이 서미스터 (온도에 따라 출력이 변화하는 저항)를 통해 전류를 통과시킴으로써 

달성된다.서미스터는 온도 변화에 의한 세포막 투과성 에러를 보정한다. 즉, 높은 온도에서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산소 압력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도, 많은 산소가 센서 내로 확산 할 수있다. 서미스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짓 높은 DO을 줄 것이다. 

마케팅 자료 

제공되는 제품의 모든 제품 상세하고 완전한 정보에 대한 www.sensorex.com 를 참조하십시오. 헤더 다음 

사양의 선택을 지원합니다. 사양은 복사 구글 번역기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번역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필요 찾을 수없는 경우 Sensorex 기술 지원 센터에 문의. 714-895-4344 

 

http://www.sensor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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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H/ORP/ISE 

       
 
 
 
 
 

  
 
 
 
 
 

 

전도도 

  
 
         

 

S222CD S265D S271CD/S272CD  

 

S150,S200,S300, 

S350,S450, S900 

 

S175 SPEAR TIP 

 

ORP: Plastic or glass 

body, Platinum, gold 

or silver Tip or band. 

 ORP: Plastic or glass 

body, Platinum, gold 

or silver Tip or band. 

 

 

ISE 222 SERIES 

 

CS150/CS200 

 

CS676 

 

CS675 

 

TCS3020 

 

TCS2000 

 

CS615/CS620 

Sanitary 

 

ISE 200 SERIES 

 

S651CD S650CD with 

S653 

S8000CD with 

EA899 & EA855 

CS8000 

 

http://www.sensorex.com/assets/images/pic/S222CD.jpg
http://www.sensorex.com/assets/images/pic/S222CD.jpg
http://www.sensorex.com/assets/images/pic/S271.jpg
http://www.sensorex.com/assets/images/pic/GraphiteCondBig.jpg
http://www.sensorex.com/assets/images/pic/S651CD.jpg
http://www.sensorex.com/assets/images/pic/S651CD.jpg
http://www.sensorex.com/assets/images/pic/S8000withTC.jpg
http://www.sensorex.com/products/more/lab_orp_sensors
http://www.sensorex.com/assets/images/pic/CS675.jpg
http://www.sensorex.com/assets/images/pic/sanitaryCondBig.jpg
http://www.sensorex.com/assets/images/pic/ToroidalInLineExploded.jpg


 CE 기술 마킹 파일에 대한Sensorex Corporation 

Page 6 of 9 

배터리 전원 
 

 
 
 
 

전류 측정 및 DO 
 

 
 

 
 
 
 
 
 
 
 
 
 

EM801 

 

EM800 

 

PHAMP-1 

 

DO1200 

 

DO6400 or DO7400 

 

FCL or CLD 

 

http://www.sensorex.com/assets/images/pic/EM800.jpg
http://www.sensorex.com/assets/images/pic/12mmDOBig.jpg
http://www.sensorex.com/assets/images/pic/12mmDOBi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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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I 
 

Sensorex Corporation 제품 목록 
 

전류 측정 및 DO        pH, ORP, ISE 

 DA650CD 

CLD502 & 510 DA660CD 

CLDA 5015 -5017 DA662CD 

DO1200 IS200CD 

DO6051 IS222CD 

DO6400 S100C 

DO6441 S120C 

DO6442 S150C 

DO7400 S175CD 

FCL502/505/510 S200CD 

FCLA5015-5017 S222CD 

 S223C 

 S224CD 

 S257CD 

배터리 전원 S265CD 

 S267CD 

EM800 S268CD 

EM801 S271CD 

pHAMP-1 S272CD 

 S300CD 

 S350CD 

 S353CD 

 S354CD 

 S420C 

 S450CD 

 S500CD-ORP 

 S550CD-ORP 

 S650CD 

 S651CD 

 S655CD 

 S656CD 

 S660CD 

전도도 S661CD 

 S662CD 

문의하기 전도도 S1010 

CS150TC S1021CD 

CS200TC S1030CD 

CS615 S8000CD 

CS620 S8075CD 

CS650 S900CD 

CS675HTTC SG200C 

CS676HTTC SG350CD 

CS1500TC SG200CD 

CS8000 SG201C 

 S656CD-ORP 

TOROIDAL 전도도 S5500C/SAM 

TCS2000 S1750CD/SAM 

TCS3000 S2000C/SAM 

TCS3020 S2900C/SAM 

 S8100/10/B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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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II      

필수 요구 사항 

 

(다음에서 단어 제품은 구성 요소, 장비, 장치, 조립 및 기계를 의미한다) 

 

1. 보호 요구 사항 

다음을 보장하기와 같은 제품이 있으므로, 종래 기술을 고려하여, 설계 및 제조되어야한다 :  

(a) 수준을 넘지 않는 전자기 교란 발생하는 상기 무선 통신 장비 또는 의도 한대로 작동 할 수있는 다른 

장치;  

(b)는 그것의 용도의 허용 할 수없는 성능 저하없이 동작 할 수 있도록 의도 된 사용에서 예상 할 수있는 

전자기 교란에 대한 내성의 수준을 보유. 

 

2. 고정 설치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 

설치 및 구성 요소의 사용 목적: 

고정 설치는 좋은 엔지니어링 관행을 적용하고에 대한 정보를 존중 설치해야  

관련 국가 기관의 처분에 책임이있는 사람 (들)에 의해 그 좋은 엔지니어링 관행이 문서화되어야하고, 

문서가 개최된다 단락 1에 위에 명시된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에 볼 수있는 구성 요소의 사용을위한 것 

오랫동안 고정 설치 작업에서와 같이 검사 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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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III EMC 지침 
 

주요 보호 요구 사항의 예시 목록 

 

특히 다음과 같은 장치에서의 사용을 방해하지 같이 제품에 의해 생성 된 최대 전자기 교란은한다: 

 

(a) 국내 라디오 및 TV 수신기  

 

(b) 산업 제조 설비  

 

(c) 이동 무선 장비  

 

(d) 이동 무선 및 상업 무선 전화 장비  

 

(e) 의료 및 과학 기기  

 

(f) 의 정보 기술 장비  

 

(g) 가전 제품 및 가정용 전자 기기  

 

(H) 항공 및 해양 무선 장치  

 

(i) 교육 전자 장비  

 

(j) 는 통신 네트워크 및 장치  

 

(k)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송신기  

 

(l) 조명과 형광 램프. 

 

에 언급 된 제품, 특히 장치 (a) 내지 (l) 위의 그들 제품이되도록 작동하도록 의도된다 일반적인 전자기 

호환성 환경에서 전자기 내성의 적절한 수준이되도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그 방해받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생성물의 의도 된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제품과 함께 지시에 

포함되어야. 

 

적합성 

이 기술 문서의 대상이되는 제품이나 제품은 EMC 지침의 위의 필수 요구 사항을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