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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G020D 의 장점 

• 비용 절감
• 초소형 사이즈
• 탁월한 안정성
• 화학적 저항성이 높음
• 디지털 신호 처리 가능

EXCELLENT CUSTOMER SUPPORT IS A COMMITMENT

인피콘은 판매와 서비스 센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공 합니다.
 이 글로벌 네트워크는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로컬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지원을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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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와의 직접적인 연결로
제로 및 스팬의 뛰어난 온도 
안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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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r CDG020D 진공 게이지

INFICON Porter CDG020D 정전용량 다이아프램 게이지는 산업 환경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세라믹 센서는 뛰어난 제로 안정성과 함께 우수한 스팬 안정성을 제공 하며, 장비와의 직접적인 연결구조로 인해 단기 
및 장기 온도 안정성을 보장 합니다.

일반적인 응용분야
• 진공 측정 • 분석
• 진공 코팅, 식품 포장 • 진공 오븐, 풀러
• 진공 살균 • 화학 진공 프로세스

“Poter“ 진공 게이지는 완벽한 디지털 게이지로 출시 되었으며, 작은 사이즈로 인해 장비 적용에 용이 하고, 오염에 강하여 
신뢰성이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제품 설명을 위해 홈페이지 porter-inficon.com, 트위터 twitter.com/inficon_porter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lectrical connections

Compact
FCC RJ45

Robust
Binder M12

Classic
D-Sub 9 pin

Superslim size

28.3 mm
1.11 in

28.3 mm
1.11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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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와의 직접적인 연결로
제로 및 스팬의 뛰어난 온도 
안정성 보장.

직접적인 열전달로부터 
센서 보호
  Standard metal sensor
  INFICON ceramic sensor

temperatur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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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signal processing

timedynamic filter

Setable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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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100 ms
slow 3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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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G sensor technology
Other typical sensor technologies

(mbar)

Gas type independence

Fully ceramic sensor

장비와의 직접적인 연결로 
결합된 세라믹 구조는 우수한 
압력 측정 성능을 제공 합니다. 
다음은 제로와 스팬의 안정성
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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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ing points of one Porter gauge Measuring points of one Porter gaugePorter gauges

Sensor protection

tim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