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

와트 밀도에서 작업 온도의 예를 몇 가지 

제시합니다.

이용 가능한 특성 옵션

15° 굽은 단말— 단자판 청소용, 평평한 

표면에 장착할 때 모델 번호에 접미사 “-

단자 밴드”를 추가하세요.

단자 반대쪽 끝에 밀봉 용접

최대 작업 온도 °F

적용  30 W/in2  20 W/in2  10 W/in2

외부 부착식 300  750  950 
대류  

공기 가열 950   120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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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온도가 높은 곳에 NS 시리즈 스트립 

히터를 사용하면 이점이 있습니다. 히터 

설계, 재료, 구조 덕분에 주어진 전력 

밀도에 맞는 긴 수명을 보장합니다. 

인콜로이 보호관은 유전체 절연 값 및 

보호관으로의 우수한 열 전도를 위해 

선택한 조밀한 내화재에 내장된 니켈-

크롬 저항 와이어를 둘러 싸고 있습니다. 

단면이 작은 점은 공간이 한 요소가 될 때 

이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부착 온도 최대 1200°F

최대 작동 온도는 히터의 와트 밀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서는 다른 

와트 밀도에서 작업 온도의 예를 몇 가지 

제시합니다.. 

장착

평평한 상부와 바닥 표면은 두 열전도 

금속 부품 사이에 평평하게 장착하거나 

끼울 수 있습니다. 직선형 히터는 내부 

반경이 15 cm (6") 이상으로 굽은 

표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히터는 내부 

반경 최소 8 cm (3")로 구부려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 시 기본 스트립 히터 

죔쇠와 고정 밴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 대기나 강제 대기 안, 보호관 온도 

최대 1500°F 

최대 작업 온도는 히터의 와트 밀도에 

달려 있습니다. 표 1 (아래)에서는 다른 

* 지정 전압, 필요한 전압이 120이면 “120”을, 240이면 “240”을, 480이면 “480”을 입력하세요.
** 120이나 240 Vac만. *** 240이나 480 Vac만
† 최대 허용 와트 밀도를 알아보려면, 그림 C-8 – C-10을 참고하세요. 
주문 예: NS-2601/240, 이음새 없는 인콜로이 보호관.
NSL-1205/120, 이음새 없는 10” 와이어 타입 리드.

사 양
보호관 재료: 인콜로이
최대 보호관 온도: 399°C (1500°F)
전력: 120, 240, 480 Vac
최소 내부 굽힘 반지름:  
76 m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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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기
  크기: 인치 (cm)   NS 시리즈-인콜로이 보호관                            NSL 시리즈–10" 와이어 타입 리드

 A B 와트 W/In2† 모델 번호 모델 번호 Wt. (lb) kg

 121⁄2 (32) 87⁄8 (23) 500 32 NS-1205/** NSL-1205/** 0.63 (0.28)
 133⁄4 (35) 101⁄8 (26) 500 28 NS-1405/** NSL-1405/** 0.68 (0.30)
 157⁄16 (39) 1113⁄16 (30) 500 24 NS-1505/** NSL-1505/** 0.73 (0.33)
 1713⁄16 (45) 143⁄16 (36) 750 30 NS-1807/** NSL-1807/** 0.90 (0.40)
 181⁄2 (47) 147⁄8 (38) 1000 38 NS-1801/** NSL-1801/* 0.93 (0.42)
 193⁄8 (49) 153⁄4 (40) 1000 36 NS-1901/* NSL-1901/* 1.0 (0.45)
 217⁄16 (54) 1713⁄16 (45) 1100 35 NS-2001/** NSL-2001/* 1.1 (0.49)
 233⁄4 (60) 201⁄8 (51) 1200 34 NS-2401/* NSL-2401/* 1.2 (0.54)
 251⁄4 (64) 215⁄8 (55) 1300 34 NS-2501/* NSL-2501/* 1.25 (0.56)
 2615⁄16 (68) 235⁄16 (59) 1400 34 NS-2601/** NSL-2601/* 1.30 (0.59)
 303⁄16 (77) 269⁄16 (67) 1500 32 NS-3015/* NSL-3015/* 1.52 (0.68)
 3315⁄16 (86) 305⁄16 (77) 1500 28 NS-3301/** NSL-3301/* 1.68 (0.76)
 363⁄8 (92) 323⁄4 (83) 1850 32 NS-3601/* NSL-3601/* 1.85 (0.83)
 39 (99) 353⁄8 (90) 2000 32 NS-3802/* NSL-3802/* 2.00 (0.90)
 403⁄4 (104) 371⁄8 (94) 2100 32 NS-4302/* NSL-4302/* 2.13 (0.96)
 513⁄8 (130) 473⁄4 (121) 2700 32 NS-4827/** NSL-4827/* 2.7 (0.12)
 54 (138) 503⁄8 (128) 3000 34 NS-5403/*** NSL-5403/*** 2.75 (0.12)

NS-1505/120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크기: 인치 (cm)

이음새 없는 INCOLOY® 보호관  
스트립 히터

NS and NSL 시리즈

11⁄2 (3.8)

11⁄2 (3.8)

21⁄8 (5.4)

U  너비 1.9 cm (3⁄4"), 고온 

U 튼튼하고 신뢰성 있고  
   품질이 우수함 

U  500–3000 와트

U  한쪽 끝에 단자가 2개 있는 
이음새 없는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