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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mm (인치)

고급 가속도계
윗면 설치용 고급

OMEGAROMETER™ 시리즈 
가속도계는 산업 진동 측정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품에는 거친 
환경에 적합한 밀봉된 316L SS 
케이스가 있습니다. ACC793은 상부에 
케이블이 있는 고성능 모델입니다. FM 
및 CSA 본질 안전 승인도 구입 가능한 
옵션입니다.

ACC793

* 230 Vac 전원 공급장치의 경우 접미사 “-230”을 추가하세요. 비용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주문 예: ACC793 + ACC-CB7-10 + ACC-B3 + ACC-PS2, 일반 가속도계.

ACC793에는 설치 단추와 교정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케이블은 별도로 지정하세요. 액세서리를 참고하세요.

 모델 번호 설명

 ACC-CB7-10 3.05 m (10') MIL/BNC 트위스트 페어 차폐 케이블

 ACC-CB7-10WP 3.05 m (10') 방수 트위스트 페어 차폐 케이블

 ACC-B3 평면용 자기 설치대, 30 lbf

 ACC-B5 굽은 표면용 자기 설치대, 30 lbf

 ACC-PS2 증폭기가 내장되어 있는 충전식 전원 공급장치

 ACC-PS3* 115 Vac 전원 공급장치

액세서리

ACC793 및  
ACC-CB7-10WP 
케이블,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장착용 
단추가 

포함됩니다!

 주문하기
 모델 번호 설명

 ACC793 상부에 커넥터가 있는 고급 가속도계

 ACC793-FM 상부에 커넥터가 있는 FM 인증 본질 안전   
                             고급 가속도계

 ACC793-CSA 상부에 커넥터가 있는 CSA 인증 본질 안전 
                             고급 가속도계

사 양
역학적
민감도, ±5%, 25°C (77°F): 100 mV/g
가속 범위: 최고 80 g
진폭 비선형성: 1%
주파수 응답:  
 ±5%: 1.5 – 5000 Hz 
 ±10%: 1.0 – 7000 Hz 
 ±3 dB: 0.5 – 15,000 Hz
공명 주파수: 25 kHz
횡방향 감도, 최대: 축의 5%
온도 응답: -50°C (-58°F) = -10% 
120°C (248°F) = 5%
전기
필요 전력:  
 전압원: 18 – 30 Vdc 
 전류 조절 다이오드1:  2 – 10 mA
전기 잡음 (등가 g, 공칭):  
 광대역: 2.5 Hz – 25 kHz: 600 μg 
 스펙트럼: 10 Hz: 8 μg/=Hz
출력 임피던스, 최대: 100 Ω
바이어스 출력 전압: 12 Vdc
접지: 차단된 케이스, 내부적으로 차폐
환경
온도 범위: -50 – 120°C  
(-58 – 248°F)

기관 승인:  
 FM:  Class I, II, III, Division I, 
Groups A, B, C, D, E, F, G; Division II, 
Groups A, B, C, D, F, G
 CSA: Class I, Division I, Groups  
 A, B, C, D
주의: 1 작동 온도가 100°C (212°F)
보다 높을 경우 최대 전류는 6 mA를 
권장합니다.

U 고유 안전 인증 옵션
U 밀폐형 설계
U 접치 차단
U ESD 보호
U 역 배선 보호

F M
APPROVED

옵션 옵션

진동 한계: 최대 500 g
기본 변형 감도, 최대: 
0.0005 g/미소변형
밀봉: 10-8 cc/s로 밀봉
물리적
무게: 112 g (3.9 oz)
케이스 재료: 316L SS
설치: 1/4-28 나사 구멍 
출력 커넥터: 2핀, MIL-C-5015 방식
연결:  
 핀 A: 전력/신호 
 핀 B: 공통
대응 커넥터:  
암페놀 97-3106A-10SL-4S 타입
권장 케이블:  
ACC-CB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