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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 로드 셀-고주파 인장압축 측정용

사양
여자: 2 mA 공칭 @ 18 에서 30 Vdc, 지속 전류

정격출력: 5V 공칭 FS

증폭 직선성: ±1% FS (BSFL/0)

공명 주파수 (@ 무게 없음): 75 kHz

고주파 범위: 25 kHz (약 1/3의 공명 주파수, 무게 
없음)

저주파 범위 (-3 dB): 0.08 Hz

방전 시간 지속:  
50 s (DLC101-10), 100 s (DLC101-50), 500 s 
(DLC 101-100),  
2000 s (DLC101-500, -1K, -5K)

최대 압박: 200 lb (DLC101-10), 1000 lb 
(DLC101-50), 2000 lb (DLC101-100), 10,000 lb 
(DLC101-500), 15,000 lb (DLC101-1K), 15,000 
lb (DLC101-5K)

최대 긴장: 200 lb (DLC101-10), 500 lb (10 lb를 
제외한 모든 범위)

강도: 11.4 lb/초
의 부속품에 대한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예: DLC101-10, 트랜스듀서, ACC-CB2-10, 케이블, ACC-PS1, 전력 공급, ACC-CB6, BNCM/ 돼지꼬리 케이블 

U 충격 또는 진동을 측정하는데 
이상적입니다. 

U 최대 25 kHz 주파수 범위

U 최대 5000 lb 범위

U 캘리브레이션 증명서 제공 

U 스테인리스 스틸 충격 캡과 
마운팅 스터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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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C101

 크기: mm (inch)

과부하 회복:  
2x 범위에서 10 ms

최대 충격/진동: 10,000/±5000 g  
(무게 없음)

온도 범위: -75 ~ 120°C  
(-100 ~ 250°F)

온도 민감성 영향:  
0.03% FSPF

출력 임피던스: 100 Ω

바이어스 전압: 10V 공칭

노이즈 플로어 (광대역, RMS): 
0.00014 lb (DLC101-10) 
0.0007 lb (DLC101-50) 
0.0014 lb (DLC101-100) 
0. 007 lb (DLC101-500) 
0.014 lb (DLC101-1K) 
0.07 lb (DLC101-5K)

무게: 43g (1.5 oz) 공칭 

재질: 17-4 PH SS  
격납 (RC 44)

상부 Force-Sensi-Five 표면지름: 13 mm 
(0.50")

설치 구멍: 28 x 0.175" 깊은 나사 구멍

커넥터: 내부 동축, 10-32 수형 터미널 (케이블 별도 
판매; 주문  ACC-CB2-10)

액세서리

 모델 번호 설명

 ACC-PS1 배터리 전력 공급/증폭기 (BNCF 연결)

 ACC-PS2 배터리 전력 공급/증폭기 (BNCF 연결)

 ACC-PS3 AC 전력 공급/증폭기 (BNCF 연결)

 전력 공급과 기계 장비 사이에 사용되는 접속 케이블

 ACC-CB4-15 4.6 m (15’) 동축 케이블 (BNCM/BNCM)

 ACC-CB5-2 0.6 m (2’) 동축 케이블 (BNCM/바나나 플러그)

 ACC-CB6 178 mm (7”) 동축 케이블 (BNCM/돼지꼬리)

 주문하려면 kr.omega.com/dlc101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모델 번호  압축 범위 (LB) 긴장

 DLC101-10  0 ~ 10 0 ~ 10
 DLC101-50  0 ~ 50 0 ~ 50 

 DLC101-100  0 ~ 100 0 ~ 100 
 DLC101-500  0 ~ 500 0 ~ 500 
 DLC101-1K  0 ~ 1000 0 ~ 500 
 DLC101-5K  0 ~ 5000 0 ~ 500
 ACC-CB2-10   3 m (10’) 동축 케이블 (10-32/BNCM) 필요

충격방지 캡, 마운팅 스터드, 캘리브레이션 증명서가 사용자 설명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DLC101 시리즈

Standard

DLC101, 마운팅 스터드와 캡 포함

OMEGA DLC101 다이나믹 로드셀은 

충격이나 진동 적용 시 힘의 경과나 맥동력의 

진동을 측정하는데 이상적입니다. 이 로드셀은 

측정 된 맥동력에 반응하여 아날로그 전압 

신호를 발생시키는 얇은 크리스털 압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DLC101은 두 개의 설치 

나사선이 있어 마운팅 스터드와 충격 방지 

캡 및 기계 구성품 등의 연결 부품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크리스털 압전체는 용접 된 구조 

안에 있어 외부 충격에서 보호됩니다. 

DYNAMIC LOAD CELLS FOR HIGH-FREQUENCY TENSION/
COMPRESSION FORCE MEASURE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