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하려면 kr.omega.com/pss-5a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MODEL NO.
OUTPUT 
VOLTAGE

OUTPUT 
CURRENT

VOLTAGE 
ACCURACY

LINE & LOAD 
(NL TO FL) 
REGULATIONS

단독 출력

PSS-5A +5V 500 mA ±1% ±0.05%
PSS-5B +5V 1000 mA ±1% ±0.05%
PSS-10 +10V 400 mA ±1% ±0.05%
PSS-12 +12V 500 mA ±1% ±0.05%
PSS-15 +15V 400 mA ±1% ±0.05%
PSS-250 +250V 30 mA ±2% ±0.2%

이중 출력

PSS-D12A ±12V or 24V 120 mA ±0.5% ±0.02%
PSS-D12B ±12V or 24V 240 mA ±0.5% ±0.02%
PSS-D15A ±15V or 30V ±50 mA ±0.5% ±0.02%
PSS-D15B ±15V or 30V ±100 mA ±0.5% ±0.02%
PSS-D15C ±15V or 30V ±200 mA ±0.5% ±0.02%

삼중 출력

PSS-T12 ±12V & 5V
±12V 
@ 100 mA;
5V @ 
@ 600 mA;

±1% ±0.05%

PSS-T15 ±12V & 5V
±15V 
@ 100 mA;
5V @ 
@ 500 mA;

±1% ±0.05%

C-13

배리어 스트립형 전원공급 장치
스트레인 게이지 및 압력 트랜스듀서용 조정된 여자전압 제공 

사양 
입력전압: 115 Vac, 220 Vac 또는 230 Vac 
(주문시 -220, -230 추가) ±10 Vac

입력 주파수 범위: 50 ~ 60 Hz 

아이솔레이션 저항: 최소 50 MΩ 

정전 용량: 250 pF 

전압: 1500 Vrms 

온도 계수: ±0.01% 

노이즈 및 리플 전압: 1mVrms (단독 및 이중 출력); 
2mVrms (3중 출력)

출력 보존 온도:  
-25 ~ 85°C (-13 ~ 185°F)

최대 케이스 작동 온도 (디레이팅 없이):  
50°C (122°F) 

단락 방지: 폴드백 전류 제한

크기: mm (inch)

주문 예: PSS-10, 10Vdc, 400mA 전원공급 장치

PSS-5A, 500mA 전원공급 장치

PSS-10,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U 오목한 형태의 베리어 스트립 
구조가 와이어 꼬임을 방지합니다.

U 컴팩트한 설계로 좁은 공간에서 
설치를 용이하게 합니다.

U 스트레인 게이지, 트랜스듀서,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및 시험 
장비 등에 이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액세서리

PSS 시리즈

모델 번호
출력 
전압

출력 
전류

전압 
정확도

라인전압및 부하 
조정  
(NL TO FL)

220/230V PSS-5A-220V +5V 500 mA ±1% ±0.05%
Powered PSS-10-220 +10V 400 mA ±1% ±0.05%
Models PSS-D12A-220V ±12V or +24V 120 mA ±0.5% ±0.02%

PSS-D12B-230 ±12V or +24V 240 mA ±0.5% ±0.02%
PSS-250-230 +250V 30 mA ±2% ±0.2%

150.8
(2.0)

3.81 (0.15)
9.0 (0.35)

94.0
(3.7)

4 ea 4-40 x 0.1875
Threaded Inserts
Bottom of Case 
(115 Vac units)

35.6
(1.4)

68.6
(2.7)

101.6
(4.0)

모델 번호 설명

POWER CORD-SE 피복을 벗긴 말단 처리의 전원 코드

BARRIER STRIP STYLE POWER SUPPLY PROVIDES REGULATED EXCITATION FOR STRAIN GAGES AND PRESSURE TRANSDUC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