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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화학 및 폐수처리 실험실은 공정의 모니터링 및 문서화를 
위하여 화학품 샘플의 pH를 측정하는데 UWBT-PH 모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그림 1 참조). 

그림 1: 화학 실험실에서의 UWBT-PH

UWBT-PH 는 실험실 기술자들이 한 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기기에 
연결된 최대 4대의 송신기 또는 iOS™ 스마트기기에 연결된 최대 3
대의 송신기를 사용하여 다수의 샘플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림 2 참조). 실험실 기술자들은 공정 측정을 수행하고 실험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개별적인 pH 측정기를 활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UWBT-PH 모델의 뛰어난 점은 
앞부분이 BNC 연결을 갖춘 모든 고 임피던스 pH 탐침기로부터의 pH 
입력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 그림의 예에서 
실험실 기술자는 각각 다른 유형의 pH 탐침기를 이용하여 네 가지 화학 
용액으로부터 pH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탐침기는 길이, 액체 접합 
유형 그리고 전해질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측정 화학물질의 유형에 
맞춰 조정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탐침기가 고장 나거나 
눈에 띄게 성능이 저하되면 기술자는 송신기로부터 BNC 커넥터를 
분리하고 새로운 pH 탐침기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UWBT-PH 를 이용한 용액의 
pH 측정

그림 2: 한 대의 태블릿에 연결된 네 대의 UWBT-PH 송신기

다른 UWBT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pH 측정값은 그에 대응하는 용액 
온도와 함께 그래픽,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치수 형식으로 선택 및 
표시 가능합니다. 용액의 온도는 탐침기에 온도 센서가 부착된 경우 
탐침기로부터 입력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고정된 용액 온도로 입력됩니다(그림 3 참조).

그림3: 고정된 용액 온도 입력

안드로이드는 구글사의 상표입니다.

iOS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시스코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이며 라이선스 하에
서 애플에 의하여 사용됩니다.

기기의 화면 이미지는 연출된 것입니다. 기기의 실제 외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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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BT-RH를 이용한 상대습도 
측정
 
ISO 17025의 5.3, 항은 인정된 실험 및 교정기관에 대하여 
실험실의 환경조건을 관리, 모니터링 및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공기 온도와 습도 조건을 측정하 
고 이를 미리 정해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UWBT-
RH 상온/상대습도 송신기는 이러한 조건들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매우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림 1에서 본 제품이 교정 실험실의 
벽에 민감한 계측기기 가까이 원형의 연속기록기 바로 옆에 간편하게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UWBT-RH 케이스의 뒷면에는 #4 
나사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M3크기). 케이스의 밑면에는 
벽의 콘센트에 교류전원을 연결하기 위한 USB 커넥터가 있습니다. 
전원장치는 송신기가 판매된 국가에 맞는 플러그와 함께 제공됩니다.   

그림 1: 장기간 모니터링을 위하여 벽에 UWBT-RH를 장착

이전에는 계측 실험실의 기술자들이 보통 하루 또는 일주일로 
미리 정해진 샘플링 기간에 따라 연속기록기에 새로운 해도용지를 
넣었습니다. 작성된 용지는 파일 캐비닛에 보관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계측 건과 이전의 실험 온도 및 습도조건을 상호 비교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해도용지가 한번 회전한 후에 잘못된 데이터를 
기록하는 일도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기술자가 파일 캐비닛에서 
올바른 해도용지를 발견해도 파란색 또는 붉은색 잉크가 해도용지에 
번져서 데이터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기술자가 
현재의 실험조건이 정상작동범위를 벗어났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의 해도용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문서화된 표준조건에 
따라 곡선을 일일이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실험실 온도 또는 상대습도가 사전 설정한 제한범위를 
넘을 때 알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람은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스마트 폰 또는 태블릿 PC와 UWBT가 페어링 되었을 
때, 스마트 기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의 그래픽과 알람 사운드로 
알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림 3a). 알람 사운드는 다섯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High 또는 Low 알람은 그림 3b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의 그래픽 
디스플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3b에서 High 알람과 Low 
알람은 Transmitter 1의 게이지 스크린으로 확인 됩니다. 게이지 
배경의 녹색은 온도 제한의 공칭 작동 범위에 따르며, 파란색은 Low 
알람 리미트 아래로 온도가 떨어진 경우입니다. 적색은 High 알람 
리미트를 초과한 범위입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녹색 배터리 표시는 
충전 레벨을 나타내며, 배터리 표시 내부의 흰색 아이콘은 외장 
AC 전원 공급 연결 중이라는 뜻입니다. 파란색 블루투스 아이콘은 
현재 트랜스미터가 스마트 기기와 페어링 되어 있을 때 표시됩니다. 
트랜스미터가 스마트기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해당 아이콘은 
흑색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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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c: 파일 데이터 구조

엔지니어들은 실험실 온도 또는 상대습도가 사전 설정한 제한범위를 
넘을 때 알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람은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스마트 폰 또는 태블릿 PC와 UWBT가 페어링 되었을 때, 스마트 기기
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의 그래픽과 알람 사운드로 알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림 31). 알람 사운드는 다섯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High 또는 Low 알람은 그림 3b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의 그래픽 
디스플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3b에서 High 알람과 Low 
알람은 Transmitter 1의 게이지 스크린으로 확인 됩니다. 게이지 
배경의 녹색은 온도 제한의 공칭 작동 범위에 따르며, 파란색은 Low 
알람 리미트 아래로 온도가 떨어진 경우입니다. 적색은 High 알람 
리미트를 초과한 범위입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녹색 배터리 표시는 
충전 레벨을 나타내며, 배터리 표시 내부의 흰색 아이콘은 외장 
AC 전원 공급 연결 중이라는 뜻입니다. 파란색 블루투스 아이콘은 
현재 트랜스미터가 스마트 기기와 페어링 되어 있을 때 표시됩니다. 
트랜스미터가 스마트기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해당 아이콘은 
흑색으로 표시됩니다. 

Transmitter Name: Lab A 
Sensor Type: RH
Logging Sample Rate: 1 minute
Engineering Units: Celsius(C)

Time Temperature RH Dewpoint Temperature
12/3/14 9:57 20.8 43 46.2
12/3/14 9:58 20.8 43 46.3
12/3/14 9:59 20.8 43 46.2

12/3/14 10:00 20.8 43 46.2
12/3/14 10:01 20.8 43 46.2
12/3/14 10:02 20.8 43 46.3
12/3/14 10:03 20.8 43 46.2
12/3/14 10:04 20.7 43 46.3
12/3/14 10:05 20.7 43 46.3
12/3/14 10:06 20.7 43 46.4
12/3/14 10:07 20.7 43 46.4
12/3/14 10:07 20.7 43 46.3
12/3/14 10:08 20.7 43 46.4
12/3/14 10:09 20.7 43 46.4
12/3/14 10:09 20.7 43 46.4
12/3/14 10:10 20.8 43 46.4
12/3/14 10:11 20.7 43 46.4
12/3/14 10:12 20.7 43 46.4

그림 3a: 알람 설정 메뉴

그림 3b: 알람 표시

송신기의 붉은색 LED는 “PWR/ALARM” 글자 
밑에 있으며 높은 또는 낮은 알람 조건에서 2초마다 
깜빡입니다(그림 4 참조). 기술자들은 더 이상 
해도용지를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 4: UWBT-RH 송신기

기기의 화면 이미지는 연출된 것입니다. 기기의 실제 외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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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BT-RTD 를 이용한 에어덕트 온
도 모니터링

에어덕트 내의 온도 측정은, 특히 사무공간의 온도가 설정 온도를 
벗어난 경우, 에너지 보존을 위한 일반적인 설비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과거에는 유지관리 직원이 한 손에는 RTD 탐침기를 들고 또 다른 
손으로는 탐침기의 커넥터를 휴대용 온도계에 연결한 채로 에어덕트 
내에서 사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 기술자가 LCD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덕트 온도를 읽었습니다. 벽에 장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록장치는 덕트 안에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장기간 데이터를 
기록할 때에는 쓸 수 없었습니다. 휴대용 온도계는 덕트에 부착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기록에 쓸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 
인원이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장기간 불편하게 사다리 위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M12 탐침기 커넥터가 부착된 UWBT 온도 송신기는 유지관리 
기술자가 훨씬 더 편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림 1 참조). 아래의 그림에서 PR-25AP 공기온도 RTD 탐침기는 
M12 커넥터를 통하여 UWBT-RTD 송신기에 나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술자는 먼저 송신기와 스마트 기기를 페어링하고 이를 
몸에 지니고 있거나 편리하게 근처의 자리에 두면 됩니다. 그런 후에 
센서를 설정하고 데이터 수집 과정을 시작하고 사다리 위로 올라가 
탐침기의 끝 부분을 에어덕트에 꽂으면 됩니다.

그림 1: UWBT-RTD-M12로 에어덕트 온도 측정

그림 2의 왼쪽의 스크린샷은 기술자의 스마트폰에서 구동 중인 UWBT 
응용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사무실 환경에 
있어 매우 따뜻한 온도인 82.4°F (28.0°C)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건물온도조절시스템에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자가 
밝은 녹색 아이콘인 "Start Logging" 을 클릭하면 응용 프로그램 
화면은 그림 2의 오른쪽 스크린샷으로 바뀝니다. 붉은 색 아이콘인 
"REC"는 데이터 기록이 진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그림 2: 디스플레이 모드, 기록 화면의 시작 및 정지

PR-25AP 공기온도 RTD 탐침기는 본 응용 프로그램에 맞게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그림 3a 참조). 탐침기는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M12 연결을 갖춘 오메가의 초정밀 RTD 탐침기에 쓰이는 
정확도가 높은 RTD 센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PR-25AP는  
IEC 60751 표준의 정확도 A 등급에 따라 교정된 Pt100 권선 RTD와 
함께 제공됩니다. 탐침기의 끝 부분은 기류와 대기 조건 간의 공기흐름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400 psi에서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탐침기는 강도와 부식저항을 위하여 
316L 스테인리스 강 외피와 피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림 3a: 끝 부분이 특수 설계된  PR-25AP 공기온도  
RTD탐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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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 기술자는 더 긴 시간 동안 RTD 탐침기를 덕트에 넣어 
둔 채로 다른 업무를 하고 온도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기록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RTD-805 공기온도 RTD 센서는 이러한 상황에 잘 
어울립니다(그림 3b 참조). UWBT-RTD-TB송신기는 센서의 느슨한 
전선과의 연결을 위한 3점 단자판과 함께 제공되므로 기술자는 이를 
센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3b: 노출부가 있는 RTD-805 공기온도 RTD 센서

RTD-805  센서는 스테인리스 강 또는 플라스틱 외피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25-AP 탐침기와 유사하게 IEC 60751 표준의 
정확도 A 등급에 따라 교정된 Pt100 권선 RTD와 함께 제공됩니다. 
기술자는 송신기의 앞면에 위치한 단자판에 센서의 전선 3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그림 3c 참조). 
센서의 끝 부분이 에어덕트에 
삽입됩니다. 송신기의 무게는 
13 kg (0.38 lb)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술자는 송신기를 
천정 타일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송신기와 
페어링하고 내부 데이터 
기록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대 150시간의 
배터리 지속기간 동안 분당 1 
샘플의 처리속도로 덕트온도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후에 
돌아와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후 건물의 
공기온도관리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함께 다른 유지관리 
직원에게 이메일로 편리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림 3c: UWBT-RTD-TB 에 연결된 RTD 케이블

때때로 기술자는 작업을 하였던 사무실의 위치는 기억하지만 
어느 천정 타일에 송신기를 두었는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림 4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기술자는 블루투스® 신호범위 내에 
있는 한 여전히 천정 타일을 뒤져보지 않고도 송신기와 페어링 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센서 데이터를 스마트 기기로 다운로드하고 
데이터를 검토하고 데이터 기록 프로세스의 지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UWBT 송신기를 놓아둔 위치 찾기

데이터 수집과정이 종료되면 기술자는 UWBT 송신기를 회수하고자 
할 것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블루투스 신호강도 특성을 이용하여 
타일의 위치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그림 5 참조). 신호강도 
아이콘은 센서 설정 메뉴의 제일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림 5
의 왼쪽은 푸른색의 5개 막대 중 2개를 보여주는데 이는 사용자의 
스마트 기기가 송신기로부터의 페어링 거리를 벗어나기 직전의 위치에 
가까움을 나타냅니다. 사용자가 송신기에 가까이 걸어갈수록 푸른색 
바의 숫자는 5개가 나타날 때까지 늘어납니다. 5개가 되는 위치에서 
기술자가 타일들을 열어보고 송신기가 놓여진 타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5: 블루투스 신호강도 표시

블루투스® 문구와 로고는 블루투스 SIG가 보유한 등록상표이며 오메가 
엔지니어링은 라이선스 하에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기의 화면 이미지는 연출된 것입니다. 기기의 실제 외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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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BT-RTD-TB 를 이용한 시제품 
프로브 온도측정

오메가 엔지니어링의 연구개발 부문은 현재 제품 개발 단계인 PR-31 
RTD 프로브의 응답시간 측정을 위하여 UWBT-RTD-TB 송신기를 
사용합니다(그림 1 참조). 이 실험의 목적은 새로운 프로브가 오메가가 
과거에 판매해온 유사한 프로브들과 일관된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실험용 PR-31 프로브는 뜨거운 물이 담긴 
절연비커에 넣어지며 물의 온도는 CSI32-K-C24 컨트롤러에 의하여 
조절됩니다. 비커 내의 물은 6 x 18인치의 크기와 540 와트의 출력을 
갖춘  실리콘 고무 가열기에 의하여 가열되고 자석교반기에 의하여 
휘저어 집니다. 이러한 작업은 0.9 미터/초 (3 피트/초)가 표준인 실험 
조건 내에서 다양한 유속에서 센서의 응답시간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프로브는 UWBT송신기에서 태블릿으로의 통신시간에 
따른 수온을 가진 비커에 넣어집니다. 프로브가90°C (194°F) 의 
수온을 감지하는데 필요한 반응시간은 이러한 데이터 스트림으로부터 
결정됩니다. 최종 측정치의 50%, 63% 및 90%에 다다르는데 걸리는 
응답시간은 다섯 가지의 서로 다른 교반기 속도에 따라 그래프화됩니다.

그림 1: PR-31 RTD프로브로부터 온도 데이터를 기록 중인 UWBT-
RTD-TB 

UWBT 송신기는 실시간 온도측정에 매우 적합합니다. 전원장치, 
신호처리기, 플로터 또는 측정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태블릿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UWBT 송신기가 스마트 기기와 페어링 되면 응용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송신기의 계측 유형(써모커플, RTD, 습도, pH 
등)을 인식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그러한 계측에 알맞은 화면만을 
표시합니다. 그림 2에 나타난 세부설정은 해당 계측에 따라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미리 정해진 여러 가지 
선택사항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편리한 풀다운 메뉴를 
제공합니다. 센서 설정이 완료되면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송신기 
상에서 내부적으로 또는 스마트 기기로 다양한 주파수에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림 2: RTD 센서 설정

복잡한 데이터(송신기명칭 등) 입력은 스마트 기기에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작성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표준 자판을 불러와 작업할 수 
있습니다(그림 3 참조).

그림 3: 데이터 입력에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 자판

UWBT-RTD-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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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뚜껑이 반쯤 열린 상태에서 비커에 센서 끝 부분이 삽입된 
근접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서의 위치는 비커의 벽면으로부터
13 mm (1⁄2") 떨어져 있으며 이는 센서를 지나가는 물의 유속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림 4: 비커 내의 센서 끝 부분 근접화면

그림 5 는 지름 3 mm (1⁄8") 와 6 mm (1⁄4") 인 PR-31 프로브의 
반응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4, 6, and 8  및 8에 맞춰진 
속도설정은 각각 170 RPM, 560 RPM, 900 RPM, 1100 RPM 와 
1120 RPM 에 상응합니다. 응답속도의 결과는 예상과 일치합니다. 
온도 입력의 단계 변경에 있어 3 mm (1⁄8")  프로브는 6 mm (1⁄4") 
프로브보다 훨씬 더 빨랐습니다. 이는 더 작은 프로브에 내재된 
열질량이 더 작기 때문입니다.

그림 5a: 3 mm (1⁄8") 프로브의 온도반응

그림 5b: 6 mm (1⁄4") 프로브의 온도반응

기기의 화면 이미지는 연출된 것입니다. 기기의 실제 외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UWBT-RTD-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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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BT-RTD 및 UWBT-TC 용 생산장비 
응용 프로그램

UWBT 송신기는 생산장비의 문제해결을 상당히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신기는 휴대가 간편하고 오메가
® 온도 탐침기 전체 제품군의 써모커플 또는 RTD 입력을 수용하며 
모든 데이터는 송신기로부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iOSTM, AndroidTM 및 Fire OSTM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 상에서 9가지 언어로 실행됩니다. 
데이터는 또한 장기 문제해결을 위하여 UWBT 송신기에 로컬 저장이 
가능하고 스마트 기기로 다운로드 하거나 스마트 기기로부터 이메일 
또는 클라우드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유지관리 기술자는 장비의 
위치에서 데이터를 기록하고 제조 엔지니어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장비 수리 진행 방법에 관하여 빠르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UWBT 송신기가 현장에서 생산기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형온도의 검증은 플라스틱 부품의 사출성형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그림 1 참조). 본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인서트 성형을 통하여 전기 커넥터를 성형하기 위하여 
수평 왕복 금형이 사용됩니다. 88401K 자기 써모커플 탐침기(그림 2 
참조)가 금형틀의 외부에 부착됩니다. 탐침기의 또 
다른 끝 부분은 UWBT-TC-UST 송신기에 
연결됩니다(그림 1 참조).

그림 1: 금형온도를 모니터링 중인 UWBT-TC-UST 송신기

그림 2: 88401K 자기 탐침기

클린룸 생산장비와 공정은 특별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림 3에서 가스배출 보호덮개의 외부 표면에 장착된 
SA1-RTD 센서는 UWBT-RTD-TB 송신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서의 사양은 그림 4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 5에서는 88401K 
써모커플 탐침기가 포토레지스트 증착기의 진공배기장치 외부 표면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림 6에서는 SA1-RTD 센서가 웨이퍼 세정액이 
지나가는 배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송신기는 장기간 
동안 온도를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클린룸의 배후에 놔둘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기술자는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다시 옷을 입고 클린룸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송신기와의 페어링 범위 내에서 클린룸이 
아닌 위치로 가 기록된 데이터를 송신기로부터 스마트 기기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배기가스 온도를 모니터링 중인 UWBT-RTD-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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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A1-RTD 센서 사양

SA1-RTD-B 시리즈  
(3개들이 제품)

그림 5: 진공배기장치에 
장착된 88401K 자기 
탐침기

그림 6: 웨이퍼 
세정액이 지나가는 
배관에 장착된  
SA1-RTD 센서

UWBT 송신기는 플랜트 설비 장치의 문제해결을 위한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림 7에서는 SA1-RTD 센서가 웨이퍼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탈염수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펌프모터 온도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 센서는 UWBT-RTD-TB 송신기에 연결되며 스마트 
기기 상의 응용 프로그램은 고온도 알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펌프모터 온도가 일정 수치를 넘어서면 즉각적인 고장 신호로서 응용 
프로그램은 스마트 기기 상에서 시각 및 음향 알람을 나타냅니다. 그림 
8에서는 88401K 자기 써모커플 탐침기가 플랜트 보일러 시스템 
배출관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88401K 탐침기는 K형 M12 
커넥터를 갖추고 있으며 UWBT-TC-RTD 송신기의 M12 부위에 
나사로 연결됩니다. M12 연결은 튼튼하므로 K형 전선이 보일러의 
손잡이로부터 UWBT 송신기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림 8: 배관온도를 측정 중인 88401K 탐침기

안드로이드는 구글사의 상표입니다.
iOS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시스코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이며 라이선스 하에
서 애플에 의하여 사용됩니다.
여기에 언급된 기타 상호 및/또는 제품명은 해당 소유자의 재산이자 상표 또는 
등록된 상표일 수 있습니다.
기기의 화면 이미지는 연출된 것입니다. 기기의 실제 외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U  Pt 100 DIN B Class 박막 RTD  
(표준오차 0° C에서 ±0.12%)

U  실리콘 접착부 온도 정격 260°C
U  사용 온도 범위: -73 to 260°C 

단기간 사용 최대온도 290°C 
(별도 OMEGABOND®

로 부착 시)
U  리드와이어 1 m 길이 표준 사양

U  3선식 구선, 색상 규격  
IEC-60751 / ASTM-E-1137

U  반응속도: 0.9초 미만  
(63%에 도달할 때까지,  
흐르는 물에서 3초,  
핫플레이트에서 2초) 

U  경제적 가격- 3개들이 판매

Chapter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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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펌프모터에 장착된 SA1-RTD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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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ile, Rubber, and Chemical Co. Inc. 의 
Tiarco 화학부문은 라텍스, 폴리우레탄, 카펫, 그리스 
및 윤활유용 특수화합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서는 플랜트 내의 회분식 
반응기 탱크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일군의 무 
선 온도 측정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메가® 
의 써모커플은 회분식 반응기의 온도뿐만 아니라 냉각수 
투입구와 배출구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그 이후 BTU 에너지 산정을 위하여 실험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팀은 다음으로 구성된 키트를 함께 소지하고 
있습니다:

• UWBT 송신기 3대

• 구글® 넥서스 7 태블릿 

• USB 허브

•  NEMA 4X 응용 프로그램용 HH509 온도계

•  다양한 써모커플 및 표면온도 탐침기

그림 1: 휴대용 온도측정 키트 

UWBT-TC-UST를 이용한 
화학공정 측정

본 응용 프로그램에서 Tiarco 는 한 대의 태블릿이 3대의 
송신기와 동시에 페어링 하는 기능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공정 측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 대의 
온도계를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며 한 대가 아닌 
세 대의 온도계로부터 실험 데이터를 얻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구글은 구글사의 상표입니다.

UWBT-TC-UST

Chapt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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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BT-TC-UST 를 이용한 시제품 
장비 온도측정

장비의 작동가능 주변온도의 범위를 검증하는 일은 제품개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설계 엔지니어링 실험입니다. 이는 기기를 
높은 주변온도에 노출하고 이러한 조건에서 기기의 기능을 기록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래의 예에서 4대의 UWBT-TC 형 송신기가 오메가
® OM-DAQ-USB-2401 데이터 수집 모듈(그림 1 참조)의 중요한 
위치 네 곳에서 온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데이터 
모듈 내 회로기판의 주요부품들이 주변온도가 모듈의 최대 수용온도인 
50°C일 때 과열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50°C 로 설정된 오븐 안에 데이터 모듈을 넣습니다.  

그림 1: OM-DAQ-USB-2401 내의 온도를 측정 중인 UWBT-TC 

그림 2는 4대의 UWBT-TC 송신기의 근접화면을 보여줍니다. 전면 
라벨 상의 TX/LOG 글자 위의 녹색 LED는 내부 기록 중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매 3초마다 깜빡입니다. 

그림 2: 4 대의 UWBT-TC 송신기 근접화면

송신기에 연결된 K형 써모커플 커넥터에는 온도 측정 중인 데이터 
모듈의 전자부품 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모듈의 내부 모습은 
그림 3에 나타나 있습니다. 각 송신기는 내장 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에 날짜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데이터가 

태블릿으로 다운로드 되면 송신기들로부터 4개의 .csv 파일이 실험 
엔지니어에게 이메일로 보내지고 네트워크 서버에 저장됩니다. 4개의 
.csv 파일은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내에서 합쳐지며 그 결과는 그림 4에 
나타나 있습니다. 전자부품의 최대작동온도는 75°C이며 이는 수집된 
모든 온도 데이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므로 실험 엔지니어는 USB 
모듈이 50°C의 주변온도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메인 프로세서
터미널 블록
메모리
USB 호스트

그림 3: OM-DAQ-USB-2401 데이터 수집 모듈의 온도실험 위치 

그림 4: OM-DAQ-USB-2401 데이터 수집 모듈의 온도실험 데이터 

기기의 화면 이미지는 연출된 것입니다. 기기의 실제 외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Transmitter Name : TC-MEMORY Transmitter Name : TC-TERMINAL BLOCK Transmitter Name : TC-MAIN PROCESSORTransmitter Name : TC-USB HOST
Sensor Type : Thermocouple Sensor Type : Thermocouple Sensor Type : Thermocouple Sensor Type : Thermocouple
Logging Sample Rate : 1 /second Logging Sample Rate : 1 /second Logging Sample Rate : 1 /second Logging Sample Rate : 1 /second
Engineering Units : Celsius(C) Engineering Units : Celsius(C) Engineering Units : Celsius(C) Engineering Units : Celsius(C)
    

Time Temperature C Temperature C Temperature C Temperature C

1/21/15 15:29 53.9 50.4 61.6 54.1
1/21/15 15:30 54.3 50.6 62.1 54.4
1/21/15 15:31 54.6 50.8 62.6 54.7
1/21/15 15:32 54.9 50.9 63.0 55.2
1/21/15 15:33 55.2 50.1 63.4 55.7
1/21/15 15:34 55.4 50.2 63.8 56.1
1/21/15 15:35 55.6 50.4 64.1 56.4
1/21/15 15:36 55.9 50.6 64.4 56.6
1/21/15 15:37 56.1 50.7 64.6 56.7
1/21/15 15:38 56.2 50.8 64.8 57.1
1/21/15 15:39 56.3 51.0 65.0 57.2
1/21/15 15:40 56.2 50.2 65.0 56.8
1/21/15 15:41 55.9 50.8 64.9 56.9
1/21/15 15:42 55.8 50.1 64.8 56.8
1/21/15 15:43 55.6 50.6 64.7 56.8
1/21/15 15:44 55.5 50.7 64.7 56.7
1/21/15 15:45 55.4 50.4 64.7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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