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EGACLADTM
보호관 선택 안내
용도
 처리 금속 부품
열
가스 또는 기름 연소로
연료 연소 열 교환기
세라믹 재료 연소
분말 금속 소결
강철 침탄로
진공/대기 용해 및 담금질
고형 폐기물 소각
열 처리 유동상
R&D 튜브 및 박스로

OMEGACLADTM 프로브 외부에 있는 금속

304 스테인리스 스틸

보호관은 내부 써머커플 와이어를 화학적으로
활성화된 대기로부터 보호하는데 이용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뜨거운 공기도 써머커플
와이어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영구적으로 교정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최선의 금속 보호관
타입을 선택하는 과정은 소비자가 의도한 용도,
소비자가 일하는 업계, 소비자가 위치한 국가를
바탕으로 합니다.

SUPER OMEGACLADTM

오메가는 탄소가 적은 버전의 304 스테인리스
스틸인, 소위 304L을 이용하는데, 주로 용접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개 보통의 304와
호환이 됩니다.

이 합금은 고온에서 공기에 뛰어난 내성이
있습니다. 이 합금 표면에는 알루미늄 산화물
층이 있어 추가 산화를 방지합니다. 이 내산화성
덕분에 써머커플 프로브는 기전력 드리프트가
써머커플의 “교정을 제거”하기 전에 장기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가스에 대한
내성과 고온에서 강도가 높은 것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형태의 한계와 공정의 어려움
때문에 위에서 논한 합금보다 더 비쌉니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OMEGATM금속 보호관은
304 스테인리스 스틸 및 인코넬 600입니다.
이들 제품은 식품 공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허용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304는
흔한 합금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재료와
제조 비용이 모두 저렴합니다. 그러나 석유,
의료, 원자력, 항공, 발전 같은 일부 산업에서는
자신만의 표준이 있고, 더 복잡하고 비싼 금속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열된 것은 오메가가
OMEGACLADTM을 만드는데 이용하는 보호관
재료입니다.

용도:
식품 및 음료 가공
화학 공정
유제품
병원 장비
제약 장비
원자로 장비
약한 부식성 재료용 용기
온도 제한: 순환식 공정의 경우 최대 871°C
(1600°F). 899°C (1650°F) 부근이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 장기간 사용하려면 인코넬
600을 이용하세요.

인코넬 600
니켈 및 크롬 함량이 높은 이 합금은 대부분의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더 비쌉니다. 고온에서
장기간 이용하기 적합하고, 단순한 산이나 매우
순수한 물에 의한 부식에 내성이 있습니다.
용도:
노(爐) 부품
화학 및 식품 공정
원자력 발전
부식성 화학 물질
온도 제한:
최대 1149°C (2100°F)

용도:
노(爐) 부품
가스 터빈 산업
촉매 변환 장치 부품
항공우주 제트 및 로켓 엔진
내화성 고정장치
쓰레기 소각로
온도 제한:
약 1216°C (2220°F)
가열 수소에서도 허용, ≈ 1093°C (200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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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오메가클래드 보호관

써머커플 와이어

세라믹 절연체

310 스테인리스 스틸

321 스테인리스 스틸

하스텔로이-X

이 재료는 최대 1038°C (1900°F)에서 크기
변화에 내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높은 온도에서
이용합니다. 그리고 고온에서 304SS보다
튼튼하고 공기에 내성이 있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는 화석 연료 가스에서도 상태가
양호합니다.

이 합금은 티타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304 스테인리스와 유사합니다. 이
합금은 고온에 노출된 용접 부품에 이용하고,
특히 약 427°C (800°F)의 공기와 가연성
대기에 오래 노출될 때 적합합니다.

이 합금은 철, 크롬, 몰리브덴을 첨가해 값이
비쌉니다. 고온에서 강도가 뛰어나고 산화
내성이 좋습니다. 이 금속은 상대적으로 오래된
합금이고 비용이 덜 들며 일부 새로운 합금보다
성능이 더 뛰어납니다.

용도:
항공기 배기구 및 다기관
제트 엔진 부품
스택 라이너
용접된 장비
화학 공정 장비

용도:
발전용 가스 터빈
항공 우주 용도
공업요로
보일러 및 압력 용기

용도: (고온)
공기 가열기
제빵 장비
화학 공정 장비
노(爐) 부품
열 교환기 및 전기 장치
동력 설비 (황과 접촉하지 않음)
석유 정제

온도 제한: 최대 1177°C (2150°F)

온도 제한: 최대 871°C (1600°F)

온도 제한: 최대 1038°C (1900°F)

316 (및 316L) 스테인리스 스틸
몰리브덴을 첨가해 대부분의 화학물질, 염분,
산에 대해 대부분의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내부식성이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황이나
염소를 함유한 액체에 대해서도 내성이
좋습니다.
용도:
선박 외부 손질
화학 및 식품 공정
석유 정제 장비
제약 장비
종이 및 펄프
섬유 가공
온도 제한:
지속적으로 공기 중이나 부식성 환경에 있을
경우 최대 871°C (1600°F), 공기 중에서
약간 더 높음.

오메가클래드 와이어용 써머커플 와이어 스트리퍼. PST 시리즈 스트리퍼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kr.omega.com에 방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