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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스터 소자

44000 시리즈

크기: mm (인치) 크기: mm (인치)

비드 지름 2.4 

(0.095)

PFA 튜브
#32 주석 도금 동선, 

길이 76.2 (3)

비드 지름 

2.8 (0.11)

PFA 

튜브

최
소

 50.0 (2)

76.2 (3
)

서미스터 비드

실제 크기와 같습니다.

PFA 슬리빙이 있는 

서미스터 비드

실제 크기와 같습니다.

#32 주석 도금 

동선

U  에폭시 코팅된 서미스터 비드

U  5개의 표준화된 저항 곡선에 맞는 정밀도

U  최대 작동 온도 75°C (165°F) 또는 150°C (300°F)  
(아래 표 참고)

U  ±0.1 또는 ±0.2°C의 호환성 
(아래 표 참고)

모델 모델 
번호 번호 R25°C A B C

44004 44033 2252 1.468 x 10-3 2.383 x 10-4 1.007 x 10-7

44005 44030 3000 1.403 x 10-3 2.373 x 10-4 9.827 x 10-8

44007 44034 5000 1.285 x 10-3 2.362 x 10-4 9.285 x 10-8

44006 44031 10000 1.032 x 10-3 2.387 x 10-4 1.580 x 10-7

44008 44032 30000 9.376 x 10-4 2.208 x 10-4 1.276 x 10-7

표 1: 슈타인하트-하트 상수

저항 대비 온도 특성

슈타인하트-하트 방정식은 서미스터에 대한 저항 대비 온도 특성을 
지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저항 함수인 온도의 
슈타인하트-하트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T = A + B [Ln(R)] + C [Ln(R)]3

이때: A, B, C는 3개의 온도 시험 지점에서 파생된 상수입니다.

R = 서미스터의 저항, (Ω) 

 T = 온도 (켈빈)

특정 온도 지점에서 서미스터 저항을 알아내려면, 다음의 방정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R = e (베타-(알파/2))1/3 – ((베타+(알파/2))1/3

where: 
알파 = ((A-(1/T))/C)

베타 = SQRT(((B/(3C))3)+(alpha2/4))

T = 온도 (켈빈(°C + 273.15))

선택할 수 있는 가 서미스터의 상수 A, B, C는 표 1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위의 방정식과 함께 이 상수를 이용해, 저항을 바탕으로 
서미스터의 온도를 알아내거나 특정 온도에서 서미스터의 저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온도계상의 편차 (±0.2°C)

작동 
온도 10개월 100개월

 0°C <0.01°C <0.01°C
 25°C <0.01°C 0.02°C
 100°C 0.20°C 0.32°C
 150°C 1.5°C 권장하지 않음

76.2 (3)

실제 크기보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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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스터 제품의 온도 대 저항 표는 Z-236 및 Z-237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0.1% 또는 0.2%의 정확도 사양은 각 서미스터의 저항이 
0과 70°C(32와 158°F) 사이의 한계 내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표 2는 
다양한 온도에서 모델 번호 44004(±0.2°C)와 44033 (±0.1°C)의 
호환성 값을 나타냅니다.

안전성과 편차

서미스터는 보통 매우 정확하고 안정적인 장치이지만, 초과 온도에 
노출되거나 습기, 기계적 손상, 부식이 일어나면 장치의 저항 대비 온도 
특성에서 통제할 수 없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특징이 
변하면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0.1°C 호환성 사양의 
서미스터 대부분이 0.2°C 호환성의 서미스터보다 다소 낮은 온도에서 
이용하도록 정해진 이유입니다.

동작 전류

비드 방식 서미스터의 권장 동작 전류는 10- 15 µA입니다. 동작 전류가
작동 도중 서미스터에서 소멸되는 열보다 더 많은 열을 생성하기에 
충분히 높으면 서미스터에서 자기 가열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고: 서미스터 소자는 도선 1개에 PFA 슬리빙이 있고 전체로 PFA로 감싸져 있습니다. ±0.2°C 서미스터의 경우 기본 가격에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 중간 자리를 “1”로 변경하고, ±0.1°C 

서미스터의 가격에 추가 비용을 더하세요.

주문 예: 44004, 25°C에서 2252Ω인 서미스터 비드, ±0.2°C 호환성.

44033, 25°C에서 2252Ω인 서미스터 비드, ±0.1°C 호환성. 
44104, 25°C에서 2252Ω인 서미스터 비드, 도선에 PFA 절연 처리를 했고, 덮개가 있으며 호환성은 ±0.2°C. 
44033, 25°C에서 2252Ω인 서미스터 비드, 도선에 PFA 절연 처리를 했고, 덮개가 있으며 호환성은 ±0.1°C.

저항 최선의 안정성을 위한  
모델 @ 25°C 최대 호환성 보관 및  
번호 (Ω) 작동 온도 @ 0 ~ 70°C 작동 온도

44004 2252 150°C (300°F) ±0.2°C -80 ~ 120°C (-110 ~ 250°F)
44005 3000 150°C (300°F) ±0.2°C -80 ~ 120°C (-110 ~ 250°F)
44007 5000 150°C (300°F) ±0.2°C -80 ~ 120°C (-110 ~ 250°F)
44006 10,000 150°C (300°F) ±0.2°C -80 ~ 120°C (-110 ~ 250°F)
44008 30,000 150°C (300°F) ±0.2°C -80 ~ 120°C (-110 ~ 250°F)
44033 2252 75°C (165°F) ±0.1°C -80 ~ 75°C (-110 ~ 165°F)
44030 3000 75°C (165°F) ±0.1°C -80 ~ 75°C (-110 ~ 165°F)
44034 5000 75°C (165°F) ±0.1°C -80 ~ 75°C (-110 ~ 165°F)
44031 10,000 75°C (165°F) ±0.1°C -80 ~ 75°C (-110 ~ 165°F)
44032 30,000 75°C (165°F) ±0.1°C -80 ~ 75°C (-110 ~ 165°F)

허용 오차 곡선

서미스터 센서의 정확도 허용 오차를 온도의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이는 
호환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래에 서미스터의 0부터 70°C 까지 2가지 
기본 정확도/호환성 사양이 ±0.10°C와 ±0.20°C로 정리되어있습니다.

비고: 온도 값(°C)은 각 허용 오차 집단 (±0.10 또는 ±0.20)과 같고, 저항 허용 오차는 

25°C (77°F)를 기준으로 변화합니다.

모델 번호 44004 모델번호 44033 
Temp ±0.20°C ±0.10°C
(°C)	 ±°C	 ±Ω	 ±°C	 ±Ω
-80 1.00 142,000 1.00 142,000
-40 0.40 2018 0.20 1009

 0 0.20 75 0.10 38
 40 0.20 10 0.10 4.9
 70 0.20 2.7 0.10 1.4
 100 0.30 1.3 0.15 0.7
 150 1.00 0.9 1.00 0.9

사용하는 동작 전류가 더 높으면, 자기 가열 시험을 해서 측정이 
정확한지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소실 상수

소실 상수는 서미스터의 저항을 주위 온도를 넘어 1°C (1.8°F)만큼 더 
높이는 밀리와트 전력입니다. 일반적인 값은 휘저은 유조에서 8 mW/°C
이고 정체 공기에서 1 mW/°C입니다.

시간 상수

시간 상수는 서미스터가 온도의 큰 변화에 반응하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0에서 100°C로 변화하는데 노출되면, 63%
의 시간  상수는 서미스터가 63°C (145°F)에서 저항값을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 보통 잘 휘저은 유조 안에서 줄에 매달린 기본 
서미스터(튜브가 없는)는 반응 시간이 최대 1초의 63%일 것이고, 공기 
온도의 변화에 노출된, PFA를 둘러 싼 서미스터는 반응 시간이 최대 2.5
초의 63%일 것입니다.

표 2: 호환성 허용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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