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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의 모델 번호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U 플라스틱 가공 기계에 알맞음
U  정밀 100 Ω “A”급 박막 DIN 백금 원소
U  삽입형 포트 안에(나사형 이음매 이용 가능 

넣는 삽입 잠금 덮개와 스프링 잠금 센서
U  지름 4.75 mm (3/16”), 304 스테인리스  

스틸 피복 표준
U  덮개로 보호된 1.5 m (60”) 신축성 케이블  
U  온도 범위는 260°C (500°F)까지  

BT-090-RTD-21/4-60-1,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제품 번호 
모델 번호* 연결방법 구부러짐 “A” 크기** mm (인치)

BT-000-RTD-2 1/4-60-1 스페이드 러그 일자형 60 (2.36)
BT-000-RTD-2 1/4-60-2 OTP 커넥터 일자형 60 (2.36)
BT-000-RTD-3 1/2-60-1 스페이드 러그 일자형 90 (3.54)
BT-000-RTD-3 1/2-60-2 OTP 커넥터 일자형 90 (3.54)
BT-090-RTD-2 1/4-60-1 스페이드 러그 90° 60 (2.36)
BT-090-RTD-2 1/4-60-2 OTP 커넥터 90° 60 (2.36)
BT-090-RTD-3 1/2-60-1 스페이드 러그 90° 90 (3.54)
BT-090-RTD-3 1/2-60-2 OTP 커넥터 90° 90 (3.54)

4.75  
(3⁄16)

44.5 (1.75)

크기: mm (인치)

“A” 
Dim.

12.7 (0.5)

“A” 
크기

삽입 및 파이프 클램프용 어댑터도 이용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 덮개 케이블의 길이를 다르게 하려면, 모델 번호에 있는 “-60”을 원하는 길이로 변경하세요. 5’ (60”)를 초과하면 
피트 당 비용이 추가됩니다 ** 다른 “A” 크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를 초과하면 인치 당 비용이 추가됩니다..

주문 예:  BT-090-RTD-3 1/2-120-1, BT-090-RTD-3 1/2-120-1, 90° 구부러진 탐침, 3½” 길이인 크기 “A”; 종단에 스페이드 러그가 있는 120”의 신축성 덮개 케이블

길이 나사 
모델 번호 (인치) Size

BTA-1 7⁄8 1⁄8-27 NPT
BTA-2 7⁄8 3⁄8-24
BTA-3 13⁄8 1⁄8-27 NPT
BTA-4 13⁄8 3⁄8-24
BTA-5 21⁄2 1⁄8-27 NPT
BTA-6 21⁄2 3⁄8-24

BT  —    000   —  RTD  —   2 1/4   —   60   —   1

케이블 길이: 
표준 60” (다른 길이를 인치 단위로 지정하세요)

#26 AWG 니켈 도금 구리 

연선, PFA 절연 처리, BX 

덮개가 있는 PFA 피복 케이블

90º 구부러진
조립 부품

곧은 조립 부품

종단 옵션: 
1 = 스페이드 러그 
2 = OTP 커넥터 

다른 옵션도 가능합니다.

“A” 길이: 인치 단위(표준 길이는 표를 참고); 
다른 길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부러짐 정보: 
000 = 구부러짐 없음   090 = 90° 구부러짐

OTP 커넥터나 

스페이드 러그와 함께 

제공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주문 예:  BT-090-RTD-2 1/4-60-1.

ACCURACY
IEC CLASSA(±0.15ºC @ 0ºC)

“B”
크기

“B” 
크기

크기: mm (인치)

삽입형 RTD용 어댑터 길이 나사

11.11
(0.437)

9.52
(0.375)

피팅이 있는 RTD 프로브 센서 
Extruder RTD Probes With Bayonet Fittings

kr.omega.com/
CF-000_090_BT-000_090_RTD

[480°C (900°F) 케이블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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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의 모델 번호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4.75 mm  
(3⁄16”)

곧은 조립 부품

“A” 크기.

90º 
구부러진 

조립 부품

* 덮개 케이블의 길이를 다르게 하려면, 모델 번호에 있는 “-60”을 원하는 길이로 변경하세요. 5’ (60”)를 초과하면 피트 당 비용이 추가됩니다. 

** 다른 “A” 크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를 초과하면 인치 당 비용이 추가됩니다..

주문 예:  CF-000-RTD-2-60-1, 일자형 압축 방식, 2” “A” 크기, 종단에 러그가 있는 60” 케이블

U  플라스틱 가공 기계에 알맞음

U  100 Ω “A”급 DIN 백금 원소

U  지름 4.75 mm (3/16”), 304 스테인리스 스틸 

보호관

U  1/8 NPT 황동 압축 이음매 표준

U  덮개로 보호된 1.5 m (60”) 신축성 케이블

U  온도 범위는 260°C (500°F)까지 

 [480°C (900°F) 케이블 선택 가능]

CF-000-RTD-2-60-1,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26 AWG 니켈 도금 

구리 연선, 신축성 덮개와 

PFA 피복이 있음.

모델 번호* 연결방법 구부러짐 “A” 크기** mm (인치)

CF-000-RTD-2-60-1 스페이드 러그 일자형 50 mm (2")
CF-000-RTD-2-60-2 OTP 커넥터 일자형 50 mm (2")
CF-000-RTD-4-60-1 스페이드 러그 일자형 100 mm (4")
CF-000-RTD-4-60-2 OTP 커넥터 일자형 100 mm (4")
CF-090-RTD-2-60-1 스페이드 러그 90° 50 mm (2")
CF-090-RTD-2-60-2 OTP 커넥터 90° 50 mm (2")
CF-090-RTD-4-60-1 스페이드 러그 90° 100 mm (4")
CF-090-RTD-4-60-2 OTP 커넥터 90° 100 mm (4")

CF  —    000   —  RTD  —   2   —   60   —   1   —  CC

1/8 NPT 황동 압축 이음매

“A” 크기.

44
.5

 m
m

  
(1

.7
5)

“B” 크기.

“B” 크기.

OTP 커넥터나 스페이드 

러그와 함께 제공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부러짐 정보: 
000 = 구부러짐 없음 
090 = 90° 구부러짐

케이블 길이: 
인치 단위

종단 옵션:

1 = 스페이드 러그; 2 = OTP 커넥터

다른 옵션도 가능합니다

“A” 길이: 
인치 단위

주문 예:  CF-000-RTD-2-60-1.

ACCURACY
IEC CLASSA(±0.15ºC @ 0ºC)

피팅이 있는 RTD 프로브 센서 
Extruder RTD Probes With Bayonet Fittings

kr.omega.com/
CF-000_090_BT-000_090_RT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