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메가 CY7 시리즈 센서는 지난 10년간 소개한 진정 새로운 첫 극저온 센서 기술을 

나타냅니다. 이 센서에는 넓은 범위에서 정밀하고, 반복 가능하며, 단조로운 온도 

반응을 보여주는 균일한 감지 소자가 있습니다. 이 소자를 극저온 환경에서 올바로 

작동하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튼튼하고 밀봉된 패키지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예측 가능하고 

밀접하게 집단화되며, 정기적으로 다른 센서로 교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군의 센서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실리콘 다이오드 칩
센서의 온도 반응에 대한 핵심은 기본 감지 소자 그 자체에 있습니다. CV7 센서는 최초 대량  

생산 및 교체 가능한 극저온 센서로, 각 센서의 작은 실리콘 칩에는 온도 특성은 매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칩 간에 서로 일치합니다.

극저온용으로 설계한 센서 패키지
고온용 센서는 극저온용에는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측정 시 발생하는 센서의 자체 발열 현상 등, 감지 

소자와 그 전체 환경 간의 복잡한 열 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게다가 패키지는 기계적인 결함 없이 저온으로 가는 반복적인 

순환을 견뎌야 합니다.

CY7-SD7,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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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기울기 
-2.3mV/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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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7 시리즈 센서의 표준 온도 반응 (곡선 10)

모든 센서는 지정된 허용 범위 내에서 이 곡선을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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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온 온도 센서
CY7 시리즈 실리콘 다이오드

미국 및 국제 특허 출원 신청 
중입니다.

특허 출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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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7 실리콘 다이오드용 표준 곡선 #10
측정 전류 = 10μA ±0.05%

  T 전압 dV/dT T 전압 dV/dT T 전압 dV/dT 
 (K)  (mV/K) (K)  (mV/K) (K)  (mV/K)

1.40 1.69812 -13.1 16.0 1.28527 -18.6 95.0 0.98564 -2.02 
1.60 1.69521 -15.9 16.5 1.27607 -18.2 100. 0.97550 -2.04 
1.80 1.69177 -18.4 17.0 1.26702 -18.0 110. 0.95487 -2.08 
2.00 1.68786 -20.7 17.5 1.25810 -17.7 120. 0.93383 -2.12 
2.20 1.68352 -22.7 18.0 1.24928 -17.6 130. 0.91243 -2.16

2.40 1.67880 -24.4 18.5 1.24053 -17.4 140. 0.89072 -2.19 
2.60 1.67376 -25.9 19.0 1.23184 -17.4 150. 0.86873 -2.21 
2.80 1.66845 -27.1 19.5 1.22314 -17.4 160. 0.84650 -2.24 
3.00 1.66292 -28.1 20.0 1.21440 -17.6 170. 0.82404 -2.26 
3.20 1.65721 -29.0 21.0 1.19645 -18.5 180. 0.80138 -2.28

3.40 1.65134 -29.8 22.0 1.17705 -20.6 190. 0.77855 -2.29 
3.60 1.64529 -30.7 23.0 1.15558 -21.7 200. 0.75554 -2.31 
3.80 1.63905 -31.6 24.0 1.13598 -15.9 210. 0.73238 -2.32 
4.00 1.63263 -32.7 25.0 1.12463 -7.72 220. 0.70908 -2.34 
4.20 1.62602 -33.6 26.0 1.11896 -4.34 230. 0.68564 -2.35

4.40 1.61920 -34.6 27.0 1.11517 -3.34 240. 0.66208 -2.36 
4.60 1.61220 -35.4 28.0 1.11212 -2.82 250. 0.63841 -2.37 
4.80 1.60506 -36.0 29.0 1.10945 -2.53 260. 0.61465 -2.38 
5.00 1.59782 -36.5 30.0 1.10702 -2.34 270. 0.59080 -2.39 
5.50 1.57928 -37.6 32.0 1.10263 -2.08 280. 0.56690 -2.39

6.00 1.56027 -38.4 34.0 1.09864 -1.92 290. 0.54294 -2.40 
6.50 1.54097 -38.7 36.0 1.09490 -1.83 300. 0.51892 -2.40 
7.00 1.52166 -38.4 38.0 1.09131 -1.77 310. 0.49484 -2.41 
7.50 1.50272 -37.3 40.0 1.08781 -1.74 320. 0.47069 -2.42 
8.00 1.48443 -35.8 42.0 1.08436 -1.72 330. 0.44647 -2.42

8.50 1.46700 -34.0 44.0 1.08093 -1.72 340. 0.42221 -2.43 
9.00 1.45048 -32.1 46.0 1.07748 -1.73 350. 0.39783 -2.44 
9.50 1.43488 -30.3 48.0 1.07402 -1.74 360. 0.37337 -2.45 
10.0 1.42013 -28.7 50.0 1.07053 -1.75 370. 0.34881 -2.46 
10.5 1.40615 -27.2 52.0 1.06700 -1.77 380. 0.32416 -2.47

11.0 1.39287 -25.9 54.0 1.06346 -1.78 390. 0.29941 -2.48 
11.5 1.38021 -24.8 56.0 1.05988 -1.79 400. 0.27456 -2.49 
12.0 1.36809 -23.7 58.0 1.05629 -1.80 410. 0.24963 -2.50 
12.5 1.35647 -22.8 60.0 1.05267 -1.81 420. 0.22463 -2.50 
13.0 1.34530 -21.9 65.0 1.04353 -1.84 430. 0.19961 -2.50

13.5 1.33453 -21.2 70.0 1.03425 -1.87 440. 0.17464 -2.49 
14.0 1.32412 -20.5 75.0 1.02482 -1.91 450. 0.14985 -2.46 
14.5 1.31403 -19.9 80.0 1.01525 -1.93 460. 0.12547 -2.41 
15.0 1.30422 -19.4 85.0 1.00552 -1.96 470. 0.10191 -2.30 
15.5 1.29464 -18.9 90.0 0.99565 -1.99 475. 0.09062 -2.22

극저온 온도 센서

    온도 
 모델 번호  설명 범위

 OB-CY20-2  센서 설치용 저온 에폭시  
  2 g 패킷 20개 (각각 약 0.1 oz) 
 CYIF  인듐 호일 5조각, 높은 열 전도성, 높은 가단성,  
  센서를 설치하기 위한 CYAG 그리스에 대한 기계적 대안으로 사용  
  [두께 0.127 mm x 50 x 50 mm2 (두께 0.005 x 2 x 2")]

 CYAV 센서 연장 리드를 붙이기 위한 접착성 광택제 [1 pt 캔 (0.6 리터)]

 CYCO  스프링이 있는 CY7-CO 센서용 죔쇠 (10개들이 패키지)

 CYAG  범용 써멀 그리스, 센서와 표면 사이에 이용  1.4 ~ 316 K 
  [25 g 튜브 (약 1 oz)]

액세서리
CY7 시리즈 킬리콘 다이오드 센서 설치용

1.4 K 
~ 

33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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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예: OB-CY20-2, 센서 설치용 저온 에폭시. CYAG, 범용 써멀 그리스.



모델 CY7-SD7  
경제적인 센서

10 K 미만의 온도 측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CY7-SD7 시리즈는 다른 CY7-SD 시리즈 

온도 센서에 대한 저렴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CY7-SD7의 작동 온도 상한은 475 K

입니다. CY7-SD7의 패키지 구성이 CY7-SD

와 동일하기 때문에, 장치의 설치와 작동은 

CY7-SD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CY7-SD7은 허용 오차 ±1.5 K나 온도의 

1.5% 중 더 큰 값대로 표준 곡선 #10 (이전 

페이지)을 따릅니다. 10 K 미만의 불규칙과 

비단조 작용의 가능성 때문에, 작동 온도 범위 

외부에서 내삽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정실로 오염을 방지.
모든 CY7 센서는 반도체급 무균실에서 최신 결합 장비로 세심하게 조립합니다. 
센서 성능에 악영향을 주는 에폭시, 폴리이미드, 플럭스, 염소, 기타 오염 물질이 
센서에 묻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의 용도와 원하는 호환성 정도에 가장 적합한 센서  
방식을 선택

여러분이 이용해야 하는 CY7 센서를 선택하는 것은 쉽습니다. 오메가는 
동일한 기본 센서 방식으로 시작하고 센서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나 다양한 설치 
어댑터로 제공해 여러분의 장치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장착 구멍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간단한 실린더, 미터식 또는 SAE 나사 단추 
설치대, 결합식 평면 설치대 중에 선택합니다. 프로브, 써모웰, 기타 설치대는 
특별히 주문할 수 있습니다. 모든 CY7 센서는 표준 곡선 #10에 있는 온도 
반응 곡선을 따릅니다. 5가지 추적 정밀대 (#1, 2, 3, 4, 7)를 제공해 응용 시 
기술 및 경제적인 고려 사항에 적당하도록 센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온 
정확도 범위는 가장 단단한 밴드 (#1)의 ±0.25 K부터 가장 느슨한 밴드 (#7)
의 ±1.5 K까지입니다.

아래의 “주문하기” 도표에 있는 정확도 표를 참고하세요.

극저온 온도 센서
CY7 시리즈

음극 (-)

양극 (+)

리드: 0.38 W x 0.10 T x 12.7 L (0.01 x 0.004 x 0.5)

센서 질량: 0.03 g (0.001 oz)

3.2 (0.125)

2.16 (0.09)

1.84 (0.075)

0.98 (0.04)

1.4 (0.055)

SD 센서

CY7-SD
1 2 3 4 7

음극 (-)

3.2 (0.125)

3.1 (0.122)
dia.

12 (0.5) typ

리드: 0.38 W x 0.10 T x 12.7 L (0.01 x 0.004 x 0.5)

원통형 구리 어댑터에 납땜한 기본 센서

온도 범위: 1.4 K – 325 K. 질량: 0.15 g (0.005 oz)

양극 (+)

 센서

CY7-LR
1 2 3 4 _

* 위의 모든 사항은 밴드 1로 제조할 수 없는 ‘-CY’를 제외하면 정밀대, 1, 2, 3, 4에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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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mm (인치)

* 위 도표에 있는 프로브 구성 타입을 입력하세요.
주문 예: CY7-D14, 극저온 센서

 주문하기
   

밴드 접미사
      정확도 (허용 오차)

 모델 번호  (범위)  2 ~ 100 K 100 ~ 305 K 305 ~ 475 K
 CY7-(*)2  2  ±0.5 K ±1.0 K ±2.0 K
 CY7-(*)3  3 ±0.5 K ±1% of T ±1% of T
 CY7-(*)4  

4  ±1 K ±1% of T ±1%of T
 CY7-DI4    
 CY7-SD7  7 ±1.5 K ±1.5% of T ±1.5% of T

 프로브  최대 
 구성 온도  설치  
 타입 범위 온도 범위

 -SD 1.4 to 475 K 200°C (392°F)
 -ET 1.4 to 325 K 60°C (140°F)
 -BO 1.4 to 325 K 60°C (140°F)
 -CU 1.4 to 325 K 60°C (140°F)
 -LR 1.4 to 325 K 60°C (140°F)
 -MT 1.4 to 325 K 60°C (140°F)
 -CO 1.4 to 475 K 200°C (392°F)
 -CY 1.4 to 325 K 60°C (140°F)

정밀대 유용성

정밀대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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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양
감지 소자: 실리콘 다이오드

온도 범위, CY7-SD 또는 CY7-CO:  
1.4 – 475 K (CY7-SD7의 경우 10 – 425 K)

온도 범위, 기타 구성: 1.4 – 325 K

권장 여자 전류: 10 마이크로암페어 (기재된 사양을 
만족시키는 ±0.05%)

온도 반응 곡선: 기준 호환 곡선을 확인하려면 그림을 
참고하세요 (곡선 #10), 권장 전류에서 공칭 출력은 1.4 K
에서 1.7 V, 475 K에서 0.1 V입니다

반복성 (4.2 K에서): 다중 열 사이클에서 보통 ± 10 
밀리켈빈

열 시간 상수 (보통, CY7-SD):  
4.2 K에서 10 ms, 77 K에서 100 ms,  
305 K에서 200 ms

정확도, 호환성: 센서는 허용 범위 내에서 표준 호환성 
곡선 (곡선 #10)보다 높게 따라갑니다

온도 오프셋, 4.2 K에서 진공 대 액체: 구성에 따라 
보통 5 – 35 밀리켈빈

자기장 이용: 권장하지 않음

최대 권장 보관 온도: 60°C (140°F)

최대 설치 온도, CY7-SD 또는 CY7-CO: 200°C 
(392°F)

최대 설치 온도, 기타 구성: 60°C (140°F)

CY7-SD 구성: 사파이어 기반에 알루미나 몸체와 뚜껑. 
기저부와 상부 뚜껑의 몰리브덴/망간 금속화와 니켈 도금 
및 금도금, 두께 150 μin, 금-주석 땜질로 뚜껑 밀봉, 
기밀성, 1 x 10-8 표준 cc/s 미만, 구멍 크기 < 1 mm3

리드: 금도금 코바, 비절연, 0.38 W x 0.01 T x 12.7 
mm L (0.01 x 0.004 x 0.5"), 직각 구부러짐 최소 5개를 
견디도록 설계, 오른쪽의 양극성 리드 및 패키지 뚜껑, 
사용자 쪽을 향한 리드.

구성 어댑터: 금 도금 OFHC 구리, 황동이고 강철 
스프링이 있는 CO 어댑터는 제외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큽니다.

극저온 온도 센서
CY7 시리즈 프로브 구성 및 규격 도표

 센서

음극 (-)

5.5 (0.218) 
across flats

6 (0.240)

 
리드: 0.38 W x 0.10 T x 12.7 L (0.01 x 0.004 x 0.5)
기본 센서는 SAE-나사산 구리 어댑터에 납땜했습니다.

온도 범위: 1.4 K – 325 K. 질량: 1.4 g (0.05 oz)

양극 (+)

6 (0.240)

#6-32 
나사 단추

CY7-ET
1 2 3 4 _

8.9 (0.35)

7.6 (0.3)

5.3 (0.21)

3.2 (0.125)

중심 구멍 
2.95 (0.116)

SD 센서
베릴륨 산화물 열 접속

기본 센서를 결합식 구리 블록에 납땜하고 리드를 블록에 열로 
고정했습니다.
열 범위: 1.4 K – 325 K. 질량: 1.5 g (0.05 oz)

CY7-BO
1 2 3 4 _

 센서

음극 (-)

5.44 (0.2) 
across flats 6 (0.2)

리드 0.38 W x 0.10 T x 12.7 L (0.01 x 0.004 x 0.5)

양극 (+)

6 (0.2)

M3 x 0.5
나사 단추

미터 나사산이 있는 구리 어댑터에 납땜한 기본 센서
온도 범위: 1.4 K – 325 K. 질량: 1.4 g (0.05 oz)

CY7-MT
1 2 3 4 _

 센서

음극

양극

5.1 (0.2)

7.9 (0.312)

3.2 (0.125)

#4-40 어깨 나사는 죔쇠 
위로 6.9 (0.27)에 달합니다

샘플에 센서를 고정시키는 스프링 장착 황동 클램프가 있는 기본 센서
온도 범위: 1.4 K – 475 K. 질량 (w/o 센서): 1.7 g (0.06 oz)

CY7-CO
1 2 3 4 _

5.1 (0.2) thick

리드 길이 914 (36)

지름 
14.3 (0.564)

중심 구멍 2.9 (0.113)

기본 센서는 상대적으로 큰 구리 디스크 안에 에폭시로 붙였습니다. 
30 AWG 꼬인 구리 리드 쌍은 열로 디스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온도 범위: 1.4 K to 325 K. 질량 (리드 제외): 4.3 g (0.15 oz)

CY7-CY 정밀대 유용성

– 2 3 4 –

T-6

T

3.8 (0.15) thick

저온 에폭시를 이용해 열로 리드를 결합식 디스크에 고정하고, 
디스크에 기본 센서를 장착했습니다
CU 버전은 4 리드입니다. 그리고 DI는 2리드입니다
온도 범위: 1.4 K – 325 K. 질량 (리드 제외) 1.0 g (0.04 oz)

8 (0.313) 
diameter

구멍 지름 2.9 (0.113)
중심에서 거리 0.76 (0.03)

리드 길이 914 (36), 36 AWG

CY7-CU
4-Leads 1 2 3 4 _

CY7-DI4
2-Leads

크기: mm (인치)

정밀대 유용성 정밀대 유용성 정밀대 유용성

정밀대 유용성정밀대 유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