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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다양한 크기, 저항, 정밀도로 
이용할 수 있음

U  단일 및 이중 소자 설정

U  평평한 모양이나 원형

U  권선형 소자와 동등하거나 
더 우수한 반응 시간

OMEGAFILMTM 
감지 소자는 그대로 이용하거나 

다양한 센서 방식으로 구성 가능.

100개 단위의 
다양한 “F” 

시리즈

OMEGAFILMTM 백금 RTD 소자는 집적 회로를

만들 때와 유사한 재료와 공정을 이용해 제작합니다. 
그 결과 튼튼하고 신뢰성 있는 감지 소자를 다양한 크
기, 저항, 정밀도로 만들어 대부분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OMEGAFILMTM RTD의 저항 대 온도 관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EC60751 표준을  따릅니다. 
이 표준을 따르는 RTD는 0 ~ 100°C 사이에서 저항
의 온도 계수(알파라고도 알려져 있음)가
0.00385Ω/Ω/°C입니다.

그 결과 OMEGAFILMTM RTD 소자는 이 요건
내에서 기능하도록 설계된 다양한 제어장치 및 계기
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MEGAFILMTM RTD는 최고의 유연성으로

평평하거나 둥글거나 특수한 모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C의 저항 100, 500, 1000 Ω에

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저항은 소자의 방식에 따

라 달라집니다 (각 방식마다 유효한 저항은 각 페이지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와이어 본드 패턴 위의 유리 코팅

연결선

연결패드

세라믹 기반

백금 박막층

OMEGAFILMTM 백금 RTD 센서
Flat Profile Thin Film Platinum for OEM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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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60751의 저항 대 온도 값

온도 저항 온도 저항 온도 저항
(°C)	 (Ω)	 (°C)	 (Ω)	 (°C)	 (Ω)
-200 18.52 150 157.33 450 264.18
-150 39.72 200 175.86 500 280.98
-50 80.31 250 194.10 550 297.49

 0 100.00 300 212.05 600 313.71
 50 119.40 350 229.72 650 329.64
 100 138.50 400 247.09 700 345.28

최대 작동 전류

최대 작동 전류는 자체 발열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소자를 통과할 수 있는 전류의 양으로 결정합니다. OMEGA는 본사가 공급하는 모든 100옴 
소자와 센서의 경우, 최대 1밀리암페어의 작동 전류를 권장합니다. 전류가 더 높거나 낮아도 다른 저항이나 센서 제품에 적합할 수 있지만, OMEGA는
사용하기 전에 자체발열 효과를 시험하기를 권장합니다.

방정식

백금 RTD 저항은 다음과 같이 칼렌더-반 더슨 방정식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밀도 등급

IEC60751의 RTD 필름 유형에는 3가지 정밀도 등급이 있고, 그것은 “A 등급”, “B 등급”, 1/3 DIN(AA로도 알려져 있음)입니다.
이들 “등급”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OMEGAFILMTM 소자는 IEC 표준 60751 부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이 표준은 “등급”을 이용해 소자의 정밀도와 

상호교환성, 기본 저항 대 온도 특성, 온도 범위, 오메가필름 RTD 

소자에 대한 기타 기술 정보를 정의합니다. 이들 요건의 중요한 

부분은 아래에 요약했습니다.

비고: RTD 필름 방식에는 이용할 수 없는 산업 표준 1/10 DIN 정밀도도 있습니다.

* 비고: 표시한 온도 범위는 센서의 온도 정격이 아닙니다. 각 제품마다 온도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온도가 0°C 보다 낮을 경우:
Rt = R0 [1 + At + Bt2 + C(t-100)t3]
가정 :   A = 3.9083 x10-3 (C-1) 

B = -5.775 x10-7 (C-2) 
C = -4.183 x10-12 (C-4) 
R0 = 0°C에서 저항 
t = 섭씨 단위의 온도

온도가 0°C 보다 높을 경우, 이 공식은 다음과 같이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Rt = R0 (1 + At + Bt2)

허용 오차 (°C)
Class A = ±(0.15 + 0.002t) 
Class B = ±(0.30 + 0.005t) 
Class AA (was 1⁄3 DIN) = ±(0.1 + 0.0017t) 
t = 온도 °C

온도 범위*
(-30 ~ 300°C) 
(-50 ~ 500°C) 
(0 ~ 150°C)

박막 상호교환성 °C

 Temp °C Class B Class A 1⁄3 DIN (AA)
-50 0.55 — —
-30 0.45 0.21 —

 0 0.30 0.15 0.10
 100 0.80 0.35 0.27
 150 1.05 0.45 0.36
 200 1.30 0.55 —
 300 1.80 0.75 —
 400 2.30 — —
 500 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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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측정 조건에 의한 자체발열 오류 때문에, 측정 전류를 최대 값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본사는 100 Ω일 때 최대 1 mA, 500 Ω이면 0.7 mA, 1000 Ω이면 최대 0.3 mA를 권장합니다. 
주문 예: F2020-100-B-100, 2 x 2 mm 100 Ω, 허용오차 B 등급의 박막 RTD 소자 100개

U 초저가

U 작고 얇은 형태

U 저항이 IEC60751 기준 부합

U 온도 범위 (허용 오차 표 참고)

U 온도 계수 a = 0.00385 Ω/Ω/°C

U 100, 500, 1000 Ω (옵션)

U A, B, AA 등급(1/3 DIN) 허용 오차

U  장기간 안정성 – 500°C (932°F)에서 1000시간 후 R0  
이동 최대 0.4%

U  10 – 2000 Hz, 최소 40 g 가속 시 진동 내성

U  8 ms 사인형 반파로 100g 가속 시 충격 내성

U 절연체 저항 > 20°C에서 10 MΩ, 500°C에서 >1 MΩ

U 0°C에서 자체발열 0.4 K/mW

U  반응 시간, 수류(v = 0.4 m/s) t0.5 = 0.2초, t0.9 = 0.4초;  
기류 (v = 1 m/s) t0.5 = 3.0초, t0.9 = 9.0초

U  백금 피복 니켈 도선 10 L x 0.2 mm D (0.39 x 0.008”)

크기 mm 치수 (mm) 공칭
모델 번호 (1 mm = 0.03937") W x L x H 저항(Ω)

 F2020-100-B 2.0 x 2.0 x 0.8 100
 F2020-100-A 2.0 x 2.0 x 0.8 100
 F2020-100-1/3B 2.0 x 2.0 x 0.8 100
 F2020-1000-B 2.0 x 2.0 x 0.8 1000
 F2020-1000-A  2.0 x 2.0 x 0.8 1000
 F2020-1000-1/3B  2.0 x 2.0 x 0.8 1000
 F2010-100-B 2.0 x 9.0 x 0.8 100
 F2010-100-A 2.0 x 9.0 x 0.8 100
 F2010-100-1/3B 2.0 x 9.0 x 0.8 100
 F2010-500-B  2.0 x 9.0 x 0.8 500
 F2010-1000-B 2.0 x 9.0 x 0.8 1000
 F2010-1000-A 2.0 x 9.0 x 0.8 1000
 F2010-1000-1/3B 2.0 x 9.0 x 0.8 1000
 F4050-100-B 4.0 x 5.0 x 0.8 100
 F4050-100-A 4.0 x 5.0 x 0.8 100
 F4050-100-1/3B 4.0 x 5.0 x 0.8 100
 F4050-500-B 4.0 x 5.0 x 0.8 500
 F4050-500-A  4.0 x 5.0 x 0.8 500
 F4050-1000-B  4.0 x 5.0 x 0.8 1000
 F4050-1000-A  4.0 x 5.0 x 0.8 1000
 F4050-1000-1/3B 4.0 x 5.0 x 0.8 100
 F1540-100-B 1.5 x 4.0 x 0.8 100
 F1540-100-A 1.5 x 4.0 x 0.8 100
 F1540-100-1/3B  1.5 x 4.0 x 0.8 100

0°C (Ω)에서 온도
등급 허용 오차 (°C) 저항 허용 오차 범위

 AA (1⁄3 DIN) ± (0.1 + 0.0017t) ±0.04 0 ~ 150°C
 A ±(0.15 + 0.002t) ±0.06 -30 ~ 300°C
 B ±(0.3 + 0.005t) ±0.12 -50 ~ 500°C

허용 오차

AR TWORK/PRODUCT AR T/ TEMPERA TURE/T -F3105 

ø 

0.8 ±0.2 

(0.031 ±0.007) 

2.0 ±0.2 

(0.078 ±0.007) 

2.0 ±0.2 

(0.078 ±0.007) 

10 ±2 (0.39 ±0.078) 

0.2
(0.008)

0.8 ±0.2 

(0.031 ±0.007) 

2.0 ±0.2 

(0.078 ±0.007) 

ø 0.2
(0.008)

10 ±2 (0.39 ±0.078) 9.5 ±0.2 

(0.374 ±0.007) 

ARTWORK/PRODUCT ART/ TEMPERATURE/T-F3102

ø

0.8 ±0.2

(0.031 ±0.007)

4.0 ±0.2

(0.157 ±0.007)

5.0 ±0.2

(0.196 ±0.007)

10 ±2 (0.39 ±0.078)

0.2
(0.008)

ARTWORK/PRODUCT ART/ TEMPERATURE/T-F3107

0.8 ±0.2

(0.031 ±0.007)
1.5 ±0.2

(0.059 ±0.007)

4.0 ±0.2(0.157 ±0.007)
10 ±2 (0.39 ±0.078)

ø0.2(0.008)

“F” 시리즈, 10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연결선

연결패드

세라믹 기반백금 박막층

와이어 본드 패턴 위의 유리 코팅

ø = diameter

OMEGAFILMTM 백금 RTD 센서
Flat Profile Thin Film Platinum for OEM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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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 RTD 소자-OEM 용도의 “F” 시리즈

F4050-100-B,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큽니다.

U  서미스터만큼 작음
U  평면 패키지 (두께 0.8 mm)
U  a = 0.00385, IEC60751 Curv
U  권선형 소자와 동등한 정밀도
U  같은 크기의 권선형 소자보다 개선된 

반응속도
U  100, 500, 1000 Ω 

(아래 표 참고)

F4050 F2010 

F2020 F1540 

실제 크기
2.0 x 2.0 x 0.8 mm

실제 크기
4.0 x 5.0 x 0.8 mm

실제 크기
2.0 x 9.0 x0.8 mm

실제 크기
1.5 x 4.0 x 0.8 mm

F2020-100-B,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큽니다.

F4050-100-B,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큽니다.

F1540-100-1/3B,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큽니다.

F2010-100-A,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큽니다.

소자를 편리하게 100개들이 팩으로판매합니다.

실제 크기

상호교환성, °C

 Temp °C Class B Class A 1⁄3 DIN (AA)
-50 0.55 — —
-30 0.45 0.21 —

 0 0.30 0.15 0.10
 100 0.80 0.35 0.27
 150 1.05 0.45 0.36
 200 1.30 0.55 —
 300 1.80 0.75 —
 400 2.30 — —
 500 2.80 — —

Thin Film RTD Elements “F” Series for OEM Applications

박막 RTD 정밀도 등급

kr.ome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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