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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미스터 와 써미스터 프로브 어셈블러-정밀-교체 가능 시리즈

  	 주문하려면		kr.omega.com/on-900_probes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25°C에서	 
 사이즈와 설명	및	 모델 저항 
 재료 일반	용도 번호 (옴)

   ON-901-44004 2252

   ON-901-44005 3000

   ON-901-44007 5000

   ON-901-44006 10,000

   ON-901-44008 30,000

   ON-909-44004 2252

   ON-909-44005 3000

   ON-909-44007 5000

   ON-909-44006 10,000

   ON-909-44008 30,000

   ON-905-44004 
   ON-906-44004 2,252
   ON-905-44005 
   ON-906-44005 3,000

   ON-905-44007 
   ON-906-44007 5,000

   ON-905-44006 
   ON-906-44006 10,000

   ON-905-44008 
   ON-906-44008 30,000

   ON-910-44004 2252

   ON-910-44005 3000

   ON-910-44007 5000

   ON-910-44006 10,000

   ON-910-44008 30,000

   ON-920TA-44004 2252

   ON-920TA-44005 3000

   ON-920TA-44007 5000

   ON-920TA-44006 10,000

   ON-920TA-44008 30,000

차폐-재킷식	마이크로폰	케이블과	

비닐	말단(Tip)

생물학적: 식도나 직장 온도를 측정하는 동물 및 생물학적 
용도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지리 및 해양학적 용도에도 
적합합니다. 설계 특성상 센서는 매우 튼튼하며 가격이 
저렴합니다.

리드선:	300 mm (12”)

최대	온도: 100°C (212°F)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	안에	있는	에폭시로	캡슐화된		

써미스터	센서와	비닐	절연	리드선

표면	온도	판독: 배관 시스템의 열 손실이나 압축기 효율 
측정과 제어 연구, 다기관 벽면과 베어링 표면 온도 측정 
같은 용도에 적합합니다. 구조상 평평한 표면에 쉽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리드선:	300 mm (12”)

최대	온도: 100°C (212°F)

개방형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에	설치한	노출형	에폭시	
코팅	써미스터	센서와	비닐	차폐	재킷식	마이크로폰	
케이블.	ON-906은	경제적인	플라스틱	하우징입니다.	

공기 온도 측정, 제어, 표시: 이 센서는 가스 흐름을 
완벽하게 감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온도를 측정하고 
원격으로 공기의 판독을 제어하는데 적합합니다.

리드선:	300 mm (12”)

최대	온도: 100°C (212°F)

폐쇄형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말단에	설치한	써미스터	
센서.	1/8”	NPT	이음매와	비닐	차폐-재킷식	마이크로폰	
케이블

액침	센서: 튼튼한 설계와 폐쇄형 구조. 유체의 온도 측정, 
제어, 표시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압 시스템에 
이용하는데도 적합합니다.

리드선:	300 mm (12”)

최대	온도: 100°C (212°F)

ON-901

ON-909

ON-905, ON-906

ON-910

305 ±25
(12 ±1)

DIA.
MAX.

MAX.

25 ± 2
(1 ±1/16)

13 ± 0.8
(1/2 ±1/32)

8
(5/16)

5 (3/16)

비닐 차폐-재킷식 
마이크로폰 케이블

흰색 
비닐 
코팅

DIA.

(6) 7/16 3/16x(                   ) SLOTS
EQUALLY SPACED

11 x 5

25 ±2 
(1 ±1/16)

13 ±0.8 
(1/2 ±1/32)

305 ±25
(12 ±1)

16 ±0.4 
(5/8 ±1/64)

16 ±0.4 
(5/8 ±1/64)

6 ±1
(1/4 ±1/32)

13 ±0.08 
(1/2 ±0.003)

비닐 차폐-재킷식 
마이크로폰 케이블

스테인리스 스틸 덮개

5.6 (0.220)

에폭시 
코팅한 
서미스터 
센서

HEX11
(7/16)

114 ±2
(4-1/2 ±1/16)

305 ±25
(12 ±1)

14 ±2
(9/16 ±1/16)

25 ±2
(1 ±1/16)

13 ±1
(1/2 ±1/32)

비닐 차폐-재킷식 
마이크로폰 케이블

포팅 화합물

1/8 NPT 스테인리스 
스틸 이음쇠

4 (5/32) 지름의 
스테인리스 스틸 폐쇄형 튜브, 말단에 
설치한 서미스터 온도 센서

305 ±25
(12 ±1)

1/16(       )

1/8(     ) 

1.6

3
NOM.

12.7 ±0.8
(1/2 ±1/32)

10 ±4
(3/8 ±.016)

서미스터 센서와 에폭시로 
캡슐화된 연결부

스테인리스 스틸 
덮개

비닐 절연 케이블

mm (in)

mm (in)

mm (in)

mm (in)

폐쇄형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말단에	설치한	써미스터	
센서.	1/8”	NPT	이음매와	비닐	차폐-재킷식	케이블

생물학적: 분리식 대응 커넥터가 있는 튜브 투입 센서. 
동물의 신체 기관의 온도 측정과 제어에 이용합니다. 
그리고 분리식 리드선이 필요한 가압 시스템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리드선:	300 mm (12”)

최대	온도: 100°C (212°F)

ON-920TA

mm (in)

14.3 (9/16)
25.4
(1)

19.8
(25/32)

ø4.0
(5/32)11.1

(7/16)
1/8 NPT

ø10.4 (41/100)

39.7
(1-9/16) 12.7

(1/2)

304.8 ±12.7
(12 ±1/2)

12.7 ±0.8
(1/2 ±1/32)

25.4 ±1.6
(1 ±1/16)비닐 차폐-재킷식 

마이크로폰 케이블

Thermistors and Thermistor Probe Assemblies Precision-Interchangeable Series



D-10

D

D-10

D

비고:	OMEGA의 교체 가능한 정밀 프로브은 보통 ±0.2°C의 교체 가능한 써미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써미스터는 44004, 44005, 44007, 44006, 44008형입니다. 제품에 ±0.1°C의 
교체 가능한 프로브이 필요하면, 모델 번호의 일부를 ±0.1°C 써미스터를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하세요.

주문	예:	ON-901-44004를 ON-901-44033으로 변경. ±0.1°C의 교체 가능한 프로브과 관련해 비용이 추가됩니다. ±0.1°C의 교체 가능한 써미스터는 44033, 44030, 44034, 44031, 
44032입니다.

ON-970 mm (in)

  	 주문하려면		kr.omega.com/on-900_probes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25°C에서 
 사이즈와 설명	및	 모델 저항 
 재료 일반	용도 번호 (옴)

   ON-930-44004 2252

   ON-930-44005 3000

   ON-930-44007 5000

   ON-930-44006 10,000

   ON-930-44008 30,000

   ON-940-44004 2252

   ON-940-44005 3000

   ON-940-44007 5000

   ON-940-44006 10,000

   ON-940-44008 30,000

   
ON-950-44004 2252

   ON-950-44005 3000

   ON-950-44007 5000

   ON-950-44006 10,000

   ON-950-44008 30,000

   
ON-960-44004 2252

   ON-960-44005 3000

   ON-960-44007 5000

   ON-960-44006 10,000

   ON-960-44008 30,000
 

   ON-970-44004 2252

   ON-970-44005 3000

   ON-970-44007 5000 

   ON-970-44006 10,000

   ON-970-44008 30,000

나사	장착	알루미늄	하우징에	있는	에폭시로	캡슐화한	
써미스터	센서와	PFA	절연	리드선.

표면	센서: 다양한 온도를 측정하고 제어하는 용도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반응이 빠른 저가의 장비를 
대표하고, 평평한 표면에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리드선:	300 mm (12”)

최대	온도: 100°C (212°F)

성형한	하우징	안에	있는	캡슐화된	써미스터	센서와	
PFA	절연	리드선

삽입	센서: 빠른 응답 시간과 작은 사이즈가 결정 요소인 
신뢰성이 높은 다량의 저가형 장비로 특수 설계되었습니다. 
장비는 작은 장착구에 삽입해 쉽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리드선:	300 mm (12”)

최대	온도: 100°C (212°F)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와	1/4”	육각	헤드	및	#8-32	
NC-2A	나사형	몸체.	하우징	안에서	에폭시를	캡슐화한	
써미스터	센서와	PFA	절연	리드선.

표면	센서: 진동과 충격에 대비한 안정성이 필요한 곳에서 
온도 측정 및 제어 용도로 이용합니다. 장비는 적은 
비용과 신뢰성이 중요한 온도 제어와 측정 문제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리드선:	300 mm (12”)

최대	온도: 100°C (212°F)

폐쇄형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말단에	설치한	열전대	센서.	
스테인리스	스틸	설치판과	튜브에	용접한	설치구	2개.	
PFA	절연	리드선

공기	흐름	센서: 공기조절 시스템과 장치 냉각 시스템에서 
공기 온도를 측정하고 제어하는데 필요한 많은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비는 표준 금속 도관에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리드선:	300 mm (12”)

최대	온도: 100°C (212°F)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와	7/16”	육각	헤드	및	1/8-#27	
NPT	나사형	몸체.	하우징	안에서	에폭시로	캡슐화한	
써미스터	센서와	PFA	절연	리드선.

액침	유동체	센서: 가압 시스템 안의 배관에서 온도를 
측정하고 판독을 제어하는데 적합합니다. 나사형 육각 
헤드 디자인 덕분에 장착 시 충격과 진동에 대한 내성이 
높습니다. 12” 리드선이 기본이고, 다른 길이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 문의하세요.

리드선:	300 mm (12”)

최대	온도: 100°C (212°F)

ON-960

ON-950

ON-940

ON-930

5/16(      )

1/16(      )

3/16(      )

5/32(      )

1/2(    )

5/32(      )

305 25
(12 1)

8

4 5

3/16(      )
5

4

1.6

13

4 나사 장착구

알루미늄

28 A.W.G. 
절연 도선

305 25
(12 1)

1/4 1/32(              )
3.0

(.120) MAX

6 1

성형한 덮개

28 A.W.G. 
절연 도선

서미스터

*8-32 UNC-2A

(.020 x 45)
CHAMFER

.5 x 45

305 25
(12 1) 1/4(    )

1/4(    )
4.3 .25

(.170 0.10)

.045
(1.1)

1/4 1/32(              )
6 1

6 6

스테인리스 
스틸 

28 A.W.G. 
절연 도선

1 (.037)

11/2 1/16(                  )

1/8

3/4

(     )
DIA.

305 25
(12 1)

CRIMP
PLASTIC TUBING

25 .25
(1 .010)

(     )
19

3.2

38 2

스테인리스 
스틸 (2) 6 나사 장착구 

28 A.W.G. 
절연 도선 

305 25
(12 1) 9/16(       )

3/16(       )

7/16(       )
127
(5)

1/8 -27 N.P.T. 1/8(     ) DIA.
3.2

1114.3

4.8

(2) 28 A.W.G. 
절연 도선 스테인리스 

스틸 

mm (in)

mm (in)

mm (in)

mm (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