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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통신이 가능한

소형의 비접촉 온도 센서

비금속 표면 측정 

-20~1000。C (-4~1832。F)

신속한 응답 시간: 125ms

데이터 로깅 및 설정을

위한 USB 케이블 및 PC

소프트웨어 포함

개방형 Modbus® 프로토콜 -
사용자의 자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센서와 통신

OS-MINIUSB

OS-MINIUSB 는 접촉 없이 고체

또는 액체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는

소형 적외선 센서입니다. 

125ms의 응답 시간으로 -20 ~ 1000℃ 

(-4 ~ 1832℉) 의 비금속 표면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종이, 두꺼운 플라스틱, 고무, 식품 및 

유기 물질뿐만 아니라 도장된 금속 및 

대부분의 더러운, 녹슨 또는 기름진 표면을 

포함한 물질은 정확하고 안전하며 

깨끗하게 측정됩니다.

광학을 적용하여 몇 밀리미터에서

최대 수십 미터에 이르는 거리의 소형 또는 

대형의 목표 지점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OS-MINIUSB 는 IP65로 밀봉된 견고한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최대 75℃ (167℉)의 주변 온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센서는 길이는 45mm (1.77")(케이블 
글랜드 포함)에 불과하여 매우 협소한 
공간에 적합합니다. 

USB 인터페이스가 센서에 내장되어, 
큰 부피의 추가적인 인터페이스 모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형 크기
센서는 길이는 45 mm (1.77") 

(케이블 글랜드 포함)에 불과하여 

매우 협소한 공간에 적합합니다. 

USB 인터페이스가 센서에 내장되어,

큰 부피의 추가적인 인터페이스 

모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벤치탑 및 실험실
산업용 고온계의 정밀도, 견고함 및

USB의 플러그-앤-플레이 편의성을 갖춘

OS-MiniUSB는 테스트 및 실험을 위한

이상적인 고정형 IR 온도 센서입니다.

온도 표시
기능
•  측정 온도 및 센서 온도 그래프
• 센서 설정
• Excel® 호환 파일에 데이터 로깅
•  여러 센서를 동일한
소프트웨어에 연결

•  간단하고, 쉬운 터치의
인터페이스

•  모든 센서에 포함된 무료
소프트웨어;
오메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또는 제공된 Modbus 세부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자체 소프트웨어에 연결

교육
OS-MiniUSB 는 방사율, 반사율,

열 전도도, 에너지 전달, 절연 및

내부 에너지와 같은 과학 개념

교육에 이상적입니다.

그림의 
OS-MINIUSB-SN21은
실제 크기보다 약간 더 큼

USB 적외선 온도 센서 
벤치탑, 실험실 및 교육용
USB Infrared Temperature Sensor for Bench-top, Lab & Education

기술사양
온도 범위:  -20 ~ 1000℃ (-4 ~ 1832℉)

인터페이스: USB

정밀도: 판독 값의 ±1% 또는 ±1℃ 중 

큰 값

반복성: 판독 값의 ±0.5% 또는 ±0.5℃

중 큰 값

방사율 설정:  0.2 ~ 1.0

응답 시간:  t90 125 ms  

(90% 응답)

스펙트럼 범위:  8 ~ 14 μm

공급 전압: 5 Vdc USB를 통해 공급)

공급 전류: 50 mA 최대

가상 COM 포트

전송 속도: 9600 baud*

형식:  8개 데이터 비트, 패리티 없음,

 1개 정지 비트*

프로토콜: 직렬 라인을 통한 MODBUS

* 요청에 따라 다른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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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정 방법: 포함된 소프트웨어 또는 

Modbus 를 사용하여 USB를 통해 연결

설정 가능 항목: 방사율 설정, 평균화, 

반사 에너지 보상

기계적 특성
구조:  스테인리스 스틸

치수: 18 mm 직경 x 45 mm L  

(0.71 x 1.8")

나사산 장착:  M16 x 1 mm 피치

케이블 길이:  1.5 m (5')

케이블 포함 무게:  85 g (3 oz)

작동 환경
보호 등급:  IP65
주변 온도:  0 ~ 75℃ 
(32 ~ 167℉)

상대 습도:  95% 최대, 비응축

규격 준수
RoHS 준수:  규격에 따름

전자기 호환성:

EN61326-1, EN61326-2-3 

(측정, 제어 및 실험용 

전기 장비 - EMC 요구사항 - 산업용)

OSMINIUSB-SN21

OS-MINIUSB-SN201

측정된 목표 지점의 직경 대 감지 헤드
로부터의 거리 (90% 에너지)

나사산 M16 
x 1 mm

18
(0.7)

1.5 m
(5')

45
(1.77)

13
(0.5)

12 (0.47)  

ø 18.6
(0.73)

에어 퍼지 칼라(옵션)

센서

4 (0.16)

18 (0.7)

ø 40 (1.6) ø 29 (1.14)

25
(0.98)

1/8" BSP
공기 피팅

장착 너트
(포함)

ø 18
(0.7)

50
(2) 

OS-MINIUSB-SN201 과
사용하기 위해 
OS210-APSN 타입에
장착하는 제거 가능한 스피것.
OS-MINIUSB-SN21 용으로
OS210-APSW 타입에는
장착되지 않음.

치수: mm
ø = 직경

파트 번호
제품 번호 설명
OS-MINIUSB-SN21 OS-MINIUSB 센서, 2:1 광학 시야
OS-MINIUSB-SN201 OS-MINIUSB 센서, 20:1 광학 시야

제품 번호 설명
OS210-ABS 조정 가능한 장착 브라켓 (2-축)
OS210-FBS 고정 장착 브라켓
OS210-APSW 에어 퍼지 칼라, OS-MINIUSB-SN201 용
OS210-APSN 에어 퍼지 칼라, OS-MINIUSB-SN21 용
-CAL* 교정 인증서
OS210-LSTS 레이저 조준 도구 (레이저 포함)

부속품

* 제품 번호에 접미사를 추가하십시오.
감지 헤드, 장착 너트, USB 케이블, USB 커넥터 및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제: OS-MINIUSB-SN201, 소형 적외선 센서, USB 출력 및 20:1 광학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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