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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온도 센서
IR Temperature Sensor

고속 센서, 소형 측정점 및 연속 LED 조준

OS-PC 시리즈

U  고속 튜브 센서 및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옵션)
U  응답 시간 0.001초
   (-PCF 모델) 
   [세계에서 가장 빠름]
U  측정 범위: 0 ~ 500°C 
   (32 ~ 932°F)
U  소형의 목표 대상(Target)에 
   이상적(1.6 mm 직경의
   측정 영역)
U  모든 모델에 적용된 
   연속적인 적색 LED 조준점- 
   판독 중 측정 지점의
   위치 및 크기 표시
U  온도 디스플레이,
   데이터 로깅, 센서
   및 알람 설정을 위한
   다국어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옵션)
U  종이, 두꺼운 플라스틱,
   식품, 고무, 전자 부품,
   케이블, 세라믹, 직물,
   도장된 표면 및 일부 
   금속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물질 측정

OS-PC큐브는 매우 신속한 
응답시간 및 초소형 영역 크기가
적용된 적외선 고온계입니다.
OS-PC-TSD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센서는 
극도의 빠른 응답 시간이 요구 
되는 매우 작은 측정 대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식품 산업, 연구소 및 
기타 분야의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블로우 성형 프리폼
측정에 이상적인 온도 센서입니다.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케이블 제조

매우 좁은 케이블에 적용 가능하여 
절연 및 보호관의 온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제조 결함을 방지하고 
반복 가능한 제품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플라스틱 튜브 및 프로파일의 압출은 
일관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온도 
제어가 필요합니다. 소형 튜브 또는 
프로파일에 OS-PC큐브 센서의 
초소형 측정점이 이상적입니다.  
작업 위치가 변경되면, 센서의 조준 
각도는 자주 조정되어야 하는데, 
연속적인 LED 조준점을 통해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 PCB 테스트
회로 보드의 기능을 테스트할 때,
소형 부품은 매우 빠르게 가열될 수
있습니다. OS-PC 큐브 센서는
극소형 부품의 온도를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표면 온도를 판독할 수
있습니다.

식품

OS-PC큐브 센서의 진보한 피크 
홀드 기능은 특히 식품 생산 분야의 
빠르게 움직이는 컨베이어에 
이상적입니다. 
OS-PC큐브 센서를 사용하여  
1분마다 수천 개의 개별 품목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OS-PC16-2M 큐브 센서
(실제 크기보다 작음)

OS-PC-TSD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별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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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C16

OS-PC30

OS-PC55

OS-PCF35

OS-PCF70

출력 (터치 스크린 모듈):  
센서에서 재 전송된 아날로그 출력 및 2개의 릴레이(정격 24 Vdc 1A)

출력

타입 

유효 최소

출력 

출력 정밀도

0 ~ 1 Vdc 30 mV ±1.5 mV

mV/°C 30 mV ±1.5 mV
0 ~ 20 mA 0.2 mA ±0.02 mA
4 ~ 20 mA 4.0 mA ±0.02 mA

센서 기술 사양
온도 범위:  0 ~ 500°C(0 ~ 932°F)

응답 시간: 95%  
 “ F ”모델: 1 ms 
 기본 모델: 10 ms

평균화 기능: 최대 5초 조정 가능

목표 조준: 모든 모델에 기본으로 

적색 LED 내장, 측정 영역의 위치 및 

크기 표시 (ON/OFF 전환 가능*)
*LED 조준 및 알람

측정 정밀도: ±3°C (±5.4°F) 또는 
1% 중 큰 값 
 주변 온도: 23 ±5°C, 방사율 1.0,    
   평균 시간 50 ms

반복도: ±0.5°C (0.9°F) 
 주변 온도: 23 ±5°C, 방사율 1.0,  
   평균 시간 50 ms

온도 분해능: <0.5°C (0.9°F)

방사율 설정: 조정 가능, 0.3 ~ 1.0, 
RS232C 또는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
(옵션)로 설정

작동 환경
무게: 85 g (3 oz), 케이블 미포함

환경 등급: IP67 

작동 주변 온도: 

0 ~ 50°C (32 ~ 122°F)

보관 온도: :-15 ~ 70°C(5 ~ 158°F)

작동 주변 습도:  
30 ~ 85% RH 비응축

센서만 사용:  이 기능은 RS232C를 
통해서 선택 가능함.  
LED 조준점을 ON/OFF 하기 위한  
입력 또는 N.O 알람 출력 중 한 쪽을 
설정 가능.  
(동시에 2가지 모두 설정 불가능) 

OS-PC-TSD와 센서: 이 기능은 
OS-PC-TSD 인터페이스를 통해 설정 
가능; 2개의 알람 릴레이 출력

OS-PC-TSD 기술 사양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형식:  
72 mm (2.83")  터치식 TFT, 
320 x 240 픽셀, 백라이트

설정 가능한 항목: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온도 단위°C/°F,  온도 디스플 
레이, LED 조준 ON/OFF, 패스워드, 
날짜 및 시간 (데이터 로깅 타임 용도), 
피크 홀드 기간, 감쇠 수준, 평균화 기간, 
교정(gain/offset), 방사율 설정  
(가이드 기능 포함), 반사 에너지 보상 
(가이드 기능 포함), 출력 타입, 출력 
온도 범위, 극성 오류, 알람 모드, 레벨, 
히스테리시스

OS-PC-TSD 데이터 로깅
기술 사양
설치용 마운트 디스플레이 (옵션), 
데이터로깅, OS-PC센서용 설정 및 
알람기기 

온도 판독: 경보 상태에서 크고 밝은 
백라이트 온도 표시가 빨간색으로 바뀜 

온도 기록 내역: 측정된 온도 그래프, 
1년 이상의 데이터를 단일 MicroSD
카드에 기록; 데이터는 Excel® 로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간단한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 

센서 설정: 구성 설정은 터치 스크린 인 
터페이스를 통해 조정 가능 

온도 알람 트리거: 2개의 알람은 높음, 
낮음, 대역 또는 오류를 개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알람 상태를 알려 주  
적색 스크린, 내장 된 24V,1A 릴레이 
출력은 알람에 직접 연결할 수 있음. 

측정 정밀도: 뜨거운 물체가 반사 되어 
도 정밀함; 반사 에너지 보상기능을 
사용 하여 물체의 온도를 측정

저장 공간: MicroSD카드 (옵션),

최대 32 GB, 초당 1개의 샘플 속도로16 
년간 저장 가능

데이터 로깅 간격: 1초 ~ 1일 (설정 가능)

내부 배터리 (Clock Battery): 1개 
BR1225 3V (미포함) 

로깅된 변수: 즉시 변한 물체(Target) 및 
정지된 온도, 알람 이벤트

파일 형식: .csv

설정 가능한 항목 (데이터 로깅): 샘플 
기간, 샘플 개수, 사용자 지정 시작 

설정 가능한 항목  
(알람 로깅): 트리거, 확인, 재설정 
시점에 시간 기록; 트리거 동안 
데이터 기록

거리 (인치)

점
 직

경
(인

치
)

점
 직

경
(인

치
)

점
 직

경
(m

m
)

거리 (mm)

거리 (mm)

거리 (mm)

거리 (mm)

거리 (mm)

거리 (인치)

거리 (인치)

거리 (인치)

거리 (인치)

점
 직

경
(인

치
)

점
 직

경
(m

m
)

점
 직

경
(인

치
)

점
 직

경
(m

m
)

점
 직

경
(인

치
)

점
 직

경
(m

m
)

점
 직

경
(인

치
)

점
 직

경
(m

m
)



3

전기적 기술 사양
출력: 1개의 아날로그 출력 및 1개의

알람 출력

아날로그 출력: 4 ~ 20 mA (기본 설정), 
0 ~ 20 mA, mV/°C 또는 전압, 
OS-PC-TSD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옵션)을 통해 선택 가능

주문 예제

모델 번호 설명

OS-PC16-2M-(*) 고속 큐브 센서,10 mS응답, 1.6 mm 조준점 @ 35 mm, 2 m (6.6') 케이블

OS-PC30-2M-(*) 고속 큐브 센서,10 mS응답, 3.0 mm 조준점 @ 70 mm, 2 m (6.6') 케이블

OS-PC55-2M-(*) 고속 큐브 센서,10 mS응답, 5.5 mm 조준점 @ 120 mm, 2 m (6.6') 케이블

OS-PCF35-2M-(*) 초고속 큐브 센서,1 mS응답, 3.5 mm 조준점 @ 100 mm, 2 m (6.6') 케이블

OS-PCF70-2M-(*) 초고속 큐브 센서,1 mS응답, 7.0 mm 조준점 @ 200 mm, 2 m (6.6') 케이블

모델 번호 설명

OS-PC-TSD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C/°F), 데이터 로깅

OS-PC-FBN 고정 설치 브라켓(1-축)

OS-PC-PWC 렌즈 보호 커버

OS-PC-APC 에어 퍼지 칼라

OS-PC-ADP 먼지 보호기

옵션/부속품

OS-PC-PWC 
렌즈 보호 커버

OS-PC-APC 
에어 퍼지 칼라

OS-PC-ADP 
먼지 보호기

OS-PC-FBN 
고정 설치 브라킷

사용자 매뉴얼과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제: OS-PC16-2M-1V, 고속 큐브 센서,10 mS응답, 1.6 mm 조준점 @ 35 mm, 2 m (6.6') 케이블 및 0 ~ 1 Vdc 아날로그 출력(옵션).
OS-PCF35-5M-5V, 초고속 큐브 센서, 1 mS응답, 3.5 mm 조준점 @ 100 mm, 5 m (16.4') 케이블 및 0 ~ 5 Vdc 아날로그 출력(옵션).

* 전압 아날로그 출력 옵션은 아래를 참조.

*참고: 모든 기기는 기본 0 ~ 20 mA, 4 ~ 20 mA 및 mV/°C 출력이 포함됨.

주문하려면
OS-PC{응답 시간 & 광학}-{케이블 길이}-{전압 아날로그 출력 옵션}

응답 시간 & 광학 16 10 mS 응답, 1.6 mm 조준점 @ 35 mm

30 10 mS 응답, 3.0 mm 조준점 @ 70 mm

55 10 mS 응답, 5.5 mm 조준점 @ 120 mm

F35 1 mS 응답, 3.5 mm 조준점 @ 100 mm

F70 1 mS 응답, 7.0 mm 조준점 @ 200 mm

케이블 길이 2M 2 m (6.6')

5M 5 m (16.4')

10M 10 m (32.8')

전압 아날로그 출력* 옵션 1V 0 ~ 1 Vdc

5V 0 ~ 5 Vdc

10V 0 ~ 10 Vdc

알람 출력: 1개의 NO 알람 출력,  
정격 27 Vdc, 0.2 A*

공급 전압: 5 ~ 27 Vdc, 100 mA 
최대

디지털 통신: RS232C 
MODBUS® RTU, 비-격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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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oCube Type

Application

Description

Wavelength

Temperature Range

Response Time

Model No. PCU- S1.6 S3.0 S5.5 F3.5 F7.0 G7.0 G20.0 GH2.2 GH4.5

1.6 3 5.5 3.5 7 7 20 2.2 4.5

Focal Distance (mm) 35 70 120 100 200 180 500 150 300

Maximum Measurement Distance 
(mm)

150 200 300 300 500 500 1000 300 500

F

Fast response

The PyroCube F has a lightning-
fast response time of 0.001 

seconds.

2 - 7 µm

1 ms

0°C - 500°C

Focal Spot Diameter (mm)

S

General purpose

The general-purpose PyroCube S is suitable 
for measuring most non-reflective non-

metals. 

Advantages over other general-purpose 
sensors are the built-in LED aiming light, 
fast response time, and small measured 

spot size. 

2 - 7 µm

0°C - 500°C

10 ms 10 ms50 ms

Glass-specific measurement wavelength for improved accuracy when 
measuring glass surface temperature. 

G models are ideal for annealing, 
e.g. light bulb and fluorescent lamp manufacturing. 

GH models are suitable for high-temperature glass melting, 
such as in glass-to-metal sealing.

50°C - 1200°C 50°C - 2400°C

5 µm

G

Glass

타입 S F G

어플리케이션 범용 신속한 반응 유리

설명 범용 S는 대부분의 무-반사  
비-금속 측정에 적합합니다. 

다른 범용 센서 대비 
장점은 내장 LED 조준 빛, 
신속한 응답 시간 및 소형의 
측정조준점 크기입니다.

F는 0.001초의
빛처럼 신속한
응답 시간을
제공합니다.

유리 표면 온도를 측정 시 향상된 정밀도를 
위해 유리 고유의 파장 측정.   
G모델은 어닐링(annealing)에 이상적 
입니다. 예: 전구 및 형광 램프 제조   
GH모델은 유리-대-메탈 실링 같은 고온 
유리 용융에 이상적 입니다.

파장 2  ~ 7 µm 2  ~ 7 µm 5 µm

온도 

범위
0 ~ 500°C (0 ~ 932°F)

50 ~ 1200°C 
(122 ~ 2192ºF)

50 ~ 2400°C 
(122 ~ 4352ºF)

응답 

시간
10 ms 1 ms 50 ms 10 ms

제품 번호  

OS-PC
16 30 55 F35 F70 G70 G200 GH22 GH45

초점 지점

직경 (mm) 

1.6 3 5.5 3.5 7 7 20 2.2 4.5

초점 거리

(mm)
35 70 120 100 200 180 500 150 300

최대 측정

거리 (mm)
150 200 300 300 500 500 1000 300 500

특수 용도를 위한 고온계

PyroCube Type

Application

Description

Wavelength

Temperature Range

Response Time

Model No. PCU- S1.6 S3.0 S5.5 F3.5 F7.0 G7.0 G20.0 GH2.2 GH4.5

1.6 3 5.5 3.5 7 7 20 2.2 4.5

Focal Distance (mm) 35 70 120 100 200 180 500 150 300

Maximum Measurement Distance 
(mm)

150 200 300 300 500 500 1000 300 500

F

Fast response

The PyroCube F has a lightning-
fast response time of 0.001 

seconds.

2 - 7 µm

1 ms

0°C - 500°C

Focal Spot Diameter (mm)

S

General purpose

The general-purpose PyroCube S is suitable 
for measuring most non-reflective non-

metals. 

Advantages over other general-purpose 
sensors are the built-in LED aiming light, 
fast response time, and small measured 

spot size. 

2 - 7 µm

0°C - 500°C

10 ms 10 ms50 ms

Glass-specific measurement wavelength for improved accuracy when 
measuring glass surface temperature. 

G models are ideal for annealing, 
e.g. light bulb and fluorescent lamp manufacturing. 

GH models are suitable for high-temperature glass melting, 
such as in glass-to-metal sealing.

50°C - 1200°C 50°C - 2400°C

5 µm

G

Glass

PyroCube Type

Application

Description

Wavelength

Temperature Range

Response Time

Model No. PCU- S1.6 S3.0 S5.5 F3.5 F7.0 G7.0 G20.0 GH2.2 GH4.5

1.6 3 5.5 3.5 7 7 20 2.2 4.5

Focal Distance (mm) 35 70 120 100 200 180 500 150 300

Maximum Measurement Distance 
(mm)

150 200 300 300 500 500 1000 300 500

F

Fast response

The PyroCube F has a lightning-
fast response time of 0.001 

seconds.

2 - 7 µm

1 ms

0°C - 500°C

Focal Spot Diameter (mm)

S

General purpose

The general-purpose PyroCube S is suitable 
for measuring most non-reflective non-

metals. 

Advantages over other general-purpose 
sensors are the built-in LED aiming light, 
fast response time, and small measured 

spot size. 

2 - 7 µm

0°C - 500°C

10 ms 10 ms50 ms

Glass-specific measurement wavelength for improved accuracy when 
measuring glass surface temperature. 

G models are ideal for annealing, 
e.g. light bulb and fluorescent lamp manufacturing. 

GH models are suitable for high-temperature glass melting, 
such as in glass-to-metal sealing.

50°C - 1200°C 50°C - 2400°C

5 µm

G

Glass

PyroCube Type

Application

Description

Wavelength

Temperature Range

Response Time

Model No. PCU- S1.6 S3.0 S5.5 F3.5 F7.0 G7.0 G20.0 GH2.2 GH4.5

1.6 3 5.5 3.5 7 7 20 2.2 4.5

Focal Distance (mm) 35 70 120 100 200 180 500 150 300

Maximum Measurement Distance 
(mm)

150 200 300 300 500 500 1000 300 500

F

Fast response

The PyroCube F has a lightning-
fast response time of 0.001 

seconds.

2 - 7 µm

1 ms

0°C - 500°C

Focal Spot Diameter (mm)

S

General purpose

The general-purpose PyroCube S is suitable 
for measuring most non-reflective non-

metals. 

Advantages over other general-purpose 
sensors are the built-in LED aiming light, 
fast response time, and small measured 

spot size. 

2 - 7 µm

0°C - 500°C

10 ms 10 ms50 ms

Glass-specific measurement wavelength for improved accuracy when 
measuring glass surface temperature. 

G models are ideal for annealing, 
e.g. light bulb and fluorescent lamp manufacturing. 

GH models are suitable for high-temperature glass melting, 
such as in glass-to-metal sealing.

50°C - 1200°C 50°C - 2400°C

5 µm

G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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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500

50°C - 600°C

1 ms

M

Metals, low temperature

Short-wavelength sensors for measuring metals as cool as 50°C, with a very 
fast response time of 0.001 seconds and a very small measured spot size

2.2 µm

PyroCube Type P

Application Thin film plastics

Description

Accurately measures the temperature of 
thin film plastics that cannot be 

measured with general-purpose sensors. 
Materials include polyolefin, polyamide, 

polyethylene, polypropylene, 
polystyrene, nylon, PVC, acrylic, 
polyurethane and polycarbonate.

Wavelength 3.4 µm

Temperature Range 80°C - 350°C

Response Time 10 ms 10 ms 50 ms

Model No. PCU- P12.0 XSA0.7 XSB1.0 MA1.0 MA2.0 MA3.5

12 0.7 1 1 2 3.5

Focal Distance (mm) 200 40 100 50 100 200

Maximum Measurement Distance (mm) 500 100 300 100 200 400

Focal Spot Diameter (mm)

5 - 7 µm

0°C - 500°C 50°C - 600°C

1 ms

XS

Very small targets

Extremely small measured spot size. 

Applications include measuring individual 
electronic component temperatures on a circuit 
board, and plastic welding where the seam is 

very narrow. 

M

Metals, low temperature

Short-wavelength sensors for measuring metals as cool as 50°C, with a very 
fast response time of 0.001 seconds and a very small measured spot size

2.2 µm

PyroCube Type P

Application Thin film plastics

Description

Accurately measures the temperature of 
thin film plastics that cannot be 

measured with general-purpose sensors. 
Materials include polyolefin, polyamide, 

polyethylene, polypropylene, 
polystyrene, nylon, PVC, acrylic, 
polyurethane and polycarbonate.

Wavelength 3.4 µm

Temperature Range 80°C - 350°C

Response Time 10 ms 10 ms 50 ms

Model No. PCU- P12.0 XSA0.7 XSB1.0 MA1.0 MA2.0 MA3.5

12 0.7 1 1 2 3.5

Focal Distance (mm) 200 40 100 50 100 200

Maximum Measurement Distance (mm) 500 100 300 100 200 400

Focal Spot Diameter (mm)

5 - 7 µm

0°C - 500°C 50°C - 600°C

1 ms

XS

Very small targets

Extremely small measured spot size. 

Applications include measuring individual 
electronic component temperatures on a circuit 
board, and plastic welding where the seam is 

very narrow. 

M

Metals, low temperature

Short-wavelength sensors for measuring metals as cool as 50°C, with a very 
fast response time of 0.001 seconds and a very small measured spot size

2.2 µm

PyroCube Type P

Application Thin film plastics

Description

Accurately measures the temperature of 
thin film plastics that cannot be 

measured with general-purpose sensors. 
Materials include polyolefin, polyamide, 

polyethylene, polypropylene, 
polystyrene, nylon, PVC, acrylic, 
polyurethane and polycarbonate.

Wavelength 3.4 µm

Temperature Range 80°C - 350°C

Response Time 10 ms 10 ms 50 ms

Model No. PCU- P12.0 XSA0.7 XSB1.0 MA1.0 MA2.0 MA3.5

12 0.7 1 1 2 3.5

Focal Distance (mm) 200 40 100 50 100 200

Maximum Measurement Distance (mm) 500 100 300 100 200 400

Focal Spot Diameter (mm)

5 - 7 µm

0°C - 500°C 50°C - 600°C

1 ms

XS

Very small targets

Extremely small measured spot size. 

Applications include measuring individual 
electronic component temperatures on a circuit 
board, and plastic welding where the seam is 

very narrow. 

M

Metals, low temperature

Short-wavelength sensors for measuring metals as cool as 50°C, with a very 
fast response time of 0.001 seconds and a very small measured spot size

2.2 µm

PyroCube Type P

Application Thin film plastics

Description

Accurately measures the temperature of 
thin film plastics that cannot be 

measured with general-purpose sensors. 
Materials include polyolefin, polyamide, 

polyethylene, polypropylene, 
polystyrene, nylon, PVC, acrylic, 
polyurethane and polycarbonate.

Wavelength 3.4 µm

Temperature Range 80°C - 350°C

Response Time 10 ms 10 ms 50 ms

Model No. PCU- P12.0 XSA0.7 XSB1.0 MA1.0 MA2.0 MA3.5

12 0.7 1 1 2 3.5

Focal Distance (mm) 200 40 100 50 100 200

Maximum Measurement Distance (mm) 500 100 300 100 200 400

Focal Spot Diameter (mm)

5 - 7 µm

0°C - 500°C 50°C - 600°C

1 ms

XS

Very small targets

Extremely small measured spot size. 

Applications include measuring individual 
electronic component temperatures on a circuit 
board, and plastic welding where the seam is 

very narrow. 

M

Metals, low temperature

Short-wavelength sensors for measuring metals as cool as 50°C, with a very 
fast response time of 0.001 seconds and a very small measured spot size

2.2 µm

타입 P XS M

어플리케이션 박막 플라스틱 초소형 목표 지점 금속, 저온

설명 범용 센서로는
측정할 수 없는
박막 플라스틱의
온도를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재료에는 
폴리올리핀,
폴리아미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나일론, PVC,
아크릴,
폴리우레탄 및
폴리카보네이트가
포함됩니다.

초소형 측정 조준점 크기.
어플리케이션에는 회로
기판의 개별 전자 부품
온도 측정 및 심(seam)이
매우 좁은 플라스틱 
용접이 포함됩니다.

0.001초의 매우 신속한 응답 시간 및 초소형 측정 
조준점 크기가 적용된 50°C (122°F)의 금속 
측정을 위한 단파장 센서

파장 3.4 µm 5 ~ 7 µm 2.2 µm

온도

범위

80 ~ 350°C 
(176 ~ 662°F)

0 ~ 500°C 
(0 ~ 932°F)

50 ~ 600°C 
(122 ~ 1112°F)

응답

시간
10 ms 10 ms 50 ms 1 ms

제품 번호  

OS-PC
P120 XA7 XB10 MA10 MA20 MA35 MB110

초점 지점 

직경 (mm)

12 0.7 1 1 2 3.5 11

초점 거리

(mm)
200 40 100 50 100 200 200

최대 측정

거리 (mm)
500 100 300 100 200 400 500

특수 용도를 위한 고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