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고속 광섬유 적외선 트랜스미터
High Speed Industrial Fiber Optic Infrared Transmitter

가
점 크기 !
작습니다

OS4000 시리즈

OS4001-V1
트랜스미터,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U 온도 범위 150 ~ 16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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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2912°F)
1msec의 매우 빠른 반응시간
3가지 표준 광학 시야
4가지 표준 광섬유 케이블 길이,
0.3, 0.9, 1.8, 3 m (1, 3, 6,
10’)
0.05부터 0.99까지 방사율 조정
가능
4가지 표준 아날로그 출력
낮음 및 높음 알람 전압 출력
RS232 PC 인터페이스와
Windows® 기반의 데이터 기록
소프트웨어
최고점 고정 및 샘플 고정 기능
대상 정렬 용도의 내장 레이저
조준기
설치 받침대와 설치 너트가
포함됨
고분자 볼트 광섬유 어셈블리
구입가능
말단 처리가 유리 및 석영인
광섬유 케이블 어셈블리를 구입할
수 있음
수냉식 재킷 액세서리 선택 가능
접점 폐쇄 출력 기능이 있는 내장
릴레이 선택 가능
맞춤형 광학 시야와 온도 범위
선택 가능

L1-2-6-3 렌즈 프로브 어셈블리,
별도로 판매합니다.

OS4000 시리즈 산업용 광섬유 트랜스미터는
9종류 광섬유 렌즈 프로브, 3종류 고분자 볼트
프로브, 12종류 유리 및 석영 첨단 어셈블리를
이용해 범위 150 ~ 1600°C (302 ~ 2912°F)
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이 시리즈는 방사율
조정, 선형 아날로그 출력, 높음 및 낮음 알람
전압 출력, RS232 PC 인터페이스, 내장 레이저
조준기 등의 많은 표준 기능을 제공합니다.
윈도우 기반의 PC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자는 반응 시간, 최고점 고정 기능,
높음 및 낮음 알람 설정점, 데이터 기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OS4000 시리즈는 63.5 OD x
152.4 mm (2.5 x 6”) 크기로 포장되어 공간을
적게 차지합니다.

사양
전원: 15 ~ 24 Vdc
온도 범위: 150 ~ 1600°C
(302 ~ 2912°F)
정밀도: 1% rdg
렌즈 프로브 광학 시야:
203 mm에서 5.6 (8”에서 0.22)
127 mm에서 2.2 (5”에서 0.086)
51 mm에서 0.63 (2”에서 0.025)
광섬유 케이블 길이:
0.3, 0.9, 1.8, 3 m (1, 3, 6, 10')
방사율: 0.05 ~ 0.99 조정 가능
시간 상수(최종 값의 0 ~ 63%): 1 msec(기본)에서
최대 3.2초 (PC 소프트웨어를 통해 프로그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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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점 및 고정: PC 소프트웨어를 통해 프로그램
가능
고정 시간: 1 ~ 60초
샘플 및 고정: PC 소프트웨어를 통해 프로그램 가능
고정 시간: 25 msec부터 3.2초까지
스펙트럼 반응: 1.2 ~ 2.6 미크론
적외선 검출기: INGaAs 광검출기
아날로그 출력: 0 ~ 5 Vdc, 0 ~ 10 Vdc, 4 ~ 20
mA, 1 mV/Deg
PC 통신: RS232, 양방향
알람 설정점: PC 소프트웨어를 통해 높음 및 낮음
프로그램 가능
알람 출력: 2가지 전압 출력, 30 mA로 구동
내장 릴레이 옵션:
24 Vdc에서 10A인 SPST NO 릴레이(높음 및 낮음)
2개
동작 주변 온도:
트랜스미터: 0 ~ 50°C (32 ~ 122°F)
광섬유 렌즈 어셈블리:
0 ~ 150°C (32 ~ 302°F)
고분자 볼트 프로브: 첨팁부 (최대 450°C), 볼트
(150°C))
유리 팁어셈블리: 첨팁부 (최대 450°C), 섬유 접점
(150°C)
석영 팁어셈블리: 첨팁부 (최대 1000°C), 섬유
접점 (150°C)
유리 또는 석영 막대 지름: 0.080"
유리 첨팁부 시야: 1.2 (거리 대 점 크기)
석영 첨팁부 시야: 1.8 (거리 대 점 크기)
레이저 조준기
최대 레이저 전력 출력: 1mW 미만
레이저 빔 파장 (색): 650 nm (붉은색)
FDA 등급: 2등급
유럽 등급: 2등급
빔 지름: 5 mm (0.20")
크기:
트랜스미터: 63.5 OD x 152.4 mm L (2.5 x 6")
렌즈 프로브: 25.4 OD x 190.5 mm L (1 x 7.5")
무게: 900 g (2 lb)

OS4001 배면도
낮음 알람 LED 표시기

OS4001 정면도

복사능
다이얼

CAUTION
빔을 응시하지 마세요

높음 알람
LED 표시기

높음
알람

출력 1mW, 파장 630-670 nm,
2등급(2) 레이저 제품. FDA 21CFR 1040.10 및
EN 60825를 준수합니다.

OS4000 SERIES

전원

온도
광섬유
포트

!

전원 LED
표시기

모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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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SET
24 VDC에서 10A인
낮음 알람 릴레이

24 VDC에서 10A인
높음 알람 릴레이

제
조

릴레이 접점
폐쇄 단자판
(옵션)

레이저 인증 표지가 있는 앞면 플레이트

레이저 전원
LED 표시기

레이저

방사율

조리개에서 방출하는
레이저 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세요.

레이저
조준기
포트

-

광섬유 이득 조정

낮음
알람
이득

뒷면 플레이트
국
가

미국

eg
om

om
a.c

전원/출력 커넥터

뒷면 플레이트 표준

• 음향, COM 포트, 온도 공학 단위를 선택합니다.
• 반응 시간, 높음 및 낮음 알람 설정점, 최고점 고정 기능을
선택합니다.
• 차트 척도를 수동이나 자동으로 선택하고 차트 시간축을 선택
• 높음 및 낮음 알람 라인을 따라 온도 대 시간을 표시
• 온도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

PC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OS4000 시리즈는 Windows® 기반의 PC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가
함께 제공됩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윈도우 2000, XP, 비스타 환경에서
동작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O
 S4001과의 통신을 설정하고 실시간 온도를 숫자 및 그래픽으로
표시합니다.

설정 메뉴

주 PC 소프트웨어 메뉴

유리 팁 섬유 케이블
어셈블리에 연결한
OS4001-V1 트랜스미터

그림의 모든 제품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2615-G-3-2650-6 유리 팁
섬유 케이블 어셈블리, 별도로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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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4000-WC 수냉식
재킷, 별도로 판매합니다.

J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반응이
다!
빠릅니

고분자 프로브 어셈블리에
연결한 OS4001 트랜스미터

2108-650-RA-3 고분자 프로브
어셈블리, 별도로 판매합니다.

크기: mm (인치)

시리즈 2108 간편연결고분자 프로브

“웰(well)”
가공
필요
Required
“Well”
Machining

크기: mm (인치)

SM

연장 보증
프로그램

이 페이지에 있는 모델의 경우
OMEGACARESM 연장 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문시 문의하세요.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

설명

OS4001-MV-(*)
OS4001-V1-(*)
OS4001-V2-(*)
OS4001-MA-(*)

적외선 광섬유 트랜스미터, 1mV/Deg 출력
적외선 광섬유 트랜스미터, 0 ~ 5 Vdc 출력
적외선 광섬유 트랜스미터, 0 ~ 10 Vdc 출력
적외선 광섬유 트랜스미터, 4 ~ 20 mA 출력

광 섬유 렌즈 (필수)
모델 번호

L1-7-3-1
L1-7-6-2
L1-7-10-3
L1-2-3-2
L1-2-6-3
L1-2-10-4
L1-2-3-3
L1-2-6-4
L1-2-10-5

온도 범위

점 크기

케이블 길이

200 ~ 800°C (392 ~ 1472°F)
250 ~ 1000°C (482 ~ 1832°F)
300 ~ 1200°C (572 ~ 2192°F)
250 ~ 1000°C (482 ~ 1832°F)
300 ~ 1200°C (572 ~ 2192°F)
350 ~ 1400°C (662 ~ 2552°F)
300 ~ 1200°C (572 ~ 2192°F)
350 ~ 1400°C (662 ~ 2552°F)
400 ~ 1600°C (752 ~ 2912°F)

0.22" @ 8"
0.22" @ 8"
0.22" @ 8"
0.086" @ 5"
0.086" @ 5"
0.086" @ 5"
0.025" @ 2"
0.025" @ 2"
0.025" @ 2"

0.9 m (3')
1.8 m (6')
3 m (10')
0.9 m (3')
1.8 m (6')
3 m (10')
0.9 m (3')
1.8 m (6')
3 m (10')

사용자 설명서, PC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CD, 전력 출력 케이블이 함께 제공됩니다.
* 릴레이 옵션 가능. 접점 폐쇄 출력 기능이 있는 내장 릴레이 2개를 주문하려면 추가 비용으로 접미사 “AL”을 모델 번호에 추가하세요.
주문 예: OS4001-MA-AL, 4 ~ 20 mA 아날로그 출력 및 내장 릴레이 2개가 있는 적외선 광섬유 트랜스미터.
주문 예: L1-2-6-3, 온도 범위: 300 – 1200°C, 5” 거리에서 점 크기 0.086”, 섬유 케이블 1.8 m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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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L1-7-6-2
L1 – 렌즈 어셈블리
7 – 섬유 다발 지름
(7 = 0.070", 2 = 0.020")
6 – 섬유 케이블 길이 (피트)
2 – 온도 범위
(1 ~ 5)

고분자 볼트 어셈블리 (직각 - 간편 연결)
모델 번호

2108-650-RA-1
2108-650-RA-3
2108-650-RA-6

온도 범위

케이블 길이
0.3 m (1'), 직각
0.9 m (3'), 직각
1.8 m (6'), 직각

125 ~ 450°C (257 ~ 842°F)
150 ~ 450°C (302 ~ 842°F)
175 ~ 450°C (347 ~ 842°F)

고분자 프로브 길이 - 기본 16.5 cm (6.5”), 기타 길이도 7.6부터 30.5cm (3 - 12”) 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문 예: 2108-650-RA-6, 16.5 cm (6.5") 고분자 프로브와 1.8 m (6’)의 직각 및 간편 연결 광섬유 케이블.

금속 피복형 어셈블리
모델 번호
2615-G-(*)-2650-3
2615-G-(*)-2650-6
2615-G-(*)-2650-10
2615-Q-(*)-2650-3
2615-Q-(*)-2650-6
2615-Q-(*)-2650-10

온도 범위
150 ~ 400°C (302 ~ 752°F)

케이블 길이
0.9 m (3'), 유리 팁

175 ~ 400°C (347 ~ 752°F)

1.8 m (6'), 유리 팁

200 ~ 400°C (392 ~ 752°F)
250 ~ 800°C (482 ~ 1472°F)
275 ~ 800°C (527 ~ 1472°F)
300 ~ 800°C (572 ~ 1472°F)

3 m (10'), 유리 팁
0.9 m (3'), 석영 팁
1.8 m (6'), 석영 팁
3 m (10'), 석영 팁

* 팁 어셈블리가 3”인 경우 접미사 “3”을, 6”인 경우 “6”을 기입하세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주문 예: 2615-G-3-2650-6, 금속 피복형 7.6 cm (3”) 유리 팁과 1.8 m (6’) 광섬유 케이블.

세라믹 피복형 팁 어셈블리
모델 번호
2610-G-(*)-2650-3
2610-G-(*)-2650-6
2610-G-(*)-2650-10
2610-Q-(*)-2650-3
2610-Q-(*)-2650-6
2610-Q-(*)-2650-10

온도 범위
150 ~ 400°C (302 ~ 752°F)

케이블 길이
0.9 m (3’), 유리 팁

175 ~ 400°C (347 ~ 752°F)

1.8 m (6’), 유리 팁

200 ~ 400°C (392 ~ 752°F)
250 ~ 800°C (482 ~ 1472°F)
275 ~ 800°C (527 ~ 1472°F)
300 ~ 800°C (572 ~ 1472°F)

3 m (10’), 유리 팁
0.9 m (3’), 석영 팁
1.8 m (6’), 석영 팁
3 m (10’), 석영 팁

* 팁 어셈블리가 3”인 경우 접미사 “3”을, 6”인 경우 “6”을 기입하세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주문 예: 2610-G-3-2650-6, 세라믹 피복형 7.6 cm (3”) 유리 팁과 1.8 m (6’) 광섬유 케이블.

L1-2-6-3 렌즈 프로브
어셈블리, 별도로 판매합니다.
L1-AP 에어
퍼지 칼라, 별도로
판매합니다.

L1-MB 설치 받침대,
별도로 판매합니다.
그림의 모든 제품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액세서리
모델 번호
OS4000-WC
L1-MB
L1-AP
OS4000-VB-**
2615-G-3
2615-G-6
2615-Q-3
2615-Q-6
2610-G-3
2610-G-6
2610-Q-3
2610-Q-6
TX8-100
PSR-24S
PSR-24L

2615-G-3, 교체
가능한 7.6 cm (3”)
유리 팁, 별도로
판매합니다.

WRS232-USB
WRS232
WUSB

진공 부
싱을 주
렌즈 프
로브에서 문할 때,
부싱(진
까지 섬
공
유 케이
블의 길 쪽)
이를
지정하세
요.

설명
수냉식 재킷
광섬유 렌즈 어셈블리용 설치 받침대
광섬유 렌즈 어셈블리용 에어 퍼지 칼라
진공 부싱
교체 가능한 7.6 cm (3”) 유리 팁, 세라믹 피복형
교체 가능한 15.2 cm (6”) 유리 팁, 세라믹 피복형
교체 가능한 7.6 cm (3") 석영 팁, 금속 피복형
교체 가능한 15.2 cm (6") 석영 팁, 금속 피복형
교체 가능한 7.6 cm (3") 유리 팁, 세라믹 피복형
교체 가능한 15.2 cm (6") 유리 팁, 세라믹 피복형
교체 가능한 7.6 cm (3") 석영 팁, 금속 피복형
교체 가능한 15.2 cm (6") 석영 팁, 금속 피복형
8 도체 차폐 케이블, 30 m (100’)
400 mA에서 24 Vdc인 안정화 전원 공급장치,
나사형 단자
400 mA에서 24 Vdc인 안정화 전원 공급장치,
피복을 벗긴 리드
USB 트랜시버에 연결한 무선 RS232
무선 RS232 트랜스미터
무선 USB 트랜스미터

** 진공 부싱이 0.5” OD인 경우 “-500”, 1.0” OD인 경우 “-1000”.

주문 예: OS4001-V1, 광섬유 적외선 트랜스미터, 0 ~ 5 Vdc 출력L1-2-6-3-V-3 광섬유 적외선 트랜스미터, 0 ~ 5 Vdc
출력. 진공에서 이용하는 L1-2-6-3-V-3 렌즈 프로브, 5” 거리에서 점 크기 0.086” 및 총 1.8 m (6’) 광섬유 케이블, 온도
범위 300 – 1200°C, 진공 부싱에 연결하는 렌즈 프로브 = 3’, OS4000-VB-500, 0.5” OD x 1.7” 진공 부싱 (1 및 0.75” OD
진공 부싱을 구입할 수 있음). . OCW-3, OMEGACARESM 는 표준 1년 보증을 총 4년으로 연장합니다.

J-88

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