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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투입식 RTD 센서

표준 규격

U  Pt100 (0°C에서 100 Ω, 
0.00385Ω/Ω/ºC) 백금 RTD, 
1/10 DIN, 1/3 DIN, “A”급 
정밀도

U  온도 범위 -100 ~ 400°C  
(-148 ~ 752°F), 선택한 
케이블과 정밀도에 따라 다름

U  지름이 6 및 3 mm (1/4 및 
1/8”)인 4-와이어 구조

U  다양한 설치 나사선선과 케이블 
재질 옵션

PVC 절연 PFA 절연 유리섬유 절연 
센서 설치 모델 번호 모델 번호 모델 번호 

정밀도 지름 나사선 프로브 길이 6” 프로브 길이 6” 프로브 길이 6”
1⁄8 없음 P-M-1/10-1/8-6-0-P-3 P-M-1/10-1/8-6-0-T-3 P-M-1/10-1/8-6-0-G-3

1⁄8 NPT P-M-1/10-1/8-6-1/8-P-3 P-M-1/10-1/8-6-1/8-T-3 P-M-1/10-1/8-6-1/8-G-3
1⁄10 DIN 1⁄4 없음 P-M-1/10-1/4-6-0-P-3 P-M-1/10-1/4-6-0-T-3 P-M-1/10-1/4-6-0-G-3

1⁄8 NPT P-M-1/10-1/4-6-1/8-P-3 P-M-1/10-1/4-6-1/8-T-3 P-M-1/10-1/4-6-1/8-G-3
1⁄8 없음 P-M-1/3-1/8-6-0-P-3 P-M-1/3-1/8-6-0-T-3 P-M-1/3-1/8-6-0-G-3

1⁄8 NPT P-M-1/3-1/8-1/8-P-3 P-M-1/3-1/8-6-1/8-T-3 P-M-1/3-1/8-6-1/8-G-3
1⁄3  DIN 1⁄4 없음 P-M-1/3-1/4-6-0-P-3 P-M-1/3-1/4-6-0-T-3 P-M-1/3-1/4-6-0-G-3

1⁄8 NPT P-M-1/3-1/4-6-1/8-P-3 P-M-1/3-1/4-6-1/8-T-3 P-M-1/3-1/4-6-1/8-G-3
1⁄8 없음 P-M-A-1/8-6-0-P-3 P-M-A-1/8-6-0-T-3 P-M-A-1/8-6-0-G-3

1⁄8 NPT P-M-A-1/8-6-1/8-P-3 P-M-A-1/8-6-1/8-T-3 P-M-A-1/8-6-1/8-G-3
Class A 1⁄4 없음 P-M-A-1/4-6-0-P-3 P-M-A-1/4-6-0-T-3 P-M-A-1/4-6-0-G-3

1⁄8 NPT P-M-A-1/4-6-1/8-P-3 P-M-A-1/4-6-1/8-T-3 P-M-A-1/4-6-1/8-G-3
보호관 길이를 더 길게 주문할 경우, 모델 번호의 “-6”을 원하는 길이(인치 단위)로 변경하고, 길이가 8”보다 길 경우 비용이 추가됩니다. 실리콘 고무 절연 케이블의 경우, 모델 번호의 “-P”, 

“-T”, “-G”를 “-S”로 변경하고 PFA 가격을 이용하세요. 케이블 길이를 더 길게 주문할 경우, “-3”을 원하는 길이(피트 단위)로 변경하고, PVC, PFA, 실리콘 고무, 유리 섬유에 대한 비용을 

추가하세요. PVC, PFA, 유리섬유 절연 케이블을 차폐할 경우, “P”, “T”, “G”를 “PS”, “TS”, “GS”로 변경하고 비용을 추가하세요. 설치 나사선도 1/4 NPT, 3/8 NPT, 1/2 NPT로 같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사선 피팅이 없고 “P”, “PS”, “TS”, “GS”, “S” 케이블이 있는 지름 1/8” 센서는 보호관 끝에 전이 피팅이 있습니다.

주문 예: P-M-1/10-1/8-6-1/4-P-3, 지름 1/8”, 길이 6” 보호관 및 1/4 NPT 설치 나사선가 있는 투입식 센서, 1/10 DIN 정밀도, 4-와이어 3’ 길이 PVC 케이블, 보호관을 벗긴 리드.

P-M-1/10-1/4-6-0-P-3, 지름 1/4” 길이 6” 보호관, 설치 나사선 없음, 1/10 DIN 정밀도, 4-와이어 3’ 길이 PVC 케이블, 보호관을 벗긴 리드.

Ultra Precise Immersion RTD Sensors

PM 시리즈

kr.omega.com/P-ULTRA_RTD

P-M-A-1/8-6-1/4-P-3,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프로브 지름

프로브 지름

프로브 길이 (최
소 2”)

프로브 길이 (최
소 2”) P-M-A-1/4-6-0-P-3,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끝의 보호관을 벗긴 1m 4-와이어 

#26 AWG 연선 (절연 옵션은 표를 

참고하세요)

설치 나사선

프로브 지름

6.3 mm 
(0.25")

프로브 길이 (최
소 2”)

P-M-1/10-1/8-6-0-P-3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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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 절연 PFA 절연 유리섬유 절연 
센서 설치 모델 번호 모델 번호 모델 번호

 정밀도  지름  나사선 프로브 길이 150mm 프로브 길이 150mm 프로브 길이 150mm

3 mm 없음 P-M-1/10-M30-150-0-P-1 P-M-1/10-M30-150-0-T-1 P-M-1/10-M30-150-0-G-1
  M6x1 P-M-1/10-M30-150-M6-P-1 P-M-1/10-M30-150-M6-T-1 P-M-1/10-M30-150-M6-G-1

1⁄10 DIN 6 mm 없음 P-M-1/10-M60-150-0-P-1 P-M-1/10-M60-150-0-T-1 P-M-1/10-M60-150-0-G-1
M8x1 P-M-1/10-M60-150-M8-P-1  P-M-1/10-M60-150-M8-T-1  P-M-1/10-M60-150-M8-G-1

3 mm 없음 P-M-1/3-M30-150-0-P-1 P-M-1/3-M30-150-0-T-1  P-M-1/3-M30-150-0-G-1
1⁄3 DIN M6x1 P-M-1/3-M30-150-M6-P-1 P-M-1/3-M30-150-M6-T-1  P-M-1/3-M30-150-M6-G-1  

6 mm 없음 P-M-1/3-M60-150-0-P-1 P-M-1/3-M60-150-0-T-1 P-M-1/3-M60-150-0-G-1
M8x1 P-M-1/3-M60-150-M8-P-1 P-M-1/3-M60-150-M8-T-1 P-M-1/3-M60-150-M8-G-1

3 mm 없음 P-M-A-M30-150-0-P-1 P-M-A-M30-150-0-T-1 P-M-A-M30-150-0-G-1
M6x1 P-M-A-M30-150-M6-P-1 P-M-A-M30-150-M6-T-1 P-M-A-M30-150-M6-G-1

  Class A 6 mm 없음 P-M-A-M60-150-0-P-1 P-M-A-M60-150-0-T-1 P-M-A-M60-150-0-G-1
M8x1 P-M-A-M60-150-M8-P-1 P-M-A-M60-150-M8-T-1 P-M-A-M60-150-M8-G-1

미터 규격

보호관 길이를 더 길게 주문할 경우, 모델 번호의 “-150”을 원하는 길이(밀리미터 단위)로 변경하고, 길이가 200mm보다 길 경우 비용이 가격에 추가됩니다. 실리콘 고무 절연 케이블의 경우, 

모델 번호의 “-P”, “-T”, “-G”를 “-S”로 변경하고 PFA 가격을 이용하세요. 케이블 길이를 더 길게 주문할 경우, “-1”을 원하는 길이(미터 단위)로 변경하고, 미터 당 PVC, PFA, 실리콘 고무, 

유리 섬유에 대한 비용을 추가하세요. PVC, PFA, 유리섬유 절연 케이블을 차폐할 경우, “P”, “T”, “G”를 “PS”, “TS”, “GS”로 변경하고 미터 당 비용을 추가하세요. 

설치 나사선도 M8x1 및 M10x1로 같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비고: M6 나사선는 지름이 6mm인 프로브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나사선 피팅이 없고 “P”, “PS”, “TS”, “GS”, “S” 케이블이 있는 지름 3mm 센서는 보호관 끝에 전이 피팅이 있습니다.

주문 예: P-M-1/10-M30-100-M6-P-1, 지름 3mm, 길이 120mm 보호관 및 M6x1 설치 나사선가 있는 투입식 센서, 1/10 DIN 정밀도, 4-와이어 1m 길이 PVC 케이블, 보호관을 벗긴 

리드. 

P-M-1/10-M60-125-0-P-1, 지름 6mm 길이 125mm 보호관, 설치 나사선 없음, 1/10 DIN 정밀도, 4-와이어 1m 길이 PVC 케이블, 보호관을 벗긴 리드.

Omega의 초정밀  RTD 센서는 정확하고 정밀한 온도 측정이 실패와 성공의 차이를 결정하는 곳에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시중 최고 등급의 센서를 이용해보십시오.

 교환성 (°C)
 Temp °C  Class A    1⁄3 DIN      1⁄10 DIN

-100 0.35 
-50 0.25 0.18 

0 0.15 0.10   0.03
100 0.35 0.27  0.08
200 0.55 0.43
250 0.65 0.52
300 0.75
350 0.85
400 0.95
450 1.05

 케이블 옵션 온도 범위
 PVC 절연 -29 ~ 100°C

(-20 ~ 212°F)

 PFA 절연 -100 ~ 250°C
(-148 ~ 482°F)

 유리 섬유 절연 -73 ~ 400°C
(-99 ~ 753°F)

 실리콘 절연 -50 ~ 200°C
(-58 ~ 392°F)

크레이그 테리의 사진,  

로완 대학 화학공학 프로그램에서 제공

kr.omega.com/P-ULTRA_R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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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Pt100 (0°C에서 100 Ω, 
0.00385Ω/Ω/ºC) 백금  
RTD, “A”급 1/3 DIN, 1/10 
DIN 정밀도

U  온도 범위 -100 ~ 400°C  
(선택한 케이블과 정밀도에 따라 
다름)

U  지름이 6 및 3 mm (1/4 및 
1/8”)인 4-와이어 구조

U  다양한 설치 나사선과 케이블 
재료옵션

표준 규격

보호관 길이를 더 길게 주문할 경우, 모델 번호의 “-6”을 원하는 길이(인치 단위)로 변경하고, 길이가 8”보다 길 경우 인치 당 비용이 추가됩니다. 실리콘 고무 절연 케이블의 경우, 모델 번호의 

“-P”, “-T”, “-G”를 “-S”로 변경하고 PFA 가격을 이용하세요. 케이블 길이를 더 길게 주문할 경우, “-3”을 원하는 길이(피트 단위)로 변경하고, 피트 당 PVC, PFA, 실리콘 고무, 유리 섬유에 

대한 비용을 추가하세요. PVC, PFA, 유리섬유 절연 케이블을 차폐할 경우, “P”, “T”, “G”를 “PS”, “TS”, “GS”로 변경하고 피트 당 비용을 추가하세요. 설치 나사선도 1/4 NPT, 3/8 NPT, 

1/2 NPT로 같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사선 피팅이 없고 “P”, “PS”, “TS”, “GS”, “S” 케이블이 있는 지름 1/8” 센서는 보호관 끝에 전이 피팅이 있습니다.

주문 예: P-L-1/10-1/8-6-1/4-P-3, 지름 1/8” 길이 6” 보호관과 1/4 NPT 설치 나사선가 있는 공기 센서, 1/10 DIN 정밀도, 길이 3’인 4-와이어 PVC 케이블, 보호관을 벗긴 리드.

P-L-1/10-1/4-6-0-P-3, 지름 1/4” 길이 6” 보호관이 있고 설치 나사선가 없는 공기 센서, 1/10 DIN 정밀도, 길이가 3’인 4-와이어 PVC 케이블, 보호관을 벗긴 리드.

PVC 절연 PFA 절연 유리섬유 절연 
센서 설치 모델 번호 모델 번호 모델 번호

정밀도 지름 나사선 프로브 길이 6” 프로브 길이 6” 프로브 길이 6”
1⁄8 없음 P-L-1/10-1/8-6-0-P-3 P-L-1/10-1/8-6-0-T-3 P-L-1/10-1/8-6-0-G-3

1⁄10 DIN  1⁄8 NPT P-L-1/10-1/8-6-1/8-P-3 P-L-1/10-1/8-6-1/8-T-3 P-L-1/10-1/8-6-1/8-G-3
1⁄4 없음 P-L-1/10-1/4-6-0-P-3 P-L-1/10-1/4-6-0-T-3 P-L-1/10-1/4-6-0-G-3

1⁄8 NPT P-L-1/10-1/4-6-1/8-P-3 P-L-1/10-1/4-6-1/8-T-3 P-L-1/10-1/4-6-1/8-G-3
1⁄8 없음 P-L-1/3-1/8-6-0-P-3 P-L-1/3-1/8-6-0-T-3 P-L-1/3-1/8-6-0-G-3

1⁄3 DIN 1⁄8 NPT P-L-1/3-1/8-6-1/8-P-3 P-L-1/3-1/8-6-1/8-T-3 P-L-1/3-1/8-6-1/8-G-3
1⁄4 없음 P-L-1/3-1/4-6-0-P-3 P-L-1/3-1/4-6-0-T-3 P-L-1/3-1/4-6-0-G-3

1⁄8 NPT P-L-1/3-1/4-6-1/8-P-3 P-L-1/3-1/4-6-1/8-T-3 P-L-1/3-1/4-6-1/8-G-3
1⁄8 없음 P-L-A-1/8-6-0-P-3 P-L-A-1/8-6-0-T-3 P-L-A-1/8-6-0-G-3

Class A 1⁄8 NPT P-L-A-1/8-6-1/8-P-3 P-L-A-1/8-6-1/8-T-3 P-L-A-1/8-6-1/8-G-3
1⁄4 없음 P-L-A-1/4-6-0-P-3 P-L-A-1/4-6-0-T-3 P-L-A-1/4-6-0-G-3

1⁄8 NPT P-L-A-1/4-6-1/8-P-3 P-L-A-1/4-6-1/8-T-3 P-L-A-1/4-6-1/8-G-3

초정밀 공기 및 가스 측정  RTD 센서
Ultra Precise Air and Gas Measurement RTD Sensors

프로브  길
이 (최

소 2”)

프로브  길
이 (최

소 2”)

보호관 지름

보호관 지름

보호관에 있는 공기 흐름 구멍

설치 나사선

끝의 보호관을 벗긴 1m 4-와이어  

연선 (절연 옵션은 표를 

참고하세요)

P-L-A-1/4-6-0-P-3,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작

습니다.

P-L-A-1/8-6-1/8-P-3,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kr.omega.com/P-ULTRA_R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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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 규격

보호관 길이를 더 길게 주문할 경우, 모델 번호의 “-150”을 원하는 길이(밀리미터 단위)로 변경하고, 길이가 200mm보다 길 경우 25mm 당 비용이 가격에 추가됩니다. 실리콘 고무 절연 

케이블의 경우, 모델 번호의 “-P”, “-T”, “-G”를 “-S”로 변경하고 PFA 가격을 이용하세요. 케이블 길이를 더 길게 주문할 경우, “-1”을 원하는 길이(미터 단위)로 변경하고, 미터 당 PVC, 

PFA, 실리콘 고무, 유리 섬유에 대한 비용을 추가하세요. PVC, PFA, 유리섬유 절연 케이블을 차폐할 경우, “P”, “T”, “G”를 “PS”, “TS”, “GS”로 변경하고 미터 당 비용을 추가하세요. 

설치 나사선도 M8x1 및 M10x1로 같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비고: M6 나사선는 지름이 6mm인 탐침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나사선 피팅이 없고 “P”, “PS”, “TS”, “GS”, “S” 케이블이 있는 지름 3mm 센서는 보호관 끝에 전이 피팅이 있습니다.

주문 예: P-L-1/10-M30-150-M6-P-1, 지름 3mm 길이 150mm 보호관과 M6x1 설치 나사선가 있는 공기 센서, 1/10 DIN 정밀도, 길이 1m인 4-와이어 PVC 케이블, 보호관을 벗긴 리드.

P-L-1/10-M60-150-0-P-1, 지름 6mm 길이 150mm 보호관이 있고 설치 나사선가 없는 공기 센서, 1/10 DIN 정밀도, 길이가 1m인 4-와이어 PVC 케이블, 보호관을 벗긴 리드.

케이블 옵션 온도 범위

PVC 절연 -29 ~ 100°C
(-20 ~ 212°F)

PFA 절연 -100 ~ 250°C
(-148 ~ 482°F)

유리 섬유 절연 -73 ~ 400°C
(-99 ~ 753°F)

실리콘 절연 -50 ~ 200°C
(-58 ~ 392°F)

이 센서는 공기와 가스에서 이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센서 팁에 있는 통기구를 통해 
RTD 소자 주위를 직접 통과하는 공기나 가스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P-L-A-1/4-6-0-T-3 A급 공기 센서와 HH804U 소형 계측기(옵션),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HH804U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L-17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교환성 (°C)

 Temp °C Class A 1⁄3 DIN 1⁄10 DIN
-100 0.35 

-50 0.25 0.18 

0 0.15 0.10 0.03

100 0.35 0.27 0.08

200 0.55 0.43

250 0.65 0.52

300 0.75

350 0.85

400 0.95

450 1.05

PVC 절연 PFA 절연 유리섬유 절연
센서 설치 모델 번호 모델 번호 모델 번호

정밀도 지름 나사선 프로브 길이 150mm 프로브 길이 150mm 프로브 길이 150mm

 3 mm 없음 P-L-1/10-M30-150-0-P-1 P-L-1/10-M30-150-0-T-1 P-L-1/10-M30-150-0-G-1
1⁄10 DIN M6x1 P-L-1/10-M30-150-M6-P-1 P-L-1/10-M30-150-M6-T-1 P-L-1/10-M30-150-M6-G-1

6 mm 없음 P-L-1/10-M60-150-0-P-1 P-L-1/10-M60-150-0-T-1 P-L-1/10-M60-150-0-G-1
M8x1 P-L-1/10-M60-150-M8-P-1 P-L-1/10-M60-150-M8-T-1 P-L-1/10-M60-150-M8-G-1

 3 mm 없음 P-L-1/3-M30-150-0-P-1 P-L-1/3-M30-150-0-T-1 P-L-1/3-M30-150-0-G-1
1⁄3 DIN M6x1 P-L-1/3-M30-150-M6-P-1 P-L-1/3-M30-150-M6-T-1 P-L-1/3-M30-150-M6-G-1

6 mm 없음 P-L-1/3-M60-150-0-P-1 P-L-1/3-M60-150-0-T-1 P-L-1/3-M60-150-0-G-1
M8x1 P-L-1/3-M60-150-M8-P-1 P-L-1/3-M60-150-M8-T-1 P-L-1/3-M60-150-M8-G-1

 3 mm 없음 P-L-A-M30-150-0-P-1 P-L-A-M30-150-0-T-1 P-L-A-M30-150-0-G-1
Class A M6x1 P-L-A-M30-150-M6-P-1 P-L-A-M30-150-M6-T-1 P-L-A-M30-150-M6-G-1

6 mm 없음 P-L-A-M60-150-0-P-1 P-L-A-M60-150-0-T-1 P-L-A-M60-150-0-G-1
M8x1 P-L-A-M60-150-M8-P-1 P-L-A-M60-150-M8-T-1 P-L-A-M60-150-M8-G-1

kr.omega.com/P-ULTRA_RT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