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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을 선택하세요: 모든 센서는 백금 소자와 함께 제공되고, 저항은 0°C에서 100.00 ±0.12이며, 온도 계수(알파)는 0.00385 Ω/Ω/°C입니다. 길이를 더 길게 주문하지 않으면 센서는 길이 1 
m (40”)의 니켈 도금 구리 리드 연선 (지정한 대로 절연)과 함께 제공됩니다. 기본 연결 방식은 피복을 벗긴 리드입니다. F3102 및 F3105 소자는 박막이고, 1PT100K2515 및 1PT100KN2528
는 권선형 소자입니다..

주문 시 주의 사항: 위의 모델은 3선 구성입니다. 2선은 모델 번호의 “-2”를 “-1”로 변경하고, 4선은 “-2”를 “-3”으로 변경하세요. 센서를 나선과 함께 주문하고 연결부를 600°C (1112°F)
에서 이용하도록 하려면, 모델 번호에 있는 “-T”나 “-G”를 “-B”로 변경하세요. 리드를 더 길게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의 “-36”을 원하는 길이로 변경하고 센서마다 피트 당 가격을 추가하세요. 
연결 방식의 경우 구리 러그는 “-LUG”를 추가하고 센서마다 비용을 추가하세요. 커넥터는 “-OTP” 및 “-MTP”를 추가하고 센서마다 비용을 추가하세요. 
주문 예: RTD-2-1PT100K2515-36-T-B, 1PT100K2515 소자 및 길이 1 m (40”) 3도체 PFA 절연 케이블 부착 (에폭시 포팅), 5팩 RTD-3-F3102-36-G-B, F3102 소자 및 길이 1 
m (40”) 4도체 유리섬유 절연 케이블 부착 (세라믹 포팅), 5팩.  RTD-2-F3105-36-T-B-OTP, F3105 소자 및 길이 1 m (40”) 3도체 PFA 절연 케이블, 에폭시 포팅 및 견고한 커넥터, 5팩.

산업 등급 RTD 센서-(B급) 5팩 및 리드선

RTD-2-F3105-36-T-B,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주문하려면
    포팅 최대 
 모델 번호 소자 리드선 재료  온도

 
 
 

 RTD-2-F3105-36-T-B (그림은 실제 크기와 동일), 기본 3선

 RTD-2-F3105-36-T-B F3105 (2 x 2 mm) PFA 에폭시 230°C (450°F)

 RTD-2-F3102-36-T-B F3102 (4 x 5 mm) PFA 에폭시 230°C (450°F)

 RTD-2-1PT100K2515-36-T-B 1PT100K2515 PFA 에폭시 230°C (450°F)

 RTD-2-1PT100KN2528-36-T-B 1PT100KN2528 PFA 에폭시 230°C (450°F)

 
 
 

 RTD-2-F3102-36-G-B, F3105보다 측정 범위(4x)가 더 큽니다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더 큼), 기본 3선

 RTD-2-F3105-36-G-B F3105 (2 x 2 mm) 유리섬유 세라믹 480°C (900°F)

 RTD-2-F3102-36-G-B F3102 (4 x 5 mm) 유리섬유 세라믹 480°C (900°F)

 
 
 

 RTD-2-1PT100K2515-36-G-B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더 큼), 기본 3선

 RTD-2-1PT100K2515-36-G-B 1PT100K2515 유리섬유 세라믹 480°C (900°F)

 RTD-2-1PT100KN2528-36-G-B 1PT100KN2528 유리섬유 세라믹 480°C (900°F)

오메가 전용: 경제적인 산업 등급 센서 – 표준 정확도만 
필요할 경우

U  2, 3, 4선 구성 가능

U  빠른 인도를 위해 인기 있는 센서가  
비축되어 있음

U  산업 등급 (“B”급 = 0°C에서 ±0.12 Ω)  
정밀도

U 경제적인 5팩으로 판매

U  본사의 고정밀 센서와 동일하게 견고한  
센서 구조와 낮은 가격

U  다양한 측정을 위한 간단하고  
플렉서블한 감지 옵션

ACCURACY
IEC CLASSB(±0.30ºC @ 0ºC)

Industrial Grade RTD Sensors (Class B) 5-Pack with Lead Wires

감지부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