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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D/TC Series 

열전대 (T/C)： 

열전대는 서로 다른 금속재료료 만들어지고 끝에서 함께 용

접된 두개의 와이어로 구성됩니다. 

이 용접점(M측정접점)이 가열되면 용접점과 다른 끝단(연

결점)의 온도차 만큼의 열전류 이동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준접점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가나 자동보상

전류계를이용하여 열전류의 힘과 운동을 

측정하면 측정접점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열전대의 열전류 운동은 와이어 직경의 크기나 길이와 관련

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선의 규격과 관련이 있습니다.써모커플은 

종종 접합부 본체에 배치되고 단자대와 인레이 부착물 반대

편에 있는 보호 튜브에 밀봉됩니다. 

 

 

             백금저항(RTD) / 열전대(TC) 시리즈 

RTD 백금저항： 

 온도는 순수한 금속선의 저항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합니다. 

측온 저항체는 백금, 니켈, 구리 등으로 만들어지며 백금은 안정성과 재현성이 다른 금속 재료보다 우수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그것은 길쭉한 운모 시트를 순백금 와이어로 깜싸고 보호 운모 

시트로 덮고 녹슨 강철 또는 기타 재료의 얇은 시트와 결합합니다. 

한 유리 또는 세라믹 튜브로 밀봉합니다. 

이 부품과 보상선은 서로(2~3개)접촉하여 보호관에 넣어 단자함 및 부속품과 연결합니다. 

 

적용： 

HVAC / VOC / 환경/ 농업/ 온습도 공학/ 유압/ 전기공학/ 전자/  

반도체/기압/ 수처리 장비/ 석유화학공업/ 보일러/ 난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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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D/TC Series 

열전대 유형 및 작동온도  

TC 열전대 규격 

열전대 유형 

선직경 한계 동작온도 
보호관의 외경×내경 

(단위 : ：Ø mm) 

표시 
외경

(mm) 

일반적인  

사용온도 

최대  

사용온도 

금속 

보호 튜브 

비금속  

보호관 

B(백금로듐30%, 백금6%) L 0.5 1500℃ 1700℃ 6.8/10/13/15/17 

R(백금로듐13%, 백금) L 0.5 1400℃ 1600℃ 6.8/10/13/15/17 

R(백금로듐13%, 백금) L 0.5 1400℃ 1600℃ 6.8/10/13/15/17 

K 

+니켈90%+크롬10% 

-니켈90%+망간2% 

+알루미늄2% 

D 3.2 1000℃ 1200℃ ≥15 10/13/15/17 

C 2.3 900℃ 1100℃ ≥12.7 10/13/15/17 

B 1.6 850℃ 1050℃ ≥9.5 10/13/15/17 

A 1.0 750℃ 950℃ ≥6.3 10/13/15/17 

H 0.65 650℃ 850℃ ≥5 10/13/15/17 

E 

+니켈90%+크롬10% 

-구리55%+니켈45% 

 

B 1.6 550℃ 650℃ ≥9.5 10/13/15/17 

A 1.0 500℃ 550℃ ≥6.3 10/13/15/17 

H 0.65 450℃ 500℃ ≥5 10/13/15/17 

T 0.32 300℃ 400℃ ≥5 10/13/15/17 

J 

고순도철 

-구리55%+니켈45% 

C 2.3 550℃ 750℃ ≥12.7 10/13/15/17 

B 1.6 500℃ 650℃ ≥9.5 10/13/15/17 

A 1.0 450℃ 550℃ ≥6.3 10/13/15/17 

H 0.65 400℃ 500℃ ≥5 10/13/15/17 

T 

+고순도 구리 

-구리55%+니켈45% 

 

B 1.6 300℃ 350℃ ≥9.5 

A 1.0 250℃ 300℃ ≥6.3 

H 0.65 200℃ 250℃ ≥5 

T 0.32 200℃ 250℃ ≥5 

             백금저항(RTD) / 열전대(TC)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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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D/TC Series 

■ 백금온도 측정 저항 PT100 임피던스값 비교표 

■ PT100 Ω(DIN 43760 & JIS-1606) 저항값 단위：Ω 

RTD 규격 

■ 온도 허용 오차 비교표 

규격 JIS C 1606-89 DIN 43760-79 IEC PUB.751-83 

Level  
Allowable 

variation(°C)  
Leve
l  

Allowable 
variation(°C)  

Level  
Allowable 

variation(°C)  

Type 
 (Resistance ratio) 

 

Pt100 Ω (R100 / 
R0=1.3850 

A ±(0.15+0.002|t|)  A ±(0.15+0.002|t|) A ±(0.15+0.002|t|) 

B ±(0.3+0.005|t|)  B ±(0.3+0.005|t|) B ±(0.3+0.005|t|) 

JIS C1604J 
(Pt100 Ω (R100 / 
R0=1.3916) 

0.15 ±(0.15+0.002|t|)  

0.5 ±(0.3+0.005|t|)  

             백금저항(RTD) / 열전대(TC)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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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감지기형 

나사형                                          고온형                                                프렌지형 

방폭형                                           내실형(냉각형)                                    출구형 

KN 머리형                     KS 머리형                             TN머리형                          TS머리형 

KBS 머리형              신속조립 소켓형                         KF머리형                        KT형 방폭(EX) 

             백금저항(RTD) / 열전대(TC)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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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방법/ 온도 감지기 

정합상자 
설치나사    보호관 감지기                감지기          

             백금저항(RTD) / 열전대(TC)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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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방법/ 보호관 

F: 내부 나사 G: 외부 나사 

*F: 내부나사는 온도감지기의 규격에 따라감 

             백금저항(RTD) / 열전대(TC)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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