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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S 2색형 적외선 온도 전송기 

IS-SS 2색형 적외선 온도 전송기 

 SS형은 직경 59mm크기의 SS강재로 설계 

 냉각 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또한 고온 내성의 고무 재질로 설계 되어 

 있어서 IP65규격에 부합하여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적응됨 

 스팀이나 먼지가 있는 환경이라도 95%까지는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계 시 1백만 번 측정하여 신뢰성을 높여  

정확도와 분해능에서 우수하게 설계됨 

 온도범위: 350~ 2500℃ 

 정확도: 0.5% 

 재현성: 2℃ 

 반응시간: 5ms~ 99.99s 가변 

 분해능: 0.1℃ 부분 도달 

 거리조절: 0.35m 거리에서 무한대 까지 거리조절 

 표시기: 고휘도 LED 

 온도보상: 온도 보상부 PID 조절기 

 표시색상: 단일색상 또는 이중색상 가능 

 OLED: 산업용으로 쉬운 동작 

 별매출력: 선형출력 2개, 경보출력2개, 전기출력 1개. RS485 통신 출력 

 간섭예방: 와취독(Watch dog)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EMI 필터 설계로 2500 VDC의  

간섭에도 보호 

 26개의 전송기를 PC망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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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장  점 

F=D/S (S: 직경  D: 거리  F: 분해능) 

D(m) 0 0.2 0.35 0.5 1 1.5 2 3 

S1(mm) 13 8 6 8 16 25 32 50 

S2(mm) 13 7 3.5 5 10 15 20 30 

S3(mm) 13 4 1.75 2.5 5 7.5 10 15 

S1=60:1     S2=100:1     S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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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 IS-SS1600AD IS-SS1800AD 

온도 600~ 1600℃ 700~ 1800℃ 

파장 길이1: 0.7~ 1.08㎛ 
길이2: 1.08㎛ 

사용처 열간압 연봉 및 막대, 금속주조공장 가열, 용융공정 

비율 60 : 1          100 : 1    또는 200 : 1 

거리 0.35m~ 무한대 조정 

정확도 ±0.5% FS 

분해능 0.1℃                  1℃ 

재연성 ±2℃ 

방사율 0.100~ 1.000  0.001가변 

이중 색상 비율 0.850~1,150    0.001 가변 

반응 5ms 이상 가변 

신호 첨두값, 평균값, 경보, 단색/2색 변환, 전원 이상보호 

출력 

16bit(4mA~ 20mA, 0mA~ 20mA, 0V~ 5V, 0V~10V 
12bit, 4mA~ 20mA 

경보: 상. 하한 
PNP 

RS485 

표시기 OLED 

전원 DC(20~ 30)V 
소비전력: 5W(24V@200mA) 

예열 10분 

표적 가시 고휘도 초록등 또는 접안렌즈 

교정 바인더 밀봉 플럭과 12색선(선 길이 2.5m) 

측정환경 수냉식: -30℃~ ±55℃, 취입압력 0.1Mpa 유량: 6L/ml 
비수냉식: -30℃~ ±120℃, 취입압력 0.1Mpa 유량: 2L/ml 

갈 
(Brown) 

적 
(Red) 

등 
(Orange) 

황
(Yellow) 

녹 
(Green) 

청 
(Blue) 

자 
(Purple) 

회 
(Grey) 

백 
(White) 

흑 
(Black) 

핑 
(Pink) 

Wathet 

1 2 3 4 5 6 7 8 9 10 11 12 

+24V 0V 아날로그 4-20mA GD PNP COMH NOH COML NOL A B 

전원 아날로그출력 0V 상알람 하알람 RS485 

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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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단색 
“2C”이중색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감지기  
환경온도 

 통상 40℃ 

측정 온도
값 

단색 시각 속도 
이중색 변화 속도 

수냉식 물 주입구 

공냉식 공기 주입구 

수냉식 물 주입구 

플랜지 설치 방식 

표 시 기 표준 설치 방식 

IS-SS 2색형 적외선 온도 전송기 

3 

공냉식 공기 주입구 

수냉식 물 주입구 

공냉식 공기 주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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