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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Spy® Monitor R40군
고정식 적외선 온도계

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설계 및 제작된
 매우 정확한 산업용 적외선 온도계!

보거나 설정을 위한 LCD표시기 목록:
- 실시간 온도

- 방사율
- 전송
- 평균/ 첨두/ 계곡 선택
- 평균/ 첨두/ 계곡 시간 설정
- 선형출력 선택
- mA T 범위의 상한

미크론 열전대열 응용범위

표면 온도의 부정확한 측정은 측정하기는 쉬우나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고품질 제품보다 낮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
다. Wahl Heat Spy Monitor R40을 사용하면 일관된 측정과 공정 결과
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성능 및 고급 기능을 제공하여 모든 응용 요구 사항
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첨단 비접촉 적외선 센서입니
다. 견고한 IP65(NEMA 4) 하나의 하우징에 광학 장치
와 전자 장치가 내장된 밀폐형 단일 부품 시스템인
R40은 설치가 쉽고 거의 모든 응용 분야를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R40에는 첨두치정지, 계곡값 정지 및 평균값을 포
함한 신호 처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문
자판을 통해 현장에서 조정하거나 사용자 소프트
웨어와 인터페이스할 때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
니다.

열전대열 온도대역  응 용

1M 주조
 철 1.0µm 400°~ 3000°C~

(752°~ 5432°F)

용해유리
용해 철
용해 세라믹
고온 흑연 
철 금속 

2M 고온
철 1.6µm 300°~ 2300°C,

(572°~ 4172°F)

고온 철
고온 세라믹
비철 금속

3M 낮은
온도의 철 2.4µm (122° ~ 1832°F

50° ~ 1000°C, 저온의 철

P3 플라스틱
 (212 °~  932°F) 

3.43µm 100° ~  500°C

플라스틱 박막(1~ 3mil), 폴리에틸렌 
필름 및 해당 범주의 모든 유형: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아미드(나일론)
폴리스티렌(PS)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우레탄
비닐/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셀로판 

MT 화염 통과 3.9µm 600°~ 1500°C
(1112°~ 2732°F)

뜨거운 용광로 가스나 깨끗한 불타는
가스 불꽃 통과하는 산업용 용광로
의 공정에서 올바른 물질의 온도 표
시

F4 연소
   가스

4.11 - 
4.72µm

400°~ 1600˚C, 
(752°~ 2912°F)

굴뚝의 CO2 가스(4.24미크론)
연소중인 NO2 가스(4.55마이크론)
연소중인 뜨거운 CO가스(4.66마이크론) 
보일러나 로의 화염 온도
전력시설 
바이오매스 보일러
유해 폐기물/쓰레기 소각로
가마/로

G5 유리 5.1µm 400°~ 2250°C~ 
(752°~ 4082°F)

두께 1mm 이상의 유리
평판 유리 생산
전구 생산
유리 굽힘
자동차 유리 조립

P7 합성수지

7.9µm

40°~ 600°C
(104°~ 1112°F)

플라스틱 박막, (1 ~ 3 mil) 폴리에스
터 필름 및 해당 범주의 모든 유형: 
폴리에스터,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폴리우레탄,
테프론(불소수지 FEP),
폴리염화비닐(PVC),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아미드(나일론),
폴리에스터(>10 µm)

G7 박막
유리

40°~ 1000°C
(104°~ 1832°F)

얇은 유리 두께 1mm 이하
전구 생산,
의료용 약병 생산 

LT 저온 8~ 
14µm

-40°~ 800˚C 
(-40° ~ 1472°F)

유기 물질
페인트 금속 표면
고무/ 종이/ 직물
두꺼운 플라스틱

ISO 9001:2015 
CERTIFIED QUALITY 

MANAGEMENT SYSTEM

R40 적외선온도계- 전면부

IP65
COMPLIANT

입력/ 레이저

레이저 경보

신속 단추들

값을 내림/ 상온

값을 올림/ 최대

R40 목록

- mA T 범위의 하한
- 레이저 설정
- 경보 낮음
- 경보 높음
- 다중 센서 ID
- 전송 속도
- 온도 단위 °F/°C

HEAT SPY®

* Heat Spy® 는 팔머왈의 등록
상표임 

길우트레이딩  공급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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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5-Digit, 1° 분해능

자판 4 - 단추

선형출력 0- 20mA, 4- 20mA

디지털 출력 RS485

경보 고 또는 저

신호처리 평균/ 첨두값 유지/ 계곡값 유지

계전기 사용자 설정

연결선 12-pin 연결선

전원 24 VDC 명목상, (10- 32 VDC)

전기적 규격

상온 0°~ 65°C, (32° ~ 149°F)

    공냉식 0°~ 120°C, (32°~ 250°F)

  수냉식 0°~ 175°C, (32°~ 350°F)

보관온도 -20°~ 70°C (-4°~ 158°F)

상대습도 10%~ 95% 비이슬

보호급수 IP65 (NEMA-4) 

레이저표시 650 nm <1mW, Class II
충격과 진동 MIL-STD-810D

외함재질 ANSI 304 SS

외함 크기 45mm 직경 x 183mm (1.77 x 7.20 in) 

무게 0.72 kg (1.58 lbs)

감지기 규격

1M / 2M / 3M P34 / MT / F4 / G5 / P7 / G7 / LT

정확도1 ± 0.25% 지시치의
± 0.6% 지시치의 또는 ± 

1°C, 보다 큰쪽

재현성 2 ± 0.10% 지시치의 또는  ± 
1°C, 보다 큰쪽

± 0.3% 지시치의 또는  ± 
0.3°C, 보다 큰쪽

LCD 분해능 1°C / 1°F 1°C / 1°F

반응시간 5 mS 150 mS

방사율 0.10~ 1.00 0.10~ 1.00

측정 규격

편리한 현장 보기 및 설정을 위한 4-키 판이 있는 후광 5-디지트 
LCD 표시기.

• 동시 아날로그/디지털 입력 및 출력을 위한 12핀 연결 케이블.
• 0- 20 또는 4- 20mA 선형 전류 루프, 하위 범위 프로그래밍 가

능, 사용자 선택 가능.
• 네트워킹용 RS485, 최대 32개의 감지기.
• 알람 및 PLC 제어용 계전기, 사용자 프로그래밍 가능.
• AVG의 재설정 및 매개변수 조정을 위한 외부 입력,
첨두값 유지와 계곡값 유지.

정렬 작업을 단순화하는 내장 레이저. 
(모델 P3 또는 F4에서는 사용할 수없음),

원격 설정 및 모니터링을 위해 RS485를 통해 OEM 애플리케이션을 위
해 프로그래밍가능.

매우 긴 수명을 가진 선택적 비접촉 열전쌍 유형 IR 튜브는 기존 접촉 
열전대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6페이지 참조).

R40 장점과 기술규격

1 상온 23°C, e =1.0, NIST 전송표준.
 2 상온 23°C.
3 90% 값.
4 20분 예열 후.

R40-1MH-D100 광다이오드형

IP65
COMPLIANT

R40 조립형태

R40-LTM-D30 열전쌍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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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0 고정식 적외선 광학 도표

1M / 2M / 3M OPTICS - 광다이오드 감지기 P3 / MT / F4 / G5 / P7 / G7 / LT OPTICS - 열전쌍열 감지기

R40 거리대 표적/ 광학적

광다이오드 형명들 열전쌍열 형명들

IP65
COMPLIANT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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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0-1M-D100 Assembly (Photodiode)

16400

DL

Assemblied B
SHEET       OFSCALE

REVDRAWING NO.CAGE CODESIZE

Wahl Instruments, Inc.
234 Old Weaverville Road
Asheville, NC 28804

ISSUED

CHECKED

DRAWN

DATEAPPROVALS

CONTRACT NO.

APPLICATION

USED ON

DO NOT SCALE DRAWING

FINISH

MATERIAL

UNLESS OTHERWISE SPECIFIED
DIMENSIONS ARE MMS
TOLERANCES:
DECIMALS  X 0.1  .X 0.05
ANGLES   X 1   .X 0.5

11

A A

B B

C C

D D

4

4

3

3

2

2

1

1

DESCRIPTION

A

R401MMD100 조립도- 크기

  광부호: D100

  광부호: F100

  광부호: F300

  광부호: F500

  광부호: D30

  광부호: F150

  광부호: F300

  광부호: F600

2.28 in
58 mm

6.53 in
166 mm

8.38 in
213 mm

1.77 in
4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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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0 고정형 적외선온도계 주문안내

광다이오드 형명들- 단계 1 - 선택: 군
R40 고정식 적외선온도계, 포함: 인증서와 사용자 설명서

단계 2 - 선택: 스펙트럼과 온도범위

부호   스펙트럼 범위 온도범위 응용분야

1ML
1.0µm

400°~ 1800°C, (752°~ 3272°F)
1MM 600°~ 1800°C, (1112°~ 3272°F)
1MH 600°~ 3000°C, (1112°~ 5432°F)
2ML

1.6µm
300°~ 1400°C, (572°~ 2552°F) 고온 철

고온 세라믹
비철 금속

2MM 400°~ 1600°C, (752°~ 2912°F)
2MH 400°~ 2300°C, (752°~ 4172°F)
3ML 2.4µm 50°~  1000°C, (122°~ 1832°F) 냉 철

IP65
COMPLIANT

형번 예:
R401MLF500CB3: R40 군, 1.0µm Spectral Range, 400°~ 

1800°C, (752°~ 3272°F) 온도범위, 6mm@500mm 초점, 
83:1 D: S, 3 m 연결배선길이.

단계 3 - 광 선택

부호 선택 광

D100 100:1
F100 2mm@100mm 50:1
F300 3mm@300mm 100:1
F500 6mm@500mm 83:1

  군
스펙트럼/온도 
범위 부호

광 부호 연결배선길이부호

R40

품번을 확정하기위하여 위에 부호들을 넣어 주십시오.

* 6장을 참조로 원하는 부속품
을 새로 기록하여 추가요. 

단계 4 - 연결선 길이 선택

부호 연결선 길이

CB1 연결선, 1 m, (3.28 ft) 표준

CB3 연결선, 3 m, (9.84 ft)
CB5 연결선, 5 m, (16.40 ft)
CB8 연결선, 8 m, (26.24 ft)
CB15 연결선, 15 m, (49.21 ft)
CBX 연결선, 사용자 규정길이 (100m (300 ft) 최대)

여기에 없는 품목이 있
을 경우에는 상담을 해 

주십시오. 
02-2636-0009(대)

용융 철/세라믹
고온 흑연
철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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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65
COMPLIANT

열전대열 형명들- 단계 1 - 선택군

R40 고정식 적외선온도계, 포함:  적합 인증서와 사용자 설명서

단계 2 - 선택: 스펙트럼과 온도 범위

부호 스펙트럼 범위    적 용

P3M
3.43µm

100°~ 300°C, (212 °~ 572°F)
플라스틱

P3H 100°~ 500°C, (212°~  932°F)
MTM

3.9µm
600°~ 1300°C, (1112°~ 2372°F)

화염통과
MTH 600°~ 1500°C, (1112°~ 2732°F)
F4M

4.11~ 4.72µm
400°~ 1500˚C, (752°~  2732°F)

불타는 가스
F4H 400°~ 1600˚C, (752°~  2912°F)
G5M

5.1µm
400°~ 1600˚C, (752°~  2912°F)

 유리
G5H 400°~  2250˚C, (752°~ 4082°F)
P7

7.9µm
40°~   600˚C,   (104°~  1112°F) 플라스틱

G7 40°~ 1000˚C,   (104°~  1832°F) 얇은 유리

LTL
8~ 14µm

-40°~  600˚C,  (-40°~   1112°F) 낮은 온도

LTM -40°~  800˚C,   (-40°~  1472°F) 중간 온도

형 번 예:
R40P3HF150CB5: R40 군, 3.43µm 스텍트럼범위, 100°~ 

500°C, (212°~  932°F) 온도범위, 7mm@150mm 초점, 
50:1 D: S, 5 m 길이 연결배선.

군
스펙트럼/온도
범위 부호

광 부호 연결배선길이 부호

R40

* 위에다 품범을 지정하여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 3 - 광 선택

부호 광

D30 30: 1
F150 3.5mm@150mm 42: 1
F300 8mm@300mm 37.5: 1
F600 20mm@600mm 30: 1

선택 4 - 연결 배선 길이

부호 배선길이

CB1 배선, 1 m, (3.28 ft) (표준)
CB3 배선, 3 m, (9.84 ft)
CB5 배선, 5 m, (16.40 ft)
CB8 배선, 8 m, (26.24 ft)
CB15 배선, 15 m, (49.21 ft)
CBX 배선, 사용자 지정길이(100m (300 ft) 최대)

* 원하는 부속품을 6장에서 선택
하여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R40 고정식 적외선온도계 주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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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1 - 표면  
설치 금구, 
고정식

16453 - 표면 
설치 금구, 
조정식

공기순환
 R40 공기순환기 

16472 - R40 공기순환기, M44x1.5~ M30x1 

R40 고정식 적외선온도계 부속품

설치체계

표면 부착
R40 표면설치 금구:

16451 - R40 표면설치 금구, 고정식, 직경: 45mm (1.77")
16453 - R40 표면설치 금구,  조정식, 직경: 45mm (1.77") 

윗그림: 공기순환기 부 고정고리와 보호창

공냉/수냉식 재킷장치 
 R40 공냉/ 수냉 재킷:
16460 - R40 공냉 수냉 재킷장치

에어 퍼지 공기순환기는 광학 머리 전면에서 먼지, 오물, 열, 증
기, 연기, 입자 또는 증기를 제거하고 렌즈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우 뜨거운 환경에 설치된 감지기의 경우 냉각 재킷을 사용
하여 전자 장치를 냉각시킵니다.

16116 16117

전원공급기:

16116 - AC/DC 일체형 전원 공급기, 24V, 31W (외부조절상자용)

16117 - AC/DC 전원 공급기, 24V, 25~ 150W (내부조절상자용) 

보호창
R40 보호창(고정고리 포함):

16465-1 - BK7 보호창, 1M과 2M과 함께쓰는 R40용 

16465-2 - 석영보호창, 1M, 2M, MT, F4, 그리고 G5형과
함께 쓰는 R40용

16465-3 - ZnSe 보호창, P3, MT, F4, G5, P7 그리고 LT형과

함께 쓰는 R40형

온도 측정 환경에서 반사 에너지를 피하기 위해 관찰관을 사용
하십시오. 표적이 연기나 화염에 의해 막혔을 때 조준경을 사용
해야 합니다. 타겟에서 온도계까지 깨끗한 시야 경로를 위해 공
기순환체계와 함께 사용하십시오.

열전대 IR관에는 보호 써모웰, 적외선 렌즈, 광섬유 케이블 및 원
격 전자 장치가 포함됩니다. 열우물 바닥의 적외선은 광섬유를 
통해 감지기로 전달됩니다.

관찰/ IR 관들
R40/60군 관찰관, R40 광부호용
D100 (D:S: 100:1). M30 x 1, 길이: 11.81 in. (300 mm)

16491-1 - SS304, 1500°F (800°C)  
       16491-2 - 인코넬, 2000°F (1100°C)
       16491-3 - 실리콘 카바이드, 3000°F (1600°C)
 16491-4 - 고순도 알루미나, (99.8%), 3500°F (1900°C) 

16491-5 - 유리질 탄소, 5430°F (3000°C)

R40/60 군 열전대 IR 관, R40광부호 F300 (D to S: 100:1)과 함께 사용. 
M30 x 1, 길이: 11.81 in. (300 mm)

16492-1 - SS304, 1500°F (800°C)
       16492-2 - 인코넬, 2000°F (1100°C)
       16492-3 - 실리콘 카바이드, 3000°F (1600°C)
 16492-4 - 고순도 알루미나, (99.8%), 3500°F (1900°C) 
16492-5 - 유리질 탄소, 5430°F (3000°C)

16472 - 공기순환기

IP65
COMPLIANT

지나치게 가혹한 환경에서는 보호 창이 필요합니다. 3M 장치에
는 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벽부형
R40/60 군 설치 플랜지:

16483 - R40/60 군 벽부플랜지 - M30x 1 
      숫나사가 IR/공기순환측에 고정

16483 - 벽부 
실치 플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