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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데이이터터  로로거거
Datapaq의 데이터 로거는 퍼내스 프로세스 내에 존재하는 고온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작고 견고하게
특수 설계되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압력과 진공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1 8 채널 사용 가능
2 -100°C ~ -190°C에서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Datapaq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표시된 범위 이상에서는 0.8초 이상의 샘플링 간격 사용

데데이이터터  로로거거  타타입입 채채널널  수수 써써머머커커플플  타타입입 대대표표적적인인  적적용용  분분야야
TTppaaqq2211 8 또는 10 K, N, R, S, B, J 모든 열 처리 분야
QQ1188  ––  표표준준 6 K 유리 와이드스크린벤딩
QQ1188  ––  슬슬립립형형 6 K 튜브 및 파이프 균질화

TTppaaqq2211 TTppaaqq2211  ––  고고온온형형 QQ1188  --  표표준준형형 QQ1188  --  슬슬립립형형
모모델델  번번호호:: TP2016 (type K) TP2116 (type K) DQ1860 DQ1862
채채널널  수수:: 101 101 6 6
메메모모리리((데데이이터터  지지점점)):: 130,000 130,000 18,000/채널 18,000/채널
최최대대  작작동동  온온도도:: 70°C 110°C 85°C 85°C
측측정정  범범위위::::22 -100°C ~ 1,370°C -100°C ~ 1,370°C -200°C ~ 1,370°C -200°C ~ 1,370°C
정정확확도도::33 ±0.3°C ±0.3°C ±0.5°C ±0.5°C
해해상상도도:: 0.1°C 0.1°C 0.1°C 0.1°C
밧밧데데리리  타타입입:: 충전형 NiMH 배터리 VHT 리튬 충전형 NiMH 배터리 충전형 NiMH 배터리
샘샘플플링링  간간격격::
NO 텔레메트리: 0.1초 ~ 50분 0.1초 ~ 50분 0.05초 ~ 10분 0.05초 ~ 10분
유선 텔레메트리: 1초 ~ 50분 1초 ~ 50분 N/A N/A
RF 텔레메트리: 2초 ~ 50분 3초 ~ 50분 N/A N/A

써써멀멀  베베리리어어 높높이이 폭폭 길길이이 무무게게 온온도도  조조건건별별  시시간간
((mmmm)) ((mmmm)) ((mmmm)) ((kkgg)) 220000°°CC 440000°°CC 660000°°CC 880000°°CC 11000000°°CC

TTBB44990055 129 247 529 13.75 6시간 2시간 1¼시간 1시간 50분
TTBB44991122 174 296 531 21 15½시간 6½시간 4시간 2시간 1¾시간
TTBB44992266 254 358 563 32 24시간 12시간 8½시간 6시간 4½시간
TTBB44993333 304 406 613 44 27시간 18시간 10½시간 8½시간 7½시간
TTBB44227722 300 575 687 90 1200°C 일정 온도에서 9시간

써써멀멀  베베리리어어

모든 Datapaq 써머커플은 ANSI MC96.1 특별오류 제한 기준을 준수합니다.(±0.4%또는 ±1.1℃중 높은 값)

타타입입 절절연연 최최대대  온온도도 적적용용  분분야야
헤헤비비  듀듀티티  MMII K 직경 3mm MI Nicrobel로 외장 처리 1,300°C 강철 슬랩, 빌렛 리히팅
연연성성  MMII K 직경 1.6mm MI Nicrobel로 외장 처리 1,150°C ~ 1,200°C 모든 퍼내스 적용 제품
세세라라믹믹  브브레레이이드드 K Nextel 312 800°C ~ 1,000°C 유리 TV 튜브
라라이이트트  듀듀티티  유유리리섬섬유유 K 유리섬유 600°C ~ 700°C 유리 와이드스크린
헤헤비비  듀듀티티  PPTTFFEE K PTFE 265°C 고압멸균기

써써머머커커플플

상기 베리어의 정보는 Datapaq에서 제공되는 광범위한 써멀 베리어 제품 중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Datapaq 본사로 공정 정보를
알려주시면귀사의 공정에 가장 적합한 써멀베리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것입니다.

DDAATTAAPPAAQQ  보보증증
각 Datapaq 시스템은 1년 동안 품질을 보증합니다. 품질 보증 외에 연간 서비스 및 검교정 계약을 제공하며, 이 계약을 체결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무료로 제공되고 장비임대가 가능합니다.* *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TTPPAAQQ2211  및및  QQ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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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제품 개선으로 인해서 예고

없이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북북미미  및및  남남미미
DATAPAQ Inc.
187 Ballardvale Street
Wilmington, MA 01887, USA
전화: +1 978 988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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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금속 및 유리 열 처리
산업에서 제품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완제품의 품질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온도
프로파일링 시스템 설계 및 제조
부문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Datapaq은 신뢰성과 정확성을
비롯한 까다로운 열 처리
공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극심한
환경 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계된 제품을 통해
우수한 품질을  제공하는 업체로
높은 명성과 인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정확한 온도 구현이 필수적인 알루미늄 브레이징응용
분야에서 Datapaq 온도 프로파일 시스템을 사용해
보십시오.

용매 처리, 알루미늄자동차부품의 시효 경화와 같이
해당 공정에 수냉 작업이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수냉
과정은 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제품 품질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Datapaq의 써멀베리
어는 수냉 작업을 비롯하여 극심한 온도에 견딜 수
있도록견고하게 설계되었습니다.

Datapaq은 유리 용기와 크리스탈 식기류를 어닐링 및 데코레이팅할 때
유리 용해로 벨트 전체에서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Datapaq 시스템의
분석 기능은 어닐링 지점 시간과
냉각 속도 모두가 필수 사양을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철강산업을 대상으로 설계된
Datapaq 슬랩 리히팅 시스템은

슬랩두께전체의 다른
지점에서 슬랩의 온도

프로파일을 모니터합니다. Datapaq은 퍼내스 환경이 1300°C를
초과하는 온도에 도달할 수 있는 반면, 데이터 로거를 안정적인
작동 온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진공증착' 절연
시스템을 채택하여설계하였습니다.

Datapaq의 압력저항 모니터링 시스템은 합성물 제조, 윈드스크린
제조, 정밀주조, 가황 등을 포함한 수 많은
적용에서 고압멸균기의 일반 프로파일링
또는 검사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전기 모터 및 변압기에 대한 박판공정
어닐링 작업에서는 바스켓의 모든 제품이
정확한 어닐링 온도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Datapaq 시스템을 사용하면
모든 제품이 전체 공정에서 사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특히 어닐링 온도
시간 및 냉각 속도와 같은 필수 영역의
요건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열 처리를 
구현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발생하기 전 퍼내스의 
과열 및 과냉부분이 신속하게 
식별됩니다.

••  AMS 2750 및 NADCAP과 
같은 규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검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  텔레메트리, 견본 및 신제품에 
대한 열 프로파일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불량또는 재작업을 없에 
줍니다. 제품 처리량을 
극대화하고  파손 비용은 
최소화합니다.

온온도도  프프로로파파일일링링의의  이이점점

제제품품  품품질질  향향상상  및및  공공정정  최최적적화화……

Insight는 퍼내스 프로파일링을 위해
가장 종합적이면서도 사용하기
간편한 분석 소프트웨어입니다.
Insight를 사용하면 제품이
퍼내스를 통과하는 동안 제품의
변화를 그래픽방식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TUS 적용의 경우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검사 과정을
모니터하고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조건을
기록하여 최신 AMS 2750 요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공 합니다.

마마법법사사프로파일링 공정 동안 단계별 지침을안내합니다.
분분석석  기기능능 에는 최대/최소 온도, 온도에 따른 시간,
기울기 계산, 상승/하강 및 최고점 계산등이 있습니다.
분분석석  알알람람  – '작동'의 경우녹색, '정지'의 경우빨간색으로
표시되고 공정이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때를
알려줍니다.

열열  처처리리  공공정정  동동안안  ''실실시시간간''으으로로  제제품품의의
변변경경  사사항항  확확인인  가가능능

공공정정  내내에에서서  온온도도  균균일일성성  검검사사  수수행행

프프로로파파일일  분분석석  및및  검검사사를를
위위한한  IINNSSIIGGHHTT  소소프프트트웨웨어어

Datapaq 퍼내스 텔레메트리 시스템은 무선
텔레메트리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온도
정보를 모니터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연속 및
배치 퍼내스에 사용하기 이상적입니다.
텔레메트리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문제 또한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퍼내스 설정에 적용되는 변경
사항으로 인한 영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텔레메트리는 공정 내 TUS(온도
균일성 검사)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Datapaq 퍼내스 텔레메트리 시스템과
Insight Survey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공정 내에서 실시간으로 TUS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최대
2일까지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대용량 배치 퍼내스의 경우에도
이제는 생산중단 없이 쉽고 빠르게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용액 열 처리
••  강철코일에 대한 광택
열처리(BA)

••  브레이징
••  강철 파이프 및 튜브 균질화
••  윈드스크린벤딩 및 템퍼링
••  온도 균일성 검사(TUS)
••  빌렛 및 슬랩 리히팅
••  진공 및 압력 적용

DDAATTAAPPAAQQ은은공공정정  종종류류와와
상상관관없없이이  최최상상의의  솔솔루루션션을을

제제공공합합니니다다..

DDAATTAAPPAAQQ......  완완벽벽한한  온온도도
프프로로파파일일링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