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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란 무엇인가 ?
회전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물체를 동작시키려 할 때에 필요로 하는 힘을 표현한 것이다. 토크의 크기는
N-cm, N-m, in-lbf, kgf.cm /m (단위: 힘*거리) 등의 일반적인 토크 단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토크 측정에 대한 기술은 종래부터 현재.미래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으며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토크센서의 측정을 인터페이스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미터값으로 표시함은 물론 사용자의 원하는 제어를 설정할 수 도 있다

< 토크의 측정 방법 및 역학 관계 >

토크의 물리적 특성
기본 토크의 측정은 역학적인 기본관계를 이용하여 상기와 같이 수동식으로 설정하여 할 수 있으나 현재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하여 전자.기계식으로 측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측정시스템의 자체 공명이 낮은
주파수를 가지므로 이 또한 동적측정(회전식, 다이나모등)에 있어서는 1 도까지의 큰 비틀림으로 인하여 적합치
않다.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한 토크센서는 0.1 에서 100,000Nm 의 측정범위 및 0.05%까지의 정확도를 가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내부회로는 full bridge 가 이용된다. 즉 4 개의 스트레인게이지가 장착된다. 이때 굽힘력과
횡력이 함께 측정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이 되도록 토크센서를 장착한다. 이러한 힘의 분산과 발란스가 될 수
있도록 적합한 커플링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다.

토크의 전기적 특성
수동토크센서의 출력 신호는 보통 mV/V 로 표시되며 범위는 0.5 , 0.8, 1.0, 1.5, 2.0 및 2.2 mV/V 로
나누어지며 입력전원은 5V 또는 10V 가 인가되며 이에 따라 센서별로 2.5 ....22mV 가 출력신호로
이용된다. ....... 정현 토크센서와 접촉식 회전센서의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제조 사에 따라 센서 하우징에 직접 강화기를 내장하여 ±5V, ±10V 또는 12± mA 의 출력신호를
내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장점은 특히 고객이 직접 신호를 처리함에 있어 인터페이스나 SPS 에 연결하여 사용하기 용이하고
편리함에 있다. 이러한 경우는 전원은 12V 나 24V 가 공급된다. ....... 회전식 비접촉식센서의 경우이며 SAWTechnology 가 적용 및 Magnetic 을 이용한 EMD-Technology 의 적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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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현상과 생활
오늘날 온도센서나 온도측정이란 말은 일상 주변에서 늘 듣고 말하는 용어다. 물론 온도센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며 보다 중요하고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토크센서가 우리생활과 산업구조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은 그리 잘 알려져있지 않다. 모터로부터 쵸콜릿까지 비틀림, 변형, 회전력등 다양한 개념으로
기계장치로부터 우유나 액체의 점도를 측정키위한 수단이 된 토크 센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가고 있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그 측정방법이나 수단이 개발.발전되고 있습니다.

모터에서의 토크
모터의 토크는 회전체를 돌리기 위한 회전력으로서, 1kg-cm 의 토크라는 것은 회전체의 반경이 1cm 인 외주의
한 점에서 직각 방향으로 1kg 의 힘을 가한 경우의 회전력을 나타낸다.
토크 T(kg-cm)와 출력 P(KW)와의 관계와 회전수 N(rpm)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T = 974 P/N (kg-m) / P : 정격출력(kW) / N : 회전수(rpm)

①

시동 토크(Starting Torque) : 모터가 기동할 때 발생되는 회전력으로 회전자 구속회전력 (Locked Rotor
Torque)이라고도 하고, 기동 토크라고도 한다.
② 정격 토크 (Rated Torque) : 전동기의 정격 속도 시의 토크로 이때 모터에는 정격 전압을 가해 정격
출력을 연속적으로 낼 때의 토크라고 하며, 정상 운전시에는 이 토크 이하에서 사용하며 전부하
토크라고도 한다.
③ 최대 토크 (정동 Torque) : 전동기가 낼 수 있는 회전력의 최대치로서 정동 회전력이라고도 하며,
운전중에 최대 토크 이상의 부하가 걸리면 전동기는 정지된다.
④ 정마찰 토오크 : 전자(電磁) 브레이크, 크러치 브레이크 등이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부하를 유지 할 때의
토크이다.
⑤ 허용 토크 : 모터를 운전할 때 사용 가능한 최대 토크를 말하며, 모터의 정격 토크, 온도상승, 조립된
기어 헤드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

볼트 체결
기계적인 볼트는 자동차.기계.항공. 선박. 철도. 자동화등 산업 전반에서 필요한 중요한 구성부품이며 부적합한
사용이나 잘못된 공정은 조립된 장치. 기계. 설비 품질의 결함이나 안전에 위험으로 나타난다. 볼트의 올바른
체결을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이 제안된다. 즉 볼트의 기계적인 특성을 이용하거나 체결시 부수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
•
•
•
•

토크 제어 체결( Torque control tightening )
각도제어 체결 ( Angle control tightening )
굽힘제어 체결(Yield control tightening )
볼트 폄 체결 ( Bolt stretch tightening )
열 체결 ( Heat tightening )
장력 체결 ( Tension indicating tightening )

이러한 여러가지 변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공학도나 엔지니어를 위하여 토크나 볼트의 인장강도. 기타 변수를
계산.응용토록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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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부터 현재 및 향후 발전될 토크측정의 다양한 기술에 대하여 기본적인 소개와 전문적인 기술
솔루션을 통한 산업발전의 폭넓은 적용에 기여하겠습니다. 기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기타 정보를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락주세요.

토크 측정 기술
•
•
•
•
•

SAW-Technology
EMD-Technology
Optical Electronics
Telemetry Technology
Wire torque Technology

작동원리
스트레인 게이지 자체는 오실레이터 기능으로 transducer 의 Q factor 는
전형적인 높은 10-4 으로 진폭시 회로는 1/10-9 의 높은 안정성으로 증폭
된다.
단순한 형태로 SAW-Transducer 는 수정체와 같은 극도로 섬세 가공된 피에조
물질위에 위치한 2 개의 얇은 금속전극의 디지털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판을 구성하는 그 전극은 극성을 변화시킴으로 인가되는 적정파수의
RF 신호가 크리스털표면을 확장시키거나 수축시킨다. 이러한 현상이
레이리파장 또는 표면파장을 발생시킨다. 마주보는 전극은 대체로 작동하는
중심 주파수의 파장의 1/2 또는 1/4 에 위치하고 있으며 표면파장 또는
청음속도는 빛의 10 -5 이다. 예컨데 3 미터 파장인 100Mhz 주파수에서
CW 신호는 청음 파장 약 30 마이크론을 가질 것이다.

특성 및 장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토크 센서 응용기술이며 이러한 기술을 통하여 출력신호가 주파수 도메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기술응용의 장점은 낮은신호가 작동전자 노이즈가 쉽게 발생하는 여러가지 속도의
전기기계에서 효율적으로 보여진다.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SAW 트랜스듀서가 비틀림이 생기는 사프트에 장착되며 가압 전압과 Pick-off 신호는 RFCouple 에 의하여 출력을 컨트롤하고 데이터를 표시하는 전자 인터페이스로 송신된다. 이러한 기술은 작동
모터의 사프트에 연결 되어 회전하면서 발생되는 물리적인 힘을 센서를 통하여 발생된 전파를 감지하여 RF 를
통하여 ASIC 의 전자제어를 통한 증폭이나 FILTERING 을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함으로 효율적인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출력신호는 ± 5V/ ± 10v / RS-485 Interface 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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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원리

정해진 마그테틱 패턴에 따른 사프트 주위에 자장을
형성시키고 회로와 토크가 가해질때 사프트의 회전에
의해 발생되는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하는 독자적인
회로와 신호처리 기술을 채용하였다. 사프트로부터 약
10mm 떨어져 토크가 측정되며 먼지.액체등 기타
비자성물질이나 어떤 사프트 속도에서도 최소의
히스테리시스를 가진다.
시스템 구성은 마그테틱 샤프트 와 샤프트 특성에서의
토크변화를 인식하는 감지헤드 및 전자제어 부문으로 되어 있다. 측정 시스템의 구성은 센서에서
모뎀을 통해 소프트웨어에 의한 PC-Disply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누구에게나 용이하게
토크를 측정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저장.출력이 가능하다.

특성 및 장점

•
•
•
•
•
•

타 비접촉식 회전센서에 비하여 경쟁적인 가격
손쉬운 장착 및 기존제품에 보수적 장착이 가능
자동 보정 및 추가 조정이 불필요
에너지 소모가 적다
토크 및 각도 위치 측정
전통적인 회로와 전자제어를 가지는 스트레인 게이지가 이상적으로 많이 적용되나 사프트가 회전시
스트레인 게이지는 금속에 가해지는 비틀림 ( twist )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Strain gage 는 가혹한
환경조건하에서 실시간 토크를 측정하는 데에는 완전치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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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원리
작동원리는 그림과 같이 2 개의 오목거울을 샤프트에 고정시키고 레이저 다이오드가 샤프트로부터 약
몇센티미터 거리에 설치하여 각각의 빛이 직접 오목거울에 비추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샤프트가 회전되며
거울이 되어 빛을 감지기로 반사기킨다. 2 개의 포토다이오드로 구성된 감지부는 빛에 민감하지 않은 적은
크기(수마이크론 미터)의 방으로 나누어져있어 빛의 양에 따른 시간측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시간표시 측정의
장점은 빛강도의 약함과 무관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며 측정정확도가 주위환경의 오염이나 레이저 다이오드
내구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성 및 장점

•
•
•
•
•
•
•
•
•
•

시스템 구성

다양한 측정 센서 적용
원격제어 측정범위 선택
원격 0 점 조정
에너지 커플링 내장으로 전원
불필요
조립이나 작동이 용이
측정신호 진폭 - ...40 kHz
어떠한 장착샤프트 지름도 가능
속도 및 성능 측정
가혹한 환경조건에서 적응
시리얼 인터페이스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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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센서의 분류
토크센서는 스트레인 게이지 방식의 내부 비틀림을 신호처리하여 직접적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하거나 디지탈 신호를 이용 사용자는 토크를 측정.제어한다. 센서의 사용목적 또는 정.동적
비틀림 측정방식에 따라 정현식과 회전식으로 나누어지며, 회전식은 내부신호출력을 위한 슬립링과
브러시를 사용한 접촉식(슬립링타잎)과 회전부와 고정부(신호처리부)가 베어링이나 무단식 구조를
가지는 비접촉식으로 나누어진다.
1) 정현 고정식 (Reaction, stationary) – STS-Series (Stationary Torque Sensor)
고정식이라고도 하며, 스트레인 게이지(SG)의 HALF, FULL Bridge 방식의 회로도를 구성하여
한쪽부를 고정하며 다른 구동 또는 부하부에서 비틀림을 발생토록하여 측정한다.
보통출력신호는 mV/V 의 낮은 전압신호를 가지므로 전압강화기(Amplifier)를 추가 사용하거나
필터내장의 전용 스트레인 게이지 처리방식의 디지탈 인디케이터를 사용하여 측정을 구현한다.
볼트의 체결.풀림.파단토크, 압출.인발기의 토크측정, 파쇄기.절단기등에 적용

2) 접촉 회전식 (Slip ring rotational)– RSL-Series ( Rotational Slip ring Sensor )
접촉식 회전 토크센서 스트레인 게이지 방식으로 회전부(Rotator) 와 고정부(Stator)가 슬립링에
의한 동작시 브러시에 의한 신호를 처리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passive voltage
( mV/V) 를 가진다. 고정식에는 물론, 구동되는 다양한 모터, 밸브.펌프등 적은 rpm 에서 구동되는
부하 측정에 적합하며 보통은 메카니칼 구조에 의한 브러시의 내구에 따른 교체.보수.보정등
사후관리에 비용이 드는것과 추가 전압강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모터.밸브.펌프등의 토크측정
및 나사체결기에 적용

3) 비접촉 회전식 (Contactless rotational)– RCL-Series ( Rotational Contactless Sensor )
회전토크센서로 구조상 컴팍트하여 적은 관성력과 회전부와 고정부의 신호처리는 FM-Module 에
의한 방식과 Digital transmission 방식이 있으며 출력신호는 각각 Active voltage 인 ± 5V /± 10V,
RS-485 를 가지고 사용자의 구현에 따라 직접 PLC 나 A/D-Converter 를 이용한 PC 로 측정.제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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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적용 및 측정
•
•
•
•
•
•
토크센서는 모터등의 토크력, 각도 및 속도를
직접측정하거나 공정제어를 위한 수치를
응용함으로써 생산.공정. 품질. 시험. 인증.검사등
산업분야에 많은 적용 분야를 가지고 있다

•
•
•
•
•

비틀림 측정
파단력
마찰력 및 각도 측정
회전물체에 인가되는 부하측정
회전체 각도나 속도측정
내구테스트기용으로 지속적인 운동시
비틀림 측정
유체.역동력학에 이용되는 물체의
히스테리시스시 토크측정
내구성 테스트를 위한 구동토크 측정
터-빈의 감속.가속시 초기 및 작동 토크
측정
너트.볼트의 조임토크력 측정
Viscosity Measurement Control

토크센서 적용분야
정밀 측정.시험기, 자동차, 공구, 산업. 자동화, 중공업, 항공 및 우주공학, 의약.식품 및 화학, 건설.토목,
레져.스포츠, 소재가공 및 연구 개발 등 산업전반에 응용

자동차 부문
* Engine * /켐샤프트, 모터 테스터( 엔진 다이나모), 클러치온도 분포 및 토크력 측정, 크랭크 샤프트의
회전토크측정, 클러치의 마찰력에 따른 토크 및 각도변화율, 엔진베어일 조립검사시 토크.각도, 엔진 냉각수
펌프 성능검사, 워터펌프 풀리의 구동토크, 센서.밸브.스위치 토크체결.조립시
* Chassis * /조향기어장치의 토크 및 각도 측정, 기어박스의 2 영역토크 및 속도 측정, 차동장치 내.외부샤프트
토크 측정, 자동차와이퍼로드토크.거리.각도, 녹센서의 조임토크 측정 및 감시,휠드라이브 브레이킹/부하/스피드,
윈도우 레굴레이터의 토크 측정, 와이퍼 모터,
* Power train * /자동차용 TRANSMISSION, Axle Drive , 엑슬샤프트와 휠조립후 토크.속도측정, V- 및 다이밍
밸트. 체인 구동 토크, 정밀베어링의 조립검사 토크 측정 , 변속기부문의 스핀들 작업공정

측정 및 시험기
각종 모터(AC/DC/SERVO...)테스터, 다양한 스프링 테스터 , 모터테스트 밴치의 토크.속도 및 전류.전압측정,
내구 시험기 ( 힌지. 스프링. 브레이크, 클러치등) , 골프채의 파단시 토크 및 각도, 변환스위치, 코일스프링,
스태링모터, 레블기어등의 토크 및 각도, 볼트나 스크류 체결기술로서 토크나 압축또는 인장력 측정, 볼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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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측정기, 각종 용기캡( 마개) 토크 검사기 , 와이퍼 로드의 토크.장력.각도.속도 , 토크렌치 검사 및 보정기 ,
토크센서 테스터 , 냉각수 펌프의 성능 및 신뢰성평가시험기

산업.자동화 부문
공작기계의 토크나 각도측정, 절단기.프레스. 성형기등 , 컨베이어 Pulley belt 장력 측정등 특수용 ,
유.공압설비 , 토크 렌치용 , 설비나 플랜트설치용 스핀들 , 운동기구.기타 설비의 조정 및 제어등 , 발전기의
권선 및 간격확인을 위한 토크측정 , 프레스공정의 Solidity 측정 , 압연.압출기의 토크측정 및 제어 , 가정용 :
세척기.건조기. 냉장고 , 유체이용한 터빈가동시 토크 측정 , 엔진.트랜스미션 자동조립라인 , 휠베어링 조립 및
검사 , 컨로드 의 볼트체결 , 압연 및 롤로의 회전 토크 , 로보틱관절의 토크센서 적용 , 각자동차 조립라인의
볼트체결공정

중공업 부문
엔진의 다이나모 테스터 , 광산용 드릴.진공파쇄기 , 선박용 터어빈의 토크 측정 , 해상.선박용 터빈 및 블레이드
토크 , 펌프.터빈등 기어나 감속기의 토크 , 컴퓨레셔내 펌프의 볼트체결시 , 펌프 조립후 베어링 마찰 검사 ,
철도.전동차량등의 ABS 토크 , 풍력.수력 발전시 회전구동 토크 , 철강산업의 스핀들 기어 , 트랙터의
체인드라이브

화학.섬유 부문
펄프.제지나 의약 및 화학 산업의 교반기 , 병.케이스.플라스틱마개의 토크 측정 , Rheometer / viscosity 측정 ,
시멘트의 유동력 측정 , 섬유.화학.식품공정제어 , 각종 원재료 제조시 점도측정 , 화학물질의 유동력 측정 ,
제지산업의 파쇄기 및 건조기 , 관.파이프등의 조절밸브엑츄에이터 , 유화산업의 소재의 고온비틀림 측정.제어

공구 부문
토크렌치용 , 유.공압스핀들 , 스크류체결기 , 파쇄기.분쇄기등

식품.화학.의약 부문
우유나 가공식품의 응고키위한 점도 측정 , 쵸콜릿의 응력 및 저음성 검사 , 병마개 시험 또는 공정용 ,
Viscometer 용 , Rheometer , 반응기 (Reactor)-공정 및 Lab 용

항공.우주공학부문
헬기의 추진동력측의 토크 측정 , 모터의 토크 측정 , 크랭크위치에 따른 마찰측정:토크 및 각도 , 헬리콥터의
기어박스 , 항공기 프로펠러 , 가스터빈

엔진.모터를 이용한 동력장비 등
모터사이클, 자전거등 , 튜닝업. 스포츠 및 경주용 엔진

건설.토목 부문
각종 건설.토목의 핵심부품의 토크측정 , 건설용 자재의 파단력.비틀림 측정 , 교량.교각의 지지대의 하중 및
토크 검사 , 시멘트 교반기내 교반력 감시 및 제어 , 교반기 유성기어 토크 측정

레져.스포츠 산업
Running machine 의 롤러조임 조정시 , 골프채의 스윙시 토크 측정 , 낚시.릴의 베어링의 토크 측정 , 운동
페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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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센서 적용 설문서
본 설문을 작성하는 것은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의 제품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인 기술협의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성심껏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연락처관련
회 사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담 당 자 : ___________________ 전화 : _________________팩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자우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품 사양 관련하여 해당 항목에 표시하여 주세요
1. 응용 분야
A) 측정기부문(내구테스트) B)자동화
F) 공구용
G) 기타 (측정내용 :

C)시험실

D)공정 제어용

E)측정용
)

2. 적용 분야
A) 자동차 B) 항공.우주 C) 철도 D) 중.공업 E) 산업기계 F) 모터.엔진
H) 화학/섬유 I) 건설.토목 J) 레져.스포츠 K) 기타

G) 식품/의약

3. 시스템 구현
<센서>
1) 측정 요소 : a) 토크
b) 각도
c) 속도 d) 힘
e) 길이
f) 2 개토크
2) 토크 센서 : a) 회전식 ( Rotating, dynamic torque ) b) 고정식 (Reaction torque )
3) 회전식 선택 : a) 접촉식 ( Slipring, brush type ) b) 비접촉식 ( Non-Contact type )
4) 정 확 도 : a) 0.05% b) 0.1% c) 0.2% d) 0.5% e) 1%
5) 토크 범위 : __________ Nm ( ________ kgf.cm)
6) 구동부 모터의 rpm : 정격__________ rpm / 최대___________rpm
7) 장 착 형 태: a) Round shafts b) Square shafts
c) Foot mounting d) Hexagonal
e) Flanges
f) shaft and flange g)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
8) 출력 신호 : a) 아날로그 ±5V

b) 디지털 RS-485

c) 아날로그 0.5 ~ 3.5mV

<인디케이터>- 전원 공급부포함
1) 설치 장소에 따른 용도 : a) 포터블식
b) 스탠드식
c) 판넬용
d) PC Rack 용
2) 사용 부문 : a)측정 표시
b) 제어 및 pc 용 출력모듈 유무
3) I/O-Module : a)출력신호±10V b)출력신호 4–20mA c)출력신호 RS-232 d)2 개 Contact relays
4) 표 시 부 문 : a) 토크
b) 속도
c) 각도
d) 힘
e) 길이
5) 표 시 자 리 : a) 4 자리 b) 5 자리 c) 6 자리
6) 정 확 도 : a) 0.01% b) 0.03% c)0.05%
d) 0.1%
<커플링 및 토크리미터>
사 용 유무
: a) 필요

b) 불필요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시스템 구성과 사양 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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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선정 기준 ( 방식 및 모델 선정시 고객 참고 자료 )
하기 도표 및 권장사항은 고객 및 사용자가 최적의 측정과 사용을 위한 센서를 선정토록
돕고자 함이며 최종 선택은 고객에 의한 주문에 따릅니다.
Low rpm < 2000 rmp
단시간 측정

No
정현식

회전식

접촉식

No
Yes

Yes
1)토크 범위 산정 (Nm) :1.5 배
2) 요구 측정정확도( %)
3) 장착부위에 따른 모델
4) 커플링 및 측정미터 선정

높은 rpm
장시간사용
내구성

STS-Series

•
•
•
•
•

1)토크 범위 산정 (Nm) :1.5 배
2) 요구 측정 정확도( %)
3) 장착부위에 따른 모델
4) 커플링 및 측정미터 선정

RSL-Series

디지털 신호 전송
보정.유지관리 불필요
RS 232 연결 가능
장착성 및 디자인
기타

•
•
•
•

•

측정. 작동횟수가 많은 경우.
동적운동의 회전식일 경우
신호 안정성과 오류방지
내구시험. 테스터기인 경우
엔진 다이나모인 경우

비 접촉식 토크센서 : 환경성과 고객의 비용.정밀도.보호 기능 및 장착성등을 고려하여
선택 ( RCL-Series ) Contact less, rotational
Analogue signal : ± 5V / ±10V ( Option)

경제형
0.25 ~ 1%

고정밀도
0.1/0.05%

특수용도 (다축.
밸트), 50000rpm

RCL-2477
RCL-2493
RCL-2494
RCL-2200
RCL-2100

RCL-2112
RCL-2212
RCL-2113
RCL-2114
RCL-2153
RCL-2208

멀티센서
MTS 시리즈
RCL-2208
RCL-2371
RCL-1112
RCL-2337
RCL-5112

- Contactless
- Low cost
- 안정된 출력
- 고속측정가능
- 측정.시험기등
- 볼트체결.공정

•
•
•
•
•
•

Digital interface : RS 485

RCL-Series
모두 가능

RCL-2412
RCL-2512
RCL-2413
RCL-2414
RCL-2453
RCL-2508

정확도 0.1% /측정속도 10K,4K/초
신호 ±5V / RS 485
폭넓은 측정범위 ; 0.03 ~ 50,000Nm
디지탈 전송방식에 의한 안정적인 신호처리
TTL-Signal 에 의한 속도.각도 동시 측정가능
Max. 20,000 ( 50,000) rpm / 고속 다이나믹 측정가능

사업분야 : 종합 전기 엔지니어링 / 정밀 센서 및 측정시스템 / 데이터 로거 및 모니터링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전화: 529 –5549 /팩스: 529-5546 / 이메일 : sam@emobile-tech.com / www.emobile-tech.com/ www.torqu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