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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온도, 온도/상대습도/이슬점, 전압, 전류  
모델

U  쉬운 설치 및 데이터 다운로드를 위해  
데이터 로거를 컴퓨터의 USB 포트에 
직접 연결 (USB 케이블이 필요 없음)

U  사용자가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알람  
임계점 및 LED 표시기

U  밝은 빨간색, 초록색, 오렌지색 LED  
표시기

U  배터리 낮음 경고

U  IP67 보호

OM-EL-USB 데이터 로거 시리즈에는 

온도, 온도/상대습도, 전압, 전류 측정 모델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쉽게 데이터 로거를 설정할 

수 있고, 모듈을 PC USB 포트에 연결하고 

사용이 편리한 Windows 소프트웨어를 

작동시켜 기록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선택 가능한 설정 

파라미터에는 기록 속도, 시작 시간, 높음/낮음 

알람 설정, 온도 단위 (°C 또는 °F)가 있습니다. 

이후 데이터는 그래프로 작성 또는 인쇄하거나 

Excel 같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추출할 수 

있습니다. 각 데이터 로거는 수명이 긴 리튬 

배터리가 함께 제공됩니다. 그리고 내장 LED 

표시기는 데이터 로거 상태를 보여줍니다. OM-

EL-USB 시리즈 데이터 로거는 보호 캡을 씌울 

경우 IP67 표준에 따라 습기를 방지합니다.

Windows 소프트웨어—알람 설정 Window Windows 소프트웨어—로거 시작 Window

Windows 소프트웨어—초기 설정 Window

USB 인터페이스가 있는 휴대용 데이터 로거

사양
OM-EL-USB-1 온도 데이터 로거
 범위: -35 ~ 80°C (-31 ~ 176°F) 
 분해능: 0.5°C (1°F)
 정밀도: ±1.0°C (±2.0°F)
메모리: 온도 판독 값 16,000개
기록 간격: 10초 ~ 12시간
작동 온도  
범위: -35 ~ 80°C (-31 ~ 176°F)
알람 임계치:  
소프트웨어에서 높음/낮음 알람 임계치를 선택 
가능
시작 날짜/시간:  
소프트웨어에서 선택 가능
상태 표시기 (LED): 
빨간색, 초록색, 오렌지색 

OM-EL-USB-1,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OM-EL-USB 시리즈

소프트웨어: Windows 2000/XP/비스타/7 (32 
및 64비트)
전력: 1/2 “AA” 3.6 V 리튬 배터리 (포함)
배터리 수명: 1년 (25°C에서 1분 기록 간격)
무게: 43 g (1.5 oz)
크기: 크기 도면 참고

OM-EL-USB-CASE, OM-EL-USB-1 
및 OM-EL-USB-2 데이터 로거용 보호 

금속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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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EL-USB-1
크기: mm (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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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EL-USB-2 및 OM-EL-USB-2-
PLUS 
(온도 및 상대 습도) (WInDOWS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슬점 표시)
온도
 범위: -35 ~ 80°C (-31 ~ 176°F)
 분해능: 0.5°C (1°F)
 정밀도: 
 OM-EL-USB-2: ±0.5°C (±1.0°F);
 OM-EL-USB-2-PLUS:
 ±0.3°C (±0.6°F) 
습도
 범위: 0 ~ 100% RH
 분해능: 0.5% RH
 정밀도 (20 – 80% RH): 
 OM-EL-USB-2: ±3% RH;  
 OM-EL-USB-2-PLUS:  
 ±2.0% RH 
이슬점
정밀도 (25°C에서 상대습도 40 ~ 100%를 
측정하기 위해 이슬점을 계산할 때 전체적인 
오류): ±2°C (±4°F)
메모리: 온도 판독 값 16,000개와 상대 습도 
판독 값 16,000개
기록 간격:  
10초 ~ 12시간
작동 온도 범위:   
-35 ~ 80°C (-31 ~ 176°F)
알람 임계치: 상대습도 % 및 온도에 대한 높음/
낮음 알람 임계치, 소프트웨어에서 선택 가능
시작 날짜/시간:  
소프트웨어에서 선택 가능
상태 표시기 (LED): 
빨간색과 초록색 
소프트웨어: Windows 2000/XP/비스타/7 (32
비트 및 64비트)
전력: 1/2 “AA” 3.6V 리튬 배터리 (포함)
배터리 수명: 보통 1년 (샘플 속도, 주변 온도, 
알람 LED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짐)
무게: 57 g (2 oz)
크기: 크기 도면 참고 
OM-EL-USB-3 전압
 범위: 0 ~ 30 Vdc 

 분해능: 100 mV
 정밀도: ±1%
메모리: 전압 판독 값 32,000개
기록 간격: 
1초 ~ 12시간
입력 연결:  
나사 단자
작동 온도 범위:  
-25 ~ 80°C (-13 ~ 176°F)
알람 임계치: 높음/낮음 알람 임계치, 
소프트웨어에서 선택 가능
시작 날짜/시간:  
소프트웨어에서 선택 가능
상태 표시기 (LED):  
빨간색과 초록색
전력: 1/2 “AA” 3.6 V 리튬 배터리 (포함)
배터리 수명: 보통 1년 (샘플 속도, 주변 온도, 
알람 LED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짐)
무게: 57 g (2 oz)
크기:  
크기 도면 참고
OM-EL-USB-4 전류
 범위: 4 ~ 20 mA
 분해능: 0.1 mA

 정밀도: ±1%
메모리: 전류 판독 값 32,000개
기록 간격: 
1초 ~ 12시간
입력 연결: 나사 단자
작동 온도 범위:  
-35 ~ 80°C (-31 ~ 176°F) 
알람 임계치: 높음/낮음 알람 임계치, 
소프트웨어에서 선택 가능
시작 날짜/시간: 소프트웨어에서 선택 가능
상태 표시기 (LED):  
빨간색과 초록색
전원: 1/2 “AA” 3.6 V 리튬 배터리 (포함)
배터리 수명: 보통 1년 (샘플 속도, 주변 온도, 
알람 LED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짐)
무게: 57 g (2 oz)
크기:  
크기 도면 참고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 설명

 OM-EL-USB-1 USB 인터페이스가 있는 온도 데이터 로거

 OM-EL-USB-2 USB 인터페이스가 있는 온도/상대습도/이슬점 데이터 로거

 OM-EL-USB-2-PLUS  USB 인터페이스가 있는 고정밀 온도/상대습도/ 
이슬점 데이터 로거

 OM-EL-USB-3 USB 인터페이스가 있는 전압 데이터 로거

 OM-EL-USB-4 USB 인터페이스가 있는 전류 데이터 로거

 OM-EL-BATT 대체 3.6 V 리튬 배터리

 OM-EL-USB-CASE  OM-EL-USB-1 및 OM-EL-USB-2 데이터 로거용 방수 케이스 NEMA 4X 
(IP67)

각 데이터 로거는 Windows 소프트웨어 CD-ROM, 사용자 설명서, 3.6 V 리튬 배터리가 함께 제공됩니다. 데이터 로거는 
컴퓨터 USB 포트에 직접 연결합니다 (USB 케이블이 필요 없습니다.). OM-EL-USB-2 온도/상대습도/이슬점 데이터 로거는 
OM-EL-USB-CASE와 이용할 경우 온도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주문 예: OM-EL-USB-1, USB 인터페이스가 있는 온도 데이터 로거.

OM-EL-USB-2

OM-EL-USB-2
크기: mm (인치)

OM-EL-USB-4

OM-EL-USB-3, -4
크기: mm (인치)

OM-EL-US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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