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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편리한 설정과 데이터 다운로드를 위해  
USB 포트에 직접 연결

U  4자리 온도를 표시하는 고명암 LCD

U  타입 J, K, T 써모커플 허용

U  사용자가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알람 임계치 2개

U  빨간색 및 초록색 LED를 통해 상태 표시 

U  즉시 기록, 지연 기록, 시작 버튼을 눌러 기록

U  Windows®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포함

OM‑EL‑USB‑TC‑LCD 데이터 로거는 장비 바닥에 있는 소형 암형 
써모커플 소켓에 연결한 타입 J, K, T 써모커플로부터 온도 판독 값 최대 
32,510개를 측정하고 저장합니다. 

데이터 로거는 PC의 USB 포트에 직접 연결하고, USB 케이블이 필요 
없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3가지 다른 기능인 최신 기록 온도, 최고 기록 
온도, 최저 기록 온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로거에 있는 버튼은 이들 기능을 전환하는데 이용합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초록색 LED가 점멸하면서 데이터 로거 기록 및 알람 상태를 
표시합니다.

사용자는 제품에 포함된 Windows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써모커플 타입, 
기록 속도, 시작 시간, 높음/낮음 알람 설정, 기록 모드, 원하는 온도 
단위 (°C 또는 °F) 같은 초기 데이터 기록 파라미터를 쉽게 설정할 수 
있고, 버튼을 누른 후 30초 동안, 또는 영구적으로 디스플레이 끄기, 
데이터 롤오버 (메모리가 가득 차면 가장 이전 데이터에 겹쳐 쓰는 
방식으로 무제한 기록 기간 허용) 같은 디스플레이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저장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데이터는 
그래프로 작성하거나 인쇄하거나 Excel 같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추출할 수 있습니다. 

LCD 디스플레이와 USB 인터페이스가 있는 써모커플 데이터 로거

OM-EL-USB-TC-LCD

사양
온도 측정 범위:
  타입 J: ‑200 ~ 1190°C (‑328 ~ 2174°F) 

타입 K: ‑200 ~ 1350°C (‑328 ~ 2462°F) 
타입 T: ‑200 ~ 390°C (‑328 ~ 734°F)

분해능 (내부 및 표시): 0.5°C (1°F)
정밀도: ±1.0°C (±2.0°F)
써모커플 연결: 초소형 써모커플 암형 커넥터
온도 단위: °C 또는 °F, 소프트웨어에서 선택 가능
메모리: 판독 값 32,510개
기록 간격: 1초, 10초, 1분, 5분, 30분, 1시간, 6시간, 12시간  
(소프트웨어에서 선택 가능)
높음/낮음 알람: 소프트웨어에서 선택 가능
시작 날짜/시간: 소프트웨어에서 선택 가능
작동 온도 범위:  
‑10 ~ 40°C (14 ~ 104°F)
표시기(LED 2개): 첫 번째 LED는 빨간색으로 점멸하면서 데이터 
로거가 알람 상태에 있음을 표시 (온도가 알람 상한 및 하한을 넘었을 
때); 두 번째 LED는 초록색으로 점멸하면서 데이터 로거가 알람 상태에 
있지 않음을 표시  
소프트웨어: Windows® 2000/XP/비스타/7 (32 및 64비트)
전력: 1/2 AA 3.6 V 리튬 배터리 (포함)
배터리 수명: 6개월 (25°C, 샘플 속도와 LCD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짐)
무게: 114 g (4 oz)
크기: 다음 페이지의 도면 참고

OM-EL-USB-TC-LCD, LCD 디스플레이와 USB 
인터페이스가 있는 온도 데이터 로거,  

그림은 실제 크기와 같습니다.

Thermocouple Data Logger with LCD Display and USB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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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 설명

 OM-EL-USB-TC-LCD LCD 디스플레이와 USB 인터페이스가 있는 써모커플 데이터 로거 

 OM-EL-BATT 대체 3.6V 리튬 배터리 

Windows 소프트웨어, 사용자 설명서 CD‑ROM, 보호 캡, 3.6 V 리튬 배터리, 타입 K 써모커플이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 OM-EL-USB-TC-LCD, LCD 디스플레이와 USB 인터페이스가 있는 써모커플 데이터 로거, OCW-3, OMEGACARESM 3년 연장 보증 (표준 1년 보증에 3년을 추가),  
OM-EL-BATT 대체 배터리.

Windows® 소프트웨어 설치 화면Windows®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그래프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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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 (40”) 타입 K 절연 비드 와이어 써모커플이 초소형 커넥터 및 와이어 스풀 

캐디와 함께 포함됩니다.  

예비로 주문하세요! 모델 번호 SC-GG-K-30-36.

무료  
써모커플이 
포함됩니다!

크기: mm (인치)

이 페이지에 있는 모델의 경우 

OMEGACARESM 연장 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문 시 

문의하세요. 연장 보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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