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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AndroidTM 및 iOS® 장치에 사용할 수 
있고 9개의 각기 다른 언어로 구성 가능한 
무료 앱

U  UWBT 송신기는 4개의 모델 즉, 
써모커플, RTD, 상대 습도 및 온도, pH  
및 온도 등의 모델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U  동일한 앱으로 여러 송신기와 
페어링가능합니다.

U  초당 최대 10개의 샘플까지 로깅할 수 
있습니다.

U  2 “AA” 치수의 충전 배터리로 구동됩니다.
U  로깅된 데이터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다운로드하고 데이터를 이메일 주소 또는 
클라우드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U  날짜/시간을 표시하여 데이터를 휴대용 
송신기에 로깅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에 
직접 로깅할 수 있습니다.

U  USB 통신을 통하여 모바일 장치 및 
컴퓨터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UWBT 시리즈

Bluetooth  송신기의 UWBT 시리즈는 
산업용 센서/송신기의 정확성과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편의성을 결합시킨 
것입니다. 이 송신기는 써모커플, RTD, 
상대습도, pH를 측정하고 iOS 또는 
Android 스마트폰/태블릿에서 실행되는 
UWBT 앱으로부터 무선 Bluetooth  
통신을 통하여 데이터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전송합니다. 또한 무료 PC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어 있어서 환경을 
설정하고 라이브 데이터를 표시하고 
로깅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UWBT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U  다수의 송신기들을 동시에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U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센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거나 로깅할 수 있습니다.
U  센서 데이터를 디지털, 그래프 또는 게이지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U  로깅된 데이터 파일을 그래프 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시간 내에 데이터를 앞뒤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U  로깅된 데이터 파일을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거나 클라우드로 직접 전송할 수 있습니다.
U  상한 및 하한 경보 설정 (사운드) 그리고 불감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U  단위 변경, 센서 종류, 센서 이름, 샘플링 속도, 오프셋 연결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U  앱을 각기 다른 9개의 언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U  송신기의 배터리 잔여 용량 및 Bluetooth  신호 강도를 볼 수 있습니다.

UWBT 앱에서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UWBT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다수의 
송신기들을 페어링할 수 있으며 
송신기의 데이터를 디지털, 게이지, 
또는 그래프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초당 샘플 10개 ~ 분당 
샘플 1개의 속도로 로컬 시스템을 
통하여 UWBT 송신기에 로깅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UWBT 앱을 
통하여 초당 샘플 1개 ~ 분당 샘플 1
개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로깅할 수 
있습니다. 송신기의 배터리는 제공된 
전원 어댑터를 이용하거나, PC의 
USB에 접속 또는 2 AA 크기의 충전 
배터리로 교체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모델은 실제 치수
보다 작습니다(RH 모델
의 경우 별도로 판매되는 
프로브는 제외)

UWBT-TC-UST 
범용 TC 커넥터가 
장착된 써모커플

UWBT-TC-M12 
M12 연결장치가 장착된 

써모커플

UWBT-RTD-TB
단말기 블록 연결장치가 장착된 RTD

UWBT-RH
상대 습도  

(프로브 포함)

UWBT-PH
pH 송신기

송신기의 데이터는 모바일 장치에 
표시되고 로깅됩니다.

®

®

Handheld OMEGA® Bluetooth ® 온도, 습도, pH 송신기 시리즈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데이터 로깅 및 모니터링용 장치로 사용하십시오.
송신기에 로깅되는 백업 데이터는 데이터의 완벽함을 보장합니다.

다운로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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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개요
전력: 2 “AA” 1.2 V NiMH 충전 배터리(포함) 또는 USB 전원 
어댑터(포함)
배터리 수명
  분당 샘플 1개의 속도로 페어링 없이 송신기에 로깅(내부 

로깅): 150시간
   초당 샘플 10개의 속도로 페어링 없이 송신기에 로깅(내부 

로깅): 95시간
   분당 샘플 1개의 속도로 페어링하여 송신기에 로깅(내부 

로깅): 50시간
   초당 샘플 10개의 속도로 페어링하여 송신기에 로깅(내부 

로깅): 30시간
배터리 충전 시간: 12시간 (5% ~ 100% 충전)
Real-Time Clock Battery Life: 2 개월
PC 인터페이스: 구성, 펌웨어 업그레이드, 데이터 다운로드, 
배터리 충전용 USB
소프트 키: Bluetooth ® 무선 페어링 또는 파라미터 공장 
리셋용 순간 스위치
페어링: iOS 앱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Bluetooth  무선 
에서 설정 뿐만 아니라 iOS 앱에서도 페어링이 필요합니다. 
Bluetooth  무선 통신 없이 배터리로 작동 중이거나 RF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 2분 타임아웃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상태 LED:  데이터 전송/로깅의 경우 녹색 LED, 전력/경보 
상태의 경우 2가지 색상 LED
내장 메모리: 데이터 로깅을 위한 128K 바이트의 비휘발성 
메모리, 최대 파일 크기(아래의 표 참조)
샘플링 속도: 초당 샘플 10개 ~ 분당 샘플 1개
작동 온도: -20 ~ 60°C(-4 ~ 140°F)
작동 습도: 95%RH 이하, 비응축
무선 통신: Bluetooth  버전 2.1+EDR, 등급 2

Bluetooth  모듈: FCC, CE, ICS, SIG 인증 획득
무선 범위
  Android 태블릿 및 전화기: 46 m(150')의 가시권, 실내 
또는 실외

   iOS 태블릿: 37 m(120')의 가시권, 실내 또는 실외 
  iOS 스마트폰: 9 m(30')의 가시권, 실내 또는 실외
송신기 치수: 155.2 H x 55.9 W x 28.9 D mm 
(6.11 x 2.20 x 1.14") 센서를 부착하지 않고 측정된 치수
송신기 무게: ~0.127 kg (0.28 lbs) 센서를 부착하지 않은 
무게, 모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웹
앱 및 PC 소프트웨어용 언어 선택: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칼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간체
태블릿 크기: 4, 7, 또는 10인치
페어링할 송신기 숫자: Android의 경우 4개 그리고 iOS의 
경우 3개
프로세스 값 표시 형식: 디지털, 치수, 라인 그래프 형식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저장되는 최대 파일수: 측정 시마다 
100,000 데이터 포인트

앱은 태블릿에서는 가로 및 세로 모드에서 작동하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세로 모드에서만 작동합니다.

내장 메모리
모델 번호 최대 

데이터 저장
측정

UWBT-TC 60,000 데이터 포
인트

온도

UWBT-RTD 60,000 데이터 포
인트

온도

UWBT-pH 측정 시마다 30,000 
데이터 포인트

pH
온도

UWBT-RH 측정 시마다 20,000 
데이터 포인트

상대 습도
온도
이슬점

KMQSS 센서가 부착된 UWBT-TC-UST와 
Samsung Galaxy Tab(미포함) 페어링. 사진은 
실제 치수보다 작습니다.

테스트 받은 장치 및 작동 시스템
Apple® Samsung® Google® Amazon® Sony® Xiaomi®

iPhone 4s 
(iOS 7.0.4)

Galaxy Tab 3 
(Android 4.4.2)

Nexus 4 
(Android 4.4)

Kindle Fire HDX 7" (3rd Gen) 
Fire OS 4.5.1 

(based on Android 4.4.2) and 
Fire OS 3.0 

(based on Android 4.2.2)

Note: UWBT app will not run on 
Kindle Fire HD 7" (2nd Gen), 

Kindle Fire (2nd Gen) or Kindle 
Fire (1st Gen).

Experia
Z2 SGP511 

(Android 4.4.2) 
MiPad 

(Android 4.4.2)

iPhone 5 
(iOS 7.1.2, 8.1.2)

Galaxy Tab 4 
(Android 4.4.2)

Nexus 7 
(Android 4.4.3, 5.0.2)

iPhone 6 
(iOS 8.2, 8.3) Galaxy Tab S5 

(Android 4.4.2, 
4.4.4)

Nexus 10 
(Android 4.2.2)iPad and iPad mini 

(iOS 7.1.2, 8.1.2, 8.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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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모커플 입력 범위
써모커플 

종류 범위 (°C) 범위 (°F)
J -100 ~ 760°C -148 ~ 1400°F
K -100 ~ 1260°C  -148 ~ 2300°F
T -200 ~ 400°C  -328 ~ 752°F
E -200 ~ 1000°C  -328 ~ 1832°F
R 260 ~ 1760°C 500 ~ 3200°F
S 260 ~ 1760°C  500 ~ 3200°F
B 870 ~ 1820°C  1598 ~ 3308°F
C 0 ~ 2315°C 32 ~ 4200°F
N -100 ~ 1260°C  -148 ~ 2300°F

U WU
U WU

U WU

U WU

U WU
U WU

U WU
U WU

U WU

설정 옵션
   센서 이름: 이름 변경은 앱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센서 종류: 써모커플 종류, 또는 RTD 종류
   공학 단위: °C, °F, K, °R
   송신기 시간 및 날짜: 소프트웨어 앱을 통하여 설정
   상한 및 하한 경보 설정값: 입력 범위 내
   경보 불감대: 입력 범위 내
   제로 오프셋: 제로 오프셋을 더하거나 뺍니다.
   시간 축: 경과된 시간 또는 실제 시간
   샘플링 속도 표시: 초당 샘플 10개 ~ 분당 샘플 1개, (RH 
모델의 경우 초당 샘플 1개 ~ 분당 샘플 1개)

   Y 축 눈금 조정: 자동 눈금 조정 또는 고정 눈금
   언어 선택: 최대 9개 언어
로깅 옵션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에 로깅: 초당 샘플 1개 ~ 분당 샘플 1개
   송신기에 로깅: 초당 샘플 10개 ~ 분당 샘플 1개
   장치에서 로깅 시작/중단: 소프트웨어 앱을 통하여 설정
   로깅된 데이터를 송신기에서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앱을 
통하여 설정

로깅된 데이터를 이메일로 전송: 소프트웨어 앱을 통하여 설정
로깅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 소프트웨어 앱, Dropbox, 
Sugar Sync, Google Drive, iCloud (iOS만 해당), One 
Drive을 통하여 설정
라인 그래프
   상한 및 하한 경보 라인과 함께 실시간으로 활성화되는 센서 
라인 그래프가 줌인/줌아웃 용량에 맞추어 로깅된 데이터 
파일을 표시합니다.

소프트웨어 Windows® 및 Mac OS®

OS: Windows 7, Windows 8.1, Mac OS X 10.8.5
설정 옵션
   센서 이름: 이름 변경은 PC 소프트웨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센서 종류: 써모커플 종류, 또는 RTD 종류
단위 변경: °F 또는 °C, K, °R
송신기 시간 및 날짜: PC 소프트웨어를 통한 설정
상한 및 하한 경보 설정값: 센서 범위 내
경보 불감대: 센서 범위 내
제로 오프셋: 제로 오프셋을 더하거나 뺍니다.

정확도
   J, K: 판독값의 ±0.5% 또는 ±0.8°C (1.5°F) 중에서 더 큰 
값

   T, E, N: 판독값의 ±0.5% 또는 ±1.7°C (3°F) 중에서 더 
큰 값

   R, S, B, C: 전체 눈금의 ±0.5%
판독값 분해능: 0.1 °C 또는 °F
센서 열림 또는 범위를 벗어남: 송신기 LED에 의해 표시됨
입력 소스 저항: 100 Ω
써모커플 연결: 암 소켓형 유닛-커넥터 또는 M12

활성화된 센서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UWBT PC 앱

샘플링 속도: 초당 샘플 10개 ~ 분당 샘플 1개, (RH 모델의 
경우 초당 샘플 1개 ~ 분당 샘플 1개)
로깅된 데이터를 송신기에서 다운로드: PC 소프트웨어를 통한 
설정
송신기 펌웨어 업그레이드: PC 소프트웨어를 통한 설정
언어 선택: 최대 9개 언어
UWBT-TC (써모커플 송신기)

M12 커넥터 배선도

핀 4번 핀 1번

핀 3번 핀 2번

키웨이

핀 1번

핀 3번

핀 2번

TC#2-
(선택 항목)

TC#2+
(선택 항목)

TC#1+

TC#1-

배선 옵션 1번

핀 4번 핀 1번

핀 3번 핀 2번

키웨이

핀 1번

핀 3번

핀 2번

TC#2-
(선택 항목)

TC#2+
(선택 항목)

TC#1+

TC#1-

배선 옵션 1번

핀 4번 핀 1번

핀 3번 핀 2번

키웨이

핀 1번

핀 3번

핀 2번

TC#2-
(선택 항목)

TC#2+
(선택 항목)

TC#1+

TC#1-

배선 옵션 1번

써모커플 M12 배선RTD M12 배선

배선 옵션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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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 주위 온도, 이슬점 온도 등이 표시되는 Samsung Galaxy S5 
(미포함)와 UWBT-RH 페어링 사진은 실제 치수보다 작습니다.

UWBT-RTD (RTD 송신기)
RTD 입력: PT100 2선 또는 3선 와이어, 0.00385 또는 
0.00392 곡선, PT1000 2선 또는 3선 와이어, 0.00385 또는 
0.00392 곡선
범위: 0.00385 곡선의 경우 -200 ~ 850°C 
(-328 ~ 1562°F), 0.00392 곡선의 경우 -100 ~ 457°C 
(-148 ~ 854°F)
정확도: 0.5°C(1°F)
분해능: 0.1 °C 또는 °F
센서 열림 또는 범위를 벗어남: 송신기 LED에 의해 표시됨
리드선 보상: 3선 와이어 RTD에 적용됩니다.
RTD 연결: 3 위치 단말기 블록 또는 M12

단말기 블록 연결장치가 장착된 UWBT-RTD-TB 
RTD와 Samsung Galaxy Tab(미포함) 페어링 
사진은 실제 치수보다 작습니다.

UWBT-RH (주위/상대 습도 송신기)
센서: 디지털 온도 및 습도 센서(포함)
습도
   범위: 2 ~ 98% RH
   정확도: 2.5% RH(20 ~ 80% RH), 3.5% RH (20% RH 
미만 및 80% RH 이상)

   분해능: 1% RH
온도
   범위: -17 ~ 49°C(1.4 ~ 120°F)
   정확도: 1°C(1.8°F)
   분해능: 0.1°C 또는 °F
이슬점
   범위: -54 ~ 48°C(-66 ~ 119°F)
   정확도: 1.5°C(3°F)
   분해능: 0.1°C 또는 °F
센서 연결: 8-핀 M12
센서 단락 또는 범위를 벗어남: 송신기 LED에 의해 표시됨

UWBT 송신기와 함께 사용되는 다중 
pH 장치 테스트

UWBT-PH (pH 송신기)
pH 입력:
   범위: 0 ~ 14 pH
   정확도: 0.1 pH
   분해능: 0.01 pH
   입력 연결: BNC
온도 입력
   종류: 100 Ω 백금 RTD
   범위: 0 ~ 100°C (32 ~ 212°F)
   정확도: ±1°C (1.8°F)
   연결: 2 위치 단말기 블록
pH 온도 보상: 
온도가 고정되어 있거나 내장 RTD 센서 PT100에 의해 
pH 전극으로부터 자동으로 보상 (0.00385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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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번호 설명
UWBT-TC-UST용
KMQSS-062G-6 초소형 신속 분리 프로브, K형, 0.062" OD 스테인리스강 쉬스, 접지식 접합부, 6" 길이
UWBT-TC-M12용
M12KSS-1/8-U-6-A 304 스테인리스강 쉬스가 장착된 K형 비접지식 써모커플, ⅛" 직경 x 

6" 길이의 프로브, 마운팅 스레드 없음
UWBT-RTD-TB용
PR-20-2-100-1/8-2-E-T ⅛" 직경 X 2" 길이의 프로브, 100 Ω, 등급 A, 3선 와이어 PFA 절연 및 자켓형 케이블이 장착된 

DIN [260°C (500°F) 최대값]
UWBT-RTD-M12용
PR-21A-3-100-A-1/4-0600-M12-1 Pt100, 등급 A, ¼" 직경 6" 길이의 RTD 프로브
UWBT-PH용
PHE-1311 BNC 커넥터가 장착된 범용 pH 전극
PHE-7352-15-PT100 Pt100 RTD 온도 센서가 부착된 고강도 pH 전극

대표 부속품

국가 코드 AC 전원 어댑터 플러그 포함
NA 북아메리카
UK 영국, 유럽 연합, 북아메리카
CN 중국
JP 일본
KR 한국

SEA 싱가포르, 호주
BR 브라질

교체 부품 목록
모델 번호 설명
TH-SP M12 연결장치가 장착된 현장에서 교체 가능한 주위 온도/상대 습도 프로브(길이: 71.88 mm (2.83”))(*이 프로브는 

UWBT-RH와만 호환되는 프로브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TB-2 교체용 2-위치 플러그 접속 가능 단말기 블록(UWBT-pH 모델용)
TB-3 교체용 3-위치 플러그 접속 가능 단말기 블록(UWBT-RTD-TB 모델용)
UWBT-AC-NA AC 전원 어댑터 (북아메리카 플러그 포함)
UWBT-AC-UK AC 전원 어댑터 (영국, 유럽 연합, 북아메리카 플러그 포함)
UWBT-AC-CN AC 전원 어댑터 (중국 플러그 포함)
UWBT-AC-JP AC 전원 어댑터 (일본 플러그 포함)
UWBT-AC-KR AC 전원 어댑터 (한국 플러그 포함)
UWBT-AC-SEA AC 전원 어댑터 (싱가포르, 호주)
UWBT-AC-BR AC 전원 어댑터 (브라질 플러그 포함)

주문 방법
모델 번호 설명 호환 가능한 권장 센서
UWBT-TC-UST-(*) 유닛-커넥터(SMPW 또는 OSTW 수형 커넥터 허용)가 장착된 써모커플 무선 

Bluetooth   송신기
TJ36 프로브, MQSS 프로브

UWBT-TC-M12-(*) M12 커넥터가 장착된 써모커플 무선 Bluetooth  송신기 M12CM-EXTP-K-SM 케이블, 
M12LCP 프로브

UWBT-RTD-TB-(*) 3 위치 단말기 블록이 장착된 RTD 무선 Bluetooth  송신기 PR-10, PR-11, PR-20, PR-30 
프로브

UWBT-RTD-M12-(*) M12 커넥터가 장착된 RTD 써모커플 무선 Bluetooth  송신기 PR-26, PR-31 프로브, 
M12CM-T24 케이블 

(모델 번호가 -1로 끝나는 케이블과만 
호환 가능)

UWBT-RH-(*) 주위 온도/상대 습도 무선 Bluetooth  송신기 센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UWBT-PH-(*) pH/온도 (RTD) 무선 Bluetooth  송신기 PHE 시리즈 전극

국가에 맞는 플러그와 함께 AC 전원 어댑터가 함께 출고됩니다.
UWBT-RH는 현장에서 교체 가능한 M12 RH센서와 함께 출고 됩니다. 교체용 센서에 대해서는 교체 부품 목록에서 TH-SP를 참고하십시오.
*국가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Bluetooth® 단어 마크 및 로고는 Bluetooth SIG, Inc. 소유의 등록 상표이며 OMEGA Engineering, Inc.는 허가를 받고 이 마크를 사용합니다. 
Android, Google Play, Google Drive는 Google, Inc.의 상표입니다.
Apple, Apple 로고, Mac OS, iPad, iPhone은 Apple Inc.의 상표이며, 미국과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iCloud는 Apple Inc.의 서비스 마크이며 
미국과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App Store는 Apple Inc.의 서비스 마크입니다. iOS는 미국과 다른 국가에서 Cisco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이며 Apple이 
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Windows와 OneDrive는 미국과 다른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Samsung 및 Galaxy Tab은 Samsung Electronics Co., Ltd.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SugarSync는 SugarSync의 상표이며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른 언급된 회사명 및/또는 상품명은 각 소유자의 자산이며 상표 또는 등록 상표일 수 있습니다. 장치의 화면 이미지는 시뮬레이션된 것입니다. 장치 실제 외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