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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TC-REC3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범용 교류 전력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류 어댑터, 트랜스미터용 USB 프로그래밍 케이블, 측정/데이터 기록 소프트웨어,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 UWTC-REC3, 32채널 수신기, UWTC-1, 써모커플, 무선 
트랜스미터, kr.omega.com/uwtc에 방문하세요.

 주문하기
 모델 번호 설명

 UWTC-REC3  이더넷 기능이 있는  
32채널 무선 수신기/ 
호스트

 OPC-SERVER-SOFTWARE  OPC 서버 소프트웨어용 
라이선스

여러분은 OMEGA® UWTC-REC3 수신기를 
이용해 이더넷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통해 특별한 소프트웨어 
없이 단지 웹 브라우저만으로 온도와 습도를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수신기는 네트워크의 독립적인 접속점이고 표준 
TCP/IP 패킷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합니다. 이 제품은 
웹 브라우저에서 쉽게 설정할 수 있고 비밀번호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UWTC-REC3은 변수가 설정점보다 높게, 혹은 낮게 
변하면 알람을 발생시킵니다. 알람은 이메일로 단일 사용자나 
집단 배포 목록으로 전송할 수 있고, 휴대폰과 PDA으로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합니다. 오메가 “메일 알림” 소프트웨어는 
무료이고 이러한 용도에 맞고 사용이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UWTC-REC3 수신기는 실시간 온도 및 습도 판독 값과 도표를 
표시하는 동적 웹 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은 엑셀이나 비주얼 
베이직 같은 스프레드 시트나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에 이용할 
데이터를 표준 데이터 형식으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오메가는 
데이터를 엑셀에 기록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오메가는 UWTC-REC3 무선 수신기를 많은 대중적인 데이터 
수집 및 자동화 프로그램과 쉽게 통합시킬 수 있는 OPC 서버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사 양
이더넷: 10Base-T (RJ45) 
지원 프로토콜:  TCP/IP, ARP, ICMP, DHCP, DNS, HTTP, 
텔넷 
LED 표시기: 네트워크 활동, 네트워크 링크, 진단, 수신, 전력 
관리: 내장 웹 서버를 통한 장치 구성과 관찰 
내장 웹 서버: 실시간 데이터와 정의할 수 있는 시간 간격 내의 
라이브 업데이트 표를 포함한 웹 페이지 (JAVATM 애플릿) 
역할을 함 
전력 
전력 입력:   9 – 12 Vdc 
소비: 최대 2.5 W
안전 인증(미국) 교류 전력 어댑터 (포함)  
 공칭 출력:  0.5 A에서 9 Vdc  
입력: 100 – 240 Vac, 50/60 Hz

kr.omega.com/

wireless에 방문해 

최신 기능과 사양을 

알아보세요.

무선 통신 
프로토콜:  IEEE 802.15.4, DSSS 
주파수: 2.4 GHz, 12 채널
네트워크 토폴로지:  스타 토폴로지 
범위: 장애나 방해가 되는 환경이 없을 때 최대 450 m (1500') 
(특정 트랜스미터에 의존)
작동 온도: 0 – 70°C (32 – 158°F), 90% RH 비응결 
보관 온도:  -40 – 125°C (-40 – 257°F) 
일반 
기관 승인: FCC, CE 
소프트웨어:  이더넷 인터페이스 설정 소프트웨어, 자동 데이터 
기록용 엑셀 기반 소프트웨어, 이메일 알람 통보 소프트웨어
같이 작업하는 모델:  
UWTC-1, UWTC-2, UWTC-NB9, UWTC-2-NEMA, 
UWRTD-1, UWRTD-2, UWRTD-NB9, UWRTD-NB9W, 
UWRTD-2-NEMA, UWRTD-S-2, UWIR-2-NEMA, 
UWRH-2, UWRH-2-NEMA, UWXL-24-TC,  
UWXL-24-RTD, UWXL-24-IR, UWXL-24-RH
주의: 전송 주파수 규정 때문에, 이 제품들은 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 
한국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U  이더넷과 인터넷에 직접 연결 
U  웹 서버 
U  UWTC, UWRTD, UWRH, 

UWIR, UWXL 시리즈 무선 
커넥터나 프로브 조립체와  
함께 작동 

U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로  
알람 전송

U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치  
않음

무선 수신기
웹 기반 모니터링용

UWTC-REC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