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용 풍속/기온 계량기(무선 옵션)

HHF1001R

305 ~ 914 mm 

L (12 ~ 36”)로 

조정 가능한 원격 

망원 프로브

C-1

HHF1000 시리즈 휴대용 풍속/기온 계량기는 자

료 및 개발 연구, HVAC적용, 생산 공정용으로 풍

속과 기온을 측정하고 표시합니다. 

센서 디자인은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RTD소자와 공기 유속에 의해 열 손실을 감지하

여 풍속을 측정하는 두 개의 RTD소자, 총 세 개

의 RTD 소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센서 프로브

는 두가지 종류로 고정 프로브 및 원격 망원 프로

브가 있습니다.

선택

HHF1000 시리즈는 최고 • 최저 알람 표시기와 

Windows® 기반 데이터 로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USB PC 시리얼 인터페이스, 조정 가능한 디스플레

이 반응 시간, 체적 공기 유량판독, 기압 보상과 같은 

다양한 표준 특징을 보입니다. HHF1000는 FPM, 

m/sec, Miles/Hour, Km/hour와 같은 다양한 공학 

단위로 풍속을 표시합니다. 기온은 ºF와 ºC로 표

시됩니다.

HHF1000 시리즈

U  최대 5000 FPM (25.4m/sec)의 
풍속 측정

U  최대 121°C (250°F) 기온 측정

U  1.5% 풀 스케일 정밀도 (속도)

U  0.5% 풀 스케일 정밀도 (온도)

U  두 종류의 센서 프로브—고정 프로
브와 원격 망원 프로브

U  열선 풍속 센서 디자인

U   경제적인 6 OD x 305 mm L  
(¹/₄ x 12”) 삽입 프로브 디자인

U   백릿 LCD 풍속과 온도 동시  
디스플레이

U   풍속과 기온 다양한 공학 단위로  
디스플레이 

U  풍량 계산 

U   무선 PC 인터페이스 이용 가능

Handheld Air Velocity/ Temperature Meter with Wireless Option



C-2

C

C-2

C

사양
풍속 범위: 0 ~ 5000 FPM  

(0 ~ 25 m/sec)

기온 범위: -40 ~ 121ºC  

(-40 ~ 250ºF)

정밀도: : 1.5% 풀 스케일 (풍속), 0.5% 풀 스케일  

(기온

풍속/기온 프로브: 

  고정 프로브: ¼” OD 스테인레스 강, 305 mm 

(12”) 길이 (길이 조정 가능) 
원격 망원 프로브:  

305 x 914 mm L (12 ~ 36”)으로 조정 가능

풍속/온도 센서: RTD 3개, 100 Ω 1개와  

1000 Ω 2개

디스플레이: 백릿 LCD, 32 x 51 mm (1.25 x 2”)

작동 주위 온도:  

  센서 프로브: -40 ~ 121ºC  

(-40 ~ 250ºF)  

전기기기 케이스: 0 ~ 50ºC 

(32 ~ 122ºF)

전원: 9V 리튬 배터리(포함) 또는 9 Vdc 어댑터r

배터리 수명:  

40 시간, 지속적인 작동

크기(케이스):  
121.4 L x 77.7 W x 33.2 mm D  
(4.78 x 3.06 x 1.31”)
크기(프로브): 

  고정 프로브: 6 x 305 mm  

(0.25 OD x 12" L)  

원격 망원 프로브:  305 ~ 914 mm L  

(12 ~ 36”)로 조정 가능

무게: 300 g (0.66 lb)

무선 PC 인터페이스

RF 트랜스미터 수송: ISM 2.4 GHz, 직접 시퀀스 확산 

스펙트럼, 전 세계적 허가 면제 

RF 전원 출력: 10 dBm (10 mW)

RF 범위:  

 실내: 최대 40 m (130’)   

실외/조준선: 최대 120 m (400’)

305 mm (12”) 긴 센서 프로브(또는 원격 망원 프로브)와 9V 리튬 배터리, USB 케이블, Windows 기반 데이터 기록 장치 
소프트웨어, 사용자 매뉴얼과 함께 제공됩니다.

* 비고: UWTC-REC1 무선 리시버는 무선 PC 인터페이스에 필요합니다. 전파 주파수 규제로 인해 이 상품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NIST 4-포인트 교정 인증서를 함께 받으시려면 모델 번호 끝에 “-CAL-3” 을 추가해 주십시오.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주문 예: HHF1001A-W, 무선 풍속/기온 계량기, 0 ~ 5000 FPM 범위, 고정 프로브, UWTC-REC1 무선 리시버.

HHF1001A-CAL-3, 풍속 측정/ 온도 미터, NIST 4-포인트 교정 인증서와 함께 제공.

 모델 번호  설명 
 UWTC-REC1  48개 채널의 무선 리시버

 UNIV-AC-100/240  전 세계적 9 Vdc 어댑터, 100 ~ 240 Vac 입력

 SSLK-14-14 압축 피팅

 T-FER-1/4  SSLK-14-14 압축 피팅과 사용하기 위한 ¼” PTFE 페룰  
(10개의 팩)

액세서리

실제 크기보다  

작게 보이는 

HHF1001A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  범위 FPM (m/sec) 설명

 HHF1001A* 0 ~ 5000 (0 ~ 25.4) 풍속/기온 계량기, 고정 프로브

 HHF1001R* 0 ~ 5000 (0 ~ 25.4)  풍속/기온 계량기,  
원격 망원 프로브

 HHF1001A-W* 0 ~ 5000 (0 ~ 25.4)  풍속/기온 계량기,  
고정 프로브, 무선

 HHF1001R-W* 0 ~ 5000 (0 ~ 25.5)  풍속/기온 계량기,  
원격 망원 프로브, 무선

305 mm 

(12”) 고정 

프로브 

Velocity 
RTD

6 mm 
(1⁄4")

에어컨 덕트 공기 유량 측정

치수: mm(in)

305 mm (12”)
길이 조정 가능

(감지 소자부터 첫 번
째 표시된 부분, 1st

score m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