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 풍향 풍속계

C-17

HHF141

U 정확도가 높음 (판독 값의  
    ±1.0%)

U  튼튼한 금속 프로브와 풍향계

U  최하0.2 m/s (40 fpm)까지 
감지하는 우수한 감도

U -20–100°C(-4 - 212°F)의  
    기류를 측정

U  최소 및 최대 속도 포착

U  아날로그 전압 출력 및 통신 
옵션

U  NIST 캘리브레이션 포함

OMEGA® HHF141 풍향 풍속계는 
사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거친 환경에서 고도로 
정확하게 풍속을 측정하는 고품질 
계기입니다. 제조, 실험실, 컴퓨터실, 환경 
조절, 유동 후드 관찰, 기타 정밀한 공기 
측정이 필요한 용도에 적합합니다.

사 양
범위
 HHF141A: 25 mm (1") probe,  
 300–6800 FPM (1.5–35.00 MPS)
 HHF141B: 70 mm (23/4") 프로브, 
   40–7800 FPM (0.2–40.00 MPS)
정확도: 판독 값의 ±1.0% ±1-자리
분해능: 1 FRM 또는 0.01 MPS
디스플레이: 12.7 mm (0.5") LCD,  
4자리, LED 백라이트
작동 온도:  
 계기: 0–50°C (32–125°F)
 프로브: -20 - 100°C (-4–212°F)
전원 공급장치: “AA” 알카라인 배터리  
3개 (포함)
배터리 수명: 약 150 시간
크기
 계기: 165 x 83 x 38 mm  
 (6.5 x 3.25 x 1.5")
 HHF140A: 지름 25 mm (1") 헤드
 HHF140B: 지름 70 mm (2.75")  
   헤드
 케이블: 1.5 m (5')
출력 (옵션): USB 또는 0–5 Vdc 

주문하기
 모델 번호 설명

 HHF141A 25 mm (1") 다이어그램 프로브가 있는 소형 풍속계 키트

 HHF141B 70 mm (23/4) 다이어그램 프로브가 있는 소형 풍속계 키트

풍향 프로브 [모델에 따라 25 또는 70 mm (1 또는 23/4")], 노즐대 (유연함, 일직선 형태, 손잡이 있음),  
1.5 m (5') 케이블, “AA” 알카라인 배터리 3개, 단단한 운반 케이스, NIST 캘리브레이션 인증서,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보호 부츠와 방말 밀봉이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면, 모델 번호에 접미사 “-PB”를 추가하세요. 비용이 
추가됩니다.
USB 통신 기능이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면, 모델 번호에 접미사 “-USB”를 추가하세요. 비용이 추가됩니다.
전압 출력이 0–5Vdc인 장비를 구입하려면, 모델 번호에 접미사 “-V”를 추가하세요. 비용이 추가됩니다.
주문 예: HHF141B-USB, 70 mm (23/4") 날개와 USB 통신 기능이 있는 풍속계. HHF141A-V,  
25 mm (1") 날개와 전압 출력이 있는 풍속계.

 모델 번호 설명

 HHF140B-RP 대체 70 mm (23/4") 날개 프로브

 HHF140A-RP 대체 25 mm (1") 풍향 프로브 및 1.5 m (5') 케이블

 HHF140B-CABLE 대체 1.5 m (5') 커넥터 케이블

 HHF140-USB-CABLE 대체 USB 케이블

 HHF140-V-CABLE 대체 아날로그 출력 케이블

 MN1500-4 “AA” 대체 배터리 4개 패키지

액세서리

HHF141A,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튼튼한 25 mm (1") 
금속 프로브  

(포함)

기본적으로 
포인트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