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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F42

U  풍속이 매우 낮은 곳에  
이용하는 열 퐁속계

U  얇은 프로브—그릴과  
확산기에 적합함

U  초대형 LCD로 풍속과 온도를 
동시에 읽음

U  기억 기능으로 최소 및 최대 
판독 값을 기록함

U  데이터 유지 기능

U  자동 전원 끄기

U 튼튼한 운반 케이스 

사용자 설명서, 견고한 운반 케이스, “AAA” 배터리 6개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 HHF42, 열선 풍속계.

 측정법 범위 분해능 정확도

 m/s 0.2 - 20 m/s 0.1 m/s 
 km/h 0.7 - 72.0 km/h 0.1 km/h 
 ft/min 40 - 3940 ft/min 1 ft/min ±(10% +1d) 최대 척도

 miles/h 0.5 - 44.7 mile/h 0.1 mile/h
 knots 0.4 - 38.8 knots 0.1 knots
 Temp °C 0 - 50°C 0.1°C 0.8°C
 Temp °F 32 - 122°F  0.1°F 1.5°F

HHF42는 공기 컨베이어, 유동 후드, 평

형, 팬/모터/송풍기, 용광로, 냉각 케이스, 

페인트 분무기 부스, 환경 시험 같은 공기 

유량 분야에서 경제적인 방안입니다.

휴대용 HHF42는 디지털 판독성과 편리

한 원격 프로브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습니다. 열선과 표준 써미스

터의 결합으로 풍속이 낮은 곳에서도 빠

르고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HHF42 마이크로프로세서 회로는 정확도

를 가능한 한 최대로 보장하고 특수한 기

능과 특징을 제공합니다.

주문하기
 모델 번호 설명

 HHF42 열선 풍속계

 HHF42-RP HHF42용 대체 프로브

 MN2400-12 대체 AAA 배터리 12개 패키지

 CAL-3-FLOW NIST 추적 가능 4-포인트 캘리브레이션 인증서

경제적인 열선 풍속계

운반용 케이스, 사용자 설명서, “AAA” 
배터리 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HF42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옵션

사 양
디스플레이: 3½자리 12 mm (0.5")  

이중 기능 LCD

측정법: m/s, km/h, ft/min, 노트,  

마일/h, 온도 (°C나 °F), 데이터 유지

센서 구성: 

 풍속: 소형 유리 비드 써미스터

 온도: 정밀한 써미스터

메모리: 기억 기능을 통해 최소 및 최대

전원 끄기: 자동 정지나 수동 버튼

작동 온도: 0–50°C (32–122°F)

작동 습도: 상대습도 <80%

전원 공급장치: 1.5 V “AAA” 알카라인 

배터리 6개나 튼튼한 배터리 (포함)

전류: 직류 약 30 mA

크기

 계기: 185 x 78 x 38 mm  

 (7.1 x 3.1 x 1.5")

 텔레스코핑 프로브:  

 지름 12 mm (0.5") x 280 mm (11") 

   (최소 길이)–940 mm (37") 

   (최대 길이)

무게: 약 355 g (12.5 o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