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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에는 무료 1 m (40”) K형 절연 비드 도선 

써모커플과 초소형 커넥터 및 도선 스풀 상자 (채널 당 

1)가 포함됩니다.  예비품을 주문하세요. 
모델 번호 SC-TT-K-30-36.

무료 써모커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U  0.1%의 높은 기본 판독 정밀도

U  °C/°F 전환 가능

U  분해능 0.1 또는 1°

U  최소/최대/평균/상대 값 및 유지 기능

U  앞면 패널 오프셋 조정

U  개방 써모커플 연결용 LED 표시기

U  NIST 추적 가능한 캘리브레이션 인증 (
포인트 없음)

HH11B 및 HH12B 소형 써모미터는 K형 

써모커플 입력 기능이 있고, 단일 및 이중 입력 

모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HH11B는 단일 

입력 모델로 0.1 또는 1°의 자동 분해능 범위 

기능이 있습니다. HH12B는 이중 입력 계량기로 

사용자가 T1, T2, ΔT (T1 – T2) 판독 값을 

분해능 0.1이나 1°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모델은 °C/°F로 전환할 수 있고, 앞면 패널 

오프셋 조정과 최대 판독/디스플레이 유지 

기능이 있습니다.

특정 써모커플에 의해 일어난 오류는 계량기의 

앞면의 함입 오프셋 조정과 정확한 온도 표준을 

이용해 제한된 범위에서 사실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LED 경고등은 개방 써모커플 입력 

환경에서 나타납니다.

계량기, 고무부츠, 9V 배터리, NIST 인증 (포인트 없음), 적절한 수의 비드 도선 써모커플,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비고: HH11B 및 HH12B는 표준 SMPW형 커넥터만 허용합니다. 이들 장비는 NMP 커넥터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주문 예: HH12B, 이중 입력 K타입 써모커플 미터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 설명

 HH11B 단일 입력, 전환 가능, 분해능 0.1 또는 1°  
 HH12B 이중 입력, 전환 가능, 분해능 0.1 또는 1°  
 HH-MAG 고무 부츠에 부착하는 자성 스트랩 걸이대

 SC-HH11A 홀스터와 자성 걸이대가 있는 고급 운반 케이스

 CAL-3-HH 포인트가 있는 NIST-추적 가능 캘리브레이션

사양
측정 범위: 
-200 ~ 1372°C (-328 ~ 1999°F)
-199.9 ~ 199.9°C (-327.8 ~ 391.8°F) 
정밀도 (K형 크로뮴-알룸): 
-60 ~ 1372°C에서 ± (0.1% rdg +1°C)
-60 ~ -200°C에서 ± (0.1% rdg +2°C)
-76 ~ 1999°F에서 ± (0.1% rdg +2°F)
-76 ~ -328°F에서 ± (0.1% rdg +4°F) 
유럽 안전 기준:  
IEC-1010 및 CE – EMC 

HH11B, 

단일 입력

HH12B, 

이중 입력

KTSS, 프로브은 별도로 판매합니다. 
kr.omega.com/jtss-hh에 방문하세요.

업그레이드된 

기능!

온도 계수:  
0 ~ 18°C 및 28 ~ 50°C에서 °C 당 해당 정밀도 
사양의 0.1배 
디스플레이: 3½ 디지털 LCD, 최대 판독 1999 
샘플 비율: 2.5/초 
배터리: 9V (포함) 
배터리 수명: 보통 200시간
크기: 210 H x 65 W x 33 mm D  
(8.3 x 2.4 x 1.4")
무게: 254 g (9 oz)

경제적인 디지털 써모미터
K형 써모커플 입력이 있는 단일 또는 이중 입력 모델

L

표준
포인트 없음

HH11B/HH12B

Economical Digital Thermometer
Single- or Dual-Input Models with 
Type K Thermocouple Inp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