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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광섬유 데이터 로거
온도계

U  배터리로 작동 (포함됨)
U  SD 카드에 데이터 기록  

(SD 카드는 별매)
U  범위 -80–300°C  

(-112–572°F) 
U  RS232 통신 링크 
U  Windows® 소프트웨어 옵션
U  대형 LCD 디스플레이 
U  게이지율이나 캘리브레이션 

없음 
U  정확도 ±0.5°C 

HHTFO-101는 다재 다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사용자의 자유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배터리로 작동되는 이 

단일 채널 장비는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동해 다양하고 

중요한 감지 지점에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HHTFO-101은 기본 “AA”형 알카라인 

배터리나 충전지로 작동하며, 최소 5

시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범용 전원 공급장치도 

함께 제공됩니다.

HHTFO-101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플래시 카드가 내장되어 있어 사용자가 

수집한 데이터를 직접 고용량 SD 플래시 

카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최대 1 GB인 SD 카드가 지원됩니다. 

데이터는 PC에 설치된 플래시 카드 

판독기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HHTFO-101도 스냅로그 기능이 있어 

스냅로그 키를 누를 때마다 온도점 1개를 

타입스탬프와 함께 기록할 수 있습니다.

HHTFO-101에는 LED 백라이트가 있는 

160 x 160 픽셀 LCD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어떤 

환경에서도 뚜렷하게 섭씨나 화씨 온도 

판독 값을 보여줍니다.

HHTFO-101 아이콘 구동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튼튼한 6버튼 키패드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메뉴를 통해 SD 카드에 데이터 기록, 

HHTFO-101,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HHTFO-101

응용

 U  고전압 환경

 U  EMI, RFI, 마이크로파 환경

 U  마이크로파 및 식품 가공

 U  유해 환경

 U  토목 공학 및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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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설치 및 설정, 숙련 모드 등 모든 

기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록 시간도 디스플레이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목적 장비는 원격 접속용 내장 

RS232 포트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 장비는 옵션인 FOB100-SOFT 

소프트웨어와 완벽하게 맞습니다. 

소프트웨어에는 최소/최대 알람, 전체 

데이터 기록 기능, 막대 그래프, 추세선, 

통계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ASCII 명령을 통해 모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 사용자가 임의의 루틴이나 

독점적인 드라이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HHTFO-101은 제조 및 열 시험 

중에 전력 변압기 내부의 과열점을 

관찰하는 등 에너지, 산업, 연구 활동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관찰 

도구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고전압과 

MW/RF 가열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온도 변화에 대한 정확도와 높은 

민감도 덕분에 이 장비를 다양한 용도에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센서는 교환 가능하고 

센서를 교체할 때 캘리브레이션이나 

불편한 게이지율이 필요치 않습니다. 

HHTFO-101은 보증 기간이 1년입니다.

더 높은 온도 프로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부와 상의해 케이블 길이를 지정하고 -80 – 300°C 사이에서 
온도 범위를 지정하세요.
범용 충전기, “AA” NiMH 배터리 4개,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 HHTFO-101, 1채널 소형 광섬유 써모미터, FOBS-2, 2 m (6.6') 케이블 온도 센서, 1GB-SD,  
1 GB SD 플래시 카드.

HHTFO-101-EC 보호용 끝단 캡과 어깨끈이 
있는 HHTFO-101,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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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채널 수:  
단일 채널 장비

분해능: 0.1°C (0.1°F)
정확도: ±0.5°C (0.9°F) 또는 1% FS

샘플링 속도: 5 Hz
업그레이드 가능—펌웨어: 직렬 통신을 
통해 플래시 ROM을 업그레이드 가능

디스플레이: 53 x 53 mm (대각선 3") 
그래픽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160 x 160 
픽셀, 반투과성 디스플레이, 연두색 LED 
백라이트

단위: 사용자 선택 가능, 미터 또는 야드

데이터 기록 메모리:

 삭제 가능한 SD 플래시 카드에 ASCII 
형식으로 온도와 시간 및 날짜 스탬프기록

데이터 기록 속도: 사용자가 1초부터 1
시간까지 속도를 선택 가능한 기록 시간

스냅로그(SnapLog™) 기능: 스탬로그 
키를 누르면 데이터 지점 기록 1개와 타임 
스탬프를 저장

온도 측정 범위: -80–300°C  
(-112–572°F)

통신 및 입출력
작동 모드: 앞면 패널 키패드나 
FOB100-50FT 윈도우 소프트웨어, 
RS232 ASCII 명령

통신 (하드웨어):RS232

통신 프로토콜: ASCII (RS232를 통해))
기계 및 환경 작동 온도:  
-20–55°C (0–150°F))
저장 온도: -30–70°C  
(0–160°F), 비응결

형태 요소: 소형 장비, 양극 처리 알루미늄 
압출, 질감 있는 블랙 파우더 페인트 (RAL 
9005)로 칠한 튼튼한 주형 상부 및 하부 
끝단 캡 
케이스 보호: IP54 표준

커넥터: 
 광학:  
 1 ST 커넥터  
 시리얼: DB-9 
 전력 공급:  
 파워 잭 커넥터 
 SD 카드: 상부  
 패널에 있는 누르면 배출되는  
 카드 슬롯l 
 배터리:  바닥에 있는 배터리 접속 
  포트

크기: 180 H x 118 W x 37 mm D  
(7 x 4.6 x 1.4")

무게: 배터리 없이 550 g (1.2 lb)

전력

요구 전력: 6 Vdc 전력 공급 또는 “AA” 
알카라인 배터리 (포함)나 충전지 4개s
소비 전력: 1.25 W

  주문하기
 모델 번호 설명 
 HHTFO-101 광섬유 써모미터 
   FOBS-2 센서 및 2 m (6.6') 케이블, 범위 -80 – 250°C (-112 – 482°F)

 FOBS-10 센서 및 10 m (33') 케이블, 범위 -80 – 250°C (-112 – 482°F)

 FOBS-20 센서 및 20 m (66') 케이블, 범위 -80 – 250°C (-112 – 482°F)

 FOBS-30 센서 및 30 m (98') 케이블, 범위 -80 – 250°C (-112 – 482°F)

  모델 번호  설명

 FOB100-SOFT  윈도우 소프트웨어 및 RS232 케이블

 HHTFO-101-WM  벽면 설치대

 HHTFO-101-EC  보호용 끝단 캡과 어깨끈 
 1GB-SD  SD 메모리 카드, 1 GB

 OS-XL-FCR  USB 플래시 카드 판독기                  

액세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