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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적외선 써모미터 

상대습도 측정 및 12:1 광학시야각

OS418-LS

U  적외선 범위
    -60 ~ 500°C 
    (-76 ~  932°F)
U  간편한 작동 모드 
    및 파라미터 
    조정 가능 
U  내장되어있는
    K타입 써모커플
    연결
U  접촉 측정 및 방사율
    확인을 위해 K타입
    써모커플 포함 
U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습도 측정 내장
    기능 내장
U  High 또는 Low 아이콘이
    깜박이고 레이저 플래시
    및 진동과 함께 경고음을
    발생

적용분야
U 건물유지보수
U 실험실
U 자동화
U 제조업
U 제약

OMEGA의 OS418-LS는 온도 
측정을 위한 최고의 도구입니다.
신뢰성이 입증된 2개의 온도 센서로
표면 온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 비접촉 마이크로-머신
     써모파일
 • K타입 써모커플 소켓
     (무료 T/C 포함)

이러한 배열은 대부분의 온도 측정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전 또는 위생적인 이유로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비접촉 적외선 
측정기가 매우 이상적입니다. 

그림의OS418-LS는
실제크기보다작음

주의! –이제품은 의료용
또는 사람에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광선을 응시하지 마십시오
CLASS 2레이저 제품

주  의
CLASS II 레이저 제품 주의
개봉 시 CLASS2 레이저 방사

최대 출력<1mW, 파장 635-660mm, 
21 CFRChapter 1, Subchapter J준수

레이저 광선 – 광선을 응시하지 마십시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즉각적인 
판독을 제공합니다. 또는 접촉 표면,
가스 및 액체의 고정밀 측정을 위해 
써모커플을 사용하십시오. 

OS418-LS는 측정하기 어려운 
방사율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K 타입 써모커플 접점을
사용하여 실제 온도를 측정하십시오.
그리고, 비접촉 적외선을 사용하여
표면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다음번
그 물체에 대한 동일한 방사율을
사용하는 옵션을 이용하여 그 수치가
동일해질때까지 조정하십시오.

더 이상 추측하지 않고, 더 이상
방사율 표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기는 또한 매우 긴 배터리
수명과 함께합니다. (2개의 AAA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on-Contact IR Therm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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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비접촉 적외선
스캔기능

써모커플 스캔기능
(K 타입, 비드 와이어 포함)

측정범위 -60 ~ 500°C (-76 ~ 932°F) -64 ~ 1400°C (-83.2 ~ 2552°F) 

작동범위 0 ~ 50°C (32 ~ 122°F)

정밀도 (Tobj = 15-35°C, 
T amb = 25°C)

±1.0°C (1.8°F) 판독의±1% 또는 1°C (1.8°F) 에서큰값
(정밀도T amb = 23±6°C 미만에서테스트)

정밀도 T amb=23±6°C) 
(Tobj = -33-500°C, 
T amb=23±3°C)

T obj = 0 ~ 500 °C:
± 2 % 또는 2 °C (4 °F)에서 큰 값; 
T obj = - 60 ~ 0 °C:
± (2°C+0.05/degree) °C

방사율범위 초기 설정 0.95 (0.1 ~ 1 범위 안에서 0.01 단위로 조절 가능)

분해능(-9.9 ~199.9°C/°F) 0.1°C/0.1°F, 그렇지 않으면 1°C/1°F

응답시간 (90%) 1초

거리: 점 12:1 (90% 에너지적용) 

상대 습도(T amb=23±5°C) 1 ~ 99%, 정밀도: 20 ~ 80%에서 ±3%,그렇지 않으면 ±5%

이슬점 -50 ~ 50°C, 정밀도: 20 ~ 30% RH 에서±2.5°C; 31 ~ 40% RH 에서±2°C; 
41 ~ 95% RH 에서±1.5°C

건식 및 습구 온도범위 -20 ~ 65°C (-4 ~ 149ºF), 정밀도: ±2.5°C 

배터리 수명 140에서 180 시간에서 계속 사용 가능 (알카라인, 레이저 및 백라이트 없이) 

치수 46.0 x 143.0 x 184.8 mm (1.81 × 5.63 × 7.28") 

무게 240 g (8.5oz) - 배터리 포함 (2개의 “AAA” 배터리 포함)

참고: 200 ~ 600 MHz의3V/m의 전자기장 환경에서, 최대에러는 10°C (18°F). 

주문하시려면
모델번호 설명

OS418-LS                                                          상대습도, 12:1, K 타입 상대습도, 12:1, K 타입

CD, K타입 써모커플 (1개), “AAA” 배터리 (2개) 및 운영자 메뉴얼과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예: OS418-LS, 비접촉 적외선 써모미터 (Thermometer), 상대습도, 12:1 FOV, K 타입                                                                 

기술사양

그림의 OS418-LS는
실제 크기 보다 작음OS418-LS 

정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