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기능 환경 측정기
Multifunctional Environmental Meter

집적 회로 타입의
음향 센서

RH87

U 풍속 (fpm) 및 풍량 (cfm) 측정
U 음향을 dB 단위로 측정
U 온도 및 습도 측정 (°F/°C)
U 조도 측정 (럭스)
U 미국 표준 규격과 미터 규격
U 백릿 LCD 디스플레이
U 최소/최대/평균/차등 모드
U 데이터 홀드
U 자동 범위 지정
U 자동 꺼짐 기능
U 배터리 없음 표시
U 한 손 조작
U 공기 측정 설정 및 레지스터 
CFM 차트 포함
U 운반용 케이스 포함
U 소형 삼각대 포함
RH87은 디지털 다기능 환경 측정기로 소음계,
광도계, 상대 습도계, 온도계, 풍속계의 기능을
합한 것입니다.

RH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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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요건:
9V 배터리 (포함)
배터리 없음 알림: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41/2 자릿수 백릿 LCD
반응 시간: 약 초당 2회
작동 온도:
-10 ~ 60°C (14 ~ 140°F)
보관 온도: -10 ~ 50°C
(14 ~ 122°F)
무게: 430 g (15.3 oz)
크기: 280 L x 89 W x 50 mm H
(11 x 3.5 x 2")

범위 분해능 정확도
20,001 Lux ~ 50,000 Lux 100 Lux ±5% rdg +
100

온도: -10 ~ 60°C
(14 ~ 140°F) 0.1°C (0.1°F)
±-1.5°C (±2.7°F)
상대 습도: 750°F에서 20 ~ 80% RH 0.1% RH
±3% RH 75°F에서 < 20% RH 및 > 80% RH 0.1%
RH ±5% RH
소음 수준: 30 dB ~ 130 dB 0.1 dB ±1.5 dB
광 수준: 0 ~ 2000 Lux 1 Lux ±5% rdg + 10,
2001 Lux ~ 20,000 Lux 10 Lux ±5% rdg + 10,

기류: 1.6 ~ 65.7 ft/s 0.1 ft/s ±3% rdg + 10, 0.5
~ 20 m/s 0.1 m/s ±3% rdg + 10, 0.9 ~ 38.9
노트 0.1 노트 ±3% rdg + 10, 1.8 ~ 72 km/h 0.1
km/h ±3% rdg + 10
풍량: 0 ~ 999,900 CFM 0.1 ~ 100 CFM ±3%
rdg + 10 0 ~ 999,900 CMM 0.1 ~ 1000 CMM
±3% rdg + 10

주문하려면 kr.omega.com/rh87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림의 RH87은 운반용 케이스, 사용자 설명서, 휴대용
소형 삼각대, 9V 배터리가 함께 있습니다 (모두 포함).

모델 번호

설명

RH87

휴대용 환경 측정기

운반용 케이스, 휴대용 소형 삼각대, 사용자 설명서, 9V 배터리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 RH87, 환경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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