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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캘리브레이터
드라이 블록 캘리브레이터, 마이크로 바스 캘리브레이터 
및 다기능 캘리브레이터
(Dry Block Calibrators, Micro Bath Calibrators and Multi-Function Calibrators)

오늘날의 온도 캘리브레이터는 다양한 기능으로

광범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캘리브레이터는  다수의 테스트 베이 또는 

생산 장소와  같이 자주 변경되는 작업 위치에 

적합하고 쉽게 이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측정  또는 테스트를 위한 실험실에서의 고정된

사용환경에 사용하기에도 동일하게 적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이 캘리브레이터는 가볍고 각 현장에서 

사용하기 쉽도록 제작되었습니다.  

-35 ~ 650°C (-31 ~ 1202°F) 의 온도 

범위와 습식 또는 건식 캘리브레이터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5 종류의 캘리브레이터를 

제공 합니다.

	 •		드라이	블록	캘리브레이터:
									TCL-650S-D,	주변온도	
									650°C	(1202°F)
	 •		드라이	블록	캘리브레이터:
									TCL-165S-D,	-35	~	165°C
									(-31	~	329°F)
	 •	마이크로	바스	캘리브레이터:
									TCL-M165S-B,	-35	~	165°C
									(-31	~	329°F)
	 •		마이크로	바스	캘리브레이터:
									TCL-M255S-B,	주변	온도
									255°C	(491°F)
	 •		다기능	캘리브레이터:
									TCL-3M165E,	드라이	바스,
									마이크로	바스,	적외선	흑체	및	
									표면	온도

왜 교정이 필요할까요 ? 온도 센서는 기계적, 
열적 및 화학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센서를 더 오래 사용할수록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드리프트가 발생합니다. 
센서의 정기적인 교정만이 실제 온도와 
측정 온도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드리프트를 가시화합니다. 이 데이터는 
안정적인 공정 운영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OMEGATM 드라이블록 캘리브레이터  
및 마이크로 바스 캘리브레이터는 광범위한 
온도 측정 기기 및 온도 센서를 점검하고 
교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계식, 전기-기계식 또는 전자식 측정 기기를 
쉽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형의 내구성 
있는 캘리브레이터는 운반하기 쉽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특정 테스트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림의	TCL-3M165E는	
실제	크기보다	작음.	

그림의	TCL-M255S-B는	
실제	크기보다	작음.	

그림의	TCL-M165S-B는		
실제	크기보다	작음.	

그림의	TCL-650S-D는		
실제	크기보다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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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체	기능	

표면	온도	기능	

표면	온도	기능	 
표면 온도 센서는 필요한 접촉력이 있는 수직으로 장착된 

특수 슬리브를 사용하여 교정됩니다. 캘리브레이션 제어를 

외부 기준 센서로 전환하면 슬리브 표면에 최상의 온도 

기준점이 생성됩니다.  

기준 센서는 슬리브의 인접한 면 바로 아래에 위치합니다. 

슬리브는 인접한 면의 중심에서 최상의 온도 균일성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접한 면의 특수한 디자인은 좋은 열 접촉을 가능하게 

합니다. 열 전도성 페이스트 또는 기타 열 전도 보조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라이	블록	기능		
블록에서 시험 항목까지의 최적의 열 커플링은 올바른 

어댑터 슬리브와 이루어집니다.  

이상적으로는, 슬리브의 내부 직경은 시험 항목의 외부 

직경보다 0.5 mm 더 큽니다. 어댑터 슬리브를 사용하여 

거의 모든 길이 및 직경의 직선 온도 센서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 블록은 교정 매체를 교체할 필요 없이 

전체 온도 범위를 커버합니다. 점도, 인화점 또는 기체 

방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	바스	기능	
 
교정 액체를 사용하면 온도 센서로 비정상적인 형태와 

크기를 테스트할 경우 특정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시험 

항목은 절연 에어 갭 없이 액체에 직접 담급니다. 그 결과 

캘리브레이터와 시험 항목 간에 직접적인 온도 접촉이  

발생합니다. 액체, 일반적으로 실리콘 오일은 필요한 교정 

온도에 따라 선택됩니다. 제거 가능한 센서 바스켓과 함께 

마그네틱 교반기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면 교정 액체가 

활성화되어 큰 측정 영역을 생성합니다. 이에 더하여, 센서 

바스켓은 방해 없는 스티어링을 보장하고 탱크 바닥을 

보호합니다.

흑체	기능		
적외선 캘리브레이션 슬리브는 IR 고온계 또는  

열 화상 카메라 교정에 사용됩니다. 특수한  

표면 구조와 비대칭 형상은 방출 계수 0.9994 인  

‘캐비티 라디에이터’를 생성하여 간섭 방사선의   

반사를 방지하고 이상적인 형태로 필요한 온도를  

방출합니다. 고온계는 단순히 측정 개구 위의 지정된  

거리에서만 유지되므로 교정을 수행하기 위해 바닥에 

원하는 측정 영역을 형성합니다. 지지대는 기기에

직접 장착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	블록	기능	

마이크로	바스	기능

온도 캘리브레이터 
4가지의 교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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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염수				 실리콘	 실리콘	
	 		 오일	10	CS		 Oil	50	CS
범위   2 ~ 95°C -35 ~ 155°C   50 ~ 270°C 
인화점			 165°C  280°C

TCL	시리즈	캘리브레이터용		
부속품	

어댑터	슬리브	

드라이 블록 캘리브레이터는 실험실과 현장에서 온도 교정을 

간소화 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어댑터 슬리브를 통하여 

거의 모든 길이 및 직경의  직선 온도 센서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 블록은 캘리브레이션 매체를 교체할 필요 

없이 모든 온도 범위를 커버합니다. 점도, 인화점 및 기체 

방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어댑터 슬리브에는 단일 또는 다수의 멀티 보어가 장착될 

수 있습니다. 직경 범위가 0.60 ~ 1” 인 보어는 0.2” 단계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슬리브의 내경은 시험 항목의 

외경보다 0.2”가 더  큽니다.

교정	액체		 
액체 교정 매체를 사용하면 독특한 형태 또는 크기의 온도 

센서를 점검하기에 유리합니다.   

시험 항목은 절연 에어 갭 없이 액체에 담겨져 캘리브레이터와 

시험 항목이 직접 접촉하게 됩니다. 교정 액체는 원하는 교정 

온도에 따라 선택됩니다. 5개의 실리콘 플러그 및 / 또는  

지지 받침대가 있는 센서 덮개는 시험 항목을  바스에 

안정적으로 배치합니다. 

마이크로	바스용	통	삽입부		

교정	및	테스트	소프트웨어	

내부 교정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은 교정 값을 

프로그래밍하고 평가하기 위한 외부 인터페이스가 장착된 온도 

캘리브레이터에 사용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외부 PC 에서도 쉽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교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가능한 램프 기능 

 • 프로그램 가능한 온도 사이클 

 • 시리즈 테스트 (예: 입고 검사)

 •  그래픽 및 표 형식으로 시험 데이터 준비 

 • 고객 데이터를 인증서에 통합

 • 프로그램 가능한 온도 변화도  

마이크로	바스용	통	삽입물		 
통 삽입물은 다양한 액체가 사용되는 분야에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이 제품은 액체를 교환하고 바스를 청소 하는 

시간 소모적인 작업을 제거합니다. 분리된 통  삽입물은 

바스 자체와 마찬가지로 누수 방지가 됩니다. 통 삽입물은 

다기능 캘리브레이터를 사용할 때 마이크로 바스에서 드라이 

블록기능까지 신속한 전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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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한 드라이 블록 
온도 캘리브레이터
Precision Dry Block  Temperature Calibrator
고온 드라이 블록 캘리브레이터 주변 온도 650°C (1202°F)

TCL-650S-D

U  범위:	주변	온도	650°C	
(1202°F)

그림의	TCL-650S-D는	
실제	크기보다	작음.

오메가의 드라이 블록 캘리브레이터는  
최첨단 열 설계를 사용하여 정밀도,  
정확도 및 반복성을 보장합니다. 
내부 센서는 거의 드리프트가 없을 때 
까지 테스트되고 순환됩니다. 디지털 
기기 및 제어 알고리즘은 장기간 
정밀도를 보장합니다. 듀얼 디스플레이는 
°C/°F 로 전환 가능하고 사용자에게 
설정점과 실제 온도를 보여주므로 
캘리브레이터의 상태를 항상 알 수 
있습니다.

기술	사양
제어	센서: 내부

온도	범위: 주변 온도  650°C (1202°F)

허용	오차: ±0.4°C (±0.72°F)

안정성: ±0.05°C (±0.09°F)

측정	영역:  110 ~ 150 mm  

(4.33 ~ 5.91”)

블록:  28 mm (1.1”), 직경, 150 mm 

(5.9”) 깊이

디스플레이:  2-줄, 4-자리 디스플레이,  

적색/ 녹색, 단위 °C/°F 전환 가능 

디스플레이	범위:  0 ~ 650°C  

(32 ~ 1202°F)

분해능:  주변 온도 99.99°C/주변 온도 

211.98°F 까지 0.01°C/0.02°F 이외는 

0.1°C (0.18°F)

치수:	

	 넓이: 150 mm (5.91") 

 높이: 330 + 70 mm (12.99 + 2.76") 

 깊이: 270 mm (10.63")

무게: 약 7.5 kg (16.5 lb)

전원	공급	장치: 100 ~ 240 Vac, 

±10%, 50/60 Hz 

전력	소비: 약 1000 VA

주문하시려면
모델	번호 설명

TCL-650S-D 정밀한 드라이 블록 캘리브레이터, 주변 온도 
650°C (1202°F)

부속품	슬리브	–	1개	필요함

TCL-S-DB28150-A 어댑터 슬리브, 2개 보어 (bore): 1⁄4 및 1⁄8" 직경

TCL-S-DB28150-B 어댑터 슬리브, 3개 보어 (bore): 1⁄2, 1⁄4 및 1⁄8" 직경

TCL-S-DB28150-C 어댑터 슬리브, 4개 보어 (bore): 1⁄8, 3⁄16, 1⁄4, 및 3⁄8" 직경

TCL-S-DB28150-D 어댑터 슬리브, 7개 보어 (bore): 6개 1⁄4 및 1⁄8" 직경

TCL-S-DB28150-E 어댑터 슬리브, 7개 보어 (bore): 1⁄8, 2개 3⁄16", 2개 1⁄4",
및 2개 3⁄8" 직경

TCL-S-DB28150-X 어댑터 슬리브, 비어 있음

모델	번호 설명

TCL-6-CASE2TG 바퀴와 핸들이 있는 패딩 처리된 휴대용 케이스

부속품

품질보증 확인서, 전원 케이블, 삽입 도구 및 운영자 설명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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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한 드라이 블록  
온도 캘리브레이터

TCL-165S-D

U  범위:	-35	~	165°C	
(-31	~	329°F)

오메가의 가열/냉각 드라이 블록 
캘리브레이터 TCL-165S-D는   
TCL-650S-D 의 모든 기능에 최저  
-35°C (-31°F) 및 최고 165° 
(329°F) 까지 안정적인 온도 교정이 
가능한 냉각 주기가 추가되었습니다. 
내부 센서는 사실상 드리프트가 
없을 때 까지 특수하게 연소됩니다. 
디지털 기기 및 제어 알고리즘은 장기 
안정성을 보장하여 사용자가 항상 
캘리브레이터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기술	사양
제어	센서: 내부

온도	범위: -35 ~ 165°C  
(-31 ~ 329°F)

허용	오차: ±0.2°C (±0.36°F)

안정성: ±0.05°C (±0.09°F)

측정	범위: 110 ~ 150 mm  
(4.33 ~ 5.91")

블록:  28 mm (1.1"), 직경, 150 mm 
(5.9") 깊이

디스플레이: 2-줄, 4-자리 디스플레이, 
적색/ 녹색, 단위 °C/°F 전환 가능 

디스플레이	범위: -50 ~ 165°C  
(-58 ~ 329°F)

분해능: -9.99 ~ 99.99°C/4.02 ~ 
211.98°F 의 범위에서는 0.01°C/0.02°F 
이외는 0.1°C (0.18°F)

치수:	

	 넓이: 210 mm (8.27") 
 높이: 330 + 50 mm (14.96 + 1.97") 
 깊이: 300 mm (10.63")

무게: 약 10 kg (22 lb)

전원	공급	장치:  100 ~ 240 Vac, 
50/60 Hz 

전력	소비: 약 400 VA

주문하시려면
모델	번호 설명

TCL-165S-D 정밀한 드라이 블록 캘리브레이터, -35 ~ 165°C 
(-31 ~ 329°F)

부속품	슬리브	–	1개	필요

TCL-S-DB28150-A 어댑터 슬리브, 2개 보어 (bore): 1⁄4 및 1⁄8" 직경

TCL-S-DB28150-B 어댑터 슬리브, 3개 보어 (bore): 1⁄2, 1⁄4 및 1⁄8" 직경

TCL-S-DB28150-C 어댑터 슬리브, 4개 보어 (bore): 1⁄8, 3⁄16, 1⁄4, 및 3⁄8" 직경

TCL-S-DB28150-D 어댑터 슬리브, 7개 보어 (bore): 6개 1⁄4 및 1⁄8" 직경

TCL-S-DB28150-E 어댑터 슬리브, 7개 보어 (bore): 1⁄8, 2 개 3⁄16",   
2개 1⁄4" 및 2 x 3⁄8" 직경

TCL-S-DB28150-X 어댑터 슬리브, 비어 있음

모델	번호 설명

TCL-6-CASE4TG 바퀴와 핸들이 있는 패딩 처리된 휴대용 케이스

부속품

품질보증 확인서, 전원 케이블, 삽입 도구 및 운영자 설명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그림의	TCL-165S-D는	
실제	크기보다	작음.	

Precision Dry Block  Temperature Calibrator  
가열/냉각 드라이 블록 캘리브레이터, -35 ~ 165°C (-31 ~ 32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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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한 마이크로 바스  
온도 캘리브레이터

TCL-M165S-B

U	-35	~	165°C		
		(-31	~	329°F)

TCL-M165S-B 마이크로 바스는 교정 
액체를 사용하여 교정 중인 장치를 담그고 
-35 ~ 165°C  (-31 ~ 329°F) 범위를 
제공하는  가열과 냉각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온도 센서로 비정상적인 형태와 
크기를 테스트할 경우 특정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시험 항목은 절연 에어 갭 
없이 액체에 직접 담급니다. 그 결과 
캘리브레이터와 시험 항목 간에 직접적인 
온도 접촉이 발생합니다. 액체, 일반적으로 
실리콘 오일은 필요한 교정 온도에 따라 
선택됩니다. 제거 가능한 센서 바스켓과 
함께 마그네틱 교반기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면 교정 액체가 활성화되어 큰 측정 
영역을 생성합니다. 이에 더하여, 센서 
바스켓은 방해 없는 스티어링을 보장하고 
탱크 바닥을 보호합니다.

기술	사양
제어	센서: 내부

온도	범위:  -35 ~ 165°C  
(-31 ~ 329°F)

허용	오차: ±0.1°C (±0.18°F)

안정성: ±0.05°C (±0.09°F)

측정	범위:  110 ~ 150 mm (4.33 ~ 
5.91")

블록: 60 mm (2.36") 직경, 170 mm 
(6.69") 깊이

디스플레이: 2-줄, 4-자리 디스플레이, 
적색/ 녹색, 단위 °C/°F 전환 가능 

디스플레이	범위: -50 ~ 165°C  
(-58 ~ 329°F)

분해능: -9.99 ~ 99.99°C/14.02 ~  
211.98°F 범위에서 0.01°C/0.02°F 이외
는 0.1°C (0.18°F)

치수:	

	 넓이: 210 mm (8.27") 
 높이: 380 + 50 mm (14.96 + 1.97") 
 깊이: 300 mm (11.81")

무게: 약 12.5 kg (27.6 lb)

전원	공급	장치: 100 to 240 Vac,  
50/60 Hz 

전력	소비: 약 400 VA

주문하시려면
모델	번호 설명

TCL-M165S-B 정밀한 마이크로 바스 캘리브레이터,  
-35 ~ 165°C (-31 ~ 329°F)

필수	부속품

TCL-S-M5-MB60 마이크로 바스 통 삽입부

TCL-M16-L155C 교정 액체 (10 cS)

모델	번호 설명

TCL-6-CASE5TG 바퀴와 핸들이 있는 패딩 처리된 휴대용 케이스

부속품

품질보증 확인서, 전원 케이블, 삽입 도구, 센서 바스켓, 흡입 펌프, 웰 덮개, 자기 리프터,  
센서 리드, 5개의 실리콘 플러그 및 운영자 설명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그림의	TCL-M165S-B는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실리콘	플러그	포함.	

Precision Micro Bath  Temperature Calibrator   
마이크로 바스 캘리브레이터 -35 ~ 165°C (-31 ~ 329°F) 온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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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한 온도 캘리브레이터

TCL-M255S-B

U		범위:	주변	온도	255°C	
(491°F)

TCL-M255S-B는 주변 온도 255°C 
(491°F) 범위의 고온 마이크로 
바스입니다. TCL-M255S-B는 교정용 
액체를 사용하여 교정 중인 기기를 
담그고 온도 센서로 비정상적인 형태와 
크기를 테스트 할 경우 특정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시험 항목은 절연 에어 갭 
없이 액체에 직접 담급니다. 그 결과 
캘리브레이터와 시험 항목 간에 직접적인
 온도 접촉이 발생합니다.  
액체, 일반적으로 실리콘 오일은 필요한 
교정 온도에 따라 선택됩니다. 제거 
가능한 센서 바스켓과 함께 마그네틱  
교반기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면 교정 
액체가 활성화되어 큰 측정 영역을 
생성합니다. 이에 더하여, 센서 바스켓은
방해 없는 스티어링을 보장하고 탱크 
바닥을 보호합니다. 

기술	사양
제어	센서: 내부

온도	범위: 주변 온도 255°C  (491°F)

허용	오차: ±0.2°C (±0.36°F)

안정성: ±0.05°C (±0.09°F)

측정	범위: 110 ~ 150 mm  
(4.33 ~ 5.91")

블록: 60 mm (2.36") 직경, 170 mm 
(6.69") 깊이

디스플레이: 2-줄, 4-자리 디스플레이,  
적색/녹색, 단위 °C/°F 전환 가능  

디스플레이	범위: 0 ~ 255°C  
(32 ~ 491°F)

분해능: RT ~ 99.99°C (211.98°F)  
범위 에서 0.01°C/0.02°F,  
이외는 0.1°C (0.18°F)

치수:	

	 넓이: 150 mm (5.91") 
 높이: 330 + 70 mm  
  (12.99 + 2.76") 
 깊이: 270 mm (10.63")

무게: 약 7.5 kg (16.5 lb)

전원	공급	장치: 115 Vac, ±10%, 
50/60 Hz, 옵션 230 Vac

주문하시려면
모델	번호 설명

TCL-M255S-B 정밀한 마이크로 바스 캘리브레이터, 주변 온도 
255°C (491°F) 

필수	부속품

TCL-S-M5-MB60 마이크로 바스 통 삽입부

TCL-M16-L255C 교정용 액체 (50 cS)

모델	번호	 설명

TCL-6-CASE3TG 바퀴와 핸들이 있는 패딩 처리된 휴대용 케이스

부속품

그림의	TCL-M255S-B는	
실제	크기보다	작음.	

품질보증 확인서, 전원 케이블, 삽입 도구, 센서 바스켓, 흡입 펌프, 웰 덮개, 자기 리프터,  
센서 리드, 5개의 실리콘 플러그 및 운영자 설명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Precision Temperature  Calibrators  
고온 마이크로 바스 캘리브레이터, 주변 온도 255°C (491°F)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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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한 온도 캘리브레이터

TCL-3M165E

U		범위:	-35	~	165°C		
(-31	~	329°F)	

U		4가지	기능의	온도		캘리
브레이터
	 •	드라이	블록	
	 •	마이크로	바스	
	 •	흑체
	 •	표면	온도		

그림의	TCL-3M165E는	
실제	크기보다	작음.	

마이크로	바스	기능	
교정용 액체를 사용하면 온도 센서로 

비정상적인 형태와 크기를 테스트할  

경우 특정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시험 항목은 절연 에어 갭 없이 

액체에 직접 담그면 캘리브레이터와  

시험 항목 간에 직접적인 온도 접촉이  

발생합니다. 액체, 일반적으로 실리콘  

오일은 필요한 교정 온도에 따라 

선택됩니다. 

제거 가능한 센서 바스켓과 함께 

마그네틱 교반기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면 교정 액체가 활성화되어 

큰 측정 영역을 생성합니다.  

이에 더하여, 센서 바스켓은 방해 없는  

스티어링을 보장하고 탱크 바닥을 

보호합니다. 

드라이-블록	기능
블록에서 시험 항목까지의 최적의 열  

커플링은 올바른 어댑터 슬리브와  

이루어집니다. 이상적으로는, 슬리브의 

내부 직경은 시험 항목의 외부 

직경보다 0.5 mm 더 큽니다. 

어댑터 슬리브를 사용하여 거의 모든 

길이 및 직경의 직선 온도 센서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 블록은 

교정 매체를 교체할 필요 없이 전체 

온도 범위를 커버합니다. 점도, 인화점 

또는 기체 방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흑체	기능	
적외선 캘리브레이션 슬리브는 IR  

고온계 또는 열 화상 카메라 교정에  

사용됩니다. 특수한 표면 구조와

비대칭 형상은 방출 계수 0.9994 인

‘캐비티 라디에이터’ 를 생성하여 

간섭 방사선의 반사를 방지하고 

이상적인 형태로 필요한 온도를 

방출합니다. 고온계는 단순히 측정  

개구 위의 지정된 거리에서만 

유지되므로 교정을 수행하기 위해 

바닥에 원하는 측정 영역을

형성합니다. 지지대는 기기에 직접 

장착할 수 있습니다. 

표면	온도	기능
표면 온도 센서는 필요한 접촉력이  

있는 수직으로 장착된 특수 슬리브를  

사용하여 교정됩니다. 캘리브레이션  

제어를 외부 기준 센서로 전환하면 

슬리브 표면에 최상의 온도 기준점이  

생성됩니다. 기준 센서는 슬리브의  

인접한 면 바로 아래에 위치합니다.  

슬리브는 인접한 면의 중심에서

최상의 온도 균일성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접한 면의 특수  

디자인은  좋은 열 접촉을 가능하게 

합니다. 열 전도성 페이스트 또는 

기타 열 전도 보조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Precision Temperature  Calibrators  
다기능 캘리브레이터, -35 ~ 165°C (-31 ~ 32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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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제어	센서: 내부/외부 전환 가능

마이크로	바스	
온도	범위: -35 ~ 165°C  
(-31 ~ 329°F)

허용	오차: ±0.1°C (±0.18°F)

안정성: ±0.05°C (±0.09°F)

측정	범위: 110 ~ 150 mm  
(4.33 ~ 5.91")

드라이	블록
온도	범위: -35 ~ 165°C  
(-31 ~ 329°F)

허용	오차: ±0.3°C (±0.54°F)

안정성: ±0.05°C (±0.09°F)
측정	범위: 123 ~ 163 mm  
(4.84 ~ 6.42")

적외선
온도	범위: -35 ~ 165°C  
(-31 ~ 329°F) 

허용	오차: ±0.5°C (±0.9°F)

안정성: ±0.05°C (±0.09°F)

측정	범위: 110 mm (4.33")

표면
온도	범위: -25 ~ 150°C  
(-13 ~ 302°F)

허용	오차: ±1°C (±1.8°F)

안정성: ±0.2°C (±0.36°F)

블록: 60 mm (2.36") 직경,  
170 mm (6.69") 깊이

디스플레이: 178 mm (7") 밝은 컬러 
터치 스크린, 120 ~ 140° 시야각

단위: C°/F° 전환 가능

디스플레이	범위: -50 ~ 165°C  
(-58 ~ 329°F)

분해능: 0.1/0.01/0.001°C 
(0.18/0.02/0.002°F)

치수:

	 넓이: 210 mm (8.27") 
 높이: 380 + 50 mm  
 (14.96 + 1.97") 
 깊이: 300 mm (11.81")

무게: 약 13 kg (28.7 lb)

전원	공급	장치: 100 ~ 240 Vac,  
50/60 Hz

전력	소비: 약 400 VA

주문하시려면
기본	장비 설명

TCL-3M165E 정밀한 4가지 기능의 캘리브레이터 기본 장비

부속	기능	–	1개	필수,	4개	최대

TCL-3M165E-B 마이크로 바스 기능 추가 

TCL-3M165E-D 드라이 블록 기능 추가

TCL-3M165E-I 적외선 기능 추가

TCL-3M165E-S 표면 기능 추가

부속폼	슬리브	–	기능	지원을	위해	주문	필요

TCL-M5-MB60 마이크로 바스 통 삽입부 다기능 기기와 권장함*

TCL-M16-L155C 마이크로 바스용 교정용 액체 (10 cS)

TCL-S-DB60170-A 어댑터 슬리브, 2개 보어 (bore): 1⁄4 및 1⁄8" 직경

TCL-S-DB60170-B 어댑터 슬리브, 3개 보어 (bore): 1⁄2, 1⁄4 및 1⁄8" 직경

TCL-S-DB60170-C 어댑터 슬리브, 4개 보어 (bore): 1⁄8, 3⁄16, 1⁄4, 3⁄8" 및 3⁄8" 직경

TCL-S-DB60170-D 어댑터 슬리브, 7개 보어 (bore): 6개 1⁄4 및 1⁄8" 직경

TCL-S-DB60170-E 어댑터 슬리브, 7개 보어 (bore): 1⁄8, 2개 3⁄16",  2개 1⁄4",  
2개 3⁄8" 직경

TCL-S-DB60170-X 어댑터 슬리브, 비어 있음

TCL-S-IR60170 적외선 어댑터 슬리브

TCL-B16-SF 어댑터 슬리브, 표면 측정

모델	번호 설명

TCL-6-CASE5TG 바퀴와 핸들이 있는 패딩 처리된 휴대용 케이스

TCL-6-SW 소프트웨어

TP-6-USB USB 변환기

TP-6-RS232 RS232 변환기

부속품

* 통 삽입은 신속한 변경을 지원합니다 (청소 없음). 통 삽입 및 마이크로 바스 주문은 교정된   
통을 포함합니다.

기본 장비와 부속 기능을 주문하시려면, 기본 장비에 접미사 “-B”, “-D”, “-I”, “-S” 를  
추가하십시오. 
준문	예:)	TCL-3M165E-B-D-I 는 바스, 드라이 블록 및 적외선 기능이 있는 기기입니다.

품질보증 확인서, 전원 케이블, 삽입 도구, 센서 바스켓, 흡입 펌프, 이동 커버, 자기  

리프터 & 자기 교반기, 센서 리드, 5개의 실리콘 플러그 및 운영자 설명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부품을	주문하시려면	별도로	지정하십시오:	TCL-3M165E,  다기능 캘리브레이터 기기, 
TCL-3M165E-D, 드라이 블록 기능 추가, TCL-3M165E-B, 마이크로 바스 기능 추가 및 
TCL-3M165E-I, 적외선 흑체 기능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