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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mm (0.187" 직경 보호관)를 주문하려면“316”또는 6mm (0.250" 직경 보호관)를 주문하려면 “14”를 선택하십시오.

**457mm (18" 프로브 길이)를 주문하려면“18”또는 610mm (24" 프로브 길이)를 주문하려면 “24”를 선택하십시오.

주문 예제: 

TJ-USB-CASS-14-24-K1, 견고한 USB TJ 프로브, 304 SS 보호관, 6mm (1⁄4") OD, 610mm (24") 길이 및 통합 USB 케이블 및 타입 A 커넥터, 

-73 ~ 315℃ (-100 ~ 600℉) 온도 범위.

TJ-USB-KQXL-316-18-K2, 견고한 USB TJ 프로브, 니켈-크롬 보호관, 4.5mm (3⁄16") OD, 457mm (18")  길이 및 통합 USB 케이블 및 타입 A 커넥터,

-200 ~ 1000℃ (-328 ~ 1832℉) 온도 범위.

 사용자 컴퓨터의
USB 포트에 직접 연결
오메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무료 TRH 중앙 소프
트웨어로 사용자의 PC 를
온도 미터, 데이터 로거
또는 차트 레코더로 변환
 2가지의 다른 측정 범위가
적용된 제품 구매 가능
457 및 610 mm
(18 및 24") 프로브 표준
길이

 4.5 또는 6 mm (3⁄16 또는
1⁄4") 직경 304 SS, Inconel®

및 고성능 Super 
OMEGACLADTM XL 보호관

K1: ±1℃ (1.8℉) 
K2: ±3℃ (5.4℃)

분해능: 
K1: 0.1° 
K2: 1°

안정성: 
K1: ±0.25℃ 
K2: ±0.5°

냉접점 보상(자동): -10 ~ 70℃

작동 환경 (저온 종단): 
-10 ~ 70°C, 0 ~ 95% 상대 습도

(비응결)

PC 인터페이스: USB

USB 케이블: 프로브에 통합, 2 m (6')

(차폐됨) 타입 A 플러그

소프트웨어 (오메가에서 무료 다운로드):

Windows® 2000,

XP, VISTA (32-비트) 또는

Windows 7 (32-비트) 필요

그림의 
TJ-USB-CASS-316-18-K1는 

실제 크기보다 작음

기술사양
통합 써모커플: K 타입

(비접지)

측정 범위:  

K1: -73 ~ 315℃ (-100 ~ 600℉)  

K2: -200 ~ 1000℃ (-328 ~ 1832℉)

참고: 304 스테인리스 스틸의 경우
최고 온도는 850℃ (1562℉)
정밀도: 

노트북은 
포함 안됨

파트 번호 
제품 번호.     설명

TJ-USB-CASS-(*)-(**)-K1 304 SS 트랜지션 조인트 프로브 -73 ~ 315℃ (-100 ~ 600℉)

TJ-USB-CASS-(*)-(**)-K2 304 SS 트랜지션 조인트 프로브 -200 ~ 850℃ (-328 ~ 1562℉)

TJ-USB-CAIN-(*)-(**)-K1 인코넬 트랜지션 조인트 프로브 -73 ~ 315℃ (-100 ~ 600℉)

TJ-USB-CAIN-(*)-(**)-K2 인코넬 트랜지션 조인트 프로브 -200 ~ 1000℃ (-328 ~ 1832℉)

TJ-USB-KQXL-(*)-(**)-K1 니켈-크롬 트랜지션 조인트 프로브 -73 ~ 315℃ (-100 ~ 600℉)

TJ-USB-KQXL-(*)-(**)-K2 니켈-크롬 트랜지션 조인트 프로브 -200 ~ 1000℃ (-328 ~ 1832℉)

RH-USB 습도/온도 프로브 및 USB

HX70-MKIT RH-USB용 벽/덕트 설치 키트

CAL-3† NIST 추적가능 교정 및 3개의 데이터 포인트

USB 직접 연결 기능이 있는 오메가의 
TJ-USB 시리즈 써머커플 프로브는 
견고한 트랜지션 조인트 구조로
2m (6') 의 차폐된 출력 케이블 및 사용
자의 PC를 온도 미터, 차트 레코더 또
는 데이터 로거로 변환하는 제품이며  
무료 사용자 소프트웨어가 함께 제공됩
니다. 프로브는 18 또는 24" 길이 및 
0.187 또는 0.250"의 304 스테인리스 
스틸, INCONEL® 또는 고성능의 Super 
OMEGACLAD™ XL 보호관이 적용된 
제품이 구매 가능합니다.

USB 연결 가능한 상대 습도 및 적외선프로브 구매 가능

USB 써모커플 프로브
& 무료 기록 및 로깅 소프트웨어
USB Thermocouple Probe

TJ-USB 시리즈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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