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in 1 풍량계, 습도 라이트 미터, 

온도계 

 
정교한 측정을 위한 영역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이러한 

미터는 비록 복잡하고 섬세한 기기이라 할지라도, 이 안정적인 

구조는 만약 적절한 작업 테크닉이 개발된다면, 수 년동안에 

사용될 수 있게 가능하다. 다음의 작업 매뉴얼을 주의 깊게 



읽고,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 이 매뉴얼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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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특징  

 * 4 개 안의 1 프로패셔널 측정 기기: 풍량계, 습도계, 
온도계, 와 라이트 미터.  
 * 가볍고 작은 사이즈 케이스 디자인을 가진 작은 뼈 

모양은 한 손으로 핸들링하기에 적합하다.  
 * 팔찌 디자인은 특히나 사용자가 한손으로 작동할 수 

있게 기기에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 휠에 부착된 마찰이 낮은 볼은 공기의 빠르거나 낮은 

속도에서의 매우 높은 정확도를 제공한다.  
 * 독점적인 포토 다이오드, 칼라 상호 필터 라이트 



센서, 스펙트럼은 C.I.E 포토픽을 만족 시킨다.  
 * 빠른 반응 속도를 가진 매우 정교한 습도계.  
 * 표준 K (NiCr-NiAl) 열전지 입력은 모든 K 프로브의 

종류에 사용이 가능하다.  
 * 내장된 마이크로프로세서 서킷은 매우 훌륭한 성능과 

정확도를 보장해 준다.  
 * 작도 간편한 버턴 구성과 쉬운 작업 조작.  
 * 리콜 기능을 통한 최대, 최소값 저장 능력.  
 
*전면 패널의 버턴을 눌러서 ℃/℉ 의 단위를 탐색한다..  

 * 전면 패널의 버턴을 눌러서 Lux/Feet-촛불을 

선택한다.  

 * 5개 종류의 단위에 전면 패널에 있는 버턴을 눌러서 

공기 측정 단위 선택을 진행한다.  
 * 상대 습도와 측정된 온도 값이나 동시에 공기 속도와 

측정된 온도값에 대한 다수 채널 디스플레이를 제공한다.  
 * 영점 버턴 디자인은 라이트 미터 측정 계수화를 

가능하게 한다.  
 * 홀드 버턴을 눌러서 현재 측정된 값을 정지 시킨다.  
 
2. 제품 스펙 

2-1 일반적인 제품 스펙  

디스플레이  8 mm LCD 디스플레이  

측정  풍량계, 습도, 온도. 빛  

작업 습도 Max. 80% RH.  

작업 온도 0 ~ 50° C (32 ~o 122° F)  

초과 입력 "- - - - " 의 표시로 나타난다. 



디스플레이 

파워 

서플라이 
006P DC 9V 배터리 (산업용)  

파워 소비 대략 DC 6.2 mA  

무게 160g (배터리 포함됨)  

표면  HWD 156x60x33 mm (6.14x2.36x1.29 inch).  

표준 

악세서리 

작업 매뉴얼  

옵션 

악세서리 

휴대용 가방. 온도 프로브(9 페이지를 

참고한다. ).  

 
2-2 전기적인 제품 스펙 ( 23 ± 5℃ )  

측정 범위  레솔류션 

 ft/min  80 ~ 5910 
ft/min  1 ft/min  

m/s  0.4 ~ 30.0 m/s  0.1 m/s  

km/h  1.4 ~ 108.0 
km/h  0.1 km/h  

MPH  0.9~  67.0 
mile/h  0.1 MPH 

 knots  0.8 ~ 58.3 knots  0.1 knots  
32 ~ 122 ℉  0.1 ℉  

공기 속도 

온도 (반도체) 
0 to 50 ℃  0.1 ℃  

 
측정  범위  레솔류션  

% RH  10 ~ 95 %RH  0.1 %RH  습도  
온도 

(반도체) 
32 ~122 ℉  0.1 ℉  

  0 ~  ℃  0.1 ℃  



빛 Lux  0 ~2,200 Lux  1 Lux  

 1,800 ~20,000 
Lu 10 Lux 

* 자동 범위 Ft-cd  0 ~204.0 Fc  0.1 Ft-cd  
  170 ~1,860 Fc  1 Ft-cd  

-148 ~ 2372 ℉ 0.1 ℉  온도 (K 종류 )  
-100 ~ 1300 ℃ 0.1 ℃  

 
측정  범위  정확도  

공기 속도 80 ~ 5910 
ft/min  

 0.4 ~ 30.0 m/s 

 1.4 ~ 108.0 
km/h 

 0.9 ~ 67.0 
mile/h  

 0.8 ~ 58.3 
knots  

≦ 20 m/s : ± 3% F.S.  > 20 
m/s : ± 4% F.S.  

 32 ~ 122 ℉  ±2.5 ℉  

 0 ~ 50 ℃  ±1.2 ℃  

습도 10 ~ 95 %RH  < 70% RH : ±4 %RH ≧70% 
RH : : ± ( 4%rdg  + 
1.2 %RH )  

 32 ~ 122 ℉  ±2.5 ℉  

 0 ~ 50 ℃  ±1.2 ℃  

빛  0 ~ 20,000 Lux 

 0 ~ 1,860 Fc  

 ± 5% rdg  ± 8 dgt  

온도 (타입 
K)  

-148 ~ 2372 ℉  ± (1% rdg + 2℉) 

   -100 to 1300 ℃  ± (1% rdg + 1℃)  

 
주석: ft/min : 분당 피트 MPH : 시간 당 마일 m/s : 초당 미터 knots : 

시간 당 향해 마일 km/h : 시간 당 킬로미터 Ft-cd : 피트 촛불  



3. 전면 패널 묘사 

 

3-1 파워 버턴 3-2 홀드 버턴 3-3 최대/ 최소 버턴 3-4 유닛/ 

영점 버턴 3-5 /℃℉버턴 Lux/Ft-cd 버턴 3-6 기능 버턴  

특징. 1 

3-7 공기 흐름 센서 3-8 온도계 입력 소켓 3-9 R.H. 센서 
3-10 라이트 센서 3-11 LCD 디스플레이3-12 배터리 
구성요소/ 커버 3-13 팔찌  

 



4. 측정 과정 

4-1 공기 속도 측정  
1) " 파워 버턴 " ( 3-1, 특징. 1)을 눌러서 기기의 전원을 켠다.  
2) " 기능 버턴 " ( 3-6, 특징. 1)을 눌러서 풍량계 기능을 

선택한다..  

3) " 단위/영점 버턴"  ( 3-4, 특징. 1) 을 눌러서 사용자가 원하는 

단위를 선택하고, 그런 다음 측정 공기의 원천에 대해서 " 공기 
흐름 센서 " ( 3-7, 특징. 1) 를 사용한다.  

4) 측정 수치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를 통해서 측정 

값이 안정화 되고, 정형된 측정 값이 나타낼 수 있게 표시한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볼때, 공기 속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4-2 온도 측정 ( 열전지 )  
1) " 파워 버턴 " ( 3-1, 특징. 1)을 눌러서 기기의 

전원을 켠다.. 
 2) 열전지 " 온도계 입력 소켓 " ( 3-8, 특징. 1)의 

K 종류 열전지를 플러그 한다.  
3) " 기능 버턴 " ( 3-6, 특징. 1)을 눌러서 온도 

기능을 선택한다. 
4) 열전지 센서 헤드를 측정 물체와 접촉시키면, 측정 값은 곧 

LCD 디스플레이 화면 상에 나타날 것이다.  

온도 측정(열전지) 시에 고려 사항 
 

 * 사용자가 열전지 프로브를 온도 입력 소켓에 

플러그 할 때 극성이 올바르게 맞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다.  
 * 열전지 프로브와 온도계 간의 온도 차이는 부정확한 

측정 결과를 야기 할 수 있다. 그럼으로, 최고의 측정과 정확성 높은 

성능을 위해서,프로브나 플러그 혹은 새 프로브로 교체할 때 마다 

언제나, 프로브 플러그와 미터 입력 소켓 간의 열 평행은 필요한 

조건이다. 열 평행 과정은 몇 분이 걸리고, 프로브가 미터로부터 

차별된 주변 온도에 노출 되었을 때에만 적용 받게 된다.  
 
4-3 습도와 주변 온도 측정  



1) " 파워 버턴 " (3-1, 특징. 1)를 눌러서 기기의 

전원을 켠다.  
2) "기능 버턴 " ( 3-6, 특징. 1)을 눌러서 상대 

습도 기능을 선택한다.  
3) 그런 과정에서 상대 습도와 온도의 측정 값은 LCD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될 것이다 

4) 미터가 새로운 환경에 적용 된다면, 안정화된 상태에 

이르기까지 몇 분을 필요로 한다. 

.  
4-4 라이트 측정  
1) " 파워 버턴 " ( 3-1, 특징. 1)을 눌러서 기기의 전원을 켠다.  

2) " 기능 버턴 " ( 3-6, 특징. 1) 을 빛의 값이 디스플레이 될때까지 

눌러서 라이트 측정 기능을 선택한다. 라이트 디스플레이 

자리수는 편리한 노출과 라이트 센서의 출력 값을 위해서 다른 

기능으로 부터 180° 향하고 있다.  
3) " Lux/Ft-cd 버턴 " ( 3-5, 특징. 1)  을 눌러서 측정 

단위 " Lux " 혹은 " Ft-cd " 을 선택한다. 
 

라이트 기능의 영점 설정 오프세트 조절 :  
 * 라이트 센서를 최고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영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두운 환경에서 사용한다. 

라이트 센서의 미터 끝 부분을 데스트 탑이나 평평한 표면 

아래에 두어서, 어떠한 빛도 영점을 획득하는 과정에 방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단위/ 영점 버턴" ( 3-4, 특징. 

1) 을 눌러서 영점에 대한 미터 표시를 설정한다.  
 * 영점 포인트는 환경 온도와 배터리 파워 변화에 따라 

혹은 다른 요인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다. 
 

 위의 과정을 사용하여서 영점 값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4-5 변경 , 

℃℉ 온도 측정과정에서 , 온도 단위를 " ℃" 에서 " 

℉" 혹은 " ℉" 에서 " '℃" 로 변경하기 위해서, 단지 " / ℃℉ 버턴" 
을 한번 누른다.  

5. 다른 기능 

5-1 홀드 기능  
"홀드 버턴 (3-2, 특징. 1)" 을 누를 때 마다 현재 디스플레이 

상에서 “홀드” 심벌과 함께 현재 측정 값이 정지 될 것이다.  

5-2 데이터 레코드 기능  
1) 데이터 레코드 기능은 최대와 최소 측정 값을 레코드 하고 

디스플레이 한다. 데이터 레코드 기능을 " 최대./최소. 버턴 " ( 3-3, 

특징. 1) 을 일단 한번 눌러서 시작한다. 그런 다면, 디스플레이 

상에서 " REC " 심벌이 나타날 것이다.  

2) 디스플레이 상 REC 심벌을 가지고:  

 (a) " 최대./최소. 버턴 " ( 3-3, 특징. 1) 을 일단 한번 누르고 

최대 값은 가진 " Max " 심벌은 디스플레이 상에서 나타날 것이다.  
 (b) " 최대./최소. 버턴 " 을 한번 더 누르면, 최소 값을 가진 

" Min " 심벌이 디스플레이 상에서 나타날 것이다.  
 (c) 메모리 레코드 기능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 최소 약 2 초 

동안에 " 최대./최소. 버턴 "을 지속적으로 누른다. 디스플레이는 

현재 측정 값을 전환 할 것이다.  
 (d) " 홀드 버턴 " ( 3-2, 특징. 1) 을 일단 눌러서 레코드 된 

최대./최소 값을 해지 시킨다. 이전에 레코드 된 최대./최소 값은 

포기 되고, REC 기능으로 지속적으로 레코딩 될 것이다. 
 
5-3 자동 파워 오프 해지  
배터리 수명을 연정하기 위해서, 기기는 "자동 파워 오프" 기능을 

가지고 있다. 미터는 만약 약 10 분동안에 어떠한 버턴이 눌러 



지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전원을 끌 것이다.  

6. 배터리 교체 

1) LCD 디스플레이 가 "  

 " 심벌을 디스플레이 하면,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측정은 낮은 배터리 경고나 나타난 뒤 몇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정확한 측정을 진행할 수 있다.  
2)  " 배터리 구성요소/ 커버 " ( 3-12,  특징. 1) 을 

열고 배터리를 제거한다.  
3) 9V 배터리 (알카라인 이나 혹은 산업용) 

삽입하고, 커버를 닫는다.  
 

7.  옵션 열전지 프로브와 다른 악세서리 

열전지 프로브 (K 

타입) TP-01 
* 측정 범위 : -40 ~ 250 ℃( -40 ~ 482 
℉ ) * 최대 단기간 작업 온도 * 많은 

일반적인 목적의 응용 상황에 적합한 

매우 빠른 반응을 기반한 노출 열전지 

이다. 

열전지 프로브 (K 

타입) TP-02A * 측정 범위 : -50 ~ 900 ℃( -50 ~ 1650 
℉ ) * 표면: 10 cm 관,3.2 mm 직경. 

열전지 프로브( K 

타입) TP-03 * 측정 범위 : -50 ~ 1200 ℃( -50 ~ 2200 
℉ ) * 표면: 10 cm 관, 8 mm 직경. 



열전지 프로브 ( K 

종류) TP-04 * 표면 

온도 프로브.  * 측정 범위 : -50 ~ 400 ℃( -50 ~ 752 

℉ )* 사이즈 : 온도 센싱 헤드 - 15 mm 
직경. 프로브 길이 - 12 mm.  

휴대용 케이스 
CA-52A  

* 새시를 가진 고품격 휴대용 케이스.  

 
 0703-LM-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