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00 °c (392 to  5432 °f)i

CYCLOPS L
휴대용 고정밀 비접촉식고온계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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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OPS L

측정하기
트리거를 누르면 처리된 온도치가 모두 디스플레이에 연속으로 
표시됩니다.
•    최고 온도
•    연속 온도
•    평균 온도
•   밸리 온도
•   멜트마스터 온도 - C055L 모델 한정. 
Cyclops L 제품군은 온보드 스토리지로 신속하고 간편한 데이터 
로깅을 제공합니다.  블루투스® 와 USB 연결성으로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PC에 다운로드 되거나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전송되어 분석과 경향 파악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로깅을 위한 네 가지 트리거 작동 모드 가능:
•    단일 모드: 각 트리거 별 측정 기록
•    래치 모드: 사용자 정의 비율로 연속, 평균, 최고 및 밸리 값 기록
•    버스트 모드: 트리거를 누르고 있는 동안 측정 스트림 기록 - 1초에 

약 30가지 값
•    루트 모드: 장시간의 일관된 측정을 위해 미리 구성된 루트를 

정밀하게 실행 모바일 소프트웨어로 향상된 기능성 또는 단독 
장비 사용 가능

AMETEK LAND는 1947년부터 정밀 측정 장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접촉식 온도 측정 및 연소 모니터링 전문 회사로서 철강 및 유리 제조, 전력 생산 및 시멘트 
제조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AMETEK Process & Analytical Instruments Division의 일부로서 당사 고객들은 전 세계의 AMETEK 
판매 및 서비스 팀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온도 범위 200~3000 °C (392  TO 5432 °F)에서 어떤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정밀 온도 측정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Cyclops는 업계에서 고품질 휴대용 비접촉식 
고온계의 표준을 이끌고 있습니다.

카메라 품질의 TTL 보기를 이용하여, 보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1인용, 인체공학 디자인으로 불리한 환경에서도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핸드 레일을 잡고 안전 확보와 
정확한 온도 파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완전 초점 가능 렌즈로 어떤 거리에서든 가장 작은 스폿 
사이즈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온보드 데이터로깅으로 정밀 
측정이 장비에 직접 저장됩니다.

CYCLOPS L
휴대용 고정밀 비접촉식고온계 제품군

기록 소프트웨어
Cyclops 로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컴퓨터나 
러기드 모바일 기기로 전송함으로써, 실시간 온도 확인, 분석, 
기록 가능 저장된 모든 측정 데이터를 
측정 스크린에 표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현재 값, 도표, 흐름 등이  
모두 표시됩니다.

트렌드 뷰에는 최고, 순간, 평균 및 밸리 
온도, 로거 세팅, 루트 관리자, 배경 수정 
및 정기 로깅 (1~60초 간격으로 사전 
정의된 측정 실행)이 표시 됩니다.

Cyclops 고온계에 연결되면, 로거 소프트웨어가 고온계 
트리거가 작동할 때마다 순간 온도 측정을 기록합니다.

Cyclops 로거 소프트웨어로 독특한 
ROUTE 환경설정(예: 공장, 공정을 
포함하는 측정 포인트 시퀀스 설정 
등)도 가능하여 정확한 트렌딩을 
위한 일관되고 반복적인 데이터를 
보장합니다.

Cyclops L 모델 고온계와 컴퓨터 
연결은 무선(블루투스®를 통해) 
또는 USB 케이블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순간, 밸리, 평균, 최고 및 독특한 
멜트마스터 온도 값(055 L 모델)을 
보여주는 테이블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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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기본 및 옵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열 재킷 은 전 모델의 기본 구성품으로, 과도한 열과 먼지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2.  휴대용 방수 케이스 는 옵션 구성품입니다.  
(프리미엄 키트에는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됨)

3.  안경 착용자를 위한 접안렌즈 어댑터 는 보안경 또는 안면 가리개가 
부착된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 등, 직접 접안렌즈를 통해 
볼 수 없을 때 유용합니다

4.  클로즈업 렌즈 는 C100L 및 C160L 모델에 제공되며, 가까운 
거리에서 작은 대상의 온도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사양 
및 설계
1: 메뉴 제어

아이콘 기반의 메뉴에서 
필수 모드를 선택하여 
간편하고 손쉽게 제어 
가능

2:  다기능 디스플레이

밝은 백리트 외장형 
디스플레이 패널이 네 
가지 동시 실시간 측정 
모드로 고온계의 상태와 
환경설정을 표시해 
줍니다. 

패널은 키 패드 제어를 
통해 아이콘 기반의 
직관성과 언어가 필요 
없는 메뉴 시스템을 보여 
줍니다:

• 모드 선택 
• 방사율 
• 윈도 보상 
• 통신 상태 
• 배터리 상태 
• 경보 상태 
• 독립형 루트  
 모드
• 시계

3: 광학

TLT 반사 광학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온도 
모드의 동시 백리트 
디스플레이와 대상 지점의 
정밀한 화질을 뷰파인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90L 
모델에는 견고한 사파이어 
보호 창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4: 연결성

무선 블루투스® 또는 
USB 기술이 Cyclops 로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이터로깅을 적절한 
산업용 모바일 또는 랩탑
(노트북)에 제공하며, 
케이블을 사용할 때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해줍니다.

5: 러기드 케이스

장비의 케이스가 혹독한 
환경에 노출 가능 시간을 
확장합니다.

6: 간편한 작동

간편하게 설정된 다양한 
작동 모드로 위험한 
환경에서도 혼자 간편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응용 분야
C055L
온도 범위:  
1000 ~2000 °c(1832 ~ 3632 °f)
용도:
용융 금속 및 주조 분야에 
최적화 됨

C100L
온도 범위: 
600 ~ 3000 °c(1122 ~ 5432 °f)
용도:
철강, 유리, 내화물,  
열처리, 반도체

C160L
온도 범위:  
200 ~1400 °c(392 ~ 2552 °f)
용도:
철강, 열처리(예:  
용접, 정련, 어닐링),  
반도체

C390L
온도 범위:  
450 ~1400 °c(842 ~ 2552 °f)
용도:
리포머에 최적화,  
히터 튜브, 재가열로

1 2 3 4

기능 및 장점

표준 블루투스 및 USB 
연결성  - 모바일 기기 
또는 PC와 직접 통신할 
수 있는 무선 및 USB 
옵션

러기드 장비 케이스  - 
혹독한 환경에 노출 
가능 시간을 확장. 등락 
및 고온 대비 보호

국가 표준을 정확하게 
준수 - 정밀 측정 보장

내장형 루트 모드 - 
사전 설정된 루트를 
체계적으로 실행하여 
정밀 측정 및 장기간 
데이터 트렌딩 가능

로거 소프트웨어  - 현장 
트렌드 확인을 위한 
데이터 트렌딩 및 분석, 
공정 효율성 개선 또는 
자산 보호 및 자산 
사용가능 기간 연장

최대 9999개의 값 및 
9 루트의 내부 데이터 
로깅 - 별도의 저장 
장치가 필요 없이 
단독 운전용 온보드 
스토리지

2

1

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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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C055L C100L C160L C390L

측정 범위: 1000~2000 oC(1832~3632 oF) 600~3000 oC(1122~5432 oF) 200~1400 oC(392~2552 oF) 450~1400 oC(842~2552 oF)

디스플레이: 외장형 백리트 LCD 디스플레이
4자리수 LCD 뷰파인더

외장형 백리트 LCD 디스플레이
5자리수 LCD 뷰파인더

외장형 백리트 LCD 디스플레이
5자리수 LCD 뷰파인더

외장형 백리트 LCD 디스플레이
4자리수 LCD 뷰파인더

측정 모드: 연속, 최고, 밸리 및 첨단 
멜트마스터

연속, 최고, 
밸리 및 평균

연속, 최고, 
밸리 및 평균

연속, 최고, 
밸리 및 평균

데이터 기록: 9999 개 값 측정 및 내부의 9 루트; 모바일 (4GB 표준 용량) 또는 PC 로거 소프트웨어 (블루투스® 또는 USB 커넥터 활용)

데이터 기록 모드: 클래식, 버스트, 래치, 루트

광학 시스템: 시야 9o; 접안렌즈 조정가능 -3.75~+2.5 디옵터

초점 조정 범위:
고정 초점, 고온계 
본체데이터로부터 보통
5m(197인치)

1m(39.3인치)~무한대 
450~620mm(17.7~24.5인치) 및 
215mm (8.5인치) 고정 초점 - 
클로즈업 렌즈 사용(옵션)

1m(39.3인치)~무한대 
460~630mm(18.1~24.8인치) 및 
217mm(8.5인치) 고정 초점 - 
클로즈업 렌즈 사용(옵션)

1m(39.3.7인치)~무한대

대상 최소 크기
렌즈로부터 대상 지점 
지름에서 평행 28mm(1.1
인치)~5m(197인치).

5 mm at 1m(0.19인치 at 39.3인치), 
1.8mm(0.07인치) 및 0.4mm(0.016
인치) - 클로즈업 렌즈(옵션) 
사용

5 mm at 1m(0.19인치) at 39.3인치, 
2.0mm(0.08인치) 및 0.5mm(0.2
인치) - 클로즈업 렌즈 사용
(옵션)

4.8mm(0.19인치) at 101.4cm(39.9
인치) 고온계 본체 
데이터로부터 명목상

파장별 반응: 명목상 0.55μm 1μm, 첨단 스펙트럼 필터링 
사용 시 

1.6μm, 첨단 스펙트럼 
필터링 사용시 명목상 3.9μm

방사율 조정: 0.10~1.20 in 0.01 step graduations

반응 시간: 30ms 30ms 30ms <500ms (to 98%)

디스플레이 업데이트 시간: 0.5s

정확도: <0.5% (K) ≤0.25% (K) <0.25% (K) <0.5% (K) 

계측 해상도: 0.1~1800 oC(1~3272 oF)

계측 시야: 고정 초점 180:1 circular 180:1 circular 180:1 square

반복성: <1 oC (2 oF) ≤1 °C (2 °F) ≤1 oC (2 °F) ≤1 °C (2 °F)

작동 온도 범위: 0~50 oC(32~122 oF)

전원 요구사항: MN1604 / 6LR61 / PP3 배터리 1개 또는 USB

출력 블루투스®/USB 커넥터

무게: 0.83kg(1.8lb)

밀폐: IP40

무료 데이터 기록 소프트웨어: www.ametek-land.com/products/software/cyclopslogger에서 다운로드 가능   ;안드로이드 기기는 Google Play Store에서 Cyclops 데이터 로거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음

표준 부속품: 렌즈 캡, 보호 창/필터, 배터리, 손목 스트랩, USB 케이블, 열 보호 재킷

옵션 부속품: 이동식 방수 케이스, 안경 
착용자를 위한 접안렌즈

클로즈업 렌즈, 이동식 방수 
케이스, 안경 착용자를 위한 
접안렌즈, ND 필터: (옵션) 1F 또는 
2F - 필터가 이미지를 어둡게 하여 
밝은 대상에 더 우수한 이미지 
콘트라스트를 제공하며, 고온용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클로즈업 렌즈, 이동식 방수 케이스, 안경 
착용자를 위한 접안렌즈

CYCLOPS L 관련 자료 확인:

당사의 광범위한 비접촉식 계측,  연소 
및 방출 제품군이 귀하의 공정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AMETEK-LAND.COM

CYCLOPS
LOGGER SOFTWARE

Q U A L I T Y  C U S T O M E R  S O L U T I O N S

AMETEK LAND HAS BEEN BUILDING PRECISION MEASURING EQUIPMENT SINCE 1947. WE ARE 
SPECIALISTS IN NON-CONTACT TEMPERATURE MEASUREMENT AND COMBUSTION MONITORING 
WITH OUR PRODUCTS FINDING APPLICATIONS ACROSS DIVERSE INDUSTRIES SUCH AS STEEL AND 
GLASS MAKING, POWER GENERATION AND CEMENT MANUFACTURE. 
As part of AMETEK Process & Analytical Instruments Division since 2006, our customers benefit from the worldwide 
AMETEK sales and service team.

FEATURES & BENEFITS
Unique Route Management 
Mode - An ideal tool for sites 
with multiple locations requiring 
regular and reliable monitoring; 
pre-configured settings 
including emissivity and window 
correction for each location

Internal Data Logging –  
the Cyclops L thermometer 
stores up to 9999 
temperature measurements; 
all measurements can be 
downloaded to the logger 
software for further analysis  
and comparison
 
Remote Trigger -  
take measurements remotely 
using either a PC or mobile 
device

Record Live Temperature 
Measurements - store, view 
and analyze using the logger 
software

Choice of Measurement Modes 
-  Instantaneous, Peak, Valley, 
Average plus Meltmaster on the 
Cyclops 055 B and L models

Background Temperature 
Compensation -  allows 
for accurate non-contact 
temperature measurements 
by compensating for the 
background temperature of the 
target

The AMETEK Land Cyclops Logger Software delivers  
an enhanced Cyclops user experience.

Using either a PC or mobile device, the software  
allows users to view, analyze and save Cyclops L  
portable thermometer measurement data..

The Logger software is compatible with all 
Cyclops L and Cyclops B models. 

Connection between the software and 
the Cyclops can be either  via  
wireless (Bluetooth®) or USB (Cyclops L models only).

Cyclops Logger Software is available for FREE from
www.landinst.com/software-downloads

Measurement screen with instant temperature, a table view with list of recent 
measurements, plus a trend view of the same readings. 

FEATURE CYCLOPS B
CYCLOPS B 

with Mobile 
Device

CYCLOPS L
CYCLOPS L 

with Mobile 
Device

Data 
Storage X ✔

Mobile Device
✔

Internal
✔

Internal or  
Mobile Device

Route 
Navigation

X 
Paper list to 

record measurement 
and location

X
✔ 

Stores data to fixed inter-
nal memory locations

✔ 
Detailed location info 

Add/Config routes

Location 
Specific X X

✔
Emissivity 

Window Correction

✔
E/W and background 

compensation

Live Data 
Analysis X

✔
Trend of Statistics

Edit data during route
X

✔ 
Trend of Statistics

Edit data during route

Semi Fixed 
Installation X X ✔ ✔ CYCLOPS 기록 

소프트웨어

CYCLOPS L
휴대용 고정밀 비접촉식고온계 제품군

블루투스® 문자 상표 및 로고는 블루투스 SIG, Inc.의 자산으로 AMETEK Land는 이러한 문자 상표 및 로고 사용에 대해 모두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타 상표 및 상품명은 각자의 소유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영국에서 적용됨

미국에서 적용됨

인도에서 적용됨
인증서 번호 C1200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것을 전달할 것입니다 :
•  가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 

적으로 장비를 관리하십시오.
•  고유 한 애플리케이션을 충족시키는 

솔루션 최적화.
•  제품 및 응용 프로그램 전문가에게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여 사용자 기술을 
향상시킵니다.

AMETEK Land의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는 
귀하가 AMETEK Land 제품에서 최고의 성능과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탁월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헌신적 인 서비스 센터 팀과 
현장 엔지니어는 최고 수준의 시운전, 유지 보수 및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AMETEK Land의 AMECare Performance Services 는 
장비 수명 기간 동안 최고 성능과 최대 투자 수익을 
보장합니다.

Copyright © 2008-19 LAND Instruments International. 
당사는 지속적으로 제품을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세부사항이 통보 없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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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Instruments International
Stubley Lane, Dronfield 
S18 1DJ 
United Kingdom 

전화: +44 (0) 1246 417691

AMETEK Land China Service 
Part A, 1st Floor No. 460  
North Fute Road,  
Waigaoqiao Free Trade Zone 200131 
Shanghai,  China 

전화: +86 21 5868 5111, 내선 122 

AMETEK Land - 미주 지역 
150 Freeport Road, 
Pittsburgh, Pennsylvania, 15238 
United States of America 

전화: +1 (412) 826 4444

AMETEK Land India Service 
Divyasree N R Enclave,Block A,  
4th Floor, Site No 1, EPIP Industrial Area 
Whitefield, Bangalore- 560066 
Karnataka, India  

전화: +91 - 80 67823240 

www.ametek-land.com
land.enquiry@ametek.com

전 세계 지사 목록은 당사의 웹사이트 www.ametek-land.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