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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안전 정보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모든 경고와 주의를 포함하여 본 소책자의 모든 지침을 읽으십시오. 지침을 하나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안전 기호
경고
피하지 못하면 사망 또는 신체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주의
피하지 못하면 사용자에게 가벼운 상해를 초래하거나 제품 또는 재산을 손상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참고
피하지 못하면 데이터 손상 또는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장비 및 설명서에 사용된 기호 및 부호

감전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제품, 프로세스 또는 주변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주의하십시오. 지침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표면이 뜨거우니 조심하십시오.

보호 도체 단자입니다.

정전기에 민감한 장치 취급 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장비 작동
Land Instruments International에서 지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설치하고 조작하기 전에 제공된 사용자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십시오.
이 장비를 설치하는 모든 시스템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조립자에게 있습니다.

보호복, 얼굴 및 눈 보호구
본 장비는 고온 고압에서 작동하는 기계나 장비에 또는 그 근처에 설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절한 보호복과 얼굴 및 눈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기계/장비에 대한 건강 및 안전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으면 Land Instruments International에 문의하십시오.

전기 전원 공급
전기 연결 작업 전에 장비의 모든 전선을 분리해야 합니다. 모든 전기 케이블과 신호 케이블은 본 운영 지침에서 설명한 대로 
정확히 연결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으면 Land Instruments International에 문의하십시오.

보관
본 장비는 건조하고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장소에 포장된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포장 풀기
손상된 징후가 있는지 모든 포장을 확인하십시오. 내용물을 포장 노트와 대조하여 확인하십시오.

리프팅 지침
제품이 손으로 들기에는 너무 무거운 경우 적정 등급의 리프팅 장비를 사용하십시오. 무게는 기술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리프팅은 지역별 규제에 규정한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요 정보 -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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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모든 경고와 주의를 포함하여 본 소책자의 모든 지침을 읽으십시오. 지침을 하나라도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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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팅은 지역별 규제에 규정한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요 정보 - 필독 연락처
영국 - Dronfield
Land Instruments International
전화: +44 (0) 1246 417691
이메일: land.enquiry@ametek.com
웹: www.landinst.com

미국 - Pittsburgh
AMETEK Land, Inc.
전화: +1 412 826 4444
이메일: land.us@ametek.com 
웹: www.ametek-land.com

중국
AMETEK Land China Service 
전화: +86 21 5868 5111 내선 122
이메일:  land.enquiry@ametek.com
웹: www.landinst.com

인도
AMETEK Land India Service
전화:  +91 - 80 67823240 
이메일: land.enquiry@ametek.com
웹:  www.landinst.com

모든 AMETEK Land 사무소, 유통업체, 대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당사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손상된 제품 반납
중요  제품이 운송 중에 손상된 경우 운송업체와 공급업체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운송 중에 발생한 손상은 공급업체가 아닌 
운송업체의 책임입니다.
손상된 도구를 발송자에게 반송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 운송업체가 클레임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운송업체가 검사할 수 있도록 
포장과 함께 손상된 제품을 보관하십시오.

수리를 위한 상품 반납
수리를 위해 상품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 고객 서비스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올바른 반납 절차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Land Instruments International로 반송되는 품목은 운송 중 손상을 막기 위해 견고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이름, 연락처 정보, 주소,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과 함께 작성한 문제 보고서를 동봉해야 합니다.

설계 및 제조 표준
Land Instruments International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연소, 환경 모니터링 및 비접촉 온도 측정 기기의 설계, 제조 및 
현장 서비스에 대한 BS EN ISO 9001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은 미국에서 적용됩니다.

도구 또는 주변 장치의 인클로저 도어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무선 송신기, 전화 또는 기타 전기/전자 장치를 장비 가까이에서 
사용하면 복사성 방출이 EMC 지침을 초과하는 간섭이나 잠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 제공되는 보호는 시스템의 구조적, 전기적, 기계적 또는 공압 부품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경으로 표준 보증 약관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본 메뉴얼은 Land Instruments International 제품 소유자를 돕기 위한 것이며 Land Instruments International의 
독점적인 정보 자산을 포함합니다. Land Instruments International Ltd의 명시적인 서면 승인 없이 본 메뉴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 또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2016 Land Instruments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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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은 인도에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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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 Viewer 소프트웨어고정 스폿 온도계

사용자 안내서

1 소개
LAND Spot Viewer는 Spot 온도계의 데이터를 연결, 구성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PC 
기반 유틸리티입니다.
뷰어 소프트웨어는 Windows 기반 PC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1.1 최소 설치 조건
Spot Viewer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은 최소 플랫폼 사양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프로세서: 듀얼 코어 펜티엄 또는 동급
• 메모리: 2GB
• 하드 드라이브: 250MB
• 광학 드라이브: DVD/CD
• 그래픽 카드: 256MB 이상
• 네트워크: 10/100 이더넷 카드
• 화면 해상도: 1024 x 768픽셀

1.2 지원되는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7 32비트 및 64비트 
Microsoft Windows 8 32비트 및 64비트 

1.3 설치
SPOT Viewer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AMETEK LAND 웹 사이트 주소:
https://www.landinst.com/software-downloads
1) 다운로드 지침을 따릅니다.
2) setup.exe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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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 Viewer 소프트웨어고정 스폿 온도계

사용자 안내서

2 시작하기
참고

SPOT 온도계를 SPOT Server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PC에 연결하기 전에 온도계에 
고유한 'IP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옆에 보이는 Spot Viewer 소프트웨어 아이콘이 
Windows 바탕화면에 생성됩니다.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소프트웨어가 실행됩니다. 아니면 다음과 같이 Windows 
시작 메뉴에서 해당 옵션에 액세스하여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Windows 시작 메뉴에서 프로그램 옵션을 선택합니다.
• Land Instruments > Spot Viewer를 선택합니다.

2.1 네트워크상에서 온도계의 IP 주소 설정
내부 메뉴 시스템을 통해 SPOT 온도계의 IP 주소 또는 DHCP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온도계의 뒷면 패널에 있는 컨트롤을 통해 액세스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온도계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SPOT 온도계에 디스플레이와 키패드를 갖춘 뒷면 패널이 없는 경우에는 온도계에 내장된 웹 
서버 소프트웨어를 통해 메뉴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온도계를 PC에 연결하고 기본 
웹 주소(http://10.1.10.50)에서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1) SPOT 온도계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려면 뒷면 패널의 엔터 키를 누릅니다. 엔터 키가 

SPOT 웹 서버 소프트웨어에서 복제됩니다. - 그림 2-1의 항목 1 참조(다음 페이지).
2) 위/아래 키(2)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메뉴로 스크롤합니다. 엔터 키를 눌러 메뉴에 

액세스합니다.
3) IP 모드 옵션으로 스크롤한 후 엔터 키를 누릅니다.
4) 정적 IP 또는 DHCP를 선택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DHCP는 사전 구성된 IP 주소가 없어도 컴퓨터를 IP 기반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DHCP는 장치에 고유 IP 주소를 할당한 다음 장치를 네트워크에서 연결 
해제하거나 다시 연결할 때마다 주소를 해제하거나 갱신하는 프로토콜입니다.

5) 정적 IP를 선택하면, 아래의 6 단계부터 9 단계를 완료합니다.
6) -.-.-.IP4 옵션으로 스크롤한 후 엔터 키를 누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SPOT 온도계에는 10.1.10.50으로 설정된 IP 주소가 제공됩니다.
7) Up/Down 키를 사용하여 IP4 주소를 50 이외의 수로 설정합니다(네트워크의 각 SPOT 

온도계는 반드시 고유한 IP4 주소를 가져야 하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8) 엔터 키를 눌러 IP 주소 설정을 확인한 다음 뒤로와 종료를 선택하여 메뉴 시스템에서 

나갑니다.
9) 위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네트워크에 연결할 각 SPOT 온도계에 고유한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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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온도계 메뉴와 웹 서버 소프트웨어
온도계 메뉴 Web Server 메뉴

1212

그림 2-2  SPOT Viewer 시스템 개요

컴퓨터
SPOT Server 소프트웨어

Power over Ethernet (PoE)

SPOT 온도계

그림 2-3  SPOT Viewer 장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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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POT 온도계에 연결하기
온도계의 IP 주소를 지정한 후에는 그림 2-2에 표시된 것처럼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설치 정보는 SPOT 온도계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자 안내서와 측정 시스템에 포함된 
SPOT 마운팅 액세서리와 함께 제공되는 설치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1) SPOT Server 소프트웨어를 시작합니다.
2) 주 메뉴에서 장치를 선택합니다. 
 그림 2-3에 표시된 장치 창이 처음 열릴 때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검색하여 

사용 가능한 장치를 찾습니다.
 네트워크 찾아보기 목록에 네트워크에서 검색된 장치의 MAC 주소와 IP 주소가 

표시됩니다. SPOT Viewer 소프트웨어에는 하나의 장치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3) 장치 목록을 통해 다음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장치 IP 주소 참고: 이는 네트워크의 장치에 연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IP 주소입니다.

• 장치 운영 모드를 라이브 모드 또는 시뮬레이션 모드로 설정합니다.
4) 장치를 구성한 후에는 적절한 확인란을 체크 표시하여 장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 장치 연결 상태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녹색 = 연결됨, 빨간색 = 연결되지 

않음, 회색 = 사용하지 않음.
5) 현재 구성을 장치 목록에 저장하거나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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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일반적인 SPOT Viewer 인터페이스

SPOT VIEWER 표 보기

트렌드 보기

메뉴

상태 표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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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소개

3.1 뷰어 인터페이스 정보
일반적인 뷰어 인터페이스는 그림 3-1에 나와 있습니다.
뷰어 인터페이스의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SPOT 보기 - LAND 스폿 온도계의 컨트롤 패널이 

그래픽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SPOT 보기에 온도값이 
표시되며 온도계의 메뉴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계에서 보이는 대상의 스냅샷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온도계에 2개의 감지기가 탑재된 경우(
예: 비율 모드) 각 감지기가 측정한 온도를 표시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3.1절 참조). 

• 표 보기 - 날짜/시간으로 정렬된 온도 측정 결과를 표로 
볼 수 있습니다.

• 트렌드 보기 - 온도 눈금을 날짜/시간 순서의 그래픽으로 
나타냅니다(3.3절 참조).

3.1.1 보기 화면
탭 창에서 보기를 최대화하려면 보기 제목 표시줄을 두 번 클릭하거나 제목 표시줄 구석의 작은 
상자를 한 번 클릭합니다.
최대화한 보기를 두 번 클릭하면 기본 레이아웃이 그림 3-1처럼 복원됩니다.
‘탭’ 보기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인터페이스 창에서 재배열할 수 있습니다. 창을 끌기 시작하면 
작은 아이콘이 나타나고 왼쪽으로 도킹, 위로 도킹 등의 정렬 옵션을 제공합니다.
추가로 각 보기는 도킹 해제하고 보기의 제목 표시줄을 클릭하고 주 창에서 끌어서 화면의 아무 
곳에나 둘 수 있습니다. 기본 레이아웃을 복원하려면 도킹 해제한 창을 주 인터페이스로 끌고 
제목 표시줄을 두 번 클릭하거나 제목 표시줄 구석의 작은 상자를 한 번 클릭합니다. 
SPOT Viewer 소프트웨어가 다시 시작될 때마다 보기는 그림 3-1대로 기본 레이아웃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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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일반적인 SPOT 보기

항목 설명
1 대상 온도 표시
2 메뉴 액세스 버튼
3 기기 온도 디스플레이
4 기기 온도 경보 상태
5 이미지 캡처 버튼
6 대상 온도 경보 상태
7 IP 주소 및 도구 이름

1

2

3

4

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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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POT 보기 컨트롤 사용
그림 3-2는 SPOT 보기를 보여줍니다.
대상 온도 또는 기기 온도가 경보 상태(예: 고온 경보 온도, 기기 저온 경보 온도 등)가 되면 
온도값 주변의 프레임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경보 상태는 화살표로 표시됩니다. 아래쪽 
화살표는 낮은 대상 또는 기기 온도를 나타내며, 위쪽 화살표는 높은 대상 또는 기기 온도를 
나타냅니다.
이미지 캡처 버튼을 누르면 온도계 뷰파인더에서 캡처된 JPG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메뉴 액세스 버튼은 설정 메뉴를 열고, 여기에서 시스템 설정을 보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4절 참조).
온도계에 2개의 감지기가 탑재된 경우(예: 비율 모드) 각 감지기가 측정한 온도를 표시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감지기 1의 측정 결과를 표시하려면 마우스 포인터를 기기 화면 디스플레이 상단부

(LAND 로고 상단)로 이동합니다.
 빨간색으로 음영 처리된 영역이 표시됩니다.
2) 빨간색 영역을 클릭하면 감지기 1의 온도가 표시됩니다
3) 마찬가지로 감자기 2의 측정 결과를 표시하려면 마우스 

포인터를 기기 보기의 하단부(AMTEK 로고 하단)로 
이동한 후 빨간색 영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D2(감지기 2)의 온도가 표시됩니다.
 추가 디스플레이를 끄려면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된 영역을 

다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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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일반적인 표 보기(기록 모드)

그림 3-3 일반적인 표 보기(라이브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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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표 보기 정보
그림 3-3 and 3-4의 표 보기는 기기의 실시간 및 과거의 온도 트렌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모드
• 라이브 모드 (그림 3-3) – 그리드가 기기의 실시간 온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 기록 모드 (그림 3-4) – 이 모드를 사용하면 기록된 데이터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표 보기가 기록 모드로 전환되면 로그 파일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그리드에 표시된 저장 데이터의 범위는 표의 각 열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 
필터를 생성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 및 시간의 온도값이 없는 경우 그리드에 표시됩니다.

그림 3-5 표 보기 선택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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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트렌드 보기
트렌드 창은 시간 축에 따라 작성된 라이브 또는 과거 기록 값의 차트를 표시합니다(그림 3-6 
참조).
트렌드 창의 각 데이터 항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  트렌드 프로필 컬러 선택 컬러 드롭다운 상자를 클릭하고 필요한 컬러를 선택합니다.
• 차트 보기에서 트렌드 활성화/비활성화 보려는 각 트렌드의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트렌드 모드
• 라이브 모드 – 기기의 온도 데이터 추세를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가로 축 시간 간격은 

트렌드 설정 창에 있는 간격 설정으로 정의합니다. 세로 축은 현재 수치에 맞게 범위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 기록 모드 – 이 모드를 사용하면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선택을 사용하여 저장한 데이터의 범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 분석
보기의 각 온도 트렌드에 대해 통계 분석을 수행하여 최소, 평균, 최대 값과 변화율을 
계산합니다.
각 트렌드는 다음 정보를 표시합니다.
• 데이터 설명
• 트렌드 데이터 최대 값
• 트렌드 데이터 평균 값
• 트렌드 데이터 최소 값
• 트렌드 변화율(ROC)

그림 3-6  일반적인 SPOT 트렌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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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트렌드 표시 구성
1) 트렌드 표시를 구성하려면  구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트렌드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2) X 축 포인트 옵션을 사용하여  X 축에 표시할 데이터 포인트의 수를 지정합니다.
3) Y 축 스케일 모드를 자동 또는 수동(체크하지 않음)으로 설정합니다. Y 축에 대해 수동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축에 대한 최소 및 최대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트렌드 보기에 레이블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5) 갱신 속도(ms) 옵션은 라이브 데이터 업데이트의 빈도를 설정합니다.



온도계 설정 메뉴

4



4 - 1

SPOT Viewer 소프트웨어고정 스폿 온도계

사용자 안내서

4 온도계 설정 메뉴
설정 메뉴로 SPOT 온도계 설정을 확인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는 여러 개의 탭 화면에 정렬되어 있습니다. 탭:
• 정보
• 설정
• I/O
• 네트워크
• 포커스
• 경보
• 시간 기능
• 고급
• 분석
•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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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보

정보 화면은 읽기 전용 시스템 정보를 제공합니다.
메뉴 항목 옵션 참고
연결
상태

해당 없음 기기의 현재 연결 상태를 나타냅니다.

기기 형식 해당 없음 기기 형식에 대한 읽기 전용 설명.
현재 장치 이름 해당 없음 현재 사용자가 정의한 기기 이름 (읽기 전용)
새 장치 이름 최대 8자 도구에 대한 사용자 설명을 설정합니다.
온도
범위 - 최소

해당 없음 현재의 최소 온도 범위를 표시합니다.

온도
범위 - 최대

해당 없음 현재의 최대 온도 범위를 표시합니다.

Mac 주소 해당 없음 기기 네트워크 포트의 MAC 주소를 표시합니다.
펌웨어 버전 해당 없음 도구에서 실행하는 주 펌웨어의 현재 버전 번호입니다.
디스플레이 버전 해당 없음 도구에서 실행하는 디스플레이/언어 펌웨어의 현재 버전 

번호입니다.
교정 날짜 해당 없음 마지막으로 도구를 교정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교정 라벨 해당 없음 도구 교정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광섬유 유형 예/아니요 이 확인란은 도구가 광섬유 온도계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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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설정
메뉴 항목 옵션 참고
방사율 1 0.1~1.0 정확한 온도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상 표면의 

방사율 값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온도계의 첫 번째(가장 짧은 파장) 감지기에 
사용되는 방사율 설정입니다.

방사율 2 0.1~1.0 이는 온도계의 두 번째 감지기에 사용되는 방사율 
설정입니다.

단위 C 또는 F C(섭씨) 또는 F(화씨) 중에서 온도를 표시할 단위를 
선택합니다.

Background
온도

0~5000 측정 중인 대상 물체의 주변 온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대상 물체보다 주변 온도가 높은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예: 재가열로의 강철 판을 
측정하는 경우).
설정한 백그라운드 온도값은 온도계에서 온도가 높은 
주위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도 측정 오류를 줄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온도
범위 - 최소

해당 없음 현재의 최소 온도 범위를 표시합니다.

온도
범위 - 최대

해당 없음 현재의 최대 온도 범위를 표시합니다.

모드 모노 1 1개 이상의 감지기가 장착된 온도계에서 이 옵션을 
사용하면 온도 측정 시 사용할 가장 짧은 파장 감지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노 2 1개 이상의 감지기가 장착된 온도계에서 이 옵션을 
사용하면 온도 측정 시 사용할 가장 긴 파장 감지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율  
 

1개 이상의 감지기가 장착된 온도계에서 비율 옵션을 
사용하면 온도 측정 시 사용할 감지기를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도계는 비율 온도계로 작동하여, 
부분적으로 가려진 대상이나 온도계 시야를 완전히 
채우지 않는 대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중  
 

두 감지기가 활성화되고 비율 범위 이상의 감지기 1과 
비율 범위 이하의 감지기 2로 전환되는 비율입니다.

듀오  
  

연장 모드 – 낮은 온도에서 감지기 2를 사용하고, 중간 
온도에서 두 감지기의 평균을 사용하고, 높은 온도에서 
감지기 1을 사용합니다.

앱 하나 이상의 특정 소재에 대해 방사율과 독립된 측정을 
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전용 기기 4.2.1절 참조.

기기 모드가 비율 또는 다중인 경우 비회색이 표시됩니다.
이는 E(1)/E(2)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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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옵션 설명
대상 온도 이것은 온도계가 측정한 온도의 읽기 전용 표시입니다. 
써모커플 이 필드에 써모커플이 구한 물체의 ‘참’ 온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측정된 온도를 입력하고 지금 적용를 클릭합니다. 
계산된 오프셋 온도가 표시됩니다.

오프셋 이 필드는 상기 써모커플 판독치를 사용하여 계산된  
오프셋을 표시합니다.  
이 필드에 필요한 값을 입력하고 지금 적용을 클릭하여 자기 오프셋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방사율 하한 및 방사율 상한 AL EQS 온도계는 방사율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이 필드를 이용하여 
특정 응용 분야에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하한 및 상한 방사율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4.2.1  응용 분야 전용 설정
다음 옵션은 앱(응용 분야 전용 온도계)을 모드 옵션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분야를 위한 SPOT AL EQS 온도계.

4.2.2  소재 방사율 선택
소재 선택을 토대로 방사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재 목록을 범주(예: 금속) 및 소재(예: 강철)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재 목록을 파일로 내보내거나 파일에서 소재 목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목록에 새 소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커스텀' 범주에 추가됩니다. 

그림 4-1  SPOT 소재 방사율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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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자동 방사율 구성
알려진 대상 온도를 토대로 방사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 4-2  SPOT 자동 방사율 화면
1) 예를 교정 전기로 등의 알려진 온도 대상 앞에 온도계를 둡니다. 대상 온도가 기기의 측정 

거리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자동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 방사율을 위한 대상 온도’ 입력 필드가 표시됩니다.
3) 대상의 온도 값을 입력합니다. 지금 적용을 클릭합니다.
 방사율 값이 계산되고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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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I/O
메뉴 항목 옵션 참고
아날로그 출력 모드 0-20mA 또는 

4-20mA
이 옵션을 사용하면 4-20mA 또는 0-20mA로 
아날로그 출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출력 저온 0~5000
(단위: C 또는 F)

이 옵션을 사용하면 아날로그 전류 출력의 사용 하한 
온도(0mA 또는 4mA의 출력과 일치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값은 mA 범위를 다른 장치와 
맞추기 위해 기기 범위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출력
고온

0~5000
(단위: C 또는 F)

이 옵션을 사용하면 아날로그 전류 출력의 사용 상한 
온도(20mA의 출력과 일치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값은 mA 범위를 다른 장치와 맞추기 위해 
기기 범위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접촉 상태 정상 열림
또는 정상 닫힘

명령 입력 및 출력을 정상 열림(NO) 또는 정상 닫힘
(NC)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 입력 사용하지 않음
샘플링 및 유지 또는 
최고 온도 감지 초기화
LED

명령 입력 I/O 기능을 지정합니다. 

명령 출력 경보 또는 
워치독

명령 출력 I/O 기능을 지정합니다. 

4.4 네트워크
메뉴 항목 옵션 참고
Mac 주소 해당 없음 기기 네트워크 포트의 MAC 주소를 표시합니다.
현재 IP 주소 해당 없음 기기의 현재 IP 주소를 나타냅니다.

IP 주소 유효한 IP 주소 온도계의 현재 네트워크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DHCP DHCP 또는 고정 IP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 자동으로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DHCP는 사전 구성된 IP 
주소가 없어도 컴퓨터를 IP 기반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DHCP는 장치에 고유 IP 주소를 
할당한 다음 장치를 네트워크에서 연결 해제하거나 
다시 연결할 때마다 주소를 해제하거나 갱신하는 
프로토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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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포커스
메뉴 항목 옵션 참고
LED 컨트롤 켜짐/꺼짐 정렬 LED의 상태를 제어합니다. 

참고: 활성화되면 30초의 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LED 깜박임 속도 1~30Hz 정렬 LED의 깜박임 속도를 설정합니다.
현재 포커스 값 해당 없음 현재 포커스 거리를 표시합니다.
포커스 값 300~10000mm 기기 포커스 거리를 설정합니다.
스폿 크기 해당 없음 초점 값을 토대로 현재 대상 스폿 크기를 표시합니다.

4.5.1  스폿 크기 계산기
SPOT 온도계 설정 창은 온도계의 초점 설정을 사용하는 스폿 크기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도구 유형의 초점 거리와 시야를 토대로 스폿 크기를 표시합니다.

그림 4-3  일반적인 스폿 크기 계산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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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경보
메뉴 항목 옵션 참고
고온 경보
임계값 

기기의 온도 범위 내에 
속한 임계값입니다.

온도계에서 보이는 대상에 높은 경보값을 사용 및 
설정합니다.

저온 경보
임계값

기기의 온도 범위 내에 
속한 임계값입니다.

온도계에서 보이는 대상에 낮은 경보값을 사용 및 
설정합니다.

높은 주변 온도
임계값

기기의 온도 범위 내에 
속한 임계값입니다.

온도계의 외부 온도에 대한 최고 경고 값을 활성화하고 
설정합니다.

낮은 주변 온도
임계값

기기의 온도 범위 내에 
속한 임계값입니다.

온도계의 외부 온도에 대한 최저 경고 값을 활성화하고 
설정합니다.

최저 신호
임계값

0 ~ 100% 온도계의 신호 강도에 대한 최저 경고 값을 활성화하고 
설정합니다.

4.7 시간 기능
메뉴 항목 옵션 참고
출력 시간 1 ~ 10000ms 밀리초 단위의 시간 기능 기간을 설정합니다.
평균값 1~255 평균값 기간을 정의하는 값의 개수를 사용 및 

설정합니다.
모드마스터 사용/사용 안 함 모드마스터 시간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핫 메탈의 

스트림 확인 등의 응용 사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용 사례에서는 간혹 연기 또는 기타 방해 
요소로 인해 대상이 가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온도 측정 결과가 낮아지거나 지나치게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탈 스트림의 불꽃이나 캐비테이션 
현상으로 인해 높지만 유지 시간은 짧은 측정 결과가 
반환될 수 있습니다.
ModeMaster 함수는 정해진 시간(약 2초)에 걸쳐 
온도 수치 배치를 지속적으로 '버퍼링'하여 두 가지 
유형의 오류를 모두 최소화합니다. 해당 시간 동안의 
평균 온도가 계산되고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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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피커 사용/사용 안 함 피크 피커를 켜거나 끕니다(하단의 그림 4-4 참조). 
피크 피커 기능은 온도계에서 측정한 최고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움직이는 대상 혹은 부분적으로 가려진 대상(예: 쇠 
파편으로 표면 일부가 덮인 압연 공장의 강철 판)의 
경우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피크 피커를 사용 중인 경우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드 최고 온도 또는 최저 온도 최고 온도 - 이 모드는 가장 높은 온도를 측정하여 

추적합니다.
최저 온도 - 이 모드는 가장 낮은 온도를 측정하여 
추적합니다.

     임계값 기기의 온도 범위 내에 
속한 임계값입니다.

활성화된 피크 피커를 초과하는 온도로, 온 및 오프 
지연과 함께 사용됩니다.

     온 딜레이 0~10000ms 온도가 임계 레벨을 초과하여 상승하는 시점과 최고 
온도 감지 기능이 켜지는 시점 사이의 시간(밀리초)
입니다.

     소멸 속도 0~1000°/s 저장된 온도에서 신호 소멸을 출력한 값으로,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프 딜레이 0~10000ms 임계값에 미달하는 온도와 피크 피커 기능 비활성화 
사이의 시간(ms로 표시)입니다.

     오프 모드 유지 또는 초기화 오프 딜레이 기간 이후에 기능이 작동하도록 
설정합니다.

     CMD 입력 초기화 사용/사용 안 함 사용자 CMD 입력을 설정하여 시간 기능을 
초기화합니다.

리미터 사용/사용 안 함 리미터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리미터 모드 유지/초기화 리미터 모드를 설정합니다.
최고 임계값 기기의 온도 범위 내에 

속한 임계값입니다.
리미터의 최고 컷오프 온도 값을 활성화하고 
설정합니다.

최저 임계값 기기의 온도 범위 내에 
속한 임계값입니다.

리미터의 최저 컷오프 온도 값을 활성화하고 
설정합니다.

그림 4-4  그래픽으로 표현된 최고 온도 감지
시간

'오프' 딜레이

'유지'
모드

'초기화'
모드

조정 가능한 소멸 속도

'온' 딜레이 임계 기준

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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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고급
메뉴 항목 옵션 참고
언어 지원 언어 사용자가 기기의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데이트
테스트 출력 0~20mA 고정 테스트 출력 전류를 제공하도록 옵션을 사용 및 

설정합니다.
장치 재부팅 사용/사용 안 함 기기를 재부팅합니다.
공장 초기화 사용/사용 안 함 기기 구성을 공장 기본값을 초기화합니다.

데모 LED 사용/사용 안 함 기기의 아무 키나 누를 경우 정렬 LED를 활성화하는 
데모 LED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원시 데이터 출력 사용/사용 안 함 기기에서 원시 비트 값을 출력하도록 옵션을 
설정합니다.

프로세스 창 사용/사용 안 함 프로세스 창 옵션을 사용하면 온도계가 '프로세스에 
봉인' 창을 통해 대상을 확인하도록 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온도계와 대상 사이에 창이 존재하는 경우 창에서 
손실되는 전송량으로 인해 온도계에 수신되는 신호가 
감소하게 됩니다.
측정 응용 사례에서 프로세스 창이 존재한다고 지정하면 
기기에서 전송량 손실을 자동으로 상쇄하므로 정확한 
온도가 표시됩니다.

프로세스 창 퍼센트 1 ~ 90% 창에서의 전송 손실로 인한 신호 손실의 퍼센트를 
설정합니다.

듀오 모드 임계값 기기의 온도 범위 내에 
속한 임계값입니다.

2개 이상의 감지기가 탑재된 도구의 전환 임계값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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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분석
메뉴 항목 옵션 참고
분석 기간 시간(초) 분석을 수행할 기간을 설정합니다.
최고 온도 읽기 전용 분석 기간에 측정된 최고 온도입니다.
평균 온도 읽기 전용 분석 기간에 측정된 평균 온도를 의미합니다.
최저 온도 읽기 전용 분석 기간에 측정된 최저 온도를 의미합니다.
온도 변경 속도 읽기 전용 분석 기간에 측정된 온도의 변경 속도입니다.
분석 기간 초기화 사용/사용 안 함 분석 기간을 초기화하고 계산을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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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교정
SPOT Server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교정 유틸리티를 통해 SPOT 적외선 온도계의 보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정 유틸리티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 현장 교정
• 교정기관 교정

현장 교정 유틸리티를 통해 SPOT 온도계로 측정하는 온도를 알려진 한 지점의 온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알려진 온도’는 추적 가능한 교정 소스로부터 제공을 받겠지만, 예를 
들어 열전쌍과 같이 프로세스의 한 포인트에서 정확한 온도 측정을 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교정기관 교정 유틸리티는 동시에 몇 개의 추적 가능한 보정 소스를 요구하므로, 온도 교정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가진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정 기능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ETEK Lan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10.1 현장 교정
1) 현장 교정을 수행하려면 알려진 온도 소스(예: 교정 용광로 또는 열전쌍으로 측정할 수 

있는 뜨거운 물체)를 SPOT 온도계로 가리킵니다. 알려진 온도를 기록해 둡니다.
2) SPOT Server 소프트웨어에서 교정 메뉴를 열고 현장 교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3) 정렬 옵션에서 포커스 값을 온도계 렌즈에서 대상 사이의 거리로 설정한 다음 값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4) 대상에 대한 정렬이 용이하도록 온도계 LED를 켜야 하는 경우 데모 LED 확인란을 

체크하고 LED 상태 설정을 누릅니다. 온도계가 올바르게 정렬되면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하고 LED 상태 설정를 눌러 LED를 끕니다.

5) 온도계에서 보고 있는 대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려면 이미지 가져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대상의 이미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6) 교정 옵션에서 참조 온도 즉, 1단계에서 언급한 '알려진' 온도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7) 교정 유틸리티에서 계산한 보정률(있는 경우)이 표시됩니다. 보정률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보정률 적용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8) 보정률 적용 버튼이 활성화되면 버튼을 클릭하여 온도계를 보정한 다음 종료를 눌러 
화면을 닫습니다.

 그러면 현장 교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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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실험실 교정
1) SPOT Server 소프트웨어에서 교정 메뉴를 열고 교정기관 교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2) 교정기관 교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온도계와 관련하여 교정기관 교정 화면에 

제시된 다섯 개의 온도값을 포괄하는 충분한 교정 소스가 필요합니다. 온도는 온도계 
모델에 따라 °C 또는 °F로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400~1800°C의 범위를 가지는 SPOT 온도계인 경우 542, 687, 1001, 
1529, 477°C의 5°C 이내로 설정할 수 있는 소스가 필요합니다.

3) 첫 번째 온도 값을 선택하고 SPOT 온도계로 이 온도로 설정된 소스를 가리킵니다.
4) 정렬 옵션에서 포커스 값을 온도계 렌즈에서 대상 사이의 거리로 설정한 다음 값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5) 대상에 대한 정렬이 용이하도록 온도계 LED를 켜야 하는 경우 데모 LED 확인란을 

체크하고 LED 상태 설정을 누릅니다. 온도계가 올바르게 정렬되면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하고 LED 상태 설정를 눌러 LED를 끕니다.

6) 온도계에서 보고 있는 대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려면 이미지 가져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대상의 이미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7) 교정 옵션에서 참조 온도 즉, 소스 온도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교정 유틸리티에서 계산한 보정률(있는 경우)이 표시됩니다. 보정률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보정률 적용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9) 보정률 적용 버튼이 활성화되면 버튼을 클릭하여 온도계를 교정합니다. 뒤로 버튼을 

누르면 교정 전 값으로 복원됩니다. 
10) 종료를 눌러 화면을 닫습니다.
11) 필요한 경우 보정률을 적용하여 남은 참조 온도점에 대해 7~9단계를 반복합니다.
12) 종료를 눌러 보정 화면을 닫습니다.
 그러면 교정기관 교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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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일반적인 데이터 로깅 구성 화면

1

2

3

그림 5-2  일반적인 데이터 로깅 구성 - 파일 설정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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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 구성 옵션
데이터 로깅 구성 화면(그림 5-1)은 메인 메뉴의 데이터 옵션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 온도 측정 시스템의 데이터 캡처 및 저장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5.1 데이터
데이터 탭(그림 5-1)은 카메라 뷰어 소프트웨어에서 지원되는 각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며, 선택된 각 데이터 항목에 대한 데이터 로깅을 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선택된 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목록이 표시됩니다.
1) 로깅을 하려는 각 데이터 항목의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2) 선택된 항목을 데이터 로깅 목록에 추가하려면 추가 >>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목록에서 항목을 제거하려면 제거 <<를 클릭합니다.

3) 기본 데이터 로깅 모드는 연속 이지만, 데이터 로깅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트리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트리거의 사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5.4절과 5.5절을 참조하십시오.
4) 또한 데이터 로깅의 빈도를 설정하는 기간(밀리 초 단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로깅 간격 기간은 1초입니다. 
 참고: 트리거가 선택되면, 저장 모드가 트리거 조건 및 해당 간격에 기초하게 됩니다.

5.2 파일 설정
파일 설정 탭(그림 5-2)을 통해 저장 유형과 파일, 디스크 및 아카이브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저장 유형(1)은 XML로 설정됩니다.

XML 옵션은 데이터를 XML 텍스트 파일에 저장합니다. 
2) XML 저장의 경우, 다음의 파일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파일 크기(2) - 저장할 XML 파일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기본 파일 크기는 
100MB입니다.

• 파일 지속시간(3) - 저장할 데이터를 캡처하는 기간을 지정합니다. 기본 기간은 1
일입니다.

 참고: 파일 크기 또는 파일 지속시간 중 어느 쪽이든 먼저 충족되는 조건으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3) 파일 저장소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4) 디스크 설정 옵션에서 최대 디스크 사용량 값을 지정합니다. 이는 저장소에 사용되는 

디스크 공간의 최대 양입니다. 기본값은 90%입니다.
5) 디스크가 가득 찼을 때의 작업 옵션은 최대 디스크 사용량 값에 도달했을 때 데이터에 

대해 취할 동작을 지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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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용 가능한 옵션입니다.
• 덮어쓰기 - 새 파일이 생성될 때마다 가장 오래된 파일을 삭제합니다.
• 아카이브 - 기존 파일을 아카이브 설정(아래 참조)에서 정의한 보관 위치로 

이동합니다. 현재의 저장소 파일은 저장소 위치에 그대로 두고 기타 모든 파일을 
아카이브로 이동합니다.

6) 아카이브 설정 옵션에서 지정한 일수가 경과한 후 자동 아카이브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7) 아카이브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참고: 아카이브 위치는 반드시 3단계에서 지정한 저장소 
위치와 다른 위치여야 합니다.

8) 데이터를 즉시 보관하려면 지금 아카이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데이터가 
지정한 위치에 보관됩니다.

5.3 트리거
트리거 탭(그림 5-3)에서 데이터 저장을 위한 트리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트리거에 
대해 다음 세부 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ID: 숫자 및 트리거 아이콘 컬러에 의해 정의되는 트리거 ID
• 이름: 트리거의 설명
• 소스: 트리거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 태그
• 모드: 

• 최고 임계값: 트리거 소스 값이 임계값을 초과하면 트리거가 활성화됩니다.
• 최저 임계값: 트리거 소스 값이 임계값에 미달하면 트리거가 활성화됩니다.
• 범위 내: 트리거 소스 값이 최고 및 최저 임계값 내에 포함되면 트리거가 

활성화됩니다.
• 범위 외: 트리거 소스 값이 최고 및 최저 임계값을 벗어나면 트리거가 

활성화됩니다.
• 최저 임계값
• 최고 임계값
• 지속시간: 트리거 조건이 활성화된 후의 보관 지속시간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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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트리거 마법사 사용
트리거 마법사는 새 트리거를 추가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아래 지침은 트리거 마법사를 사용하여 'Spot1'이라는 온도계에 대한 트리거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트리거는 온도계의 외부 온도가 범위를 벗어날 때 활성화됩니다.
1) 트리거를 추가하려면 +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릅니다.

1단계 - 이름이 강조 표시된 상태에서 트리거 마법사가 표시됩니다.
2) 트리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Spot1 Ambient Trigger). 드롭다운 목록에서 컬러를 

선택한 후 다음을 눌러 2단계 - 소스로 이동합니다.
3) 사용 가능한 소스의 목록에서 필요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예: Spot 1 Ambient 

Temp). 다음을 눌러 3단계 - 모드로 이동합니다.
4) 드롭다운 목록에서 필요한 모드를 선택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범위 외를 선택해야 합니다. 

최고 임계값 및 최저 임계값 설정을 사용하여 온도계 외부 온도의 한계를 지정합니다(예: 
60°C(최고) 및 5°C(최저)). 다음을 눌러 4단계 - 지속시간으로 갑니다.

5) 지속시간 화면의 컨트롤을 사용하여 트리거 조건이 완료된(즉, 온도가 최고 임계값 
아래로 떨어진) 후 기록을 계속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형식은 hh:mm:ss:ms입니다. 
따라서 10초일 경우 00:00:10:00을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을 눌러 5단계 - 요약으로 
이동합니다.

6) 요약 화면은 생성하려는 트리거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름:  Spot1 Ambient Trigger
소스:  Spot1 Ambient Temperature
모드:  범위 외
최고:  60 °C
최저:  5 °C
지속시간: 00:00:10:00

7) 세부 정보가 올바르면 끝내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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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가 메뉴 옵션

6.1 언어
언어 옵션은 화면의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통해 액세스합니다. 이 옵션을 통해 SPOT 
Server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언어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언어 드롭다운 목록이 표시됩니다.
2)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참고: 새 언어를 선택한 후에는 소프트웨어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새 언어로 다시 시작됩니다.





제품 보증
새로운 Land Instruments International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Land 제조업체의 'back-to-
base' 보증은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제품 오작동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보증 기간은 Land Instruments 
International Ltd가 영국 드론필드의 공장에서 제품을 출하한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36개월 보증
Land는 System 4 및 UNO 온도계를 통해 획득한 신뢰성과 수명의 명성을 바탕으로, 다음 제품에 대해 업계 
최고의 36개월 보증을 제공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SPOT 온도계, 액세서리, 마운팅 및 SPOT 기반 특수 기기
• System 4 온도계, 프로세서, 액세서리, 마운팅 및 System 4 기반 특수 도구
• UNO 온도계, 액세서리 및 UNO 기반 특수 도구
• LANDMARK® Graphic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전용 프로세서
• ABTS/S 및 ABTS/U
• FTS
• VDT/S 및 VDT/U
• DTT
• FLT5/A

본 36개월 보증은 위에 나열된 제품에 대해 2002년 5월 1일 이후 주문이 접수된 경우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성능, 품질, 신뢰성 및 금액 대비 가치의 표준을 확립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본 36개월 보증은 지속적 
개선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Land가 온도 측정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 중 한 가지일 뿐입니다.

24개월 보증
다음의 Land Instruments International 제품은 24개월 보증과 함께 제공됩니다.

• ARC
• FTI-E

• NIR

12개월 보증
36개월 또는 24개월 보증(위 목록 참조)과 함께 제공되지 않은 모든 Land Instruments International 제품은 12개월 보증과 
함께 제공됩니다.



제품 보증
보증 예외 사항

보증 기간 중 요청할 수 있는 보정 점검에 따른 비용은 본 보증의 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십시오.
Land는 그 원인이 보증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증 기간 동안 실시한 서비스/보정 점검에 대해 청구할 권한을 갖습니다.
Land 제조업체의 보증은 다음으로 인한 제품 오작동을 다루지 않습니다.
• 잘못된 전기 배선
• 제품 등급 외 전기 소스에 연결
• 물리적인 충격(낙하 등) 및 충격 손상
• 광 가이드의 부적절한 라우팅, 지원, 물리적 충격 및 부하 보호 등(광섬유 온도계만 해당)
• IP/NEMA 제품 등급을 초과하는 환경 조건
• 제품의 주변 온도, 습도 및 진동 등급을 벗어난 환경 조건
• 환경 오염(솔벤트 증기, 공기 오염 물질 누적, 비중성 pH 냉각액 등)
• 냉각 재킷의 물/공기 흐름 또는 잘못된 설치로 인한 과열
• 잘못된 제품 개조(온도계 몸체에 구멍 뚫기 등)
• 잘못된 재교정으로 인한 제품 사양 범위 외 교정
• 매개 변수 조정 후 부적절한 온도계 실링 재작업(UNO, FLT5/A 등)
• Land 공인 수리 센터가 아닌 곳에서 수리 시도

Land Instruments International Ltd  •  Dronfield S18 1DJ  •  England  •  전화: +44 (0) 1246 417691 •  팩스: +44 (0) 1246 410585    
이메일: land.enquiry@ametek.co.uk  •  www.landinst.com
AMETEK Land,  Inc .   •   150 Freeport  Rd.   •   P i t tsburgh,  PA 15238  •   U.S.A.   •   전화:  +1 (412)  826 4444    
이메일: irsales@ametek.com  •  www.ametek-land.com

   
 전 세계 지사 목록은 www.landinst.com을 참조하십시오. 발행 번호 4 2016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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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지사 목록은 당사의 웹 사이트인 www.landinst.com을 참조합니다. 
Copyright © 2017 LAND Instruments International. 당사는 지속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이 통보 없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SPOT Viewer 소프트웨어 가이드, 발행 번호 9, 2017년 7월 12일 수요일

SPOT
고정밀 다중 모드  
고정 스폿 비접촉식 온도계 제품군

영국에서 적용됨 미국에서 적용됨 인도에서 적용됨

Land Instruments International
Dronfield, S18 1DJ, 
England 

전화:  +44 (0) 1246 417691
이메일: land.enquiry@ametek.com 
www.landinst.com 

AMETEK Land - 아메리카 대륙 
150 Freeport Road, Pittsburgh, 
PA 15238, U.S.A. 

전화: +1 (412) 826 4444
이메일: irsales@ametek.com 
www.ametek-l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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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land.enquiry@ametek.com
www.landin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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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land.enquiry@ametek.com

www.landin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