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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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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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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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기계/장비에 대한 건강 및 안전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의심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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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원 공급
전기 연결 작업 전에 장비의 모든 전선을 분리해야 합니다. 모든 전기 케이블과 신호 케이블은 본 운영 지침에서 설명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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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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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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서비스 
전화: +86 21 5868 5111 ext 122
이메일: land.enquiry@ametek.com
웹: www.landinst.com

인도
AMETEK Land 인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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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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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은 인도에서 적용됨

MARCOM0311, 제 7호,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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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Cyclops 휴대용 적외선 온도계

경고

이 기기를 통해 해를 보지 마십시오 - 눈에 심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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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ops L휴대용 온도계

사용자 가이드

1 소개

1.1 일반 소개
이 발행물은 Cyclops xxxL 휴대용 온도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처음으로 온도계를 사용하기 전에 제공된 모든 장비를 확인하고 Cyclops와 함께 제공된 모든 
자료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비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제공된 모든 문헌을 즉시 
참조할 수 있도록 곁에 둡니다.
이 장비는 이 사용자 안내서에 제시된 절차 및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적절한 훈련을 받은
직원만이 사용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1.2 Cyclops xxxL 휴대용 온도계 정보
Cyclops는 정확한 휴대용 적외선 온도계 제품군입니다.
표적 온도 측정 및 표시를 위한 네 가지 동시 측정 유형: ‘피크’, ‘연속’, ‘평균’, ‘밸리’. 
Cyclops 055L에는 추가적인 특별 ‘Meltmaster’ 처리 출력이 있습니다.
광각(9°) 시야와 작은 측정점은 표적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Cyclops 055L(
고정 초점 5미터)을 제외하고 각 Cyclops 온도계의 초점은 1미터에서 무한대까지 연속적으로 
변합니다. 가까운 초점 기능을 제공하는 보조 렌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사율 교정 설정은 사용하기 쉬운 아이콘 기반 메뉴 시스템을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내부 메모리 및 실시간 시계는 판독값을 가져올 때 저장하고, 나중에 다운로드할 때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Cyclops에는 ‘Bluetooth’ 통신, USB 포트가 있습니다.

1.3 명칭
장비 세부 라벨은 Cyclops 케이스의 오른쪽 측면에 있습니다. 계기 유형은 온도계 유형을 
지정하며 일련 번호는 제조 날짜 코드를 포함합니다.
아래 제공된 공란에 계기 유형, 일련 번호를 적어 둡니다.
계기 유형:

일련 번호: 

두 번째 계기 라벨이 배터리실 안에 있습니다. 이 라벨에는 장비 일련 번호, 고유 ‘Bluetooth’ 
주소, 권장되는 배터리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Bluetooth® 워드마크와 로고는 Bluetooth SIG, Inc. 소유의 등록상표로서 AMETEK Land는 라이선스 허가 하에 이를 사용합니다. 

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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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ops L휴대용 온도계

사용자 가이드

2 사양
Cyclops 100L Cyclops 160L Cyclops 390L Cyclops 055L

온도 범위: 600 ~ 3000°C 
1112 ~ 5432°F

200 ~ 1400°C 
392 ~ 2552°F

450 ~ 1400°C 
842 ~ 2532°F

1000 ~ 2000°C 
1832 ~ 3632°F

표시 4/5자릿수 LCD 뷰파인더, 외부 백라이트 LCD 디스플레이
측정 모드: 연속, 평균, 피크, 밸리 연속, 피크, 밸리, 

Meltmaster
보관: 날짜, 시간 스탬프를 포함하여 최대 9999 판독값을 저장하는 내부 저장 장치. 

또한 V2.00 Cyclops에는 경로당 최대 99 판독값의 ‘경로’가 9개 있습니다. 
(V1.00은 경로가 4개 있음).

소프트웨어: 로깅, 저장된 데이터 검색, 경로 관리를 위한 PC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별도 사용 
설명서 참조)

광학 시스템: 9° 시야, 1/3° 측정 영역(180:1 대 98% 에너지), 접안렌즈 -3.75 ~ +2.5 조절식 
디옵터

초점 거리: 1m / 39.3in ~ 무한대 고정 초점, 공칭 
온도계 바디

데이텀에서 5m / 
197in.

135 클로즈업 
렌즈:

450 ~ 620mm / 
17.7 ~ 24.5in

460 ~ 630mm / 
18.1 ~ 24.8in

해당 없음

110 클로즈업 
렌즈

215mm / 8.5in 고정 초점 해당 없음

표적 크기: 5mm / 0.19in 직경 @ 100cm / 
39.3in(표준) 

2mm / 0.08in(135 c.u 렌즈) 
0.5mm / 0.02in(110 c.u 렌즈)

온도계 바디
데이텀에서 제곱
4.8mm / 0.19in 
@ 101.4 cm / 

39in

평행 28mm / 
1.1in 표적 지점 

지름부터 렌즈까지
5m / 197in

스펙트럼 반응: 1µm 1.6µm 공칭 3.9μm 공칭 0.55μm
방사율 조정: 0.10 ~ 1.20, 0.01 스텝
반응 시간: 30ms 30ms <500ms ~ 98% 30ms
디스플레이 갱신: 0.5s
정확도: <0.25%(K) <0.25%C +2°C <0.5%(K) <0.5%(K) 
반복성: <1°C / 2°F
작동 온도 범위: 0 ~ 50°C / 32 ~ 122°F
전원: MN1604 / 6LR61 / PP3 배터리 한 개 또는 USB
출력: Bluetooth 또는 USB
무게: 0.83kg / 1.8lb
밀폐: IP40
기본 액세서리: 렌즈 캡, 열 보호 재킷, 보호 창 / 필터, 배터리, 팔목 스트랩
별도 구매
액세서리:

클로즈업 렌즈, 방수 휴대 케이스, 롱 아이 릴리프 접안렌즈, 중성 밀도 필터

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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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도계 설명

1 LCD 디스플레이 패널  9 트라이포드 장착 구멍
2 키패드    10 조절식 팔목 스트랩(패키지 안에 포함)
3 광학 초점 링*   11 보호 덮개
4 보호 창    12 조절식 접안렌즈
5 렌즈 캡    13 배터리 함 덮개
6 켜짐/꺼짐 스위치   14 내부 Bluetooth 안테나
7 트리거    15 렌즈 후드(패키지 내에 포함)
8 USB 커넥터 

* 광학 초점 링은 Cyclops 055L 온도계에 맞지 않습니다.

그림 3-1  Cyclops 휴대용 적외선 온도계

 참고: 열 보호 재킷(부품 번호 811279) 그림에 없음

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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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도계 전원 공급
경고

이 제품에는 PI970 II절을 준수하는 리튬 메탈 전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기기를 AMETEK Land로 반납해야 하고 항공 운송할 수 있는 경우 배터리에 대한 IATA 
위험물 지침을 참조합니다.

Cyclops 휴대용 온도계는 9V 건전지 PP3 배터리 또는 PC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USB 
케이블을 통해 전원이 공급됩니다. 활성 전원은 LCD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USB 전원이 
연결되면 PP3 배터리에서 전원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USB 케이블을 
삽입하기 전에 온도계를 끄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가 교체되는 동안 시계를 유지하는 작은 
내부 전지(리튬 메탈)도 있습니다. Duracell PP3 6LR61/MN1604(또는 이와 동급인) 
배터리가 온도계와 함께 제공됩니다. 

1) 배터리를 넣거나 교체하기 전에 온도계를 끕니다.
2)  배터리 커버는 체온계 본체의 윗면에 있습니다(그림 

4-1 참조).

그림 4-1

그림 4-3

그림 4-2

3) 덮개를 뒤로 밀면 배터리실이 완전히 노출됩니다(
그림 4-2 참조).

4) 배터리 단자가 배터리 함의 라벨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그림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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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터리를 삽입하여 접촉 스프링이 배터리 단자의 
중앙에 닿도록 합니다. 배터리 덮개를 제자리로 밀어 
넣습니다(그림 4-4 참조).

6) 배터리가 장착된 상태에서 기기를 켜고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7.0절 참조). 스위치가 
켜지면 LCD 디스플레이에 배터리 전원 표시등이 
나타납니다.

그림 4-4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LCD 디스플레이 패널의 배터리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려면 디스플레이 백라이트와 ‘Bluetooth’를 끕니다. 계기의 수치가 규격 범위 
내를 유지하도록 가능한 빨리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배터리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 온도계에는 
다음과 같은 절전 기능이 있습니다.
• 온도계가 아무 키도 누르지 않은 채로 1 분 이상 메뉴 모드에 있으면 측정 모드로 

돌아갑니다.
• 온도계가 아무 키도 누르지 않은 채로 2 시간 이상 측정 모드에 있으면 기기의 스위치가 

꺼집니다.

참고

완전히 충전된 여분의 배터리는 항상 온도계와 함께 보관합니다.

4.1 시간과 날짜 설정하기
Cyclops 온도계에 9V 배터리를 처음 삽입하면 시간과 날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설정되면 시간과 날짜는 추가 리튬 메탈 전지로 전원이 공급되는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이후에 
주 9V 배터리를 교체하면 시간과 날짜가 메모리에 유지됩니다.

시간 설정
1)  버튼을 눌러 온도계를 켭니다.
2) 엔터 키 를 눌러 메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3) 스크롤 키( , )를 사용하여 시계 메뉴를 강조 표시한 다음(위로 

스크롤하는 것이 더 빠름) 엔터 를 누릅니다.
4) 스크롤 키를 사용하여 시계 옵션을 선택한 다음 엔터 키를 누릅니다.
 시계는 24 시간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5) 스크롤 키를 사용하여 시계를 설정합니다.
 참고: 스크롤 키를 약 5초 동안 길게 누르면 강조 표시가 왼쪽 숫자로 이동합니다(예: 

10:42에서 10:42으로, 그리고 10:42 등). 키를 놓으면 숫자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6) 올바른 시간을 설정한 다음 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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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설정
1) 시계 메뉴에서 스크롤 키( , )를 사용하여 캘린더 옵션을 강조 표시한 

다음 엔터 를 누릅니다.
 달력은 DD/MM/YY 형식으로 표시되며 요일 설정이 강조 표시됩니다.
2) 스크롤 버튼을 사용하여 시계 옵션을 설정한 다음 엔터를 누릅니다.
 강조 표시가 월 설정으로 전환됩니다.
3) 스크롤 버튼을 사용하여 필요한 달을 설정한 다음 엔터 키를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강조 표시가 년 설정으로 전환됩니다.
4) 스크롤 버튼을 사용하여 필요한 년을 설정한 다음 엔터를 눌러 캘린더에서 나옵니다.
 날짜와 시간이 설정되고 내부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5) 종료 옵션으로 스크롤하고 엔터를 눌러 주 메뉴로 돌아갑니다.

 
 
 
 

 
 

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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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도계 제어

5.1 켜짐/꺼짐 스위치
켜짐/꺼짐 스위치는 온도계의 왼쪽에 있습니다(그림 3-1, 
항목 6 참조). 스위치에는 두 개의 누름 버튼인 꺼짐(a), 
켜짐(b)이 있습니다.
스위치를 한 번 누르면 장치가 활성화/비활성화됩니다.
참고: Cyclops가 켜지지 않으면 켜짐과 꺼짐 스위치를 
동시에 눌러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부 
시계도 초기화합니다.

5.2 트리거 작동
트리거(c)는 온도계 손잡이에 있습니다(그림 3-1, 7항 
참조). 트리거 기능은 선택한 작동 모드에 따라 다릅니다. 
클래식, 버스트, 걸기, 경로(8절 참조).

 
5.3 LCD 디스플레이 패널, 키패드

LCD 디스플레이 패널(d)은 온도계 본체 왼쪽 측,면에 
있습니다(그림 3-1, 1항 참조). 이는 세 가지 모드로 
작동합니다. 측정 모드, 경로 모드, 메뉴 모드.
측정 모드에서는 장면 온도, 온도계 설정 정보가 
표시됩니다.
경로 모드에서는 미리 로드된 위치 ID에 대해 장면 온도를 
측정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7.5절 참조. 
메뉴 모드에서 온도계의 기능 메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7절 참조. 
주 디스플레이 왼쪽의 키패드에는 3 개의 작동 키가 
있습니다. (위로 스크롤), (아래로 스크롤), (
엔터/선택). 이는 다양한 메뉴와 디스플레이를 탐색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림 5-1

ba

그림 5-2

C

그림 5-3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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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조절식 접안렌즈
조절식 접안렌즈(e)는 온도계 뒷면에 있습니다(그림 3-1, 
항목 12 참조).
접안렌즈를 사용하면 온도계로 측정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접안렌즈는 각 사용자의 시력 특성에 맞게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6.3절 참조).

5.5 광학 초점 링(Cyclops 055L 온도계에 장착 되지 않음)
광학 초점 링(f)은 온도계 앞에 있는 렌즈 어셈블리에 
있습니다(그림 3, 3항 참조). 초점 링을 사용하면 
수동으로 렌즈 어셈블리를 조정하고 장면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 Cyclops 055L 온도계는 고정 초점 기기이며 광학 
초점 링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 렌즈 캡(g)이 제공되며 온도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를 항상 장착해야 합니다. 
작동 중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 렌즈 덮개를 제거하면 렌즈 
후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온도계의 각 모델의 초점 범위는 온도계의 오른쪽에 있는 
기기 라벨에 있는 기기 데이텀(i)에서 측정합니다.

5.6 Bluetooth/USB 커넥터
Bluetooth 트랜스시버는 Cyclops의 손잡이 안에 숨겨져 
있으며 메뉴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10절 참조.
미니 USB 커넥터는 핸들의 고무 덮개 아래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USB 연결이 되면 Cyclops의 전원은 USB 
+5V에서 공급됩니다. 10절 참조.
참고: USB 포트를 통해 데이터를 스트리밍할 때 
Bluetooth를 끄는 것이 좋습니다.

절 �끝

그림 5-4

e

그림 5-6

i

그림 5-5

g
f

h

그림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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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학 부품
Cyclops에는 사용자가 집중할 수 있는 ‘스루더렌즈’ 조준을 제공하고 표적 지점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정밀 반사 광학 시스템이 있습니다. 
Cyclops 100L, 160L, 390L의 경우 지정된 초점 범위는 1m/39.4in부터 
무한대까지입니다.
Cyclops 055L의 경우 초점은 5미터(약 15피트)로 고정됩니다.

6.1 가변 초점 기기의 표적 크기 계산
이 계산은 100L, 160L, 390L 온도계에 적용됩니다.
정밀 반사 광학 시스템은 좁은 시야를 제공합니다(180:1 ~ 98% 에너지). 기기가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림 6-1에서 주어진 정보로부터 대략적인 표적 크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광학 데이텀에서 표적 거리(D)

표적 직경(T)

광학 
데이텀

시야

표적 크기(T) (mm) = 광학 데이텀(mm)에서 표적 거리(D) - 100              
                                    시야(180) 
또는
표적 크기(T) (in) = 광학 데이텀(in)에서 표적 거리(D) - 4                        
                       시야(180)

그림 6-1 Cyclops 온도계 표적 크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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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중성 밀도 필터
일부 Cyclops 기기(지정 접미사 -2F)에는 시각 조준 시스템 내부에 중립 밀도 필터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뷰파인더) 온도 디스플레이의 밝기나 선명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고온의 표적을 볼 때 눈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6.4 렌즈 보호 창
Cyclops는 표준으로 계기 렌즈를 덮고 보호하는 보호 창을 제공합니다.

경고

이 기기를 통해 해를 보지 마십시오 - 눈에 심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6.2 고정 초점 기기 Cyclops 055L의 표적 크기 계산
Cyclops 055L에는 ‘스루더렌즈’ 조준을 제공하고 표적 지점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정밀 반사 
광학 시스템이 있습니다. 초점은 5미터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야
정밀 반사 광학 시스템은 장비의 전면에서 5000 mm까지 좁은 시야를 제공합니다(그림 6-2).

그림 6-2  Cyclops 055L 온도계 시야

광학 데이텀에서 표적 거리(D)

광학 
데이텀

시야

빔 지름: 계기 전면부터 5m까지 
공칭 2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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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클로즈업 렌즈 장착
클로즈업 렌즈를 Cyclops 온도계에 장착하려면 렌즈 어셈블리에서 투명 보호 창을 풀고 해당 
클로즈업 렌즈로 교체합니다.
보호 창과 클로즈업 렌즈의 광 투과 특성은 비슷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교정 오류가 없으므로 창 
보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6.6 다크 필터
일반적으로 1600°C ~ 2000°C / 2900°F ~ 3600°F 범위의 표적물에 대해 사용자는 투명 
보호 창에서 어두운 보호 창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해지는 정확한 
수준은 표적의 크기와 방사율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투명 보호 창을 사용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은 수준 이상의 (뷰파인더를 통한 이미지가 눈에 
불편할 정도로 밝음) 표적물을 측정할 때는 어두운 보호 창을 투명 보호 창 대신에 장착해야 
합니다. 
다크 필터를 Cyclops 온도계에 맞추려면 렌즈 어셈블리에서 투명 보호 창을 분리하고 다크 
필터로 교체합니다.
보호 창과 다크 필터의 광 투과 특성은 비슷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교정 오류가 없으므로 창 
보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6.7 클로즈업 렌즈에 다크 필터 장착
클로즈업 렌즈(뷰파인더를 통과하는 이미지가 눈에 불편할 정도로 밝음)를 사용하여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표적을 측정할 때 클로즈업 렌즈와 다크 필터 조합을 투명 
보호 창 대신에 장착해야 합니다.
다크 필터와 클로즈업 렌즈 조합을 맞추려면 렌즈 어셈블리에서 보호 창을 풀어서 클로즈업 
렌즈로 (먼저) 교체한 후 다크 필터를 교체합니다. 장비의 시야에 추가 광학 요소가 있으므로 
관련 에너지 손실을 허용하기 위해 0.92의 창 보정을 입력해야 합니다. 7.4.10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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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패널

온도 판독

표적 눈금판
(1/3° 원)

그림 6-3  Cyclops 접안렌즈 광학 부품
접안렌즈를 사용하면 온도계를 보고 표적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광각(9°) 시야와 작고 
명확하게 정의된(1/3°) 표적 눈금판에 의해 정확한 표적 정의가 제공됩니다.
접안렌즈는 각 사용자의 시력 특성에 맞게 수동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1) 뷰파인더를 사용하면 빈 벽과 같이 밝은 조명을 받는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2) 고무 아이 컵을 회전하여 눈금판 원의 초점을 최대한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접안렌즈가 
눈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3) 주 초점 링을 조정하여 표적 장면을 눈금판 원에 최대한 초점을 맞춥니다.

온도 판독값이 취해지면(트리거가 눌려진 경우), 측정된 값이 접안렌즈 디스플레이 패널에 
표시됩니다. 온도는 주 메뉴에서 선택한 단위로 표시됩니다.

 
 
 
 
 
 
 
 
 

 

절 �끝

6.8 접안렌즈 광학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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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디스플레이 패널 모드

7.1 소개
LCD 디스플레이 패널에는 세 가지 기본 작동 모드가 있습니다.
• 측정 모드
• 메뉴 모드
•  경로 모드
온도계가 켜지면 소개 화면이 표시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화면은 자동으로 사라지며 측정 
모드 또는 경로 모드 디스플레이로 대체됩니다.
메뉴 모드에 들어가려면 키패드에서  (엔터/선택) 키를 누릅니다.

참고

오류로 인해 내장 메모리가 손실되는 경우 화면 하단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오류 코드와 이에 대한 의미 목록은 부록 2에 있습니다.

7.2 측정 모드
기기가 측정 모드에 있을 때, 디스플레이는 피크, 연속, 평균, 밸리 온도 값을 동시에 
표시합니다. Cyclops 055L 디스플레이는 평균 온도 대신에 특별 Meltmaster 모드 온도를 
보여줍니다.
측면 LCD 디스플레이 패널에서는 선택한 측정 유형이 선택되지 않은 세 가지 측정 유형보다 
크고 굵게 표시됩니다. 참고로 온도계는 네 가지 측정 유형 전부에서 지속적으로 측정합니다. 

그림 7-1  전형적인 측정 모드 표시

피크 판독

순시 판독

평균 판독 
(Meltmaster 온도 - 

Cyclops 055L)

밸리 판독

방사율

Bluetooth

전원(배터리 또는 USB)

사용 메모리  
(기록 활성화 시)

위치 ID 
(기록 활성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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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키로 스크롤하여 필요한 측정 유형을 선택하고 강조 표시합니다. 이 측정 유형은 
뷰파인더에 표시됩니다.
활성 모드가 선택되지 않은 측정 유형보다 더 크고 동일한 위치에 유지되도록 모드 아이콘과 
관련 값이 화면에서 순환됩니다.

7.2.1   피크 온도 측정
피크 온도 측정 모드는 온도계로 기록된 최고 온도에 대한 정보를 측정하고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최고 온도 값은 기기 접안렌즈에서 볼 수 있습니다.

a 온도계 트리거 누름
b 디스플레이의 피크 온도 값이 순시 온도 값으로 바뀌고 물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값이 

상승함
c 물체 온도가 내려가고, 마지막 피크 온도 값이 디스플레이에 고정됨
d 새로운 피크 온도 값이 도달되고, 표시가 갱신됨 
e 물체 온도가 내려가고, 마지막 피크 온도 값이 디스플레이에 유지됨
f 트리거가 해제되고 마지막 피크 온도 값이 화면에 고정됨
g 온도계 트리거 누름
h 디스플레이의 피크 온도 값은 순시 온도 값으로 바뀜(트리거 해제 이전 마지막 피크 

값보다 낮은 경우에도 적용됨) 디스플레이에 피크 온도 값이 유지됨
i 새로운 피크 온도 값 도달하고, 물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표시가 갱신됨
j 물체 온도가 내려가고, 마지막 피크 온도 값이 디스플레이에 유지됨

그림 7-2  그래픽으로 표현된 일반적인 피크 온도 측정

물체의 온도 변동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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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순시 온도 측정
순시 온도 측정은 실시간으로 관측된 온도 값을 제공합니다. 온도가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값이 
기기 접안렌즈에서 확인됩니다.

7.2.3   평균 온도 측정(Cyclops 055L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평균 온도 측정은 ‘평활’ 온도 값을 제공합니다.

평균 기능을 사용하려면 트리거를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평균 기능은 트리거를 누르고 있는 
동안 작동합니다. 트리거가 해제되면 평균화가 중지됩니다.
평균화의 응답 시간은 메뉴 모드의 평균화 시정수 설정으로 제어됩니다. 옵션은 느림, 중간, 
빠름입니다.  및  키를 사용하여 메뉴에서 필요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빠름 시정수를 선택하면 온도 판독값이 물체 온도와 거의 일치합니다. 입력에서 가장 급격한 
변동만 출력에서 평활이 적용됩니다. 느림 시정수를 선택하면 온도 판독값이 훨씬 평활하며 
급격한 변화가 아닌 ‘경향’ 값이 더 많이 표시됩니다. 중간 시정수를 선택하면 온도 판독값이 
빠른 시정수 값과 느린 시정수 값 사이에서 계산됩니다.

그림 7-3  느림, 중간, 빠름 시정수를 사용한  
일반적인 평균 온도 측정에 대한 그래픽 표현

느림 평균화 
시정수

빠름 평균화 
시정수 중간 평균화 시정수

물체의 온도 변동 판독

a 온도계 트리거 누름
b 평균화는 첫 번째 순시 온도 값에서 시작됩니다. 트리거가 계속 눌린 동안 평균 온도 

값이 0.5초마다 계산되고 표시되고 갱신됩니다. 트리거가 해제되면 최종 평균값이 측면 
디스플레이에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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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전형적인 밸리 온도 측정의 그래픽 표현

7.2.4   밸리 온도 측정
밸리 온도 측정은 가장 높은 온도 값이 아닌 가장 낮은 온도 값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크 온도 측정의 역입니다. 온도 측정은 트리거가 눌릴 때 시작되어 트리거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됩니다(그림 7-4 참조).
온도가 순시적으로 갱신되고 값이 기기 접안렌즈에서 확인됩니다.

a 온도계 트리거 누름
b 디스플레이의 밸리 온도 값이 순시 온도 값으로 바뀌고 물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표시된 

값이 고정됨
c 물체 온도가 내려가면서 새 밸리 온도 값에 도달하고 물체 온도가 떨어지면서 

디스플레이가 갱신됨 물체 온도가 올라가고 마지막 밸리 온도 값이 디스플레이에 유지됨 
d 온도가 내려가면서 새 밸리 온도 값에 도달하고 물체 온도가 떨어지면서 디스플레이가 

갱신됨 물체 온도가 올라가고 마지막 밸리 온도 값이 디스플레이에 유지됨
e 트리거가 해제되고, 마지막 밸리 온도 값이 화면에 고정됨
f 트리거 누름
h 디스플레이의 밸리 온도 값은 순시 온도 값으로 바뀜(트리거 해제 이전 마지막 밸리 

값보다 높은 경우에도 적용됨) 물체 온도가 떨어질 때 디스플레이가 갱신 됨
h 물체 온도가 올라가고 마지막 밸리 온도 값이 디스플레이에 고정됨  

물체의 온도 변동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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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Meltmaster 처리 기능(Cyclops 055L 전용)
흐르는 용융 금속에 유효한 비접촉 온도 측정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흐름의 방사로 
관찰되는 크고 빠르며 무작위적인 변동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특히 스트림 표면에 캐비테이션이 있고, 스파크의 
방사가 많습니다. 두 요소는 전부 잘못된 높은 판독값을 나타내고, 연기로 가려져서 측정된 값을 
크게 줄입니다.
Cyclops 055L의 Meltmaster 처리 기능은 이 측정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변동 영향을 줄이고 용융 금속 흐름의 온도를 유효하게 추정합니다.
Cyclops 055L은 Meltmaster 처리 기능이 기본 측정 유형으로 설정되어 제공됩니다. 즉, 
측면 디스플레이의 강조된 온도 형식이 이것입니다. Meltmaster 처리 기능 값은 뷰파인더 
내부에 표시되며 직렬 통신을 통해 출력됩니다.



그림 7-5  Cyclops 메뉴 구조

평균화 시정수

경보

트리거 모드

측정 모드

고분해능 모드

1.00

0000

1500°C
1800°C
800°C
900°C

C055L
C100L
C160L
C390L

모델 기본 높음/낮음
경보 값

Bluetooth

정보

방사율

종료

종료

10s

1.000

제품 정보

HH:MM

DD/MM/YY

시계

직렬 통신

표 참조

표 참조

기능 꺼짐

키

기능 켜짐

기본 설정

기본 값

기록

마지막 삭제 
저장된 판독값

단위

백라이트

음향기

창 보정

다운로드
메모리
삭제
메모리

* USB 모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

*

00.01.00
래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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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메뉴 모드
온도계가 메뉴 모드에 있으면 Cyclops 온도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 옵션을 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도계의 설정을 확인 및 구성하고 온도 측정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메뉴 모드에 들어가려면  키를 누릅니다.
 주 메뉴 옵션이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14 개의 주 메뉴 옵션이 있지만, 한 번에 8개의 

아이콘만 화면에 표시됩니다(그림 7-6 참조).
2)  및  키를 사용하여 메뉴 옵션을 스크롤합니다. 현재 선택 가능한 메뉴 항목은 ‘

깜박이는’ 프레임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3) 메뉴 옵션을 선택하려면  키를 누릅니다.
 주 메뉴 옵션을 선택하면 사용 가능한 하위 옵션이 표시됩니다.
4)   및  키를 사용하여 메뉴에서 필요한 하위 옵션을 선택합니다.  키를 눌러 

선택합니다.
5) 숫자 값이 필요한 하위 옵션의 경우 스크롤 키를 사용하여 필요한 숫자 값을 선택한 

다음  키를 클릭하여 이 값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방사율을 1.00에서 0.78
로 변경하려면 방사율 메뉴를 선택한 다음  키를 길게 눌러 1.00에서 0.78로 값을 
변경합니다. 값을 ‘지나치는’ 경우  키를 사용하여 필요한 값으로 되돌립니다.

 숫자 값을 변경할 때 키 가속기가 사용됩니다. 화살표 키를 길게 누르면 단계 변경 
크기가 커집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증가되는 숫자가 강조 표시되어 단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6) 필요한 매개변수 값을 설정한 후  키를 누르면 주 메뉴 옵션으로 돌아갑니다.

그림 7-6  Cyclops 주 메뉴 아이콘 메뉴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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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메뉴 모드 - 아이콘 설명
이 장의 정보는 탐색 순서도(페이지 24)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7.4.1   나가기
메뉴 모드에서 나가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하위 메뉴에서 돌아갑니다.
 

7.4.2   방사율  
 및  키를 사용하여 필요한 값을 입력합니다. 방사율 값에 대한 정보는 11절 방사율을 

참조합니다. 기본 값은 1.00입니다.

7.4.3a   기록 모드  
클래식, 버스트, 래치 모드에서 판독한 내용은 나중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Cyclops
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록 기능은 켜짐(i) 또는 꺼짐(ii) 아이콘을 선택하여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판독은 시계에 설정된 현재 시간 또는 날짜에 대해 저장됩니다(7.4.13절 참조).
판독값은 ID 아이콘(iii)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는 4자리 영숫자 위치 ID에 대해 저장됩니다. 
위치 ID를 설정하면 각 트리거를 누를 때 자동으로 ID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8절 참조).
저장된 판독값은 다운로드 아이콘(iv)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Bluetooth와 USB 출력으로 스트리밍됩니다. 스트리밍된 데이터의 프로토콜은 부록 1에 나와 
있습니다.
저장된 판독값은 삭제 아이콘(v)을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삭제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 아이콘을 두 번 입력해야 합니다.
저장된 판독값은 검토 아이콘(vi)을 선택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i) (ii) (iii)

(iv) (v) (vi)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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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트리거 모드
트리거 모드는 온도계가 작동하는 방식과 기기가 읽는 값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네 가지 트리거 모드가 있습니다. 클래식(i), 버스트(ii), 래치(iii), 경로(iv). 8절 - 작동 
(트리거) 모드 참조. 기본 트리거 모드는 클래식입니다.

(i) (ii) (iii) (iv)

7.4.5   경보 
측정 중인 표적에 대한 경보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세 가지 하위 옵션이 
있습니다.  높은 경보(i), 낮은 경보(ii), 경보 꺼짐(iii). 높거나 낮은 경보를 선택하면 값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및  키를 사용하여 경보 트리거 온도를 입력합니다. 높음과 낮음 
경보의 기본 설정은 온도계 중간 범위 값입니다.
경보 임계 값을 지나치면 측면 디스플레이에 시각적 표시가 제공됩니다(  = 높은 경보 
값 초과:  = 낮은 경보 값 미만). 음향기 설정이 ‘켜짐’인 경우 경고음(빠른 신호음)도 
제공됩니다.

(i) (ii) (iii)

7.4.6   평균 시정수(Cyclops 055L 모델에는 해당되지 않음)
평균 시정수 기능은 취해진 평균 온도 값의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빠름(i), 중간(ii), 느림(iii). 기본 설정은 중간입니다.

(i) (ii) (iii)

7.4.7   단위
°C,°F, K(켈빈),°R(랭킨) 중에서 선택합니다. 참고: 고분해능 표시(7.4.12)를 선택하면 °C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ii) (iii) (iv)

7.4.3b   기록 모드에서 이전 판독 삭제
기록 모드가 활성화되면 첫 번째 메뉴 항목으로 ‘삭제 1’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저장된 판독값을 빠르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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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백라이트 
이 설정은 측면 디스플레이 백라이트의 밝기를 제어합니다. 세 가지 백라이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음(i), 낮음(ii), 꺼짐(iii). 높음 또는 낮음을 선택하면 온도계가 비활성 상태인 
경우 백라이트가 꺼지는 제한 시간(초)을 지정할 수 있는 하위 메뉴가 나타납니다. 기본 설정은 
꺼짐입니다.
참고: 백라이트를 사용하면 배터리 수명이 단축됩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백라이트를 끄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USB에서 전원을 공급할 때는 백라이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i) (ii) (iii)

7.4.9  음향기
이 옵션을 사용하여 음향기를 켜거나 음소거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가 켜지면 음향기는 트리거 
작동, 경보 발생, 활성 통신 응답, 통신 응답 손실(Bluetooth)을 나타냅니다. 선택 가능한 
옵션: 음향기 켜짐(i) 또는 음향기 꺼짐(ii).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i) (ii)

7.4.10  창 보정
이 기능을 사용하면 알려진 보정 값을 수동으로 온도 계산에 통합할 수 있으므로 보기 창의 
일반적이지 않은 조합을 반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켜짐(i) 또는 꺼짐(ii)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켜짐으로 전환하면 필요한 창 보정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및  
키를 사용하여 값을 조정합니다. 기본값은 1.000입니다. 9.2절 참조.
예:

투명 보호 창 장착: 창 보정 꺼짐
다크 아이 컴포트 필터 장착:  창 보정 꺼짐
장착된 클로즈업 렌즈: 창 보정 꺼짐
다크 아이 컴포트 필터, 클로즈업 렌즈 
장착:

창 보정 켜짐 
0.920으로 값 지정

고객 프로세스에 대한 외부 보기 창: 창 보정 켜짐  
값을 적당히 지정함

  (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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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1  정보
이 기능은 제품에 대한 일반 정보를 표시합니다. 표시되는 세부 정보에는 교정 정보, 온도계 
일련 번호, Bluetooth 식별자, 소프트웨어 버전, 마지막 교정 이후의 Tmax, Tmin 주위 
온도 판독값, 웹 사이트 www.landinst.com에 대한 링크가 포함됩니다.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화면 위아래로 스크롤하여 사용 가능한 전체 정보 목록을 봅니다.

7.4.12  고분해능 표시
활성화되면 온도가 0.1°C의 분해능으로 표시됩니다.
고분해능 표시를 켜짐(i) 또는 꺼짐(ii)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참고: °C 단위만 고분해능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7.4.7절 참조).

7.4.13  시계 / 캘린더
내부 시간과 날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4.1절 참조).
시계(i) 시간은 24 시간 형식 HH:MM입니다. 시간이 설정되면 초가 0으로 재설정됩니다. 
날짜(ii)의 형식은 dd/mm/yy입니다.

(i) (ii)

7.4.14  Bluetooth
Bluetooth 통신은 온도계에서 다른 장치로 무선 스트리밍 정보를 제공합니다. Bluetooth
를 켜짐(i) 또는 꺼짐(ii)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Bluetooth를 켜짐으로 설정하면 배터리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필요없는 경우 이 기능을 
꺼짐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i) (ii)

(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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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5  직렬 커뮤니케이션
순시 옵션(i)은 측면 패널 디스플레이에서 강조 표시된 것과 관계없이 측정되는 순시 온도 
값을 직렬 포트로 전송합니다. PC 또는 모바일 장치의 Land Cyclops Logger 소프트웨어에 
연결하거나 온도 데이터를 사용자가 직접 처리하려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선택 옵션(ii)은 측면 패널 디스플레이에서 강조 표시된 값을 직렬 포트로 전송합니다. 
이전 스타일의 Cyclops B 온도계로 작업하도록 설계된 레거시 소프트웨어에 연결하거나 
Cyclops L 자체로 수행되는 처리를 모니터링하려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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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경로 모드
경로 모드는 메뉴 시스템을 통해 액세스됩니다(7.4.4절 참조).
경로 모드에서는 Cyclops에 최대 9*개의 미리 정의된 경로(즉, 위치 ID, 방사율, 시간 기능 
등)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99개 위치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는 공장이나 공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많은 수치를 읽어야 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미리 로드된 위치는 각 경로를 따라 사용자를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경로 번호를 선택할 때 위치는 각 트리거 누름 시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경로를 수동으로 탐색하려면,  및  키를 사용하여 필요한 위치를 강조 표시하고 온도계 
트리거를 눌러 측정을 수행합니다.
참고: 경로 온도 측정을 지우는 것 이외에는 Cyclops 장비 자체에 경로 데이터 관리 기능이 
없습니다. PC, 모바일 장치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외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Cyclops에 
경로를 설정하고 로드해야 합니다. 
www.landinst.com/software-downloads 
한 경로의 모든 측정을 수행하고 저장하면 Cyclops에서 외부 소프트웨어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사용하여 경로 지우기 아이콘으로 이동하여 경로에서 측정을 지울 수 
있습니다.
경로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Cyclops Logger 소프트웨어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합니다.
* Cyclops v2.00 = 경로 9개, v1.00 = 경로 4개

그림 7-7  일반적인 경로 모드 표시

이전 위치

현재 시간경로 번호 
>> 기호는 ‘자동 증가’를 나타냄

현재 위치

다음 위치

경로 위치 ID  
(최대 8자) 

위치에서의 
시간 기능 처리

위치에서 
방사율

판독한 
시간/날짜

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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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측정 모드’에서의 트리거 작동

8.1 소개
Cyclops 트리거는 세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클래식
• 버스트 (Cyclops 055L 아님)

• 래치 (Cyclops 055L 아님)

8.2 클래식
‘클래식’ 작동은 가장 간단한 조작이며 초기 Cyclops 휴대용 온도계와 가장 유사합니다.
측정된 네 가지 온도 형식(피크, 순시, 평균, 밸리)은 측면 LCD 패널에 표시됩니다. Cyclops 
055L 디스플레이는 평균 온도 대신에 특별 Meltmaster 모드 온도를 보여줍니다.
강조 표시된 온도 형식이 뷰파인더에 표시됩니다. 온도 값은 트리거가 눌리면 0.5초 간격으로 
Bluetooth 및 USB를 통해 직렬로 스트리밍됩니다(7.4.15절 및 부록 A1 참조). 트리거가 
해제되면 스트리밍이 중단되고 네 가지 온도 형식이 모두 내부에 저장됩니다(기록이 활성화된 
경우).

8.3 버스트
‘버스트’ 작동은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모니터링하거나 긴 재료에서의 온도 프로파일을 기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가 눌리면 순시 온도는 최대 수집 속도로 (초당 33회 판독 간격) Bluetooth로 
스트리밍되거나 (켜진 경우) 내부 메모리에 기록됩니다. 이 작동 모드는 약 0.5초 간격으로 
음향기 ‘신호음’(켜져 있는 경우)과 함께 내부 디스플레이가 ‘깜박’이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트리거가 해제되면 2 피스 데이터 패킷이 판독값에 추가되어 방사율 및 창 투과율 값이 
제공됩니다.

8.4 래치
‘래치’ 모드를 선택하면 온도 측정이 시작되고 트리거를 번갈아 누르면 중지됩니다. 따라서 
Cyclops를 떠나고 구성 가능한 간격으로 표적을 읽으려는 경우 적합합니다. 순시 값이 
Bluetooth/USB를 통해 스트리밍되거나 내보 메모리로 기록됩니다.
래치 모드를 선택하면 각 판독값 사이에 필요한 지속 시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가능한 지속 
시간 범위는 0.25초 ~ 120분입니다. 시간 기능 처리는 각 측정마다 다시 시작됩니다. 0.25
초보다 짧은 지속 시간을 선택하면 ‘∞:∞:∞’ 무한 옵션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트리거 누름 
사이의 단일 판독값을 취합니다. 첫 번째 누름에서 시간 기능 처리를 시작하고 두 번째 누름에서 
완료합니다.

트리거 해제됨

트리거 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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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기록 
‘측정 모드’ 트리거 작동에 대한 기록 기능을 사용하려면 메뉴로 들어가서 기록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기록 하위 메뉴에서 기록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7.4.3절 참조). 
기록 모드:

활성화되면 온도 값이 시간, 날짜, 방사율, 창 투과, 사용자 지정 위치 ID와 함께 나중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저장됩니다. 
최대 9999개의 판독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클래식’또는 ‘래치’모드 또는 약 5분 
간의 ‘버스트’ 모드 데이터에 대한 각 판독값입니다.
기록 모드가 활성화되면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위치 ID와 사용된 메모리의 백분율이 측면 
LCD 화면에 표시됩니다.

위치 ID를 변경하려면 기록 메뉴에서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위치 ID는 켜짐(i) 또는 꺼짐(ii)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동 
증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치가 켜지면 각 트리거 
누름은 ID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1만큼 증가시킵니다. 
예: ID가 ABØØ인 경우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ABØØ에서 
AB99까지 증가합니다. ID가 AØØØ인 경우 A999까지 
증가합니다.

Bluetooth 또는 USB를 통해 저장된 판독값을 다운로드하려면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전에 기록된 판독값은 각 판독값과 관련된 추가 
데이터와 함께 USB 직렬 또는 Bluetooth를 통해 Cyclops에서 전송됩니다. 
데이터 스트림 형식에 대해서는 부록 3을 참조합니다.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하려면 사용자는 Bluetooth/USB 커넥터와 연결된 PC 통신 포트에서 
ASCII 스트림을 수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해야 합니다. 또는 외부 Cyclops Logger 
소프트웨어가 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판독값을 검토하려면 검토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내장 메모리를 지우려면 지우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메모리가 100% 가득 차면(측면 LCD 화면에 표시됨), 기록 모드가 자동으로 비활성화되고 
추가 측정을 기록하기 전에 메모리를 지워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작업(예: 실행 중인 
래치 모드) 계속되지만 판독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절 �끝

(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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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온도계 작동
경고

이 기기를 통해 해를 보지 마십시오 - 눈에 심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Cyclops가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샘플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온도를 측정하기 전에 선택한 시나리오에 따라 온도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설정 절차는 다음 세 가지 설정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출력 설정
• 측정 설정
• 기록 설정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다음 목록은 설정 그룹과 사용 가능한 선택 항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설정 그룹 기능 선택 옵션
데이터 출력 설정 트리거 모드 클래식, 버스트, 래치, 경로

Bluetooth 켜짐/꺼짐
측정 설정 단위 °C/°F/K/°R

고분해능 0.1°C
방사율 (0.10 ~ 1.20)
평균값  
시정수

빠름 / 중간 / 느림

창 보정 켜짐(0.80 ~ 1.20) / 꺼짐
기록 설정 활성화 켜짐/꺼짐

시계 시간과 날짜
위치 ID 4 자리 영숫자 

(자동 증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백라이트 높음 (타이머 값 입력) 
낮음 (타이머 값 입력) 
꺼짐

음향기 켜짐/꺼짐
경보 높은 경보 (설정치 값 입력) 

낮은 경보 (설정치 값 입력)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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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작동 (예제 1: 간단한 온도 측정)
1) 켜짐/꺼짐 스위치를 통해 온도계를 켭니다. 초기화 화면이 나타나고 몇 초 후 

화면이 측정 모드 표시를 나타내도록 바뀝니다.
2)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남은 배터리 사용 시간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3) 트리거 모드가 아직 클래식 모드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메뉴 모드로 

이동하여 트리거 모드 메뉴를 열고 클래식 모드를 선택합니다.

4) 관측 중인 물질의 방사율 값을 입력합니다(11절의 정보 참조).
5) 창 보정이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6) 경보 기능이 꺼짐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7) Bluetooth 옵션이 꺼짐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8) 측면 디스플레이에서 순시 온도 측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7.2절 참조).
9) 접안렌즈를 사용자에 맞게 조정하고 (6.3절 참조) 온도계를 표적에 맞추고 렌즈 초점 

조정(5.5절 참조)을 사용하여 관측하는 영역에 눈금을 맞춥니다. 필요한 경우 눈금이 
표적으로 완전히 채워 졌는지 확인하고 다시 배치합니다.

10) 측정을 시작하려면 트리거를 누릅니다. 주 디스플레이와 접안렌즈 디스플레이는 판독 시 
갱신됨

11) 트리거를 해제하여 측정을 중지하고 주 디스플레이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값을 
고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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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작동 (예제 2: 복잡한 온도 측정)
일부 산업 용도에서는 창 또는 보기 포트가 온도계와 표적 물체 사이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표적으로부터 온도계에 도달하는 방사 에너지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지침은 전형적인 복합 온도 측정 용법에서 Cyclops의 작동을 자세히 설명합니다(그림 
9-1).

그림 9-1  전형적인 복합 온도 측정 용법

보기 포트 창
예: 유리 - 전형적인 창 보정율

(0.920)

뜨거운 표적: 연강
전형적인 방사율 값(0.35)

1)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남은 배터리 수명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2) 메뉴 모드로 들어가서 트리거 모드 메뉴를 열고 클래식 모드를 선택합니다
3) 관측 중인 물질의 방사율 값을 입력합니다(0.35).
보기 창/포트의 창 보정율을 알고 있는 경우:
4) 창 보정을 켜짐으로 설정합니다.
5) 알려진 보정 계수를 입력함(예: 유리의 경우 0.920, 사파이어의 경우 0.880)
보기 창/포트의 ‘창 보정’ 요소를 알 수 없는 경우:
6) 알려진 온도 값의 온도계로 판독값을 취하고, 방사율을 대응시키고, 창 보정 계수를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즉, 흑체 열원, 방사율을 1.00로 설정하고 창 보정을 1.000로 
설정). 

7) 여분의 보기 창/포트를 온도계와 흑체 열원 사이에 놓고 새로운 온도 판독값을 취합니다. 
8) 창 보정 > 켜짐 하위 메뉴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온도가 알려진 값 소스에서 얻은 

기록된 값과 같아질 때까지  및  키로 창 보정율 값을 수정합니다. 선택한 창/포트 
재질(예: 0.880)에 맞게 이 창 보정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9) 순시 온도 측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10) 온도계를 표적의 보기 창/포트로 향하게 하고 관측하는 영역에 눈금판을 집중시킵니다. 

표적으로 눈금판이 완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배치합니다.
11) 측정을 시작하려면 트리거를 누릅니다. 창 보정과 접안렌즈 디스플레이는 판독값으로 

갱신됩니다.
12) 트리거를 해제하여 측정을 중지하고 주 디스플레이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값을 

고정시킵니다.



39

Cyclops L휴대용 온도계

사용자 가이드

9.3 작동(예 3: 경로 모드)
1) 켜짐/꺼짐 스위치를 통해 온도계를 켭니다. 초기화 화면이 나타나고 몇 초 후 화면이 측정 

모드 표시를 나타내도록 바뀝니다.
2)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남은 배터리 수명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3) 경로가 아직 온도계로 다운로드되지 않은 경우 Logger 소프트웨어에 연결하고 사용자 

안내서의 경로 관리에 있는 단계를 수행합니다.
4) 온도계를 경로 모드로 설정하고 메뉴 모드로 이동하여 트리거 메뉴를 열고 경로 모드를 

선택한 다음 경로 번호(1,2,3 또는 4)를 선택하여 메모리에 저장된 경로를 선택하고 
경로를 선택합니다. 경로 위치가 경로를 따라 자동 증가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측정 모드에 있을 때 측면 디스플레이에 선택한 경로의 위치 목록이 표시되며, 위와 아래 
키를 사용하여 탐색할 수 있습니다. 세 위치와 측정치가 표시되고 가운데는 현재 선택된 
위치이며 측정치가 여기에 저장됩니다.

6) 측정을 시작하려면 트리거를 누릅니다. 측면 디스플레이의 현재 선택된 위치와 접안렌즈 
디스플레이가 갱신됩니다.

7) 트리거를 해제하여 측정을 중지하고 주 디스플레이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값을 
고정시킵니다.

8) 이 측정 값은 위, 아래 또는 엔터 키 중 하나를 누를 때 저장됩니다. 
9) 경로에 저장된 데이터는 Cyclops에 저장되어 나중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하여 로거 소프트웨어에서 수행됩니다.

 
 
 

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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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yclops 통신
외부 소프트웨어에서 Cyclops와의 통신은 무선(Bluetooth 사용) 또는 적절한 USB 
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USB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 메뉴에서 Bluetooth 옵션이 꺼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Bluetooth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 USB 통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USB를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yclops에서 정보를 캡처하려면 Cyclops Logg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작동 지침은 Cyclops Logger 소프트웨어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10.1 Bluetooth
메뉴 시스템에서 Bluetooth를 활성화하면 측면 디스플레이의 Bluetooth 아이콘이 
Logger 소프트웨어와 페어링될 때까지 깜박입니다.
Cyclops에는 Logger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제공되는 패스 키 0000이 필요합니다.
Logger 소프트웨어와의 통신이 설정되면 IOIOI 아이콘이 Bluetooth 아이콘 위에 
나타납니다.
Cyclops와 Logger 소프트웨어는 서로 지속적으로 통신하여 Bluetooth 통신 채널을 활성 
상태로 유지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통신이 중지되면 Bluetooth 아이콘이 다시 깜박이기 
시작하고 페어링 프로세스를 반복해야 합니다.
Bluetooth 통신은 전력 소모가 많고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 필요하지 않을 때 꺼야 
합니다.

10.2 USB
USB 통신은 케이블이 연결될 때 호스트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감지됩니다.

 
 
 

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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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사율

11.1 Cyclops 100L 및 Cyclops 160L 모델의 방사율 값
정확한 온도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표적 표면의 방사율 값을 알아야 합니다. 온도계 사용자 
설명서의 본 절에는 각 온도계 모델에서 가장 자주 측정되는 소재의 방사율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사율 값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이는 온도계가 측정 용도에 부적합하거나, 표적 온도가 온도계의 
측정 범위를 벗어 났거나, 방사율 값을 정확하게 지정할 수 없으며 그 위치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11.2절). 측정 용도의 표적 방사율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AMETEK Land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화물
소재 Cyclops 100L Cyclops 160L
알루미나 0.30 0.30
벽돌 빨간색 0.80 0.80

흰색 내화물 0.30 0.35
실리카 0.30 0.60
규선석 0.60 0.60

도자기 0.40 0.50
마그네사이트 - -

합금
소재 Cyclops 100L Cyclops 160L
황동 0.20 0.18

산화 0.70 0.70
크로멜 및 알루멜 0.30 0.30

산화 0.80 0.80
콘스탄틴 및 망가닌 0.25 0.22

산화 0.65 0.60
인코넬 0.30 0.30

산화 0.85 0.85
모넬 0.25 0.22

산화 0.70 0.70
니크롬 0.30 0.28

산화 0.85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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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
소재 Cyclops 100L Cyclops 160L
알루미늄 0.13 0.09

산화 0.40 0.40
크롬 0.43 0.34

산화 0.75 0.80
코발트 0.32 0.28

산화 0.70 0.65
동 0.06 0.05

산화 0.85 0.85
금 0.05 0.02
철 및 강철 0.35 0.30

산화 0.85 0.85
납 0.35 0.28

산화 0.65 0.65
마그네슘 0.27 0.24

산화 0.80 0.75
몰리브덴 0.33 0.25

산화 0.80 0.75
니켈 0.35 0.25

산화 0.85 0.85
팔라듐 0.28 0.23
백금 0.27 0.22
로듐 0.25 0.18
은 0.05 0.04

산화 0.10 0.10
주석 0.40 0.28

산화 0.60 0.60
티타늄 0.55 0.50

산화 0.80 0.80
텅스텐 0.39 0.30
아연 0.50 0.32

산화 0.60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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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재 Cyclops 100L Cyclops 160L
석면 보드/종이/직물 0.90 0.90
아스팔트 0.85 0.85
탄소 흑연 0.85 0.85

그을음 0.95 0.95
시멘트 및 콘크리트 0.65 0.70
직물 - 모든 유형의 밀접한 직물 
(개방 직조가 방사율 감소함)

0.75 0.80

유리 두께: 3mm - -
두께: 6mm - -
두께: 12mm - -
20mm 두께 0.80 -

11.2  방사율 값의 실질적인 결정
금속 합금과 같은 많은 용도에서는 고정 방사율 값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써모커플 판독값과 같은 기준 측정과 비교하여 필요한 방사율 설정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택한 측정 지점에서 온도계를 표적 표면에 겨눕니다. 판독값이 안정화되게 허용하고 

트리거를 해제하여 판독값을 측면 디스플레이에 고정시킵니다.
 참고: 절차가 끝날 때까지 트리거를 다시 만지지 마십시오.
2) 써모커플 또는 기준 장비를 사용하여 표적 위치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3) 선택  키를 눌러 메뉴 모드로 이동하고 아래 화살표  키를 눌러 e 설정을 선택하고 

선택  키를 눌러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4) 화면에 현재 방사율 값과 마지막으로 측정된 온도 값이 표시됩니다.
5) 위  및 아래  키를 사용하여 방사율 값을 변경합니다. 온도 판독값이 변경되어 

새로운 방사율 설정에서 얻은 값을 나타냅니다.
6) 표시된 온도가 기준 온도에 가능한 한 가깝게 일치할 때까지 방사율 값을 계속 위 또는 

아래로 조정합니다.
7) 선택  키를 눌러 새로운 방사율 값을 저장하고 위쪽  화살표 키를 눌러 나가기 

아이콘으로 돌아간 다음 선택  키를 눌러 측정 모드로 돌아갑니다.
 모든 후속 판독값은 이제 새로운 방사율 설정점을 사용합니다.
 새로운 방사율 값은 기기를 끌 때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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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Cyclops 055L 온도계의 방사율 값
실제 금속 온도를 구하려면 방사율 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액체 강철의 경우 전형적으로 0.50 
~ 0.55 범위이지만 합금 유형에 따라 약간 달라지며 다른 금속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방사율 값은 용융로 내에서 새롭게 세정된 표면을 관찰함으로써 딥 써모커플 또는 다른 기준 
측정에 상대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사율 값을 얻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이 매우 빠르고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가능한 한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Cyclops 055L을 용융 금속의 깨끗한 표면에 겨누고 

트리거를 눌러 판독합니다.

2) 기기가 안정된 온도 값을 표시할 때 딥 써모커플 또는 기타 참조 판독값을 얻습니다.

3) 트리거가 해제되면 판독값이 측면 디스플레이에 고정됩니다. ‘선택’  키를 눌러 ‘메뉴‘
모드로 이동한 다음  화살표 키를 눌러 ‘e’ 아이콘을 강조 표시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려면  키를 누릅니다.

4) 화면에 가장 최근에 기록된 온도와 함께 현재 방사율 값이 표시됩니다. 방사율 값을 
변경하면 새로운 방사율 값에 대하여 표시되는 계산된 온도가 표시됩니다.

5) 계산된 온도가 참조 값과 가능한 한 가깝게 일치할 때까지 방사율 값을 위 또는 아래로 
조정합니다.

6)  키를 눌러 새로운 방사율 값을 입력한 다음  키를 눌러 나가기 아이콘으로 
이동하고  키를 눌러 ‘측정’ 모드로 돌아갑니다.

이후의 모든 판독값은 새로 설정된 방사율 값을 사용합니다.

11.4  Cyclops 390L 온도계의 방사율 값
정확한 온도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표적 표면의 방사율 값을 알아야 합니다.
탄소강 슬래브에 Cyclops 390L을 조준할 때, 표적 방사율은 강철의 정확한 조성과 산화 
수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0.8 ~ 0.9 사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AMETEK Land에 문의합니다.

11.4.1 개질 튜브의 방사율 값
개질 튜브의 온도를 측정할 때, 튜브의 방사율을 결정할 수 있는 정확한 초기 온도 측정을 위해 
Land Gold Cup Probe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방사율 값은 0.85입니다. 또한 AMETEK Land는 재료 샘플을 분석하여 정확한 
방사율을 결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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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액세서리 및 교체 부품

12.1 액세서리

Type 110 및 Type 135 클로즈업 렌즈
Type 110(802007), Type 135(802008) 클로즈업 렌즈를 사용하면 표준 렌즈로 
측정하기에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표적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Type 110 렌즈는 215mm/8.5in의 고정 초점을 가지며 최소 표적 크기는 0.4mm/0.016in
입니다. 이 렌즈의 일반적인 용도는 열 필라멘트/와이어 관측입니다. 
Type 135 렌즈의 초점 거리는 450mm/17.7in ~ 620mm/24.4in이며 최소 표적 크기는 
1.8mm/0.07in입니다. 이 렌즈의 일반적인 용도는 소공 화로에서의 교정입니다.

그림 12-2  하드 휴대 케이스(열리고 닫힌 모습)

보호용 하드 휴대 케이스
하드 휴대 케이스(801777)는 완벽한 환경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견고하고 가벼운 사출 성형 
박스로서 방수와 충격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커스텀 컷 폼 쿠션이 제공되고, 온도계와 모든 
액세서리를 위한 컷 아웃이 있으므로 편의를 위해 ‘키트’의 모든 구성품을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
크기: 360 x 290 x 165mm/14.2 x 11.4 x 6.5in(너비 x 길이 x 깊이)

그림 12-1  Type 110, Type 135 클로즈업 렌즈



49

Cyclops L휴대용 온도계

사용자 가이드

Cyclops Logger
Cyclops Logger를 사용하면 완벽한 휴대성을 유지하면서 
Cyclops 온도계에서 스트리밍된 데이터를 외부에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각 Cyclops는 무료 Logger 소프트웨어가 제공됩니다. 
AMETEK Land는 사전 설치된 Logger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모바일 장치(부품 번호 809633)와 활성화 코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장치에서 Cyclops의 실시간 
온도 판독값을 보고 분석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보호 써멀 커버
보호 써멀 커버(811279)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할 때 매우 
권장됩니다.
커버는 과도한 방사열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고 열 충격을 
줄입니다. 또한 이는 먼지 진입을 방지하는 매우 효과적인 
장벽을 형성합니다.
큰 창은 측면 디스플레이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고, 메뉴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제어 키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림 12-4 보호 
써멀 커버

Cyclops 롱 아이 릴리프(LER) 어댑터
Cyclops Long Eye Relief(LER) 어댑터(804685)는 
장비의 뒤쪽을 눈에서 뗀 채 Cyclops 온도계 사용자가 전체 
시야, 측정 서클, 내부 온도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액세서리입니다. 이는 헬멧, 고글 또는 기타 눈 보호 장비를 
착용한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2.3절을 
참조합니다.

그림 12-5  LER 어댑터

그림 12-3  Cyclops Lo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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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고무 케이스
산업용 고무 케이스(부품 번호 809705)는 Cyclops 
온도계를 추가로 보호합니다. 케이스는 Cyclops 
온도계의 모든 모델과 호환됩니다.

그림 12-6  산업용 고무 케이스

12.2 예비 부품
설명 부품 번호
접안렌즈 후드 802211
렌즈 커버 802083
팔목 스트랩 801994
배터리 덮개 804090
렌즈 보호 창 802061
고무 삼각대 패드 802311
보호 써멀 커버 811279
산업용 고무 케이스 809705
렌즈 후드 809636

그림 12-7  렌즈 후드

렌즈 후드
렌즈 후드(부품 번호 809636)는 Cyclops 온도계 
렌즈를 추가로 보호합니다. 
참고:  보호 써멀 커버를 사용하는 경우 덮개를 끼우기 
전에 렌즈 후드를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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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롱 아이 릴리프(LER) 어댑터 장착 및 사용
Cyclops Long Eye Relief(LER) 어댑터(804685)는 장비의 
뒤쪽을 눈에서 뗀 채 Cyclops 온도계 사용자가 전체 시야, 측정 
서클, 내부 온도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액세서리입니다. 
이는 헬멧, 고글 또는 그 외 눈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참고

LER 어댑터를 설치하기 전에 장치의 더 작은 쪽 끝을 검사하고, 이쪽 끝에서 약 
2mm 안쪽에 유리 디스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리 디스크의 평면은 광학 축에 
대해 작은 각(~ 10°)으로 오프셋됩니다(그림 12-7 참조).

유리 디스크는 적외선 흡수 필터로 매우 뜨거운 표적을 볼 때 눈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12.3.1  설치 안내
1) 초점 조절이 가능한 아이컵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풀고 접안렌즈의 길이를 가능한 한 온도계 
본체에서 길게 뺍니다(그림 12-8).

2) 키트에 포함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아이컵 홀더를 
접안렌즈 본체에 고정하는 끝이 뾰족한 그럽 나사 
M2 3개를 풀어 제거합니다(그림 12-9).

3) 아이컵 뒤쪽에서 아이컵을 들어 올립니다. 나중에 
재장착할 수 있도록 접안렌즈를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4) 새 LER 어댑터를 접안렌즈의 끝에 넣고 본체의 
들어간 부분 3개가 나사 구멍과 정렬될 때까지 
돌립니다(그림 12-10).

유리 디스크 

그림 12-7  LER 어댑터

그림 12-9

그림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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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개의 그럽 나사를 다시 넣고 조심스럽고 고르게 
조입니다(그림 12-11).

 참고: 여분의 그럽 나사 3개가 LER 어댑터 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 12-10

그림 12-11

그림 12-12

6) 요구 사항에 맞게 LER 어댑터를 안이나 밖으로 
조입니다(그림 12-12).

 Cyclops 온도계는 LER 어댑터가 장착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3.2  LER 어댑터와 함께 Cyclops 사용
접안렌즈를 통해 표시되는 장면 배율이 축소된 것으로 
보지만, 온도계는 이전과 똑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접안렌즈를 최소 50mm 이상 눈에서 떼도 전체 시야, 
측정 원, 내부 온도 표시를 계속 볼 수 있습니다.

LER 어댑터의 고무 컵을 사용하여 가능한 한 눈금 원에 가장 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접안렌즈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표준 고배율 접안렌즈보다 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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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산업용 고무 케이스 장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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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지 관리
Cyclops 온도계는 유지 관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기기가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권장되는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 온도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렌즈 덮개가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렌즈 어셈블리, 접안렌즈, 디스플레이 패널이 깨끗하고 오염 물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정기적으로 부드러운 렌즈 천과 전용 렌즈 클리너로 구성 요소를 조심스럽게 닦습니다.
• 온도계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렌즈 어셈블리, 접안렌즈, 디스플레이 

패널, 트리거, 켜짐/꺼짐 스위치에 특히 주의합니다.
• 항상 완전히 충전된 여분의 배터리를 온도계와 함께 보관합니다.
드문 경우지만 기기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에서 오류를 조사하거나 수리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수리를 위해 AMETEK Land에 연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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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용자 구성 기록
Cyclops는 측정 요구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매개변수 설정과 값은 온도계의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온도계가 수리 또는 재교정을 위해 AMETEK Land로 반송된 경우 저장된 사용자 설정을 
덮어쓸 수 있고 온도계가 공장 기본 설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요구 사항에 맞게 온도계를 설정한 후에는 사용자 구성 기록을 사용하여 선택한 
매개변수 설정과 값을 메모하여 온도계에 다시 입력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일련 번호 .............................................................
날짜: .............................................................

측정 모드: 피크   q 순시  q

평균화   q 밸리   q
메뉴 모드:  방사율(값) ....................

데이터 출력 모드:  클래식   q 버스트   q 래치   q

경보 설정:  경보 꺼짐   q

높은 경보   q (값) ....................

낮은 경보   q (값) ....................

평균 설정:  느림 q 중간 q 빠름 q

온도 단위: °C q

백라이트 설정: 꺼짐   q

어두움   q (타이머) ....................

밝음   q (타이머) ....................

음향기 설정: 꺼짐    q 켜짐   q

창 투과: 꺼짐   q

켜짐   q (값) ....................

Bluetooth: 꺼짐   q 켜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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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부록 1

직렬 통신 데이터 로깅 프로토콜
아래의 로깅 프로토콜은 Bluetooth를 통해 직렬 스트리밍되는 데이터에 적용됩니다.
클래식 모드 스트림
트리거가 눌린 동안 고정된(1도 분해능에서 12, 0.1도 분해능에서 13) 문자 길이의 연속적인 
데이터 스트림이 0.5 초마다 출력됩니다. 
펌웨어* V1.00 & V1.10:- 순시만 사용 가능을 이용할 수 있음
펌웨어* V2.00 이상: 
• 직렬 옵션인 경우** 순시가 선택됨 - 순시만 사용 가능을 이용할 수 있음
• 직렬 옵션인 경우** 선택이 선택됨 - (iv)에서 전송된 값은 측면 디스플레이에서 강조

표시된 값임

* 펌웨어 버전은  메뉴에서 찾을 수 있음

** 직렬 옵션은  메뉴에서 찾을 수 있음

1도 분해능
0 1       2      3 4>9 10  11
‘B’ ‘C’ ‘F’ ‘A’  ‘+ 1972’ ’CR’’LF’

0.1도 분해능
0      1      2     3 4>10 11  12
‘Q’ ‘H’ ‘C’ ‘I’ ‘+1972.0’ ’CR’’LF’

(i) (ii) (iii)   (iv) (v) (vi)

(i) Cyclops 식별자 1자 
‘B’  =  C100
‘D’  =  C055
‘J’   =  C390
‘Q’  =  C160

(ii) 패킷 식별자 1자
‘C’ 클래식   – 키를 누른 상태
‘H’ 홀드      – 키를 해제한 상태

(iii) 단위 1자
‘C’    °섭씨
‘F’    °화씨
‘R’    랭킨
‘K’    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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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모드 1자
    ‘I’ 순시
    ‘P’ 피크
    ‘V’ 밸리
    ‘A’ 평균
    ‘S’ 통계 처리 함수

     (v) 데이터 1도 분해능 Cyclops 6자
     :  999.0까지 10씩, 1000이상의 도  ‘+100.0’  ‘+    

1500’’
     0.1도 분해능 Cyclops 7자
      : 10씩    ‘+ 100.3’      ‘+1500.8’
       
    범위 초과: +/-¯ ¯ ¯   i.e. 0xAF,SP, 0xAF,SP, 0xAF
    범위 미달:  +/-_ _ _ i.e. 0x5F,SP, 0x5F,SP, 0x5F

       (vi) 해제 2자  0x0D,0x0A

수신 장치는 ‘H’ 홀드를 나타내는 ‘ * ‘ 핸드셰이크를 전송해야 합니다. 즉, 키를 해제하고, 
데이터가 로그됨
 
고급 - 버스트 모드 패킷
트리거가 버스트 모드에서 눌리면 연속적인 데이터 라인이 30ms마다 출력됨 
1도 분해능 예제
     ‘B’  ‘3’ ‘C’  ‘I’  ‘+972.0’ ’CR’’LF’
0.1도 분해능 예제 
     ‘B’  ‘3’ ‘C’  ‘I’  ‘+1972.3’ ’CR’’LF’

다음을 제외하고 위와 동일한 문자 해석
(i) 패킷    ‘3’  - 고급 – 버스트 모드 패킷

버스트 모드에서 트리거가 해제되면 2 회선 해제 패킷이 출력됨 

1도 분해능 예제
     ‘B’  ‘3’ ‘C’  ‘E’ ‘+1.000’ ’CR’’LF’
    { ‘B’  ‘3’ ‘C’  ‘T’ ‘+1.000’ ’CR’’LF’
또는 비활성화된 경우 { ‘B’  ‘3’ ‘C’  ‘T’ ‘+ OFF ’ ’CR’’LF’

0.1도 분해능 예제 
      ‘B’  ‘3’ ‘C’  ‘E’ ‘+ 1.000 ’ ’CR’’LF’
    { ‘B’  ‘3’ ‘C’  ‘T’ ‘+ 1.000 ’ ’CR’’LF’
또는 비활성화된 경우 { ‘B’  ‘3’ ‘C’  ‘T’ ‘+   OFF  ’ ’CR’’LF’

수신 장치는 해제 패킷 수신을 나타내기 위해 ‘ * ‘ 핸드셰이크를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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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래치 간격 모드 패킷
트리거가 래치되면 데이터 스트림은 다음을 제외하고 위의 ‘버스트 모드’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a) 데이터 속도는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음
 b) 다음을 제외하고 위와 동일한 문자 해석
  (i) 패킷   ‘4’  - 고급 – 래치 모드 패킷
 c) 트리거 래치가 해제되면 2 라인 해제 패킷이 전송됨

고급 - 경로 모드 패킷
트리거가 눌리면 데이터 스트림은 아래를 제외하고 위의 ‘클래식 모드’와 동일함
 a) 다음을 제외하고 위와 동일한 문자 해석
  (i) 패킷   ‘5’  - 고급 – 경로 모드 패킷
 b) ‘홀드’ 해제 패킷이 보내지지 않는다.

Bluetooth 하트비트
Bluetooth 링크를 활성 상태로 유지하고 Logger 프로그램 실행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더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음
1도 분해능 예제
    ‘B’  ‘0’ ‘C’  ‘x’  ‘xxxxxxx’ ’CR’’LF’
0.1도 분해능 예제  
     ‘B’  ‘0’ ‘C’  ‘x’  ‘xxxxxxxx’ ’CR’’LF’
수신 장치는 하트비트 수신을 나타내기 위해 ‘ * ‘ 핸드 셰이크를 보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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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부록 2

오류 코드
Cyclops 기기를 켜면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검사하고 감지된 오류는 측면 
디스플레이 화면 하단에 표시됩니다.

오류 코드 1
설명: 알 수 없는 Cyclops 유형
이 코드가 표시되면 기기는 더 이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계속되면 수리를 위해 Cyclops를 AMETEK Land로 반송합니다.

오류 코드 2
설명: 교정 데이터 분실
Cyclops는 계속 작동하지만 디스플레이가 반전됩니다(예: 검은색 바탕에 흰색). 그러나 
기기의 교정은 정확하지 않으며 판독값은 근사치입니다. 온도 정확도 규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오류가 계속되면 수리를 위해 Cyclops를 AMETEK Land로 반송합니다.

오류 코드 3
설명: 잃어버린 사용자 설정
Cyclops는 일반적으로 비휘발성 메모리에 사용자 설정(메뉴로 이용)을 저장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사용자 설정이 공장 기본값으로 되돌아갑니다. 운영자는 Cyclops가 의도 한 대로 
작동하도록 원하는 사용자 설정을 다시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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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부록 3

데이터 스트림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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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nataka, India  

전화: +91 - 80 67823240 
이메일:  land.enquiry@amet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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