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YCLOPS
로거 소프트웨어

뛰어난 고객 솔루션

AMETEK LAND는 1947년부터 정밀 측정 장비를 제조하여 왔습니다. AMETEK LAND는 비접촉식 온도 
측정 및 연소 모니터링 전문기업으로서 강철 및 유리 제조, 전력, 시멘트 제조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AMETEK LAND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AMETEK 프로세스 및 분석 기기 부문의 일부로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고객은 전 세계에 있는 
AMETEK 영업 및 서비스 팀의 도움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능 및 장점
Cyclops 로거 소프트웨어 - PC
와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경로 관리 모드 - 
정기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작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도구로서, 각 
위치에 대하여 방사율 및 창 
수정 설정이 미리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부 데이터 로깅 –  
Cyclops L 온도계는 측정치를 
최대 9999개 보관합니다. 
모든 측정치는 추가 분석 
및 비교하기 위해 로거 
소프트웨어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표시 및 아이콘 -  
아이콘으로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며 
사용자의 측정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반적인 측정 매개변수는 
로거 소프트웨어에서 지정하고 
Cyclops 유닛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온도 측정 기록 - 로거 
소프트웨어로 저장하고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측정 모드 선택하기 -  즉시, 
피크, 밸리, 평균 및 Cyclops 
055 B와 L 모델의 Meltmaster

Land Cyclops 로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Land Cyclops 휴대용 
온도계를 개인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에 연결하고 온도 
측정치를 라이브로 확인하고 분석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Cyclops 온도계에 연결되면  
로거 소프트웨어는 온도계를 누를  
때마다 온도를 즉시 측정합니다. 

Cyclops L 모델 온도계와 컴퓨터와의  
연결은 무선(Bluetooth® 사용) 또는  
USB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Cyclops B 모델과 새 로거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PC는 무선  
(Bluetooth®)만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즉석 온도, 최근 측정치 표 보기, 현재 판독치의 경향 보기를 측정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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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OPS
로거 소프트웨어

Cyclops 로거 소프트웨어의 독특한 경로 모드는 공장 또는 
프로세스에 대하여 구성가능한 측정 경로를 제공합니다. 공장 또는 
프로세스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여러 위치가 있다면 
특히 유용합니다. 로거 소프트웨어에서 위치 시퀀스를 지정하여 
경로를 구성할 수 있고 표시된 위치에서 미리 지정된 순서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또는 USB 커넥터로 경로/위치를 
온도계에 보낼 수 있습니다. 

•   모든 경로는 로거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됩니다 - 경로는 
Bluetooth® 또는 USB를 통해 Cyclops로 업로드합니다.

•   한 경로는 99개 측정 위치를 가질 수 있음– 대규모 공장 또는 
여러 공장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   경로의 각 위치는 다음 정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설명, 목표 
방사율, 창 수정 인수  – 일관된 측정을 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   각 위치를 위한 미리 지정된 방사율 및 창 수정 - 각 위치에서 
Cyclops 설정을 바꿀 필요가 없으므로 반복성과 신뢰도 있는 
측정이 가능합니다.

•   사용이 쉬운 Cyclops – 새 사용자는 로거 소프트웨어에서 
이전에 구성한 경로와 위치를 간편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측정치를 CSV 또는 XML 형식으로 저장(나중에 다시 
사용) – 데이터 캡처가 완전히 유연합니다.

왼쪽: Cyclops L 온도계 측면 
디스플레이로서 경로 1을 추적하는 
중이며 위치 설명 식별자인 DC83, 84, 
85가 각각 경로의 4, 5, 6 포인트에 
있습니다.

•   

경로 측정치를 스프레드시트에 다운로드할 수 있고, 이를 경로의 
이전 측정치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측정 위치에 대하여 
특이 사항이나 경향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경로의 각 위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위치 설명
 • 위치에서의 목표 측정에 대한 방사율 값
 •  창 또는 보기 포트로 목표를 볼 때 창 수정 인수 

(해당되는 경우)
 • 위치 설명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