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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셋소개

온셋은 데이터 로거 공급분야에서 선두주자 입니다. 저희 HOBO데이터 로거 제품은, 전 세계에서 그린빌딩과 재활용 에너지 시스템의 성능을 입증하는 것부터 농업 

및 해안 연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찰 응용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메사추세츠주 케이프 코드에 위치한, 온셋은 1981년 회사 창립 이후, 2.500만개 

이상의 데이터 로거를 판매하였습니다.

제품 소개

건전지로 작동되는 데이터 로거는 

실내 환경조건 관찰, 세입자 쾌적환

경 불만 조사, 온도 차질 조절, 그리

고 냉난방환기 및 냉장장치 평가를 

담당하는 작동검사원, 수리기술자 

및 엔지니어들에게 광범위하게 사

용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 로

거는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컴퓨

터 없이도 자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대부분의 첨단 

데이터 로거가 제공하는 측정 정확도는, 많은 고가 컴퓨터 기반 데이터 수집 장

치 의 성능과 비견됩니다.

하지만, 모든 온도 데이터 로거가 동등하게 제작되지 않으며, 현재 수많은 종류

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응용프로그램에 적합한 로거를 판단하기

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건의 범위 측정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단일 변수만 측

정해도 됩니까? 상태가 특정한 한계점을 초과할 때 응용프로그램에서 경보를 울

려야 합니까? 데이터 로거가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데이

터를 오프로드해야 합니까? 수집된 데이터를 컴퓨터로 확인합니까? 아니면 이동

용 장치로 확인합니까?

데이터 로거를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최근에 사용을 시작했거나, 이 안내문이 온

도 로거를 선택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안내문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특성에 대한 조언도 합니다.

온도 데이터 로거 사용하기

데이터 사용의 예상 필수

가장 단순한 독립형 데이터 로거로, USB인터페이스를 통해 온도 데이터를 컴퓨

터에 직접 오프로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컴퓨터를 사무실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실용적이 아니며, 데이터 로거를 다시 사무실 컴퓨터로 가져오는 

것도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데이터 셔틀’이라고 하는 호주머니 크기

의 장치를 사용하여 독립형 로거로부터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

다. 이 셔틀로, 로거를 중단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수집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저장할 수 있으며, 나중에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셔틀을 컴퓨

터에 연결합니다.

무선 온도 데이터 로거는 수십개의 지점으로부터 중앙위치로 매우 정확한 실시

간 온도/상대 습도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네트워크 정렬을 사용하여, 수동식 복

구로 인한 번거로움과 개별적인 로거로부터의 데이터 받는 일이 없어집니다.

웹 기반의 데이터 로거 장치는GSM 무선통신방식, 와이파이 또는 이더넷을 통하

여 실시간 원격접근을 온도 혹은 다른 방식의 데이터로 가능하게 하며, 광범위한 

플러그 앤드 플레인 센서와 환경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보안 웹사이트

1. 구성 및 시작

컴퓨터에 HOBOware CD 를 

설치하고 시작합니다. USB를 

통해 데이터 로거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변수를 설정합니다.

3. 데이터 다운로드 

   또는 데이터 사용

충분히 관찰한 후, 데이터 로

거를 컴퓨터에 다시 연결하고, 

데이터를 판독하도록 소프트

웨어를 실행합니다.

2. 장소에 배치

원하는 위치에 데이터 로거를 

배치합니다. 희토류 자석, 나

사, 또는 가는 끈을 사용해서 

데이터 로거를 간단히 벽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데이터 처리/분석

데이터 로거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취합하고 

비교하며, 전체 개요를 보여주

는 그래프의 측정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USB 로거
수동으로 오프로드하여 
단기간 데이터 로그인

블루투스 로거
모바일 장치를 통한 
무선 데이터 접속

무선 센서
단거리 중앙집중식 
           데이터 수집

웹기반 장치
장거리 무선 인터넷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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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로거 고정 수단

현재 대부분의 첨단 데이터 로거가 제공하는 측정 

정확도는, 많은 고가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수집 장치의 성능과 비견됩니다.

시간 절약 기능 예상

시간은 돈입니다, 선택한 온도 데이터 로거의 설치 과정을 일시에 하는 기능 장치

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

•  LCD 디스플레이- LCD디스플레이가 있는 온도 로거는 현장에서로거의 

작동과 배터리 상태를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보기위해, 로거를컴퓨터에 연

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  대규모 메모리 용량 – 로거가 충분한 메모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확인

함으로써 장기간 설치로 인한 현장 방문 횟수를 줄여줍니다.최첨단 로거

는 84,000측정치 이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시작 및 정지 버튼 – 간단하게 누르는 버튼으로 시작, 정지, 재시작이가

능한 온도 로거로, 현장의 일을 쉽게 합니다.

•  장착의 유연성 - 온도 로거는 광범위한 환경과 공간에 설치되기때문에, 

로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흔하지 않은자석, 스트랩, 

커맨드 스트립과 같은 장착 선택방법을 통해, 장착과정을 간소화하고 안

정성 있는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오프로드와 분석 시 시간 절약의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생

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온도 로거는 측정치가 기록되는 동안 최소, 최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지속적으로 계산하고 보여주는 통계 로깅 모드에서 작동됩니다. 

이는 이러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추후 과정의 필요성을 제거해 줍니다.

스마트가 활성화된 데이터 로거는, 로거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읽고 돈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데이터 로거가 스마트 폰이나 테블릿 이상의 추가 장치를 필요하

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자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펌웨어가 있는 온도 로거를 선택

하면, 장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제조업체로 보내는 것 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수행하는 웹 서비스 장치와 

함께 관습적인 장치로 통합됩니다.

블루투스®스마트가 활성화된 데이터 로거는 온도 데이터를 모바일 장치에 무선으

로 100피트 범위에서 측정하고 전송합니다. 손이 잘 닿지 않는 공간이나 시설내

의 제한적인 접근 지역에 데이터 로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3M© 테이프

희토류 자석

벨크로 띠

현재 대부분의 첨단 데이터 로거가 제공하는 측정 정확도는, 많은 고가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수집 장치의 성능과 비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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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스마트 기능 온도 및 습도 데이터 로거

HOBO® MX1101 데이터 로거

Onset의 HOBO MX1101 블루투스 스마트 데이터 로거는 블루투스 스마

트 기술로 모바일 장치에 무선으로 온도 및 습도 데이터를 측정 전송한다.

자체 무선 데이터 로거로 Onset HOBOmobile의 무료어플로 로거를 설정

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며 사용자가 100 피트 이상의 거리에서도 자신의 모

바일 장치로 언제든지 데이터에 접속 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즉각적인 통신이 가능하여 로거를 구성하거나 데이터를 읽기 

위해 모바일 장치 외에 전용 장비가 필요 없다.

본 제품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최소 요구 시스템 

HOBO mobile app

*Mobile device with iOS 7.1 or later, or Android 4.4 or later, and Bluetooth 4.0 or later.

Mobile device

 측정 지원 기능 
온도, 상대 습도, 이슬점

 주요장점 
• 블루투스 스마트 기술로 모바일 장치 활용 가능

• 인터넷접속, 케이블, 컴퓨터 필요 없음

• 100피트이상 거리에서 언제든 데이터 다운로드 가능

• 청각적, 시각적 알람기능으로 문제 경보

• 분석을 위한 데이터,그래프 이미지 공유 용이

Onset의 무료 HOBOmobile 어플을 사용하여 데이터

를 그래프로 확인 할 수 있으며 로거의 작동 상황을 확

인하고, 알람 설정이 가능하며 데이터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

본 로거 제품은 식품,제약 창고의 보관 온도, 추적이 필요한 박물관의 습

도 레벨 유지 모니터링, 사무실 건물 이용자의 쾌적함 조사 등과 같이 빌

딩 모니터링에 대한 적용에 이상적이다.



Page 5

HOBO® MX1101-01 데이터 로거

모델 MX1101-01

메모리 84,650 측정

샘플링 1 초 ~ 18 시간, 사용자 선택

배터리수명 1 year, typical with logging rate of 1 minute and sampling interval of 15 seconds or greater, user replaceable, 2AAA

외형 3.66 x 8.48 x 2.29 cm (1.44 x 3.34 x 0.9 in.)

온 도

레인지 -20° to 70°C (-4° to 158°F)

오차 ±0.21°C from 0° to 50°C (±0.38°F from 32° to 122°F)

분해능 0.024°C at 25°C (0.04°F at 77°F)

응답시간 7.30 minutes in air moving 1 m/s (2.2 mph)

습 도

레인지 1% to 95%

오차 ±2% from 20% to 80% at 25°C (77°F)

히스테리시스 ±2% RH

분해능 0.01% at 25°C (77°F)

응답시간 20 seconds to 90% in airflow of 1 m/s (2.2 mph)

CE compliant Yes

Mobile Device Compatibility iOS 7.1 or later, or Android 4.4 or later, and Bluetooth 4.0 or later

Bluetooth Compatibility Bluetooth 4.0 or later (Bluetooth Low Energy, Bluetooth Smart)

시작/ 멈춤 버튼 배터리 도어 (not shown)

배터리잔량표시

알람/통계 버튼

온도

알람/콜 스피커

메모리잔량

마운팅 루프

알람상태

RH 습도

온도센서

RH 습도 센서

Warehouses and 
storage facilities

Data centers and 
high-tech 

environments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Commercial
offi ce buildings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testing labs

Hospitals
and labs

▶ 중요한 한경에서 온도와 습도를 기록 및 측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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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Smart- - CO2, 온도 및 상대 습도 데이터 로거

NEW! HOBO® MX1102 로거

온셋의 HOBO MX1102 이산화탄소 로거는 빌딩과 기타 비응축환경에서 

이산화탄소(Co2)의 기록과 측정을 위하여 언제나 보다 편리하게 만든다. 

0~5000ppm 이산화탄소를 측정하고- 우리의 무료 어플 HOBOmobile의 

응용 프로그램은 100 피트 범위 내에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바로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이 MX-1102은 또한 HOBOware 프로그래프 및 분석 소프트웨어를(옵션) 

실행하는 컴퓨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USB 포트를 특징입니다.

 최소 요구 시스템 

HOBO mobile app Mobile device

 측정 지원 기능 
이산화탄소(CO2), 온도, 습도. 이슬점

 주요장점 
• 블루투스 스마트를 통해 무선통신.

• CO2 기록속도 5분설정시 6개월의 배터리 수명.

• 무료어플 HOBOmobile 을 사용하여 오프로드하고 쉽게 활용합니다.

• 비주얼와 오디오블 상한 & 하한 알람 임계값.

• 셀프-교정 CO2 센서 기술은 낮은 유지 보수 비용으로 최적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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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번호 MX1102

메모리 84,650 측정

기록속도 1초 ~18시간, 사용자가 선택

건전지수명
5분 또는 느린의 로깅 및 샘플링 간격시 통상적인 6개월; 로깅 및 샘플링 간격 5분보다 빠른시 사용자 교체, 
4AA 6 개월 이내

치수 3.66 x 8.48 x 2.29 cm (1.44 x 3.34 x 0.9 in.) 

CO2 

범위 0 ~ 5,000 ppm 

정확도 ±50 ppm ±5% of reading 

예열 시간 15 초

교정 Auto or manual to 400 ppm 

비 선형성 <1% of FS 

온도

범위 0° ~ 50°C (32° to 122°F) 

정확도 ±0.21°C from 0° to 50°C (±0.38°F from 32° to 122°F) 

분해능 0.024°C at 25°C (0.04°F at 77°F) 

응답시간 1m / s의 이동 공기에서 12분 (2.2 마일)

상대 습도

범위 1% to 90% (non-condensing) 

정확도 ±2% from 20% to 80% typical at 25°C (77°F) 

히스테리시스 ±2% RH 

분해능 0.01% at 25°C (77°F) 

응답시간
CO2: 1 minute to 90% in airflow of 1 m/s (2.2 mph),   Temp: 12 minutes to 90% in airflow of 1 m/s (2.2 mph), 
RH: 1 minute to 90% in airflow of 1 m/s (2.2 mph) 

CE 대응 Yes 

모바일 장치 호환성 iOS 8.0, 8.1, 8.2, 8.3, and Bluetooth 4.0 or later 

블루투스 호환성 Bluetooth 4.0 or later (Bluetooth Low Energy, Bluetooth Smart)

NEW! HOBO® MX1102 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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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O® UX100 로거

 지원되는 측정들 
온도, 상대 습도, 이슬점, 열전대

 주요장점 
• 보기 쉬운 LCD 디스플레이

• 대형 메모리 용량

• 유연한 장착 옵션

• 시각적인 상한 하한 임계치 알람

• 새로운 버스트 및 통계 로깅 모드

• 사용자가 교체 가능한 습도 센서

• 온도, 습도, 열전대 다양한 모델 보유

 최소시스템요구사항 

온도 습도 데이터 로거의 차 세대 제품군

HOBO UX100 시리즈는 Onset의 차세대 제품군으로

실내 환경의 온도, 상대 습도 추적을 위한 데이터 로거 제품이다.

HOBO UX100 시리즈는 이전보다 빠르고 쉽게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고 정밀도, 대 용량 측정 및 LCD 디스플레이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경쟁 제품 대비 가격 및 성능에 있어서 상당한 

이점을 가진다.

로거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실행 시간을 절감하고 

새로운 로그 기록 모드와 추가적인 후 처리나 메모리의 사용 없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Software               USB cable*

*USB cable included with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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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O® UX-100 로거

파트번호 UX100-014M (열전대)

메모리 208,076 측정

샘플링 1 초 ~ 18 시간, 사용자 선택가능

배터리수명 1 년, 대표적인1분 로깅율과 15초 이상의 샘플링 간격, 사용자 교체가능, CR2032

외형 3.66 x 8.48 x 1.52 cm (1.44 x 3.34 x 0.6 in.)

레인지 로깅: -20° ~ 70°C (-4° ~ 158°F); 0 ~ 95% RH (non-condensing)

열전대 (probes sold separately) 레인지 오 차 분해능

Type J -210° to 760°C (-346° to 1,400°F) ±0.6°C (±1.08°F) ± thermocouple probe accuracy 0.03°C (0.06°F)

Type K -260° to 1,370°C (-436° to 2,498°F) ±0.7°C (±1.26°F) ± thermocouple probe accuracy 0.04°C (0.07°F)

Type T -260° to 400°C (-436° to 752°F) ±0.6°C (±1.08°F) ± thermocouple probe accuracy 0.02°C (0.03°F)

Type E -260° to 950°C (-436° to 1,742°F) ±0.6°C (±1.08°F) ± thermocouple probe accuracy 0.03°C at (0.05°F)

Type R -50° to 1,550°C (-58° to 2,822°F) ±2.2°C (±3.96°F) ± thermocouple probe accuracy 0.08°C (0.15°F)

Type S -50° to 1,720°C (-58° to 3,128°F) ±2.2°C (±3.96°F) ± thermocouple probe accuracy 0.08°C (0.15°F)

Type B 550° to 1,820°C (1,022° to 3,308°F) ±2.5°C (±4.5°F) ± thermocouple probe accuracy 0.1°C (0.18F)

Type N -260° to 1,300°C (-436° to 2,372°F) ±1.0°C (±1.8°F) ± thermocouple probe accuracy 0.06°C (0.11°F)

파트번호 UX100-001 (온도) UX100-003 (온도/습도) UX100-011 (온도/습도) UX100-023 (외부 온도/습도)

메모리 84,650 측정

샘플링 1 초 ~ 18 시간, 사용자 선택가능

배터리수명 1 년,  대표적인 1분 로깅율과 15초 이상의 샘플링 간격, 사용자 교체가능, CR2032

외형
3.66 x 5.94 x 1.52 cm 
(1.44 x 2.34 x 0.6 in.)

3.66 x 8.48 x 1.52 cm (1.44 x 3.34 x 0.6 in.)

온도

레인지 -20° ~ 70°C (-4° ~ 158°F)

오 차 ±0.21°C from 0° to 50°C (±0.38°F from 32° to 122°F)

분해능 0.024°C at 25°C (0.04°F at 77°F)

응답시간 (airflow of 1 m/s (2.2mph)) 8 분 90%까지 4 분 90%까지 6 분 90%까지

상대습도

레인지 n/a 15%  ~  95% 1%  ~  95%

오 차 n/a ±3.5% from 25% to 85% ±2.5% from 10% to 90%

분해능 n/a 0.07% at 25°C (77°F) 0.05% at 25°C (77°F)

응답시간 (airflow of 1 m/s (2.2mph)) n/a 43 초  90%까지 11 초  90%까지 5 분  90%까지

CE compliant Yes

시작/ 멈춤 버튼 배터리 도어

알람/통계 버튼

온도센서

마운팅 루프

RH 센서

알람표시

배터리잔량표시

온도표시

메모리잔량

USB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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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O® UX90 로거

 지원되는 측정들 
상태, 펄스, 이벤트, 작동 시간, 라이트 On/Off, 모터 On/Off, 

사용률 /라이트 이용 패턴.

 주요장점 
• LCD 디스플레이 타임 On 이나 % On,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

• 자동 보정 & 신호 강도 표시기를 통해 적정 실행 보장

• 84k 또는 346k 측정 용량으로 실행 시간 연장하여 현장 방문횟수 감소

• 희토류 자석, 3M Command™ 스트립, 장착 탭으로 안정적 장착

• 유연한 로거 시작 및 중지 옵션

• HOBOware Pro의 시간 절약 기능으로 수백개의 로거 세팅 용의

 최소시스템요구사항 

빠르고 안정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차세대 time-of-use(시간대별 사용) 로거

수상 경력에 빛나는 HOBO UX90 시리즈는 업계에서 가장 낮은 가

격으로, " time-of-use " 데이터 로거의 가장 포괄적인 제품이다. 

신규 툴박스 세트는 LCD 디스플레이 데이터 로거를 포함하여 모

터의 on/off 상태, 전자 펄스, 상태 변화, 이용률, 라이트 사용 패턴

을 측정한다.

HOBO UX90 데이터 로거는 특허 출원 중인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

지 감를 간소화하고 현장에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실행 할 수 있다.

함께 제공되는 HOBOware 소프트웨어 또한 실행 시간을 단축 시

킨다. 시간 절약 기능은 HOBO UX90 사용자가 짧은 시간에 로거

의 일괄 구성 및 수백개의 데이터를 쉽게 읽어 낼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스프레드 시트 및 다른 프로그램에

서 사용하기 위해 텍스트 형식으로 데이터 파일을 내보낼 수 있는 

Bulk Export Tool의 특징을 가진다.

Software               USB cable*

*USB cable included with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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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O® UX90 로거

파트번호 UX90-001 (상태) UX90-002  (라이트 On/Off) UX90-004 (모터 On/Off) UX90-005 (사용률) UX90-006 (사용률)

메모리 84,000 측정

파트번호 UX90-001M (상태) UX90-002M (라이트 On/Off) UX90-004M (모터 On/Off) UX90-005M (사용률) UX90-006M (사용률)

메모리 346,000 측정

내부 센서

최대상태, 이벤트,
동작시간, 주파수

1 Hz - - - -

라이트 임계 값 - 65 lux - 65 lux

라이트 타입 -
LED, CFL,Fluoresecent, 
HID, incandescent, 

natural, 
-

LED, CFL,Fluoresecent, HID, incandescent, 

natural, 

AC 자기장 임계값 - - > 40 mGauss at 60 Hz - -

최대 센서
탐지거리 범위

- - 5 m (15.4 ft) 12 m (39.4 ft)

외부 입력

외부 접촉 입력
솔리드 스테이트
클로져 또는 논리
구동 전압 출력

-
솔리드 스테이트
클로져

- -

최대상태, 이벤트,
동작시간, 주파수

1 Hz - 1 Hz - -

최대 펄수 주파수 50 Hz - - - -

배터리 수명 1년 , 사용자 교체가능한, CR2032

사용범위 -20º ~ 70ºC (-4º ~ 158ºF); 0-95% RH (비응축)

크기
3.66 x 5.94 x 1.52 cm
(1.44 x 2.34 x 0.6 in)

3.66 x 8.48 x 1.52 cm
(1.44 x 3.34 x 0.6 in)

3.66 x 8.48 x 2.36 cm
(1.44 x 3.34 x 0.93 in)

3.66 x 8.48 x 2.87 cm
(1.44 x 3.34 x 1.13 in)

CE compliant Yes

시작/ 멈춤 버튼 자동 보정 버튼

센서 On/Off 표시 아이콘

최신 시간 On 

또는 % On 디스플레이

마운팅 루프

희토류 자석

배터리잔량표시

메모리잔량

& 신호 세기 표시

USB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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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O® UX120 4-채널 아날로그 로거

 지원되는 측정들 
온도, 4-20mA, AC 전류, AC 전압, 풍속, 이산화탄소, 압축 공기 흐름, 

DC 전류, DC 전압, 압력게이지, 전력등(센서별도판매)

 주요장점 
•T 이전모델보다 두배의 정밀도향상.

•1 6-비트 분해능

•외 부센서의 넓은 범위에 대한 유연한지원

•L CD는 실시간에 가까운 측정 데이터 화면과 로거작동을 보여준다.

•최 소,최대, 평군, 표준편차 로깅 옵션을 제공합니다.

•센서 판독값이 설정 임계값을 초과할때 화면에 알람표시

•1 90만 측정값 및 알람 저장하는 대용량 메모리

유연성, 정확성, 4-채널 아날로그 로거

HOBO UX120-006M 아날로그 데이터로거는 16비트 분해능을 갖추고 

있으며 190만 측정과 이벤트를 기록할수있다. 

4개 외부 채널은 다양한 센서를 수용하며 온도나 스필릿 코아형 AC 전

류 센서 뿐만 아니라 4-20mA, 그리고 전압 입력 케이블까지 수용한다. 

(별도판매)

센서 표시가 사용자가 특정한 특정치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면 

HOBO웨어을 사용하여 쉽게 알람을 환경설정할 수 있다.  

또는 버스트 로깅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로깅에서 로거는 (어떤) 조건 

상태에서 상이한 간격에 데이터를 입력한다. 

로거는 또한 최소/최대/평균/표준편차 통계치를 계산할 수 있다.  

간편한 로거로 내장 LCD 스크린에서 전류 표시 점검, 로깅 상태, 배터리 

사용, 판독 사이 메모리 소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최소시스템요구사항 

Software               USB cable*

*USB cable included with software

파트번호 UX120-006M (4-채널 아날로그)

메모리 190만 측정

로깅 율 1 초 ~ 18시간, 사용자 선택가능

로깅모드 일반, 버스트, 통계(최대,최소,평균)

메모리모드 메모리 풀일때 덮어쓰거나 또는 정지

시간정확도 ±1 분/ 월 at 25°C (77°F)

배터리 수명 1 년 with logging rate of 1 minute and sampling interval of 15 seconds or greater, user replaceable, 2 AAA

사이즈 10.8 x 5.41 x 2.54 cm (4.25 x 2.13 x 1 in.)

사용범위 로깅: -20° ~ 70°C (-4° ~ 158°F); 0 ~ 95% RH (비응축)

오차 ±0.1 mV ±0.1% of reading

CE Compliant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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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O® UX120 4-채널 열전대 로거

 지원되는 측정들       열전대

 주요장점 
• 로거 동작 및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기 보기 쉬운 LCD 디스플레이

• 실시간에 가까운 판독과 온도뿐만 아니라, 최소, 최대, 평균 및 

    표준 편차 통계표시

• 온도가 높거나 낮은 임계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화면에 알람표시

• 190 만 측정을 저장하는 큰 메모리 용량

• 시작, 중지 및 재시작 푸시 버튼

• 사용자 업그레이드 펌웨어

HOBO UX120-014M 열전대 데이터 로거는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의 넓은 

범위에서의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하기 위한 4 채널 LCD 데이터 로거이다. 

데이터 로거는 쉽고 편리한 넓은 범위(-260℃~ 1820℃)의 온도를 기록하고 J, 

K, T, E, R, S, B, 또는 N 형 온도센서를 이용할 수 있다.

네 개의 열전대 프로브를 수용하는 것 외에도, 로거는 애플리케이션 가능성 

또한 주위 온도를 기록하는 확장하기위한 내부 온도 센서를 특징으로 한다.

Software               USB cable*

 최소시스템요구사항 

*USB cable included with software

파트번호 UX120-014M (열전대)  
내부 온도

레인지 -20° ~ 70°C (-4° ~ 158°F)

오 차 ±0.21°C ( 0° ~ 50°C )(±0.38°F (32° ~ 122°F)

분해능 0.024°C at 25°C (0.04°F at 77°F)

Drift <0.1°C (0.18°F) per year

Logger

로깅 속도 1 초 ~ 18시, 12분, 15초

로깅 모드 일반, 버스트 또는 통계(최소/최대/평균값)

메모리모드 꽉 찰 때 종료, 꽉 찰 때 중지

시간 오차 월 ±1 분 at 25°C (77°F)

건전지 수명 1년, 대표적인1분 로깅율과 15초 이상의 샘플링 간격, 사용자 교체가능한 2 AAA

크기 10.8 x 5.41 x 2.54 cm (4.25 x 2.13 x 1 in.)

사용범위 로깅: -20° ~ 70°C (-4° to 158°F); 0 ~95% RH (비응축)

CE Compliant Yes

열전대(프로브별매) 레인지 오 차 Resolution

Type J -210° ~ 760°C (-346° to 1,400°F) ±0.6°C (±1.08°F) ± thermocouple probe accuracy 0.03°C (0.06°F)

CE Compliant Yes Yes Yes

Type K -260° ~ 1,370°C (-436° to 2,498°F) ±0.7°C (±1.26°F) ± thermocouple probe accuracy 0.04°C (0.07°F)

Type T -260° ~ 400°C (-436° to 752°F) ±0.6°C (±1.08°F) ± thermocouple probe accuracy 0.02°C (0.03°F)

Type E -260° ~ 950°C (-436° to 1,742°F) ±0.6°C (±1.08°F) ± thermocouple probe accuracy 0.03°C at (0.05°F)

Type R -50° ~ 1,550°C (-58° to 2,822°F) ±2.2°C (±3.96°F) ± thermocouple probe accuracy 0.08°C (0.15°F)

Type S -50° ~ 1,720°C (-58° to 3,128°F) ±2.2°C (±3.96°F) ± thermocouple probe accuracy 0.08°C (0.15°F)

Type B +60° ~ 1,820°C (1,022° to 3,308°F) ±2.5°C (±4.5°F) ± thermocouple probe accuracy 0.1°C (0.18F)

Type N -260° ~ 1,300°C (-436° to 2,372°F) ±1.0°C (±1.8°F) ± thermocouple probe accuracy 0.06°C (0.11°F)

로그 타입 J, K, T, E, R, S, B, 또는 N 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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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O UX120 4-채널 펄스 데이터로거는 하나의 컴팩트한 장치에 네가지의 

별도 에너지 로거 기능을 결합한 매우 다양한, 4 채널 에너지 데이터 로거 입

니다. 에너지 관리 전문가를 가능 - 에너지 감사에서 건물 감독관에 - 물과 

가스유량, 장비 작동시간, 빌딩 에너지소비를 쉽게 추적할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측정들  

Pulse Signals, Event, Runtime, State, AC Current, AC Voltage, 

Amp Hour, Kilowatt Hours, Kilowatts, Motor On/Off, Power Factor, 

Volt-Amps, Watt Hours, Watts, Volt-Amp Reactive, Volt-Amp 

Reactive Hour (센서는 별도 판매)

 주요장점 
•  Works with Onset’s E50B2 Power & Energy Meter to measure 

Power Factor, Reactive Power, Watt Hours, and more

•  동시에 기록 펄스 신호, 이벤트, 상태 변경 및 동작시간 측정

•  4백만개이상 저장은, 적은 현장 방문으로 오래 동안 할용하게 한다

•  고속 USB 2.0 데이터 오프로드와 로거 상태 LED, 시작/정지 옵션의 

범위를 통해 활용을 간소화한다

• 역률, 무효 전력, 적산전력등 측정하기 위해 온셋의 E50B2 전력 및 

    에너지 미터와 함께 작동한다

HOBO® UX120 4-채널 펄스 로거

 Minimum System Requirements: 

▶ For complete information and accessories,

 펄스 신호, 이벤트, 상태 변경 및 런타임 로그

Software

See pg 35

USB cable* Sensor

See pg 39

파트번호 UX120-017 UX120-017M

메모리 520,000 측정 4,000,000 측정

샘플링속도 1 초 ~ 18 시간 

건전지수명 통상 1년, 사용자교체, 2 AA 

외부 접점 입력 전자 솔리드 스테이트 스위치 폐쇄 또는 논리는 24V로 디지털 신호를 구동

최대펄스 속도 120 Hz

최대 상태, 이벤트 동작 주파수 1 Hz

분해능 Pulse: 1 pulse, Runtime: 1 second, State and Event: 1 state or event 

비트 4 - 펄스 속도 및 로깅 간격에 따라 32 비트

잠금시간 100 ms 스텝에서 0 ~ 1 초 

사용동작온도 Logging: -40º to 70ºC (-40º to 158ºF); 0 to 95% RH (non-condensing) 

치수 11.4 x 6.3 x 3.3 cm (4.5 x 2.5 x 1.3 inches) 

CE 대응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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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환경

Temperature(온도)

Part number Type UX90 UX100 UX120

TC6-J Type J beaded thermocouple √ √

TC6-K Type K beaded thermocouple √ √

TC6-T Type T beaded thermocouple √ √

TCP6-K12 Type K Probe thermocouple √ √

TMC1-HD Air/Water/Soil Temp (1’ cable) √

TMC6-HD Air/Water/Soil Temp (6’ cable) √

TMC20-HD Air/Water/Soil Temp (20’ cable) √

TMC50-HD Air/Water/Soil Temp (50’ cable) √

TMC6-HC Stainless steel Temp probe (6’ cable) √

TMC6-HE Pipe Temp (6’ cable) √

Air Velocity(풍속)

Part number Type UX90 UX100 UX120

T-DCI-F900-L-O Air Velocity – 5 m/s long √

T-DCI-F900-L-P Air Velocity – 10 m/s long √

T-DCI-F900-S-O Air Velocity – 5 m/s std √

T-DCI-F900-S-P Air Velocity – 10 m/s std √

Gauge Pressure(압력게이지)

Part number Type UX90 UX100 UX120

T-ASH-G2-1001 Ashcroft gauge pressure √

T-ASH-G2-2001 Ashcroft gauge pressure √

T-ASH-G2-5001 Ashcroft gauge pressure √

Differential Pressure(차압)

Part number Type UX90 UX100 UX120

T-VER-PXU-L1 Differential pressure transducer √

T-VER-PXU-X1 Differential pressure transducer √

Compressed Air Flow(압축공기)

Part number Type UX90 UX100 UX120

T-CDI-5200-10S1 Compressed Air Flow Meter √

T-CDI-5200-20S1 Compressed Air Flow Meter √

이산화탄소

Part number Type UX90 UX100 UX120

TEL-70011 Telaire 7001 CO2 √

Volatile Organic Compound(휘발성 유기 화합물)

Part number Type UX90 UX100 UX120

T-ION-TVOC Volatile Organic Compound √

• 1 CE Compliant

측정의 외부센서



Page 16

Energy/Powe(적산전력/전력)  

측정의 외부센서

kW & kWh(전력 & 적산전력)

Part number Type UX90 UX100 UX120

T-VER-E50B21 Power & Energy meter √

T-WNB-3D-2401 WattNode 208/240 VAC 3-phase √ √

T-WNB-3D-4801 WattNode 480 VAC 3-phase √ √

T-WNB-3Y-208-P1 WattNode 208-240VAC 2 or 3 Branch √

T-WNB-3Y-2081 WattNode 208/240 VAC 1,2, or 3-Phase √ √

T-VER-8044-100 Veris 480 V, 100 Amp Kilowatt transducer √

T-VER-8051-300 Veris kWh transducer 1-Phase, 300 Amp √ √

T-VER-8053-800 Veris kWh transducer 3-Phase, 800 Amp √ √

AC & DC Current(AC & DC 전류)

Part number Type UX90 UX100 UX120

CTV-A1 2 - 20 Amp split-core AC current sensor √

CTV-B1 5 - 50 Amp split-core AC current sensor √

CTV-C1 10 - 100 Amp split-core AC current sensor √

CTV-D1 20 - 200 Amp split-core AC current sensor √

CTV-E1 60 - 600 Amp split-core AC current sensor √

T-VER-971BP-2001 Split-Core Bi-Polar DC transducer √

T-VER-H970-2001 Split-Core 200A DC transducer √

AC & DC Voltage(AC & DC 전압)

Part number Type UX90 UX100 UX120

T-CON-ACT-150 ConLab 0-150 Volt AC transmitter √

T-CON-ACT-300 ConLab 0-300 Volt AC transmitter √

CABLE-ADAP5 Voltage input cable 0-5 VDC √ √

CABLE-ADAP10 Voltage input cable 0-10 VDC √

CABLE-ADAP24 Voltage input cable 0-24 VDC √ √

CABLE-4-20MA Measures currents from 0 to 20.1 mA √

CABLE-2.5-STEREO Voltage input cable 0-2.5 VDC √ √

Pulse(펄스)

Part number Type UX90 UX100 UX120

CABLE-2.5-STEREO Voltage input cable 0-2.5 VDC √ ◆

Amp Hour, Amps, Power Factor, Volt-Amp Reactive,
Volt-Amp Reactive Hour, Volt Amps, Volts, Watt Hours, Watts

Part number Type UX90 UX100 UX120

T-VER-E50B21 Power & Energy meter √

• 1 CE Compliant
• ◆ This logger is intended for indoor environments, but sensors are compat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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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of-Use(시간대별 사용)

Water(물)

Weather/Field(기상/필드)

모터  On/Off

Part number Type UX90 UX100 UX120

CSV-A81 AC current switch √ √

Shuttles/Base Stations(셔틀)

Part number Type UX90 UX100 UX120

U-DT-11 U-Shuttle data transporter √ √ √2

Computer Interface Cables(컴퓨터 인터페이스 케이블)

Part number Type UX90 UX100 UX120

CABLE-USBMB USB cable for HOBO U-Series √ √ √

Replacement Batteries(교환  배터리)

Part number Type UX90 UX100 UX120

HRB-TEMP-1 Lithium batteries (box of 5) √ √

Pulse(펄스)

Part number Type UX90 UX100 UX120

TMC1-HD Air/Water/Soil Temp (1’ cable) ◆

TMC6-HD Air/Water/Soil Temp (6’ cable) ◆

TMC20-HD Air/Water/Soil Temp (20’ cable) ◆

TMC50-HD Air/Water/Soil Temp (50’ cable) ◆

Temperature(온도)

Part number Type UX90 UX100 UX120

TC6-J Type J beaded thermocouple √* ◆

TC6-K Type K beaded thermocouple √* ◆

TC6-T Type T beaded thermocouple √* ◆

TCP6-K12 Type K probe thermocouple √* ◆

TMC1-HD Air/Water/Soil Temp (1’ cable) ◆

TMC6-HD Air/Water/Soil Temp (6’ cable) ◆

TMC20-HD Air/Water/Soil Temp (20’ cable) ◆

TMC50-HD Air/Water/Soil Temp (50’ cable) ◆

TMC6-HC Stainless Steel Temp probe (6’ cable) ◆

TMC6-HE Pipe Temp (6’ cable)

 •◆ This logger is intended for indoor environments, but sensors are compatible.

• * Requires UX100-014M Thermocouple logger.

• 1 CE Compliant

측정의 외부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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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Additional Replacement Parts

Part number Type UX90 UX100 UX120

HUM-RHPCB-2 RH sensor (includes S-THB) √

HUM-RHPCB-3A RH sensor (for serial #s > 9847173) √

NIST Certification

Part number Type UX90 UX100 UX120

NIST-SETUP NIST traceable setup/logger √ √

NIST-TEMP-POINT NIST per-point/channel √ √

HOBO Shuttle and Base Station Compatibility

U-Shuttle
Data Transporter

U-DT-11

Storage Capacity

504 loggers/8k memory √

63 loggers/64k memory √

7 loggers/512k memory √

HOBO UX90 √

HOBO UX100 √

HOBO UX120 √2

Replacement Batteries

Part number Type UX90 UX100 UX120

SMC-J For type J wire √ √

SMC-K For type K wire √ √

SMC-T For type T wire √ √

Replacement Batteries

Part number Type UX90 UX100 UX120

A-WNB-LEADSET Voltage input lead set with alligator clips √ √

UX90-LIGHT-PIPE-1 1-foot fiber optic attachment for HOBO UX90 √

CASE-PELICAN-1510 Pelican case- durable, watertight, FAA carry-on √ √ √

CASE-4X-2 Protective, weather-resistant case √ √

• 1 CE Compliant

• 2 Not compatible with UX120-006M

The Pendant Base Station and Coupler provide 

fast optical infrared (IR) communication for easy 

logger launch and readout of HOBO Pendant 

loggers. The Base Station connects via USB to 

a host computer, while the coupler attaches the 

logger to the Base Station for communications.

Key Advantages:

• Provides fast optical communications for easy 

launch and readout of all  HOBO Pendant 

loggers

•Connects via USB cable to host computer

•Splash-resistant

Pendant Base 

Station

BASE-U-11

Data Shuttles/Base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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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et: The data logger experts

When it comes to choosing a building performance monitoring solution, 
you have a clear choice. With Onset, you get a company that goes beyond 
manufacturing parts to crafting powerful, flexible, integrated components that 
work together seamlessly. 
You’re assured of:

 Fast turnaround. We build and ship all of our products from our highly responsive  
 manufacturing headquarters on Cape Cod. Most products ship within 24 hours.

 Reliable, accurate data. Our loggers and sensors have become the industry  
 standard for a simple reason: they deliver the most reliable, accurate energy and  
 environmental data.

 Affordability and simplicity. Onset products are simple to use, fast and easy to  
 deploy, and offer outstanding value.

 World-class support. At Onset, industry-leading technical support is free for the  
 lifecycle of your purchase. Our team of friendly, knowledgeable experts is never more  
 than a phone call away.

Take the next step

What’s your building performance challenge – and how can we help?  To learn 
more, you can:

 •  Speak with an Onset Application Specialist at 1-800-564-4377
 •  Email us at sales@onsetcomp.com
 •  Visit onsetcomp.com for white papers, application stories, videos, and webinars

Onset Computer Corporation, 470 MacArthur Boulevard, Bourne, MA 02532

Copyright© 2014 Onset Computer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Onset, HOBO, HOBOware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Onset 
Computer Corporation. Other products and brand names may b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owners.
MKT1039-0914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
ity monitoring is critical to the pres-
ervation of our records. Traditional 
data loggers would have provided 
the data we needed, but we didn’t 
want to spend a lot of time manu-
ally retrieving the data throughout 
the building. 

The wireless data nodes are help-
ing us make sure that our archives 
are getting the best protection 
possible.”

Harold Stoehr
Network Administrator 
Washington State Archives

“HOBO® data loggers are the eyes 
and ears of buildings when I’m not 
there. They’ve helped us reduce 
energy costs in our district by 24%.”

Ron Mincks, 
Energy Education Manager
Rapid City SD school district

Onset Headquarters, Cape Cod, MA, USA



이 카달록에 수록된 사진은 납품 시점의 계측기와 약간 다를 수 있으며,

관련 기술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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