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TD-126U 고정밀도 RTD 온도계 

GRTD-126U 휴대용 고정밀 온도계는 높은 안정도와 한 손 동작이 가능한 견고한 외함으로 설계되어 있

으며 6종의 RTD감지기를  연결할 수가 있고 자료이력 장치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동작되며 영점조

정을 0℃에 의해 해결 할 수 있는 최신형입니다. 

 

 

 

• 대형 액정 표시기: T1, T2, T1-T2 

• 지시값 갱신 주기: 초당 4번 

• 분해능: 0.1 

• 기능: 섭씨/화씨, 최대/최저, 고정, 상대값, 형태, 0℃조정         

            한계 대 0℃ 조정 

•  USB연결로 윈도우 소프트웨어 구동(RS232는 별매) 

•  자료이력기능과 실시간 PC관찰 소프트웨어 포함    

     (Window 7과 XP 가능) 

• 자료이력은 대역당 9999 용량 

• 속독 저장 자료로 CALL-Fit 동작 

장   점 

기술적  규격  GRTD-126U 

RTD 측정범위 Pt100 385, -200~ 800℃(-328~ 1472℉) 
Pt200/500/1000 385/3916/3926, -200~ 600℃(-328~ 1112℉) 

정확도 18~ 28℃(64~ 82℉)＜80%RH 조건에서 아래에 기술 

감지기 형태 RTD Pt100/200/500/1000 385/3916/3926 ±(0.05% 지시치의 0.3°C(0.6°F)), 
< -100°C (-148°F) Pt100/200 385/3916/3926 
 지시치의 +0.15%, Pt500/1000 385 지시치의 +0.45% 

표시기 4 ½ 디지트, 최대 표시 19,999 

자료 이력 1~ 59분 59초 

액정 표시기 갱신 주기 초당 4번 

자료 저장 대역당 9999자료 

전원 DC-1.5V/ UM-4/ AAA 4개 

건전지 수명 220시간 

입력 연결구 4핀 미니 RTD(암) 

동작 온도와 습도 0~ 50℃(32~ 122℉) 80%RH이하 

보관 온도와 습도 -20~ 140℃(-4~ 140℉), 70%RH 이하 

크기 164mm×76mm×32mm(L×W×H) 

무게  415g(건전지 포함) 



제품 규격 GRTD-126U 

 
액정 표시기 

디지털 18888×3 

표시기 T1+T2+(T1-T2) 

분해능 0.01(<200)/ 0.1 

 
입력 

형태 Pt(100/200/500/1k)/ 3916/ 3826 

T1 √ 

T2 √ 

T1 - T2 √ 

T1, T2 교환 √ 

℃ / ℉ √ 

최대/ 최저 √ 

0℃ 조정(일시적/ 영구적) √ 

HOLD √ 

RLE(상대값) √ 

한계(고/ 저 경고점) √ 

자동전원 꺼짐(20분/ 또는 불능) √ 

건전지 표시 √ 

후광 √ 

무기한 달력 √ 

통신 연결 √ 

 
 
자료 이력기 

용량 9999/대역 

선 결정 9곳 

전원 
절약 

1식 750시간 

2식 6달 

저장 자료 불러오기 √ 

 
부속품 

DC-1.5V / UM-4 x 4개 , 외함 x 1개, PLT-94-P-R x1(RTD-11XX x1, 
기타X2) 사용자설명서x 1개 , USB 전송선x 1개 (RTD-1XXC/U만）,  
온도감시 소프트CD x 1개(TC-1XXC/U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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