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 징 ] 
 

 최신 블루투쓰 4.0 기술을 이용한 무선 로거 설정과 자료 내려 받기 

 완벽한 온도 계획. 수초 내에 온도 자료를 수집하므로 비용 절감 

 스마트 장비들을 위하여 iOS와 안드로이드 앱이 무료 제공 

 앱을 통하여 PDF/CSV 보고서 생성 및 출력 

    보고서는 자료 모음과 도형과 상세 자료 포함 

 큰 액정표시기와 이중 색상 LED로 상태표시, 경보 표시 기능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33길 15(양평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703호) 
TEL: 02-2636-0009               FAX: 02-2636-4753 
www.gilwoo.co.kr                 E-mail : giltron@naver.com 

블루투쓰 자료이력기 G88360-G88361 

[ 제품 규격] 

형명 G88360 G88361 

온도범위 NTC 써미스터, -30~ 70℃, -22~ 158℉ 

온도 분해능 0.1℃, 0.1℉ 

온도 정확도 ±0.5℃ 

외부온도 범위 
NTC 써미스터, -30~ 70℃,  
-22~ 158℉ 

외부 온도 분해능 0.1℃, 0.1℉ 

외부 온도 정확도 ±0.5℃ 

시료추출점수 48000 읽기 24000 (내부)와 24000 (외부) 

기기 / LCD 크기 기기: 70(L)× 50(W)× 23(T)mm / LCD: 30(L)× 18(W) 

동작 온도 -30~ 70℃ 

동작 습도(RH%) 습도 ＜90% 

보관온도 -40~ 85℃ 

보관 습도(RH%) 습도 ＜90% 

무게 ~70g 

건전지 
1개 3.0V CR2, 블루투쓰와 경보기를 사용하지 
 않을 시 1년 수명, 반대일 때는 3개월 수명 

추출 간격 10~ 120초 

시작 지연 0~ 1440분,10mins/step 

경보 범위 -30~ 70℃ 사이로 설정 

경보 지연 0~ 720분, 5mins/step 

경보 형식 단일사건, 축적, 불능 

동작 단추 2개(시작/멈춤 단추와 최대/최소 단추) 

LED 표시기 REC, 최고/최저 경보 

내용물 이력기, 설명서, 건전지, 종이상자 

별매 부속품 
VZ87P6AZ1 또는 VZ87P6AZ2 
외부온도 측정전극(G88361용) 

 

주문 번호 

VZ88360AZ, G88360 로거 

VZ88361AZ, G88361 로거(전극 제외) 

VZ87P6AZ1, G88361용 온도 전극 

VZ87P6AZ2, G88361용 온도 전극 

GILTRON 
제품소개 AZ 

별 매 품  

외장온도 전극 

P/N: VZ87P6AZ1 

색상: 흑색 

크기: 15cm길이 S.S전극,  

        손잡이부,  

        Ø3.8mm 두께 전극 

배선: 116cm 길이에   

        3.5mm잭 

단위          최대/최저      자동저장          PDF              CSV           EN12830 

BLE4.0  IP65 
(G88361) 

LED경보 자석식  
걸이 

G88360 

반경 10M 

3개의 자석을 
이용한 벽걸이 

블루투쓰 4.0 온도자료이력기 G88360/ G88361 

IP67 
(G88360) 

G88361 

반경 10M 

1단계 
스마트 장비로써 사용자가 
 완전히 설정 
 

2단계 
어떤 장소에든 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 시작 
 

3단계 
앱상에서 언제든지 실시간  
자료 확인, 기록 중지 없이 앱으로 
자료 내려 받음 
 

 
4단계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록을 중지 
 

 
5단계 
전화를 쓰지 않고 있을 때 단추를 
눌러서 최대, 최저 값을 봄 
 

6단계 
앱을 사용하여 
PDF/CSV 보고서를  
생성하고 내보냄 

외장온도 전극 

P/N: VZ87P6AZ2 

색상: 흑색 

크기: 2cm길이 S.S전극,  

        손잡이 없음,  

        Ø3.8mm 두께 전극 

배선: 200cm 길이에  

        3.5mm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