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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독립형 자료이력기는 0.5 ° C (1 ° F)의 분해능으로 J, K 또는 T 형 열전대로 32,000 개 이상의 온도 판독 값을 측정하고 저
장합니다. 0 ~ 200 ° C (32 ~ 392 ° F)에서 측정 할 수있는 K 형 열전대와 함께 제공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온도 범위, 정확도, 형태 및 가격에 따라 어떤 감지기가 가장 적합한 지 결정합니다. 다양한 대체 열전대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 업체 권장 사항은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사용자는 자료이력기를 PC의 USB 단자에 연결하고 무료 EasyLog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로거를 쉽게 설정하고 내려받은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자료를 도형으로 표시하고 인쇄하고 자세한 분석을 위해 다른 응용 프로그램으로 내
보낼 수 있습니다.
선명도가 높은 LCD는 다양한 온도 정보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추를 눌러서 현재, 최대 및 최소 온도 저장 값 
사이를 순환 할 수 있습니다.

자료이력기는 일반적으로 2 년의 수명을 제공하는 리튬 메탈 건전지와 함께 제공됩니다.

▪ K, J, T형 연결이 가능한 열전대 소형 플럭이

              장착가능
▪ 32,000 자료 저장
▪ EasyLog 소프트웨어를 내려받기하여 사용 
▪ 0~ 200°C범위 측정용 K형 열전대 1.5미터 길이 기본 공급 

(32~ 392°F) 
▪ 고 휘도 4단 온도표시 기능 LCD
▪ 1초에서 12시간 저장간격
▪ 신속방식, 지연방식, 그리고 시작누름방식으로 동작시작 
▪ 경보임계치를 사용자가 설정 
▪ 적색과 녹색 LED로 상태 표시 

감지기 측정범위 0~ 200°C (32~ 392°F) K-형(기본)
-200~ +1350°C (-328~ +2462°F) K-형
-200~ +1190°C (-328~ +2174°F) J-형
-200~ +390°C (-328~ +734°F) T-형

분해능 0.5°C (1°F)

정확도 ±1°C (±2°F) (자료이력기의 오차이며 열전
대의 오차는 포함되지 않음)

검출간격 1초 ~ 12시간단위로 사용자가 선택

본체 사용온도 범위 -10~  +40°C (+14~ +104°F) (자료이력기만 해당)

건전지 수명 2 년(@25°C에서 1분 간격으로 동작할 때)

읽음수 32,510

크기 135 x 24 x 21mm (5.31 x 0.94 x 0.82”)

기술규격 부속품

교체용 건전지

교체용 K형
 열전대 전극

휴대용 자료이력기
설정기와 자료수집기

BAT 3V6 1/2AA

EL-P-TC-K 

EL-DataPad

포함 상품

건전지

K-형 열전대 전극

BAT 3V6 1/2AA

EL-P-TC-K 

교정성적서

Lascar는 온도 데이터 로거에 대한 추적 가능한 교정 인증서 서비스를 별매로 제공합니다. UKAS / NIST 공인 실
험실에서 보정한 기준 장비를 사용하고 국내 또는 국제 표준에 따라 추적 가능한 장비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당사에 문의 바랍니다.

EL-LCD WALL BRACKET 벽부형 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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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IN-USB

Lascar의 EasyLog 제어 소프트웨어는 당사 홈페이지 www.gilwoo.co.kr에서 무료로 내려 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및 사용이 간편한 이 제어 소프트웨어는 Windows 7, 8 및 10의 32 비트 및 64 비트 판과 호환됩니다.이 소프트웨어는 로거 
설정, 데이터 다운로드, 그래프 작성 및 주석 달기 또는 Excel, PDF나 jpeg형식으로 내보내기에 사용됩니다. 

소프트웨어는 다음의 변수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 자료이력기 이름
▪ 측정단위(°C/  °F)
▪ 추출간격(1초~ 12시간 간격으로 설정 가능)
▪ 고/저 경보
▪ 자료저장시작점을 바로 또는 지연된 시간으로 설정

www.gilwoo.kr에서 최신 소프트웨어로 내려받기를 해 주십시오. 

표시기 상태 설명 

EL-USB-TC-LCD에는 표시기에 7개의 세그먼트를 사용하여 기록된 온도 값을 
표시하는 고 대비 LCD가 있습니다. 액정표시기는 로깅 상태에 대한 정보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LCD에는 내장된 누름 버튼을 사용하여 순환할 수있는 세 가지 기록 된 판독 
값이 표시됩니다. 가장 최근에 기록된 온도, 최대값으로 기록 된 온도 및 최
소값으로 기록된 온도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건전지 수명을 늘리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통해 표시기를 끄거나 단추를 누
른 후에 만 활성화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최소값 
표시기호

온도단위

읽음수 

표시 이력기 상태 설명

시작 지연 단추를 누르고 로거가 특정 날짜와 시간에 시작하도록 설정되면 이와 같이 표시됩니다.

시작을 위해누름 이력기가 'Push to Start'로깅으로 설정되면 깜박입니다.

저장중
이력기가 'LCD 꺼짐'설정상태에서 실행 중이고 단추를 누르면 표시됩니다. 잠시 후 표시기가 다시
지워집니다.

멈춤 이력기가 로그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잠시 동안 세 개의 대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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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표시 상태

 EL-USB-TC-LCD에는 두 개의 LED가 있습니다.
▪ 첫 번째 LED가 빨간색으로 깜박이면 EL-USB-TC-LCD가 경보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기록된 온도가 낮음 또는 높음 경보 

수준을 초과하면 깜박입니다.

▪ 두 번째 LED가 녹색으로 깜박이면 EL-USB-TC-LCD가 경보 상태가 아님을 나타냅니다.

EL-WIN-USB를 사용하면 판독 값이 정상으로 돌아온 경우에도 경보가 활성 상태로 유지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보 LED가 계속 빨간색으로 깜박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이 '보류'기능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필요없이 어느 
시점에서 경보 수준이 초과되었음을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제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지연된 경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에서 이력기는 활성화되기 전에 여러 연속 경보

를 확인해야합니다.

보류 HOLD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제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끌 수 있습니다. 빨간색 LED는 이력기가 경보 상태

에 있는 동안에 만 깜박입니다.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 오면 녹색 LED가 깜박입니다.

초록이 한번 깜박임(매 10초)
이력기는 현재 저장중이며 경보는 없음

초록이 한번 깜박임(매 20초)
이력기가 현재 저장 중이지만 건전지가 부족합니다. 경보 없음

초록이 한번 깜박임(매 30초)
이력기가 현재 저장 중이 아니지만 나중에 시작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지연된 시작).

초록이 두번 깜박임(매 20초)
자료이력기가 가득 차서 저장을 중지했습니다. 경보없음

적색이 한번 깜박임 (매 10초)
이력기가 현재 저장충임. 낮은 경보

적색이 한번 깜박임 (매 20초)
이력기가 현재 저장충임, 그러나 건전지는 낮음상태임, 낮은 경보

적색이 두번 깜박임 (매 10초)
이력기가 현재 저장중 높은 경보

적색이 두번 깜박임 (매 20초)
이력기가 현재 저장중, 그러나 건전지는 소진되어 감. 높은 경보

적색과 녹색이 교대하여 깜박임 (매 20초)
자료이력기가 다 차서 저장이 멈춤. 낮은 경보

LED들이 깜박이지 않음
이력기가 멈춤 건전지가 다 소진되었거나 건전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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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 정보

교체
매년 또는 중요한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에 건전지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3.6V ½AA 리튬 메탈 건전지 만 사용하십시

오. 데이터 로거는 건전지 방전되거나 교체될 때 저장된 판독 값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료저장과정은 중지되고 건전

지를 교체하고 이력기가 EL-WIN-USB 또는 EL-DataPad에 의해 다시 시작될 때까지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기 전에 PC에서 데이터 로거를 제거하십시오. 이력기를  USB 단자에 장기간 연결해 두면 건전지의 용량

의 일부가 손실 될 수 있습니다.

보호막 입히기 
EasyLog 데이터 로거 범위에 사용되는 리튬 메탈 배터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두면 자연스럽게 비전도성 내부 
층이 형성되어 자가 방전을 방지하고 유효 기간을 효과적으로 늘립니다. 데이터 로거에 처음 설치하면 내부 층이 분해되

어 배터리 전압 (과도 최소 전압)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어 데이터 로거가 재설정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로거에 배터리를 
삽입하고 약 30 초 동안 PC에 연결된 상태로두면 이 레이어가 제거됩니다. 그런 다음 배터리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여 데
이터 로거를 재설정하십시오. 전체 건전지 수명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
리튬 메탈 건전지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건전지 외함의 경고를 준수하십시오. 현지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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