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gilwoo.co.kr

 EL-SIE 군 
차세대 데이터 로거

소프트웨어가 필요없는 EL-SIE USB 데이터 로거 
제품군으로 클린 룸 또는 기타 중요 환경의 변화하
는 압력 수준을 모니터링하십시오. 다른 수준의
데이터 로깅입니다. 

 
 

• 300~ 1200mbar 압력 측정 범위

• 1,000,000 개 이상의 판독 값 저장

• 설치할 소프트웨어 필요없음-일반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구성

 압력에 민감한 환경을위한 최고의
 EL-SIE 품질 :

당사의 차세대 EL-SIE USB 데이터 로거 제품군은 주변 압력 조건
은 물론 온도 및 습도를 기록하고 분석하여 사용자를 지원합니다. 
1,000,000 개 이상의 판독 값을 저장할 수 있으며 압력 측정 범위는 
300-1200mbar입니다. 기기 구성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해 인터넷  
액세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하고 새 브라우저 창을 
열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EL-SIE를 사용하면 청정실과 같은 영역 내부의 압력 수준을 쉽게 추
적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상자에서 바로 꺼낼 준비가 된 EL-SIE는 
분리형이며 벽에 장착할 수 있으며, 장치 상태와 판독 값을 한 눈에 
볼 수있는 선명한 표시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EL-SIE는 세 가지 색상

의 LED와 음성으로 동작할 때 주의를 끌 것이므로 경고를 놓치지 않
습니다.



부연 설명:
이 출판물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Lascar Electronics Limited는 이 문서 내용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데이터 및 법률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장 최근에 발행된 규정, 표준 및 지침을 입수하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출판물은 계약의 기초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5 가지 형명 중에서 선택

온보드 장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공된 USB 선을 
사용하여 EL-SIE를 PC 또는 Mac에 연결하고 웹 브라우저를 열고 http : //EasyLog.local을 방문하십시오.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 주소를 북마크 나 즐겨 찾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L-SIE는 원하는대로 쉽게 조정할 수 있으며 로깅 간격은 
10 초에서 24 시간 사이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사용하기 쉬우며 다음 매개 변수를 구
성 할 수 있습니다.
• 자료이력기와 대역 명 
• 측정 단위
• 로깅 속도 및 시작 모드
• 임계값, 지연 및 보류가 있는 최대 16 개의 개별 경보      

(높음 / 낮음 / 사전 경보 / 누적)
• 디스플레이 및 LED 표시기 모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음

EL-SIE-1 -    온도

EL-SIE-1+ - 고정밀 온도          

EL-SIE-2 -    온도와 상대습도

EL-SIE-2+ - 고정밀 온도와 상대습도
   

EL-SIE-6+ - 온도, 상대습도, 그리고 

       압력 

Easylog Cloud 자료저장

• 온도 ±0.2°C (±0.36°F) 통상
•  습도 ±1.5% 통상(0~ 80%RH)
• 압력 ±1mbar

• 온도 ±0.3°C (±0.54°F) 통상
•습도 ±2.0% 통상(0~ 100%RH)

• 온도 ±0.2°C (±0.36°F) 통상 
• 습도 ±1.5% 통상(0~ 80%RH)

• 온도 ±0.2°C (±0.36°F) 통상

• 온도 ±0.1°C (±0.18°F)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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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Log Cloud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안전하
게 저장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PC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L-SIE는 기록된 데이터를 PC 또는 Mac에서 
클라우드로 업로드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쉽
게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과 EasyLog Cloud에 계정을 설정하려면 
www.easylogcloud.com을 방문하십시오. 

•-18~ + 55 ° C (-0.4~ + 131 ° F) 온도 측정 범위

• 0~ 100 % RH 습도 측정 범위
• 300~ 1200mbar 압력 측정 범위
• 1,000,000개 이상의 판독 값 저장
• 설치할 소프트웨어 없음- 일반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구성

• PC나 Mac을 사용 
• 표시기판에 현재, 최대 및 최소 판독 값이 

표시됩니다.
• 상태 및 경보 표시기
• 온보드 경음기
• EasyLog 클라우드에 자료올리기 가능

EL-SIE 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