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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장 

1. LED 후광  

2. 4채널 입력

3. 4채널 표시  

4. 자동 범위 설정 

5. USB 또는 RS-232 인터페이스  

6. 윈도우 소프트웨어

7. 16,000 자료 보관

8. 자동절전기능

9. 정지기능                   

10. 분해능 : 0.1℃ / 0.1℉

B) 규격 

1. 표 시: 3  1/2 digit LCD 

2. 건전지 상태표시 : 건전지 전압이 낮으면 표시

3. 측정범위 : -200℃~ +1370℃, -328℉ ~ +2498℉

4. 정확도: -200℃ ~ +1370℃ ±0.3%  rdg +1℃, 

              -328℉ ~ +2498℉  ±0.3% rdg +2℉ 

5. 입력보호 : 60V DC 또는 24Vrms AC 최대  

6. 건전지: 9V 전지 (별매의 아답타)

7. 보관온도 : 0℃ ~ 50℃

8. 제품 크기: 184 * 64 * 30mm 

9. 제품무게: 약 220g

10. 부속품 : 사용설명서, 9V 전지, 상자, K bead형

                 온도감지기 *2, USB Cable,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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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채널 온도기록계 GT309 사용 설명서 >

C) 버튼 설명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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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사용순서 

    

     1. 현재시간 및 기록주기 시간설정

         : 장비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T1-T2(⑥)

           버튼과 전원(③) 버튼을 동시에 눌러 전원을

           ON 시키면 옆의 그림과 같이 “SET" 모드로 

           들어갈 수 있음.

           현재 시간을 설정 시엔 HOLD(④)버튼을

           기록주기 시간을 설정 시엔 MAX MIN(⑦)

           버튼을 누름.

           현재 시간 설정에서 년->월->일 커서 이동은

           HOLD(④)버튼을 눌러서 이동함.         

           기록주기 시간 설정에서 분->초 커서 이동은

           MAX MIN(⑦) 버튼을 눌러서 이동함.                         <현재시간설정>          <기록주기 시간설정>

       

     2. 센서 연결 및 기록시작

         : 위의 설정이 다 끝났으면 온도센서를 본체에 연결 후 REC(⑤)버튼을

           누르면 기록이 시작됨. 

           이때, 옆의 그림과 같이 LCD 하단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표시가 뜸.

           

         * 주의기록을 완료 하려면 REC(⑤)버튼을 다시 눌러서 기록해제를 

           하셔야 기록이 저장됩니다.  REC 상태에서 그냥 전원을 OFF 시키면

           기록이 안되므로 주의 하십시요.                                                                       ↓

         * 장비의 전원을 ON 시키면 LCD 왼쪽 상단에 

            자동절전기능 표시인       표시가 뜸.

            (자동절전기능이란, 15분정도 장비의 어떤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기능임)

            하여 15분 이상 장시간 기록을 할 경우엔 

            자동절전기능을 해제 시키고 기록을 하십시오.

         

          * 자동절전기능 해제 방법

            : 장비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HOLD(④) 버튼과 전원(③) 버튼을 동시에 눌러 전원을 ON 

              시키면 위의 그림과 같이 자동절전기능 표시가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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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프로그램 설치 시 PC사양

          * 시스템: 윈도우 95/98 또는 Windows NT 4.0 이상

          * 최소하드웨어 사양: PC나 펜티엄 90MHz 이상, 노트북 32 MB RAM

          *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 하려면 적어도 5 MB byte의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함.

          * High Color (16비트)의 디스플레이 해상도 800 * 600을 권장 합니다.

     3. 프로그램 설치 

         : 제공되는 CD를 PC에 넣으면 옆의 그림과 같이 자동실행 으로

           창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Install"버튼을 눌러서 USB드라이브 프로그램과 GT309 프로그램

            모두 설치 합니다.

  

     

E) 프로그램 사용 방법

  <PC와 GT309와의 연결 상태>

       ① 연결 상태 정상                                   ② 연결 상태 불량        

       * 연결 상태가 불량일 경우 USB 드라이브를 다시 설치하십시오.

   <데이터 다운로드 방법>

      

   <데이터 저장 방법>

                                  

   

    * 저장 시 “Save all data”로 저장하였을 경우

      GT309 소프트웨어에서 열기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찾아서 열어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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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데이터 실행방법>

    : GT309모델은 자체 저장 메모리가 있어서 저장된 데이터를 위의 방법과 같이 다운 받아서

       자료화 하는 방법과 PC와 GT309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자료화

       하는 방법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기록 주기 시간을 설정하고 기록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기록이 다 끝아면 기록 정지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를 저장 한다. (저장 방법은 위와 동일)

 

      

   <기타 그래프 관련 설정>

     * Graph Option: 그래프에 대한 폰트 설정 및 색 설정 등등 기타 그래프에 관한 모든 옵션 설정

                       메뉴들이 있음.

      * Y Axis: 그래프의 “Y"축의 값 변경을 할 수 있음.

      

      * Split: T1 ~ T4의 그래프를 개별 또는 합쳐서 볼 수 있음.

      <Garph Option>                     <Y Axis>                            < Spl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