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NP15군 

일반적 규격 

사용 환경온도 0~ 50℃ 

보관 온도 -20~ 60℃(건전지 제외) 

사용 상대습도 10~ 95%, 비이슬@30℃까지 

크기 163.5(L)× 207(H)× 70(W)mm 

무게 470g(건전지 제외) 

삼각대 설치 ¼ -20 UNC 

전기적 규격 

디지털 출력 USB 

입력 열전대형 K: -40℃~ 760℃ 

자료 이력기 2,000점 

레이저 IEC Class2/FDA ClassⅡ(＜1mW) 

표시기 4단위 후광표시 LCD 표시기 

전원 공급 9V 알카라인 건전지 

건전지 수명 10시간(레이저와 후광 켜 놓았을 때) 

측정 규격 

모델명 GNP15-LT GNP15-LR GNP15-H1 GNP15-H2 GNP15-H3 

용도 범용 광폭온도대역  
측정용 

초광폭 온도대역  
측정용 

유리통과 형 
측정용 

유리통과 형 
측정용 

반사가 심한  
금속 측정용 

측정 온도 범위 -30~ 900℃ 
(-22℉~ 1652℉) 

-30~ 1300℃ 
(-22℉~ 2372℉) 

600~ 1600℃ 
(1112℉~ 2912℉) 

300~ 1300℃ 
(572℉~ 2372℉) 

100~ 600℃ 
(212℉~ 1112℉) 

열전대열 8~ 14㎛ 8~ 14㎛ 1㎛ 1.6㎛ 2.3㎛ 

광학분해능 
(90% 에너지) 

60 : 1(SF), 75: 1(CF) 120 : 1 300 : 1 300 : 1  140:1(SF, CF2);  
120:1(FF) 

정확도*1 
≥20℃, 지시치의 ±1% 또는 ±1℃,보다 큰쪽 
±1.5℃(-20~ 19.9℃)/ ±2.5℃(-30~ 20.1℃) 

지시치의 ±0.5% 또는 +2℃, 보다 큰 쪽 

재현성 *1 지시치의 ±0.5% 또는 ±0.5℃, 보다 큰 쪽 지시치의 ±0.3% +1℃, 보다 큰 쪽 

반응시간 300ms 5ms 

방사율(조정가) 0.10~ 1.00, 0.01 단위로 조정 

온도 분해능 0.1℃(1℃@1000℃~ ) 

 

넓은 온도 측정 범위 

CF렌즈가 장착되어 있어서 1mm 크기의 피사체도 측정 

빠른 반응시간 

휴대하기에 좋으며 동작이 간편 

 

 

 

넓은 온도 범위: -30℃~ 1600℃ 

뛰어난 광학 분해능: 300 : 1 

초점 크기 조절: 1mm~  

반응시간: 5ms 

레이저 표시기: 2개 

가시, 가청, 고·저 경보 

4자리 표시기 후광 LED 

TCK 입력 

ST온라인 소프트웨어 

H3 범위로써 반사광이 심한 금속표면을 재기에 적합함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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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3℃±5℃, 방사율: LT/LR=0.95,  H1/H2/H3=1.00 

휴대용 적외선 온도계 GNP15군 제품 장점 

제품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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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적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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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판 

올리기 단추 
표시기 

내리기 단추 방법선택 단추 

방아쇠 

A: LCD 후광 

B: 레이저 

C: 최대/최소 

D: 고/저 

E: 전원 잔량 

 

F: ℃/℉ 단위 

G: IR온도 

H: 방사율 

I: 멈춤 단계 

J: TCK 온도 

 

성능향상을 위해 사전통보 없이 규격이 바뀔 수도 있음 

제품 자세히 보기 

감지기: 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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