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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채널 휴대용 써모히터/데이터 로거-SD 카드 데이터 레코더가 있음

RDXL8

U 127 mm (5”) 디스플레이

U  써모커플 및 DC 밀리볼트용 설정  
가능 아이솔레이션된 입력 8개

U  SD 카드, 실시간 데이터 로거

U  각 입력에 대한 그래픽 디스플레이 

U  8개 입력에 대한, 프로그램화 가능한  
높음 또는 낮음 알람

U  2GB SD 카드 및 소프트웨어 포함

U 내장 달력 시계

U  데이터 다운로드를 위해 PC와  
USB 통신

U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통해  
독립적으로 작동

분해능이 높고, 빠른 아날로그-디지털 전환기가 

있는 RDXL8은 대부분의 업계에서 데이터 로김 

요건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그래픽 디스플레이에 

측정한 값을 보여주고 이를 분석하는 기능이 

있어 수집한 데이터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해서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RDXL8

은 원격 기록을 위한 완벽한 선택이고, 산업 

환경에서 모바일 측정 장치로 이용하기에 

적합합니다. RDXL8 시리즈 다지점 데이터 

로거는 통합적인 기록, 자료 수집, 보관 기능 

덕분에 산업적 가치가 큽니다. 이 장비는 다재 

다능한 디스플레이와 유연한 데이터 저장장치를 

제공합니다.

사양
배터리 유형:  
 RDXL8: 1.5V “AA” 알카라인 배터리 8개 (포함)  
 RDXL8CD: 11.1 V 리튬 배터리 1개 (포함)

AC 어댑터:  
 DC: 정격 12V/300 mA 출력 
 AC: 110V

소비 전력:  
 100 mA: 백라이트 사용  
 70 mA: 백라이트 사용 안함

냉접점  
보상 정밀도: ±0.5ºC/±0.9ºF

온도 계수:  
0.01% of FS/ºC

2개 입력 간  

아이솔레이션된 입력 보호: 
350 Vp-p

크기:  
길이 257 x 너비 155 x 지름 57 mm  
(10.1 x 6.1 x 2.2")

무게: 1160 g (40.9 oz)  
(배터리와 함께)

작동 환경:  
0 ~ 50ºC, 상대습도 85%

보관 환경:  
-20 ~ 60ºC, 상대습도 75%

8개의 아이솔레이션 입력 

장치를 보여주는 평면도 RDXL8CD

L

8-Channel Portable Thermometer/Data Logger with SD Card Data Rec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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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려면 kr.omega.com/rdxl8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모델 번호 설명

 RDXL8 다중 입력 써모히터/데이터 로거, 단색

 RDXL8CD 다중 입력 써모히터/데이터 로거, 컬러 버전

 모델 번호 설명

 CAL-3-RDXL8 각 입력 당 3점 보상, 총 24점

 RDXL800-PRINTER RDXL8 전용 열 프린터

 RDXL800CD-PRINTER RDXL8CD 전용 열 프린터

 RDXL800-PAPER 감열지 (2개 두롤)

 2 GB-SD 예비 2 GB SD 카드

 입력  범위 °C 정확도 °C 범위 °F 정확도 °F
 -200 ~ -100 ±2 -328 ~ -148 ±3.6
 -100 ~ 999 ±0.05% ±1 -149 ~ 999 ±0.05% ±1.8
 1000 ~ 1370 ±0.2% ±1 1000 ~ 2498 ±0.2% ±1.8 
 -200 ~ -100 ±2.5 -328 ~ -148 ±4.5
 -100 ~ 100 ±1.5 -148 ~ 212 ±2.7
 100 ~ 999 ±0.05% ±1 212 ~ 1832  ±0.2% ±1
 -150 ~ -100 ±2 -238 ~ -148 ±3.6
 -100 ~ 760 ±0.05% ±1 -148 ~ 1400 ±0.2% ±1
 -200 ~ -100 ±1.5 -328 ~ 148 ±2.7
 -100 ~ 400 ±0.1% ±0.5 -148 ~ 752 ±0.1% ±0.9
 0 ~ 100 ±5 32 ~ 212 ±9
 100 ~ 300 ±3 212 ~ 572 ±5.4
 300 ~ 999 ±0.05% ±2 572 ~ 1000 ±0.05% ±3.6
 1000 ~ 1600 ±0.1% ±2 1000 ~ 2912 ±0.1% ±3.6
 0 ~ 999 ±0.1% ±1 32 ~ 999 ±0.1% ±1.8
 1000 ~ 1300 ±0.2% ±1 1000 ~ 2372 ±0.2 % ±1.8
 -200 ~ 900 ±0.1 % ±1 -328 ~ 1652 ±0.2% ±1 

 0 ~ 600 ±0.1% ±1 32 ~ 1112 ±0.2% ±1 

 600 ~ 999 ±0.05% ±2 1112 ~ 1831 ±0.05% ±3.6
 1000 ~ 1760 ±0.1% ±2 1832 ~ 3200 ±0.1% ±3.6
 0 ~ 999 ±0.1% ±1.5 32 ~ 999 ±0.1% ±2.7 
 1000 ~ 1760 ±0.2% ±1.5 1000 ~ 3200 ±0.2% ±2.7 
 -60 ~ 60  ±60 uV -60 ~ 60 ±60 uV

U

U WU

mV

액세서리

RDXL800-PRINTER

RDXL800-PAPER

그림의 두 제품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1.5 V “AA” 알카라인 배터리 8개, AC 어댑터, USB 케이블, 소프트웨어 CD, 2 GB SD 카드, 타입 K 비드와이어 써모커플 8개, 운반 케이스,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비고: RDXL8은 1.5 V “AA” 알카라인 배터리 8개, RDXL8CD는 11.1V 리튬 배터리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 RDXL8, RDXL8, 다중 입력 써모히터/데이터 로거. OCW-3, OMEGACARESM 는 표준 1년 보증을 총 4년으로 연장합니다.

연장 보증
 프로그램

SM 이 페이지에 있는 모델의 경우 

OMEGACARESM 연장 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문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