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TOCK DATALOGGER
Food industry range :  KT250 / KH250

Temperature / Humidity / Light

°C, °F, mV, V, mA, A 

0.1 °C, 0.1 °F, 0.001 V,
0.001 mA, 0.1 A

4 Jack connectors  2.5 
Stereo

From -40 to +70 °C
From -40 to +85 °C

KT250 KH250

°C, °F, %RH, Lux1, °Ctd, °Ftd

0.1 °C, 0.1 °F, 0.1%RH, 1 Lux* 

From -20 to +70 °C

KT-250-IN yes no 4
KT-250-IO yes 2 lines 4

KH-250-AN yes no 2

KH-250-AO yes 2 lines 2

2 Jack connectors 2.5 
Stereo

* 온도  / 습도  / 조도

- 저장 메모리 : 20000포인트

- 외장 4채널

- 저장 파라미터 : 5가지

- 2 setpoint alarms 

- 초당 1000개의 빠른 다운로드 속도

- 마그네틱 마운팅

- IP 65 

특징

모델

온도

전류/전압

습도, 온도

조도

전류/전압

디스
모델 내장 센서 측정 요소외장 채널수

플레이

기술자료

Setpoint alarms

표시 단위

분해능

외장 채널수

내장 센서

측정 주기

사용 온도

보관 온도

배터리 수명

온도센서 :NTC 타입

측정 범위 : -40 ~ +70℃

정밀도 

-20 ~ +70℃: ±0.4℃

-40 ~ -20℃: ±0.8℃

조도 센서 : 포토다이오드 타입

측정 범위 : 0 ~ 10000Lux

정밀도 :±10%

1초 ~ 24시

채널당 2 setpoint alarms

5년

98.7 x 67.8 x 34.7 mm

113 g

ABS housing

IP 65

1 digital input for male Jack connector 3.5 
Digital electronics

Lacquer protected circuit board
Meets RoHS standards

Environment 
Air and neutral gases

사이즈

무게

디스플레이

2라인 LDC (45 × 28.5mm)

조작
2버튼 : "select",  "OK"

재질

방수등급

PC 통신

배터리
리튬 3.6V 1/2AA

비쥬얼 알람

2 전자발광 다이오드 (적, 녹)

사양

**only for KH-210-DO KISTOCK

** 20℃ 환경에서 15분 주기로 측정 시

* 조도 측정값은 디스플레이 되지 않음



KT250

NTC

Remove probe : ±0.3 °C (-40 °C<T<+70 °C)
±0.5 °C (beyond)

● 

0/4-20 mA

±0.2 % of the measurement ±1 µA

● CURRENT INPUT CABLE (OPTIONAL)

0-10 V

±0.2 % of the measurement ±1 mV

 VOLTAGE INPUT CABLE (OPTIONAL)

0-50 A / 0-100 A / 0-200 A / 0-600 A

±1 to 2.5 % of the value displayed (according to measuring 
range)

● AMMETER CLAMP (OPTIONAL)

KH250

                                            CMOS

From 5 to 95 %RH
Accuracy** (Repeatability,
linearity, hysteresis) : 
±2%RH (from 15°C to 25°C)
Factory calibration .
uncertainty : ±0,88 %RH
Temperature dependence :
±0.04 x (T-20) %RH 
(if T<15°C or T>25°C)

Response time (t0.63) 50 s (Vair = 2 m/s)

● 

From -20 to +70 °C
From -20 to 0°C : 2% of 
displayed value ±0,6 °C
From 0 to 30 °C : 0,5 °C
From 30 to 70 °C : 1.5% 
of displayed value

25 s (V = 2 m/s)

CONNECTIONS
NTC 
From -40 to +120 °C(remove probe)
Remove probe : ±0.3 °C (-25 °C<T<+70 °C)

±0.5 °C (beyond)

● 

   KT250 and KH250

External input (KH-250)

Jack connectors (2.5)
Probe input for : 
- NTC temperature
- Current input cable
- Voltage input cable
- Ammeter clamp

*All accuracies indicated in this document were stated in laboratory conditions and can be guaranteed for measurements carried out in the 
same conditions, or carried out with calibration compensation.
See technical datasheet ''Measuring probe and cable for class 110/210 kistock dataloggers''

DIMENSIONS (en mm)

67.8534.7

Jack connectors (2.5)
Probe input for : 
- NTC temperature
- Current input cable
- Voltage input cable
- Ammeter clamp

External input (KT-250)

KH-250
 67.85

KT-250

*All accuracies indicated in this document were stated in laboratory conditions and can be guaranteed for measurements carried out in the 
same conditions, or carried out with calibration compensation.
**As per NFX 15-113 standard and the charter 2000/2001 Hygrometers, GAL (Guaranteed Accuracy Limit) which has been calculated with a 
coverage factor value of  2 is ±2,88%RH between 18 and 28°C on the measuring range from 5 to 95%RH. Sensor drift is less than 
1%RH/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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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12830 norm

KT 250 models dedicated to food industry, meet with requirements of EN 12830 norm. 
This certification is required for transportation, storage and distribution of refrigerated, 
freezed and deep-freezed food, and ice cream
Certification is done by an independent laboratory, COFRAC accredited.

프로브 기술자료

온도 프로브

센서 타입

측정 범위

정밀도

-40 ~ +120℃(리모트 프로브)

프로브 기술자료

온-습도 프로브(옵션)
습도 온도

센서 타입

측정 범위

정밀도

온도 프로브(옵션)

케이블 기술자료

측정 범위

정밀도

측정 범위

정밀도

측정 범위

정밀도

센서 타입

측정 범위

정밀도



SCREEN

RECORDER FUNCTION

 PC connection input

Jack connector 
(3.5) 
Input for Kistock-
PC software

PC CONNECTION

 저장 주기 동안 측정된 값의 최소, 최대, 평균값 자동 계산 및 저장 

''Immediate''
''Minimum'', ''Maximum'' ''Average''

''Monitoring'' 

5가지 저장 모드

dataset 정지 방법 : 6가지 타입

dataset 시작 :4가지 방법

소프트웨어 

push button

Online : 실시간으로 PC에 저장 및 디스플레이

지정된 날짜, 시간에 정지 

지정 주기에 정지

지정된 저장 포인트 수에 정지

저장 용량 FULL 일 때

소프트웨어 이용 정지 

"OK": 버튼 이용 정지- 소프트웨어로 미리 설정한 경우

시작 날짜 및 시간 지정 

(순시값 )  지정된 주기에 따른 측정값 저장

측정값 저장의 멈춤이 없어,  에러 발생 동안의 정확한 이력에 대한 레포트를 얻을 수 있음.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함.)

- setpoint 이후에 읽힐 수 있도록 저장 주기를 사용해야함

- setpoint 이후에 측정값을 위한 저장 주기
"loop " 저장 모드 옵션 적용 시 멈춤 없이 저장 가능함. 

 END

 REC

 LOG

FULL

 ACT

TIME

 MIN

 MAX

LOG

°C...
°F...
%RH..........
td...
V or mV
A or mA

스크린이나  LED에 표시가 점멸되면, 배터리 교체 요망

표시와 녹색 LED 점멸 시 : 통신 에러 감지 ->  "select " & "OK" 버튼 눌러서  데이타로거 RESET

표시와 적색 LED 점멸 시 : 측정 에러 감지 ->  "select " & "OK" 버튼 눌러서  데이타로거 RESET

측정 및 저장 주기 디스플레이

알람 타입 : 상한  / 하한 action

각 채널의 최소 / 최대값 

배터리 수명 : 5 레벨 ( 4 블럭 + 배터리 없음)

측정 되고 있는 채널 표시

천천히 점멸 시 : 저장 용량의 80-90% 채워짐

빠르게 점멸 시 : 저장 용량의 90-100% 채워짐

계속 표시 : 저장 용량 가득참

점멸 : 저장 시작 전

계속 표시 : data set 진행 중

저장 진행 중

DATASET 완료 측정 디스플레이 재생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상대습도(KH 210)
이슬점(KH210)

전압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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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CALIBRATION (Optional)

KISTOCK dataloggers can be supplied with calibration certificate as an option.

WARRANTY PERIOD

KISTOCK dataloggers have 1-year guarantee 
for any manufacturing defect (return to our 
After-Sales Service required).

Wallmount and 
lace eyelet

Magnetic mounting

SOFTWARE
● 

  Software.....................................................Ref. KILOG-N
  USB interface.............................................Ref. I-KIC2
  Complete set : soft + 1 interface.................Ref. KIC2 KILOG

●  KILOG CFR software

  Interface.....................................................................Ref. I-KIC2 
  Complete set :  KILOG 1CFR software + 1 interface...Ref. KIC2-CFR-N

● KISTOCK-PC interface K

Ref. I-KIC2

Software is compatible with the former range of Kistock.

Configuration and data processing software
데이타 프로세싱 & 운용 소프트웨어 

 PC- KISTOCK(데이타로거) 연결 용 USB 케이블

KILOG CFR 은  21CFR-Part 11 기준에 따르는지 

데이타의 수정 및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데이타의 보안 및 진실성을 보장해준다. 

추적할 필요가 있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로, 

 
● 

Ref. KNT 300

● 
Ref. ITP

●

Ref. KAV-N

KNT 데이타 콜렉터

KNT 데이타 콜렉터 용 프린터

벽면 고정 브라켓 (보안 시스템)

KNT 데이타콜렉터는 하나 이상의 KISTOCK 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타는 휴대용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C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시스템의 열림이나 손상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사용자의 시스템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유지해준다. 

● 

Ref. KRC 5

● Lace. Ref. KDC
● Lithium ½ AA battery. Ref. KBL

NTC 온도 프로브용 연장 와이어

PVC, 5m, 잭 컨넥터 포함(male & female)

- 연장 길이 최대 25m 선택 가능

KISTOCK에 마운팅 플레이트를 끼우고, 

키를 꽂으면 보안 시스템 설치 완료

잠금 해제 : 키를 꽂고, 90도 회전 

키를 제거하고 금속 축을 풀면, 잠금 해제

● 

배터리 교체 방법

1. 드라이버로 데이타로거 뒷면의 나사를 제거한다. 

2. 배터리 함 뚜껑을 열고, 기존 건전지를 제거한다. 

3. 극성에 맞춰 새 건전지를 넣는다. 

4. 뚜껑을 닿고, 나사를 고정한다. 

"SELECT" & "OK" 버튼을 2초 동안 눌러

배터리 레벨을 수정한다. 

* 15분 주기 측정 시 (20℃)

배터리 수명 : 기본 5년 (*)

● 
●

 

마운팅

두 가지 고정 방법 중 선택 

쉽고 빠르게 이동 또는 설치 가능

자석 또는 고리 이용 (사진)

보안용 브라켓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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