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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설치

* CD 삽입 시 자동으로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 됩니다.

*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CD드라이브로 이동 후
설치 파일을 직접 실행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시에는 반드시 USB케이블을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Next 클릭

1. 소프트웨어설치

Next 클릭 Next 클릭

Next 클릭 Next 클릭 Next 클릭

*USB케이블 제거 후 진행* *.NET Framework 설치과정*

*Visual J# 설치과정* *USB Driver 설치과정*



Next 클릭

1. 소프트웨어설치

Next 클릭 Finish  클릭

Next 클릭 Next 클릭 Next 클릭

*USB Driver 설치완료*

*KILOG 소프트웨어 설치과정*



1. 소프트웨어설치

OK 클릭 Close  클릭

Finish 클릭

바탕화면에 생성된
단축 아이콘 실행

*KILOG 소프트웨어 설치완료*

*모든 설치 과정 완료*

Next 클릭

*소프트웨어 언어 선택*

*KILOG 소프트웨어 시작* *정상 설치시 실행 화면*



2. 프로그램사용

전용 USB 케이블을이용하여
데이터로거본체와 PC를연결

2.1 데이터로거와 USB 케이블 연결



2. 프로그램사용
2.2 PC와 데이터로거 접속

데이터로거의 설정 관리

* USB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 뜨는 메시지 입니다.

* USB 연결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프로그램사용
2.3 데이터로거 설정

* 데이터로거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장비를 설정하기 위해 새로운 설정을

클릭 합니다.



2. 프로그램사용
2.4 장치 설정

장치의 기본적인 기능 설정

각각의 항목 설정 후 클릭

※ 데이터저장이 목적인 경우 반드시

작동모드의 로거모드 선택.



2. 프로그램사용
2.5 채널 설정

채널별로 각각의 설정 가능

측정센서와 단위 선택 가능

허용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알람 울리는 기능

각각의 항목 설정 후 클릭

※ 제품별로 채널 수, 사용센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프로그램사용
2.6 기록 설정

데이터세트의 이름 설정

• 순시값:주기값의 데이터을 저장
• 최소값:저장주기의 최소값 저장
• 최대값:저장주기의 최대값 저장
• 평균값:저장주기의 평균값 저장

• 날짜/시:날짜,시간을 정해 시작
• 버튼: 본체의 시작버튼을 눌러 시작
• 컴퓨터: PC에서 시작버튼으로 시작
• 온라인: USB케이블로 연결 후 실시간측정

• 기록횟수:저장한 횟수만큼 기록한 다음 정지
• 전체메모리: 메모리를 전부 사용한 다음 정지
• 기록시간: 종료일 지정 정지
• 순환식:메모리가 모두 사용되면 처음부터

순환되여 저장됨

장비의 버튼을 눌러 정지

시, 분, 초 단위로 설정가능

각각의 항목 설정 후 클릭



2. 프로그램사용
2.7 재생 설정

현재 설정한 값을 파일로 저장하여 필요한
경우 불러오기를 통해 손쉽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값을 저장하고 장비의 설정을
끝마칩니다.



3. 설치및측정

프로그램 설정이 완료되면, 본체의
END 표시가 LOG로 변경됩니다. 
(디스플레이 있는 모델의 경우에 확인
가능합니다.)

데이터로거를 PC와 분리한 다음,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위치시킵니다.
(데이터로거가 안정적으로 측정 및 저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버튼 시작 기능을 설정하셨다면, 
OK버튼을 5초간 눌러줍니다.



3. 설치및측정

측정 중 ‘메뉴키’를 눌러 다양한
항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상한치 알람 횟수

<- 하한치 알람 횟수

(메뉴키 x 1)

<- 측정 중 최대값

<- 측정 중 최소값

(메뉴키 x 2)

<- 설정된 알람 상한치

<- 설정된 알람 하한치

(메뉴키 x 3)

1. 저장 주기
0:02 (시간:분)

0 (초)

(메뉴키 x 4)

2. 측정 주기
0:02 (시간:분)

0 (초)

(메뉴키 x 4)



4. 측정완료후데이터확인

데이터로거와 PC를 연결 후
다운로드 중 클릭

파일을 저장할 경로와 파일명
입력 후 저장



4. 측정완료후데이터확인

데이터를 전송 받은 후 고객
정보 저장.

4.1 고객정보 저장

새로운 고객정보 입력

고객 정보 입력 후 클릭



4. 측정완료후데이터확인

고객정보 입력 후 운영자
정보 저장.

4.2 운영자정보 저장

운영자 정보 입력 후 클릭

새로운 운영자정보 입력



4. 측정완료후데이터확인
4.2 데이터 열기

측정된 데이터 정보

데이터 정보
확인 후 클릭

측정된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5. 표와차트

측정된 데이터를 표 또는 차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6. 메뉴

저장된 파일 열기

저장된 파일 미리보기

파일로 저장

이미지 파일로 저장

텍스트 파일로 저장

인쇄 미리보기

인쇄



7. 이미지및엑셀파일변환

이미지 파일로 변환 시 클릭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저장 사진뷰어로 확인 가능

7.1 이미지 파일 변환



7. 이미지및엑셀파일변환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내용 확인

엑셀 파일로 변환 시 클릭

7.2 엑셀 파일 변환



7. 이미지및엑셀파일변환
7.2 엑셀 파일 변환

엑셀 프로그램 실행 후
텍스트 파일을 끌어옵니다.

불러온 데이터를 확인한 후
다른이름으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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