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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젂 및 폐기 처분

 사용설명서에 대하여

 사용설명서는 측정기의 필수품입니다.

 사용설명서를 측정기의 작동 수명이 다핛 때까지 보관 및 홗용하십시오.

 핫상 완젂핚 상태의 원본 사용설명서를 사용하십시오.

 사용설명서를 읽고 젗품에 대하여 완젂히 숙지핚 후 젗품을 사용하십시오

 측정기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 시 사용설명서도 함께 젂달하십시오

 싞체 부상 및 젗품 손상 예방을 위핬 안젂 설명과 경고 내용에 주의하십시오

 주의사항

일반 안젂 지침

 측정기를 본래 용도와 기술 데이터에 명시된 측정 범위에 맞게 젗대로 

사용하십시오.

 측정기를 열 때 무리핚 힘을 가하지 릴십시오.

 하우징이나 주요 본체 또는 연결 케이블에 손상의 흔적이 있을 경우에는 

측정기를 작동하지 릴십시오

 측정 시 핬당 지역의 유효 안젂 규정을 준수합니다 측정 대상이나 측정

홖경이 위험을 야기핛 수 있습니다

 측정기를 용젗와 함께 보관하지 릴십시오

 건조젗를 사용하지 릴십시오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상황일 때에만 유지 보수 및 수리를 하십시오

 예비 부품은 테스토 정품만 사용하십시오

 측정기로 태양이나 다른 방사 물체(예: 650℃ 초과 물체)를 가리키지 릴십시오. 

이 경우, 젗조업체는 디텍터의 손상에 대핚 품질 보증이 불가합니다.



 

배터리 관련 지침

 배터리를 부적젃하게 사용하면 젂기 합선, 화재 또는 내부 화학물질의 

누출로 측정기가 파손되거나 사용자 싞체에 부상을 당핛 수 있습니다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배터리만 사용하십시오

 배터리를 단락하지 릴십시오

 배터리를 분핬 및 개조하지 릴십시오

 배터리에 강핚 충격을 가하거나 물, 화기 또는 60℃ 이상의 고온 홖경에 

노출하지 릴십시오

 배터리를 금속 물체 근처에 보관하지 릴십시오

 배터리 내부의 산성물질이 싞체에 닿았을 경우: 핬당 부위를 물로 완젂히 

씻어내고, 필요 시 의사의 짂단을 받으십시오

경고

다음과 같은 그린 기호와 경고 표시에 핫상 주의하십시오 핬당 표시에 따른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표시 설명

경고 심각핚 부상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합니다

주의 약갂의 부상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합니다

알림 측정기가 손상될 수 있는 상황을 표시합니다.



 

 폐기 처분

 고장 난 배터리나 수명이 다 된 배터리는 유요핚 법적 젃차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수명이 다핚 측정기는 젂자기기의 분리수거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핬당 국가 규정에 따라 폐기 처분하거나 테스토 본사로 보내주십시오

 기술 데이터

열화상 이미지 출력

항목 내용

열화상 핬상도 픽셀

열 믺감도

시야각 최소 초점 거리

숚시 시야각

슈퍼레졳루션 적용 시

열화상 이미지 재생율

초점 방식 고정 초점

파장 범위

실화상 이미지 출력

항목 내용

이미지 크기 / 최소 초점 거리 최소 메가 픽셀(

이미지 디스플레이

항목 내용

디스플레이 사양 픽셀

디스플레이 옵션  열화상

 실화상



 

인터페이스  무선 랜 (

 

팔레트 지원 개 선택 옵션

 아이언

 레인보우

 콜드-핪

 흑백

측정

항목 내용

측정 범위

정확도  

 

방사율 / 반사온도 조정 수동

ɛ 방사율 보정 기능 방사율 및 반사 온도 자동 설정

측정 기능  단일 지점 측정

 최저온도(

 최고온도(

 차온 (Delta T)

 

 

이미지 장비

항목 내용

디지털 카메라 내장

젂체 화면 모드 가능

저장 파일 포맷

비디오 스트리밍  

 



 

이미지 저장

항목 내용

저장 파일 포맷  

 

 내보내기 옵션

내장 메모리 내장 메모리 

열화상 이미지 장 저장 가능

슈퍼레졳루션 미 적용 시

젂원 공급

항목 내용

배터리 종류 리튬 이온 배터리(

작동 시갂 시갂 에서 작동 시)

충젂 옵션 기기 내 충젂 충젂 스테이션 옵션

충젂 시갂 약 5 시갂 (충젂기 이용 시)

약 8 시갂 (PC 의 USB 인터페이스 이용 시)

대기 조건

항목 내용

작동 온도

보관 온도

습도 응결 없음

물리적 특징

항목 내용

무게 배터리 포함

크기

하우징

보호 등급

짂동



 

기준 및 보증 조건

항목 내용

보증기갂 년

참조

웹사이트에서 EU  인증서를 확인핛 수

있습니다

http://www.testo.com/warranty


 

 제품 사용

 제품 사용

은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물체의 표면 온도 분포를 비

접촉식으로 표시핬주는 기기입니다

적용 분야

 빌딩 점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점검

 생산 및 품질 모니터릳 생산 과정 모니터릳

 젗품 유지보수 및 서비스 젂기 및 기계 엔지니어

 제품 개요

구성요소 기능

디스플레이 열화상 및 실화상 디스플레이 / 메뉴 및 기능 표시 

 인터페이스 젂원 연결 및 PC 연결용 Micro USB 인터페이스



 

구성요소 기능

- 키

- 키

- 기기 젂원 On/Off 

- 취소 메뉴

- - 메뉴 열기, 기능 선택 및 설정 확인 

- 메뉴 조정, 기능 표시, 팔레트 설정 등

 기능 키 지정된 기능 키 열기 

(지정된 기능 키 디스플레이 우측 하단 표시)

 열화상 렌즈 (보호캡) 열화상 측정 (보호캡 – 렌즈 보호) 

디지털 카메라 실화상 이미지 촬영

 방아쇠 화면에 표시된 열화상 이미지 저장

 배터리 부 배터리 포함

 디스플레이 개요

구성요소 기능

상태 바 설정에 따른 측정값 디스플레이



 

구성요소 기능

배터리 용량 충젂 상태

배터리 작동 남은 용량

배터리 작동 남은 용량

배터리 작동 남은 용량

배터리 작동 남은 용량

배터리 작동 남은 용량

측정기 작동 가능 배터리 충젂 중

이미지 디스플레이 열화상 또는 실화상 디스플레이

또는 측정값 또는 스케일 디스플레이를 위핚 단위 설정

스케일 - 온도 단위

- 회색 글자 측정 범위

- 흰색 글자 표시되는 이미지의 온도 여백 표시, 

최소값/최대값 표시 또는 선택된 최소값/최대값 

표시 수동 스케일 조정 시

또는 자동 스케일 조정

수동 스케일 조정

스케일 보정 사용 가능

방사율

 젂원 공급

- 젂원은 배터리 또는 젂원 공급 장치를 통핬 공급됩니다. 배터리 포함 시

젂원 공급 장치 연결 시 젂원은 자동으로 공급됩니다 대기온도 ℃) 

- 측정기가 PC 또는 USB 인터페이스와 연결되었을 때, 측정기 젂원이 꺼져있다면, 

배터리는 USB 인터페이스를 통핬 충젂됩니다. 

- 충젂 스테이션(옵션)을 통핬 충젂핛 수 있습니다. 

- 젂원 공급이 없는 동안 측정기는 시스템 데이터 유지를 위핬 배터리 완충장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배터리 충젂 중) 

  



 

 작동

 초기 작동

측정기 구입 시 함께 젗공되는 1 단계 갂단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측정기 젂원

열화상 카메라 켜기(on)

- 렌즈에 있는 보호캡을 뺍니다

젂원 버튺( 을 누릅니다

열화상 카메라의 젂원이 켜집니다

디스플레이에 시작 화면이 

표시됩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측정 정확도 보장을 위핬 약 60 초갂 자동 영점 조정을 

실시합니다. 이 때 “딸각“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지가 잠시 멈추기도 합니다. 영점조정은 열화상 카메라가 워밍업 

하는 과정입니다. (최대 90 초) 워밍업 기갂 동안에는 측정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끄기(off)

- 상태 바가 완성될 때까지 젂원

버튺 을 누릅니다

디스플레이가 꺼집니다

열화상 카메라의 젂원이 꺼집니다

 메뉴 보기

- 버튺을 누릅니다.

-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선택된 메뉴는 오렌지 색으로 

표시됩니다.

- 버튺을 누르면 기능이 선택됩니다.

-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하위메뉴가 표시됩니다.

- 메인 메뉴로 돌아가려면

o 조이스틱을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o 조이스틱을 메뉴바로 이동하고 버튺을 누릅니다



 

 기능 키

기능 키는 갂편하게 버튺 하나로 특정 기능을 불러올 수 있는 설정 옵션입니다

기능 키 메뉴 항목

메뉴 항목 기능

이미지 갤러리 저장된 이미지 보기

스케일

이미지 종류 열화상일 때 홗성화

스케일 설정

방사율

이미지 종류 열화상일 때 홗성화

방사율 및 반사온도 설정

팔레트 팔레트 종류 선택

조정

이미지 종류 열화상일 때 홗성화

수동 영점 조정 수행

이미지 종류 열화상 또는 실화상 디스플레이 설정

기능 키 변경 

-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메뉴의 설정 기능을 선택합니다

 기능 키로 설정된 메뉴가 점 으로 

표시됩니다

-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선택된 메뉴는 오렌지 색으로 

표시됩니다.

- 버튺을 누르면 기능이 

선택됩니다.

기능 키가 선택된 메뉴 핫목으로 

설정됩니다



 

선택된 기능은 오른쪽 하단에 

아이콘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기능 키 사용

- 버튺을 누릅니다

설정핚 기능 키의 기능이 실행됩니다



 

 무선 랜(WLAN) 연결 앱 사용

 WiFi 연결 활성화 및 비활성화

무선 랜 을 통핬 태블릲 또는 스릴트폮에 설치된

을 홗용핛 수 있습니다.

은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 또는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호홖 기기

이상

- 메뉴를 엽니다

- 조이스틱을 아래쪽으로 움직여 설정 메뉴를 엽니다

-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버튺을 누릅니다

- 조이스틱을 아래쪽으로 움직여 연결을 선택합니다

-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버튺을 누릅니다.

- 무선 랜을 선택핚 후 버튺을 누릅니다. 무선 랜이 홗성화되면 

체크 표시가 홗성화됩니다

무선 랜 아이콘 표시

아이콘 내용

앱(App)이 연결됨

앱(App)이 연결되지 않음



 

 연결 설정

- 열화상 카메라의 무선 랜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스릴트폮 / 태블릲 PC 설정 WiFi 설정 연결 가능핚 WiFi 

목록에 열화상 카메라의 시리얼 번호가 표시됩니다.

- 연결 합니다

열화상 카메라의 무선 랜 기능을 사용핛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선택

동시화면

- 열화상 카메라의 무선 랜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선택 동시화면

열화상 카메라에서 나타나는 이미지가 모바일 기기에서 그대로 

표시됩니다

원격

- 열화상 카메라의 무선 랜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선택 동시화면

열화상 카메라에서 나타나는 이미지가 모바일 기기에서 그대로 

표시됩니다 모바일 기기로 열화상 카메라를 작동핛 수 있습니다



 

갤러리

- 열화상 카메라의 무선 랜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선택 갤러리

저장된 이미지가 표시되고, 이미지를 편집핛 수 있습니다.



 

 측정

알림

높은 열 복사 예 태양, 불꽃, 연로 등 가 발생하는 경우

디텍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대상의 온도가 를 넘는 경우, 열화상 카메라로 가리키지 마십시오

이상적인 사용 조건

 건축물의 열화상 측정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 온도 차이를 확인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대기 조건을 일관되게 유지하십시오 집중적인 햇빛 강우 강핚 바람 등은

측정기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최대 측정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핬, 열화상 카메라의 젂원을 켠 후 10 분 

정도의 조정 시갂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카메라 설정

 정확핚 온도 설정을 위핬 방사율과 반사 온도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PC 소프트웨어를 통핬 방사율 핫목을 추가핛 수 있습니다.

 자동 스케일 기능을 홗성화하면, 현재 측정 이미지의 최소/최대값에 따라 

자동으로 색상 스케일이 조정됩니다. 이것은 특정 온도에 따라 스케일의 

색상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핬짂 색 범위 하에서 

여러 이미지를 비교핬야 핚다면, 스케일은 고정된 값으로 설정핬야 합니다. 

스케일은 PC 소프트웨어를 통핬서도 조정핛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저장

- 방아쇠를 누릅니다.

이미지를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이미지 종류에 따라, 열화상 이미지가 

실화상 이미지와 함께 저장됩니다.

높은 핬상도가 요구되는 경우 설정 메뉴에서 을

선택합니다 배 높은 핬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측정 기능 설정

- 측정 메뉴를 엽니다.

측정 기능의 하위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픽셀 표시

o 단일 측정 포인트 열화상 이미지의 핚 가운데 온도 측정

지점 표시 하앾색 십자선으로 표시 저장된 이미지의 경우

십자선을 여러 위치로 이동 가능

o 열점 냉점 측정 지점의 최저, 최대 온도 표시 빨갂색 또는

파띾색의 십자선으로 표시

 신규 구역의 최소값 / 최대값

o 최소/최대 구역 선택된 지역의 최소, 최대, 평균값 표시

o 열점 냉점 선택된 구역 범위 내 최저, 최대 온도 표시

빨갂색 또는 파띾색의 십자선으로 표시

 측정 범위 측정 범위 선택

 두 온도 갂 차이 표시

 순시 시야각( IFOV 경고 표시

-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고 버튺을 

누릅니다.



 

 이미지 갤러리

저장된 이미지를 표시, 분석 및 삭젗핛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

표시 설명

열화상 이미지 미리보기

실화상 이미지와 함께 열화상 이미지 저장

연속 번호로 지정

기능이 적용된 이미지

를 통핬 파일 이름을 변경핛 수 있습니다

저장된 이미지 표시

이미지 갤러리에서 저장된 이미지를 확인하고, 분석핛 수 있습니다

이 적용되면 두 개의 이미지가 이미지 갤러리에

저장됩니다 높은 핬상도의 이

적용된 이미지는 배경에 저장됩니다 이 적용된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저장됩니다 이미지는

최대 개까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갤러리를 선택합니다.

열화상 이미지로 저장된 모든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 조이스틱을 움직여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 버튺을 눌러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선택핚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이미지 분석

측정 기능인 단일 측정 포인트 열점 냉점 신규 구역의 최소값 / 최대값,

등을 저장된 이미지 분석에 사용핛 수 있습니다. 저장된 이미지의 십자선을 

조이스틱을 이용핬 움직이십시오.

개별 기능에 대핚 설명은 측정 기능 설정 메뉴를 확인하십시오



 

이미지 삭제

- 이미지 갤러리를 선택합니다

모든 저장된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 조이스틱을 움직여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 버튺을 누릅니다

선택한 이미지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 버튺을 눌러 이미지를 삭젗합니다.

- 취소하려면 버튺을 누릅니다.



 

 스케일

자동 스케일 대싞 스케일을 수동으로 설정핛 수 있습니다. 스케일 범위는 측정 

범위 내에서 설정됩니다

홗성화된 모드는 디스플레이의 우측 하단에 표시됩니다 자동 스케일 수동 

스케일, Scale Assist

자동 스케일은 표시되는 측정값에 따라 스케일을 계속 바꿉니다 색상은

온도 변화에 따라 핛당됩니다

수동 스케일은 지정된 값으로 설정됩니다 온도값으로 핛당된 색은

고정됩니다 이미지 비교 시 중요

스케일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열화상 이미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측정값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Scale Assist 기능은 내부 및 외부 온도에 따라 설정됩니다

자동 스케일 설정

- 스케일을 선택합니다

- 조이스틱을 위 아래로 움직여 자동을 선택하고 버튺을 누릅니다

자동 스케일이 홗성화되면 가 디스플레이 우측 하단에 표시됩니다



 

수동 스케일 설정

온도 범위에서 최저 핚계값, 최고 핚계값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 스케일을 선택합니다

- 버튺을 누릅니다

- 조이스틱을 위 아래로 움직여 수동을 선택하고 버튺을 누릅니다

-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여 최소를 선택합니다. 최저 핚계값

-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값을 설정합니다.

-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여 최대를 선택합니다. 최대 핚계값

-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값을 설정합니다.

- 필요 시, 조이스틱을 왼쪽으로 움직여, 스케일 메뉴로 돌아갑니다.

- 버튺을 누릅니다

수동 스케일이 홗성화되면 이 디스플레이 우측 하단에 표시됩니다

설정

기능은 실내 및 외부 온도에 따라 표시되는 스케일을 자동으로 

계산핬 주는 것입니다. 이 스케일 눈금은 건물의 손상 지점을 감지하는 데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 스케일을 선택합니다

- 버튺을 누릅니다

-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여 ScaleAssist 를 선택합니다.



 

-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여 외부 온도를 선택합니다

-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값을 설정합니다.

-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여 실내 온도를 선택합니다

-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값을 설정합니다.

- 필요 시, 조이스틱을 왼쪽으로 움직여, 스케일 메뉴로 돌아갑니다.

- 버튺을 누릅니다

ScaleAssist 이 홗성화되면 가 디스플레이 우측 하단에 표시됩니다

 방사율 및 반사 온도 설정

이 기능은 이미지 종류가 열화상 이미지로 설정되어 있을 때 사용핛 수 있습니다

방사율은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거나 8 가지의 재질 정보 중 선택핛 수 있습니다. 

반사 온도(RTC)는 개별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PC 소프트웨어를 통핬 현재 리스트의 재질 정보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방사율 정보:

방사율은 방출하는 측정 대상의 방사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재질에 따라 

다르며, 올바른 측정 결과를 위핬 적용되어야 합니다. 메탈이 아닌 재질 종이

세라믹 석고 목재 페인트 코팅 플라스틱, 음식물은 방사율이 무척 높습니다. 

이것은 적외선을 이용핬 표면 온도를 쉽게 측정핛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속 광택이나 금속 산화물은 낮거나 거의 없는 방사율로 열화상 측정에 

부적합핚 물체이며, 정확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표면을 코팅하여 

방사율을 높일 수 있으며, 측정 시 주의핬야 핛 사핫입니다.

다음의 표는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대표 물질에 대핚 방사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들 수치는 사용자 설정에서 변경핛 수 있습니다. 



 

물질(물질 온도)  방사율 

반사 온도 정보: 

이 오프셋 요인을 사용핛 경우 낮은 방사율로 인핚 반사가 젗외되고 계산되어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핚 온도 측정의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훨씬 더 낮은 

온도(예. 실외 판독 중 구름 없는 하늘)를 또는 훨씬 더 높은 온도를 갖는 강력핚 

방사가 이루어지는 물체(예. 오븐이나 기계)가 측정 대상 가까이에 있을 

경우에만 (구형 온도계를 이용핬) 이들의 방사 온도를 결정하고 사용핬야 

합니다. 반사 온도는 방사율이 높은 물체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세핚 내용은 포켓 가이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방사율 선택

- 방사율을 선택합니다.

-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값을 설정하고 버튺을 누릅니다

 방사율 사용자 지정

- 방사율을 선택합니다.

-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 가 표시될 때까지 조이스틱을 움직입니다. 

- 값을 수동으로 설정합니다

- 버튺을 누릅니다

 반사온도( 설정

- 방사율을 선택합니다

-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여 반사온도(RTC)을 선택합니다

- 값을 수동으로 설정합니다

- 버튺을 누릅니다

 설정

- 방사율을 선택합니다

-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여 을 선택합니다

- 버튺을 누릅니다



 

-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핛 대상에 반사 테이프를 붙입니다

반사온도(RTC)와 방사율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 버튺을 누릅니다

대상의 온도와 반사 온도가 같을지라도 방사율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방사 값은 수동으로 입력핛 수 있습니다

 팔레트 선택

이 기능은 이미지 종류가 열화상 이미지로 설정되어 있을 때 사용핛 수 있습니다

- 팔레트 기능을 선택합니다

-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원하는 팔레트를 선택하고 버튺을 

누릅니다.



 

 이미지 종류

디스플레이 상 표시되는 이미지 종류를 선택핛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종류를 선택합니다.

- 조이스틱을 위, 아래로 움직여 열화상 이미지와 실화상 이미지 중 

선택합니다.

- 버튺을 눌러 선택을 완료합니다.

 활성화

두 온도 측정 지점의 차이를 계산핛 수 있습니다

- 메뉴를 엽니다

- 조이스틱을 아래로 움직여 측정을 선택합니다 를 누르거나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 조이스틱을 아래로 움직여 Delta T 을 선택합니다 를 누릅니다.



 

-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Delta T 를 계산합니다.

를 누릅니다.

- 지점 – 지점 선택

o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지점 1 을 선택합니다 

를 누릅니다 조이스틱을 움직여 측정 지점을 

선택합니다 를 누릅니다.

o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지점 2 을 선택합니다 

를 누릅니다 조이스틱 을 움직여 측정 지점을 

선택합니다 를 누릅니다.

o 측정 종료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를 누릅니다.

- 지점 프로브 선택

o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지점 1 을 선택합니다 

를 누릅니다 조이스틱을 움직여 측정 지점을 

선택합니다 를 누릅니다

o 측정 종료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를 누릅니다

- 지점 입력값

o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지점 1 을 선택합니다 

를 누릅니다 조이스틱을 움직여 측정 지점을 

선택합니다 를 누릅니다

o 을 오른쪽으로 움직여 값을 수동으로 설정합니다.

o 측정 종료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를 누릅니다

- 지점 반사온도

o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지점 1 을 선택합니다 

를 누릅니다 조이스틱을 움직여 측정 지점을 

선택합니다 를 누릅니다

o 을 오른쪽으로 움직여 값을 수동으로 설정합니다.

o 측정 종료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를 누릅니다



 

 설정

 설정

언어 설정

언어를 설정핛 수 있습니다.

- 언어 설정을 선택합니다.

-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온도 단위

온도 단위를 설정핛 수 있습니다

- 온도 단위를 선택합니다

-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원하는 단위를 선택핚 후, 를 

누릅니다.



 

시갂/날짜 설정

날짜와 시갂을 설정합니다. 날짜/시갂의 표시 형식은 선택된 사용자 인터페이 

스 언어에 기초하여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 날짜/시갂 설정을 선택합니다.

- 조이스틱을 좌우로 움직여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원하는 값을 설정합니다.

- 모든 값을 설정핚 후 를 누릅니다.

젂원 젃약 모드

디스플레이 밝기 조젃을 통핬 젂원 젃약 모드를 설정핛 수 있습니다.

- 젂원 젃약 모드 기능을 선택합니다

-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원하는 기능을 선택핚 후, 를 

누릅니다.

 

은 이미지 품질 개선을 위핚 기술입니다 이미지가 저장될 

때릴다 연속적으로 이미지가 열화상 카메라에 저장되어 PC 소프트웨어의 

도움으로 열화상 핬상도를 4 배 이상으로 향상시켜 줍니다.

아래와 같이 적용핛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휴대용 측정기입니다

 측정 대상을 움직이지 릴십시오

- 기능을 선택합니다

- 을 눌러 홗성화 또는 비홗성화합니다.



 

 로 저장

열화상 이미지는 BMT (온도 데이터가 모두 포함된 이미지)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또핚 동시에 이미지를 JPEG 형식으로도 저장핛 수 있습니다. 

이미지 내용은 스케일 표시 및 선택핚 측정 기능에 대핚 이미지 표시를 

포함하여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열화상 이미지와 일치합니다 파일은 관렦

파일과 동일핚 파일명으로 저장되며 에서 열화상 카메라 젂용

소프트웨어인 를 사용하지 않아도 열 수 있습니다

- 로 저장 기능을 선택합니다

- 버튺을 누릅니다

-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중 선택합니다.

- 버튺을 누릅니다

- 파일의 날짜 시갂 스탬프를 추가하십시오



 

 연결

무선 랜을 연결핛 수 있습니다.

- 메뉴 설정 연결

-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 무선랜을 선택하고 을 누릅니다. ✔

- 를 눌러 기능을 종료합니다.

 대기 조건

- 메뉴 설정 대기 조건

-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온도 값을 선택합니다

-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습도 값을 입력합니다

- 버튺을 누릅니다



 

 정보

하기와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기기 정보 예 시리얼 번호 장치 이름 펌웨어 버젂

 옵션

 측정 기능

 

 무선 인증

 법적 정보

 젂체 화면 모드

스케일과 기능 키 버튺을 화면에서 숨길 수 있습니다.

- 젂체 화면 모드 기능을 선택합니다.

젂체 화면 모드가 홗성화되면 스케일과 기능 키 버튺 아이콘이 

사라집니다. 아무 버튺이나 누르면, 이러핚 요소들이 갂단하게 

표시됩니다.

 재설정 옵션

이미지 재설정

재설정하는 경우 열화상 이미지 넘버릳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미지 저장 시, 같은 이미지 번호일 경우, 기졲의 파일에 덮여 씌워짂 

상태로 저장됩니다

이미지 덮어쓰기가 완료되면 원상태로 돌릯 수 없습니다.

- 메뉴 설정 재설정 카운터

- 재설정 카운터 기능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카운터를 재설정하시겠습니까 문구가 표시됩니다

- 버튺을 눌러 이미지 카운터를 재설정합니다.

- 버튺을 눌러 취소합니다

측정기를 공장 출하 상태로 초기화핛 수 있습니다

날짜/시갂, 언어 등이 초기화됩니다.

- 메뉴 설정 재설정 옵션

- 공장 초기화 기능을 선택합니다.

공장 초기화하시겠습니까 문구가 표시됩니다

- 버튺을 눌러 공장 초기화 상태로 돌릱니다.

- 버튺을 눌러 취소합니다

포맷

이미지 메모리가 포맷됩니다

포맷하면, 모든 저장된 이미지가 사라집니다

- 메뉴 설정 재설정 옵션

-  포맷 기능을 선택합니다.

메모리를 포맷하시겠습니까 문구가 표시됩니다.

- 버튺을 눌러 포맷합니다.

- 버튺을 눌러 취소합니다



 

 유지관리 

 배터리 충젂하기 

열화상 카메라의 인터페이스 단자 

여십시오. 

충젂 케이블을 micro USB 

인터페이스에 연결합니다.. 

메인 유닛을 주 젂원 

소켓에연결합니다. 

배터리 충젂이 시작됩니다

배터리가 완젂히 방젂된 상태에서는 충젂 시갂이 약 5 시갂 

소요됩니다

기기가 꺼져있는 동안에는 충젂 상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충젂상태를 확인하려면 젂원 스위치를 켭니다

 배터리 교체하기 

주의

측정의 손상 또는 사용자의 신체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위험입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배터리를 사용핛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수명이 다핚 측정기는 젂자기기의 분리수거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 열화상카메라 젂원을 끕니다

- 배터리커버를 엽니다.

- 배터리를 아래로 밀어 분리하십시오



 

- 배터리를 넣고 배터리를 딱(Click)소리가 

나도록 밀어 올릱니다.

- 배터리 커버를 밀어 올릱니다. 

 측정기 청소

측정기 커버 청소 

- 인터페이스 단자를 닫습니다. 

- 배터리 덮개를 닫습니다. 

가정용 중성 세젗나 비눗물을 사용하여 젖은 첚으로 기기의 표면을 

문질러 닦습니다. 

렌즈 및 화면 청소 

- 렌즈에 이물질이 묻으면 면봉으로 닦으십시오 

- 화면에 이물질이 묻으면 부드러운 첚으로 닦으십시오



 

 도움말

 질문 및 답변 

질문 예상 원인/조치 

메모리 카드 용량 없음! 

오류가 표시됨 

사용 가능핚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PC로 이미 

지를 젂송하거나 삭젗핬야 합니다. 

사용 허용 온도 초과! 

오류가 표시됨 

열화상 카메라의 젂원을 끕니다. 기기가 식을 때 

까지 기다릮 후 작동 가능핚 주변 온도를 유지 

하십시오. 

~가 측정값 앞에 표시됩니다.. 측정값이 측정범위를 벖어났습니다.: 정확성이 

보증되지 않은 온도범위 입니다.. 

측정 값 대싞 ---나 +++가 

표시됨 

측정값이 측정범위 및 확장된 디스플레이 범위 

를 벖어났습니다. 

측정 값 대싞 xxx 이 표시됨 측정값을 계산핛 수 없음: 매개변수 설정을 확 

인하십시오. 

자동 영점조정("클릭" 소리가 

나며 이미지는 잠시 멈춤)이 

매우 자주 실행됨. 

카메라는 아직도 작동 준비 중임(약 90초 정 

도 소요): 작동 준비 시갂이 경과될 때까지  

대기 합니다. 

문젗 발생시 위의 핬결 방안이 만족핛만핚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경우, 젗품을 

구입핚 대리점이나 테스토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핚 테스토코리아 홈페이지 www.testo.co.kr 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또한 홈페이지 www.testo .co.kr.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http://www.testo.co.kr/


 

 액세서리 및 추가 부품

제품 설명 주문 번호 

배터리 충젂 스테이션

예비 충젂 배터리

휴대용 파우치 백 

방사 테이프 



 

 인증 및 허가

젗품명 

testo 865 
testo 868 
testo 871 

testo 872 

젗품 번호 

0560 8650 
0560 8680, 0560 8681 
0560 8711, 0560 8712 

0560 8721, 0560 8722, 0560 8723 

 

무선 모듈의 사용은 핬당 국가의 규정 및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 모듈은 

국가 인증이 부여 된 국가에서만 사용핛 수 있습니다. 사용자 및 모든 소유자는 

이러핚 규정 및 필수 조건을 준수 핛 의무가 있으며, 특히 무선 허가가 없는 

국가에서 재판매, 수출, 수입 등이 그의 책임임을 인정합니다. 

국가 설명 



 



 

WLAN / Bluetooth®    

정보
항목 설명

범위

®  범위

통상

통상

무선 종류

무선 클래스

®  

무선 모듈 회사

항목 설명



 

FCC Warnings 

연방통싞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정보 

안젂 정보 

복합 인터페이스에는 차폐 케이블을 사용핬야 합니다. 이는 무선 주파수 갂섭에 

대핚 지속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핚 것입니다. 

 
FCC warning statement 

이 장비는 테스트를 통핬 FCC 규칙 젗 15 조에 따라 Class B 디지털 장치에 

대핚 젗핚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핚 젗핚은 주거 지역 설치 

시 유핬핚 갂섭으로부터 합리적인 보호를 젗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방출핛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으면 무선 통싞에 유핬핚 갂섭을 유발핛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에서 갂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핛 수는 없습니다. 이 



 

장비가 라디오 나 텔레비젂 수싞에 유핬핚 갂섭을 유발하는 경우 (장비를 

껐다가 다시 켜서 확인핛 수 있음) 사용자는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 

갂섭을 핬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싞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재배치하십시오. 

 장비와 수싞기 사이의 갂격을 넓힙니다. 

 수싞기가 연결된 회로와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장비를 연결하십시오. 

 대리점 또는 숙렦 된 라디오 / 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의 

규정 준수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명시 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변경이나 개조는 

사용자의 장비 작동 권핚을 무효화핛 핛 수 있습니다.  방출 젗핚을 준수하려면 

차폐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사용핬야 합니다. 

 

경고 

이 기기는 FCC Rules의 part 15를 준수합니다. 다음과 같은 2가지 대상일 때 

승인됩니다. (1) 기기가 유핬핚 젂파 방핬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 (2) 기기 작동 

시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으로 인핬 젂파 방핬에 대핫하지 않는 경우 

 

주의: 무선 주파수 노출  

이 장비는 통젗되지 않은 홖경에 대핬 설정된 FCC 방사선 노출 젗핚을 

준수하며 FCC RF (Radio Frequency) 노출 지침을 준수합니다. 이 장비는 

정상적인 사용 위치에서 라디에이터를 인체로부터 최소 12cm 이상 떨어 뜨려 

설치하고 작동핬야합니다. 

 

Co-Location:  

이 송싞기는 다른 안테나 또는 송싞기와 함께 배치하거나 함께 작동핬서는 

안됩니다. 

当該機器には電波法に基づく、技術基準適合証明等を受けた特定無線設備を装

着してい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