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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의사항 
� 기술 데이터에 명기되어 있는 파라미터 들만 측정 하십시오. 
�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해 주십시오. 
� 고온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상온 70℃ 이상에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제품은 유지 및 보수 시에는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유지 및 보수는 사용 설명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한 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테스토의 정품 부품만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명이 다한 제품은 테스토로 보내 주시면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2. 사용 목적 및 용도 
� 나무 및 빌딩 재료들의 재료 수분을 측정하는 것에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제품은 칼리브레이션이 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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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설명   3.1 디스플레이 및 버튼 설명    ① 접촉면(센서) ② 디스플레이창 ③ 작동 키 ④ 배터리 삽입부(뒷면) 

  
 3.2 전원공급 

� 9V 블록 배터리나 충전 배터리만이 사용 가능합니다. 
� 외부 전원 연결 및 제품을 통한 충전 배터리의 충전은 불가능합니다. 

버튼 기능  전원 버튼 및 디스플레이 조명 버튼 전원을 끌 시에는 길에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값 고정, 최대 및 최소값 확인 환경설정 모드 열기/닫기 환경설정 모드 상에서는 확인 버튼  환경설정 모드 상에서 값 증가 및 옵션 선택 버튼 
 환경설정 모드 상에서 값 감소 및 옵션 선택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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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분 측정 방법 
� 측정하려는 대상 표면에 접촉시켜 측정을 시작하면 표면으로부터 5cm 이상 깊이의 수분함유량을  측정하여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 단, 측정 대상의 두께가 5cm 이하일 경우 측정값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4. 작동법 4.1 전원 켜기/끄기 
� 전원 켜기  -  버튼을 눌러줍니다. 
� 전원 끄기  - 약 2초가  버튼을 누를 경우 전원이 꺼집니다.  4.2 디스플레이 조명 켜기/끄기 
�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 조명이 켜집니다.  4.3 환경 설정 
� 제품의 전원을 켜놓은 상태에서 Hold/Max/Min 기능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약 2초간 눌러줍니다. ! 다음 기능 설정으로 넘어 가려면 버튼을 눌러줍니다.  ! 환경 설정 모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버튼을 약 2초간 길게 눌러줍니다. ! 변경된 사항은 자동 저장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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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꺼짐 기능(Auto Off)” 설정하기 - 환경설정모드에서 “Auto Off”가 깜빡일 때 - / 를 이용하여 설정 후 버튼을 눌러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켜기 : 자동 꺼짐 기능 설정 시 약 10분간 아무런 조작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예외 : 측정값 홀드 기능 이용 시에는 전원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 때에는 “ Hold” 나 “Auto Hold” 문구가 깜빡입니다. - 끄기 : 자동 꺼짐 기능 미 설정 시 전원이 자동적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 초기화 하기 – 환경설정모드에서 “RESET”이 깜빡일 때 - /  를 이용하여 설정 후 버튼을 눌러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no : 리셋 을 하지 않습니다. - Yes : 제품이 공장 초기화 됩니다.  5. 측정하기 
� 특정 수분 곡선 설정하기 

-  목재 수분은 (F) 로, 빌딩 재료는 (M) 으로 / 을 사용하여 변경해 줍니다. 
-  원하는 곡선을 선택 후 버튼을 눌러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을 측정 표면과 수평 하게 유지한 채 안정된 값이 디스플레이 될 때 까지 약 1~3kg의 힘으로  천천히 눌러줍니다. 
� 수분 곡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중 포인트 및 주기 측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건조 과정에서는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측정값이 음수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료 요소나 다른 수분 변화도에 따른 결과입니다. 측정값이 음수로 표기될 경우에는 건조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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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 전원을 켠 이례부터 측정하는 값들의 최대 및 최소 값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최대 및 최소 값을 초기화 하려면 전원을 껐다가 켜주시면 됩니다.  6. 관리 및 유지보수 
� 제품의 겉 표면을 닦으실 때에는 거즈나 솜에 물을 살짝 묻히신 후에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한 세정제나 용액으로 닦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 건전지를 교체 하실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신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원을 끄지 않으신 후 

진행할 경우 설정 값들이 지워지실 수 있습니다. 
� 제품 뒷면의 뚜껑을 열어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교체 시 (+) 및 (-) 극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가능한 이유 해결방법 이  표시될 경우 배터리 수명이 고갈된 경우 배터리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전원이 스스로  꺼지는 경우 자동 꺼짐 기능이 활성화 된 경우 배터리 잔여 량이 적은 경우 자동 꺼짐 기능을 비활성화 시켜  주시거나 배터리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시될 경우 측정 가능 범위보다 낮은 경우 측정 가능 범위 내에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시될 경우 측정 가능 범위보다 높은 경우 측정 가능 범위 내에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