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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문서에 대하여

1 본 문서에 대하여
•

본 사용설명서는 본 기기들의 필수 요소입니다.

•

부상과 제품 손상의 방지를 위해 안전 지침 및 경고와 조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

본 제품들을 사용하기에 앞서 본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본 제품들에 대해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문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 및 컴퓨터에 익숙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기호 및 작성 표준
표시항목

설명
주: 기본적 정보 또는 추가 정보
경고와 조언, 신호어에 따른 위험도:
경고!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경미한 부상이나 장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사전예방조치를 취하십시오.

1
2
…
>
Menu
[OK]

조치: 여러 단계, 순서에 따라야 합니다.

조치의 결과
요건
조치
측정기기의 요소, 기기 디스플레이 또는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기기의 조작키 또는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의 버튼

2 안전 및 폐기에 관한 사항
(본 제품과 동봉되는) Testo 정보 문서를 준수해 주십시오.

3 제품 관련 승인사항
승인 및 인증 문서에서 국가의 현재 승인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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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관련 정보
•

측정기기를 떨어뜨리거나 다른 유사한 기계적 응력이 가해졌을 경우, 냉매 호스
파이프의 파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밸브 포지셔너가 손상될 경우에도
외관상으로 반드시 눈에 띄지는 않는 측정기기 내부의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측정기기를 떨어뜨렸거나 유사한 기계적 응력이 가해진 이후에는
항상 냉매 호스를 새로운 호스로 교체하십시오. 사용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측정기기를 Testo 고객서비스팀에 반납하여 기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전기 하전이 기기를 파손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성품(시스템, 매니폴드의 밸브
블록, 냉매 용기 등)을 결합(접지) 가능한 부위에 통합하십시오. 시스템 및 사용 냉매에
대한 안전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냉매 가스가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해당 환경 규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가연성(A2L) 냉매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ISO 817에 따른 A2L 안전그룹 냉매의 제조업체 규정과, 냉동 시스템 및 냉매에 대해
규정된 법률, 표준, 지침 및 안전규정에 따라 Testo 측정기기(2020년 7월 기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표준과 해석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DIN EN 378-Part 1-4는 유럽
표준의 범위에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유지 작업 중에 폭발 위험환경을 차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TRBS1112,
TRBS2152 VDMA 24020-3을 참조).
인화성 냉매를 사용하는 냉동 시스템 상의 유지관리 작업 중에는 잠재적 폭발
위험환경을 예상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기술자만이 냉매 유지, 보수 및 제거와 시스템 시운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사용
testo 550s와 testo 557s는 냉동 시스템, 히트펌프 및 기타 공기조화장치의 유지관리를
위한 디지털 매니폴드입니다. 자격을 갖춘 공인 기술자만이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esto 550s 및 testo 557s 기기의 기능은 이 제품들이 기계식 매니폴드, 온도계 및
압력/온도 기록계를 대체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압력과 온도를 적용, 조절,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testo 550s 및 testo 557s 기기는 비부식성 냉매인 물 및 글리콜과 호환됩니다 testo 550s
및 testo 557s는 암모니아를 함유한 냉매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본 제품들을 잠재적 폭발 환경에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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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 소개
6.1

1
3

testo 550s의 개요

NTC 온도 프로브용 미니 DIN 프로브2

접을 수 있는 서스펜션장치(기기

소켓과 소켓 덮개

뒤쪽)

디스플레이. 기기 상태 아이콘

4

기기 뒤쪽
•

배터리칸

•

펌웨어 업데이트용 미니 USB
포트
본 기기에서 충전식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

조작 키

6

냉매 흐름의 확인을 위한 검사
유리창

7

밸브 포지셔너(2개)

9

신속분리 나사 피팅이 부착된 냉매

8

냉매 호스를 위한 호스 고정장치(3개)

호스의 좌/우측, 즉 저압/고압측 황동
UNF 7/16인치 나사산 연결부 3개.
밸브 포지셔너 중앙부를 통해 통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봉
캡이 부착된 냉매 용기와 신속분리
나사 피팅이 부착된 냉매 호스의
경우, 밸브 포지셔너를 통해 통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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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
3

testo 557s의 개요

NTC 온도 프로브용 미니 DIN 프로브2

접을 수 있는 서스펜션장치(기기

소켓과 소켓 덮개

뒤쪽)

디스플레이. 기기 상태 아이콘

4

기기 뒤쪽
•

배터리칸

•

펌웨어 업데이트용 미니 USB
포트
본 기기에서 충전식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

조작 키

6

냉매 흐름의 확인을 위한
사이트글라스

7

밸브 포지셔너(4개)

8

냉매 호스용 호스 브라켓(4개)

9

신속분리 나사 피팅이 부착된 냉매

10

진공 펌프의 황동 UNF 5/8인치

호스의 고압측 황동 UNF 7/16인치

나사산 연결부

나사산 연결부. 밸브 포지셔너를 통해
통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11

예를 들면, 밀봉 캡이 부착된 냉매

12

신속분리 나사 피팅이 부착된 냉매

실린더의 황동 UNF 7/16인치 나사산

호스의 저압측 황동 UNF 7/16인치

연결부

나사산 연결부. 밸브 포지셔너를
통해 통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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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기본 메뉴 개요

측정 모드(Measuring 냉동(Refrigeration)
mode)

진공측정(Evacuation)
압력 누출 테스트(Pressure Leak Test)
목표 과열도(Target Superheat)
압축기 검사(Compressor Test)(토출파이프
온도(discharge line temperature, DLT))
델타 T(Delta T, 온도차)

블루투스(Bluetooth®) testo 스마트 애플리케이션(Smart App) 또는 스마트
프로브(Smart Probes)에 연결합니다.
설정(Settings)

지속기간(Duration)
밝기(Brightness)
자동종료(Auto Off)
자동 Tfac(온도보상계수(Temperature compensation
factor))
단위(Units)
언어(Language)
설정 마법사(Setup Wizard)
공장 설정(Factory Settings)
정보(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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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조작 키

기호

의미
•

메뉴를 엽니다.

•

입력값을 확인합니다.

•

디스플레이 조명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 키를 2초 이상 길게 누릅니다.

•

디스플레이 조명의 스위치를 끕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 키를 2초 이상 길게 누릅니다.

디스플레이를 변경/이동합니다.
/
•

측정값 보기로 전환합니다.

•

메뉴로 되돌아갑니다.

•

측정기의 전원을 끕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
키를 2초 이상 길게 누릅니다.

7 첫번째 단계
7.1

(충전식) 배터리 넣기
1 서스펜션 후크(suspension hook)를 펼치고 배터리칸을 엽니다(클립
고정).
2 (제품에 포함된)배터리 또는 충전식 배터리(4 x 1.5V, AA형/Mignon/LR6)를
배터리칸에 넣습니다. 극성을 확인하십시오!
3 배터리칸을 닫습니다.
배터리를 넣은 이후에는, 측정기기의 전원이 자동으로
켜지고, 측정기가 설정 메뉴로 전환됩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충전식) 배터리를 빼십시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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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측정기기의 전원 켜고 끄기

현재

동작

상태
기기가

를 누릅니다.

꺼져 있음.

기능
기기의 전원이 켜집니다.

측정기기를 처음으로 시작할 경우, 설정 마법사가 다음과 같은 설정
파라미터들을 통해 사용자를 단계적으로 유도합니다.
- 언어
- testo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기기가
켜져 있음.

를 (2초 이상)

기기의 전원이 꺼집니다.

길게 누릅니다.

실시되는 측정기기 설정을 설정 메뉴에서 언제라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3

설정 마법사

공장 설정 초기화 이후에 testo 550s/testo 557s를 처음으로 시작할 경우, 설정 마법사가
활성화되어, 다음과 같은 설정 파라미터들을 통해 사용자를 단계적으로 유도합니다.
실시되는 측정기기 설정을 설정 메뉴에서 언제라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언어 선택과 QR 코드
측정기의 전원을 켜고, 초기화 단계를 완료합니다.
1

언어 선택: [▲]/[▼]를 누르고,
[메뉴/엔터(Menu/Enter)]를 눌러
확인합니다.
언어 선택 시, 측정 단위의 해당
사전 설정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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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sto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의 모바일
장치로 QR 코드의 사진을 찍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측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8 제품의 사용
8.1

측정 준비

8.1.1

밸브 포지셔너 작동

본 디지털 매니폴드는 냉매 경로에 대해서 기존의 3way 매니폴드와 마찬가지로
동작합니다. 즉, 밸브를 열면 통로가 열립니다. 밸브가 닫혀 있거나 열려 있어도, 가해진
압력이 측정됩니다.
- 밸브 열기: 밸브 포지셔너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밸브 닫기: 밸브 포지셔너를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경고
밸브 포지셔너를 너무 강하게 조이지 마십시오.
• (1) PTFE 연결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1) PTFE 연결부를 분리시킬 때, (2) 밸브
피스톤(2)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회전축(3)과 밸브 나사(4)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밸브 조절 손잡이(5)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오직 손으로만 밸브 포지셔너를 고정하십시오. 밸브
포지셔너의 고정을 위해 도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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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자동 모드

매니폴드는 저압 측과 고압 측 간의 압력 차이를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저압 측에서 측정된
압력이 고압 측에 비해 14.7 psi 더 높을 경우,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 디스플레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yes)”를 선택할 경우, 저압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고압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이 모드는 냉난방을 제공하는 공기조화장치에 특히 적합합니다.

8.2

측정 모드
경고

고압, 고온, 저온 또는 독성 냉매로 인한 상해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안전 고글과 보호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 측정기기에 압력을 가하기 전에, 측정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항상 서스펜션 후크 위에
고정해 주십시오(파손 위험 방지).
> 측정 시마다 냉매 호스에 손상이 없는지,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씰이
깨끗하고 온전한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호스를 연결할 경우 도구를 사용하지 마시고,
오직 손으로만 호스를 고정하십시오(최대 토크 5.0 Nm/3.7 ft*lb).
> 허용가능한 측정범위(-1~60 bar/-14.7~870 psi)를 준수하십시오.
R744 냉매를 포함한 시스템들은 대개 고압에서 작동되므로, 이러한 점에 주의하십시오!

8.2.1

냉동

냉동(Refrigeration) 애플리케이션은 시스템의 다음과 같은 측정값을 측정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

고압

•

저압

•

냉매 증발온도

•

냉매 응축온도

•

흡입 파이프의 온도

•

액체 파이프의 온도

•

과열도

•

과냉도
파이프 온도를 측정하고 과열도 및 과냉도를 자동으로 계산하려면
NTC 온도 프로브 (액세서리)를 연결해야 합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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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NTC 온도 프로브는 고정식 케이블 온도 프로브 또는 testo 스마트
프로브(예: testo 115i)일 수 있습니다.
매 측정 전에, 냉매 호스의 상태가 완벽한지 확인하십시오.

매 측정 전에, 압력 센서를 0으로 조정하십시오, 모든 연결부가 무압 상태(주위
압력)여야 합니다. 센서를 0으로 조정하려면 [▲] (P=O) 키를 2초간 누르십시오.
측정기의 전원을 켜면 측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모든 연결부가 무압 상태(주위 압력)여야 합니다.
1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기본 메뉴가 표시됩니다.

2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3

냉동을 누르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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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4

냉매 호스를 연결합니다.

4.1

밸브 포지셔너를 닫습니다.

4.2

저압 측의 냉매 호스(청색)와 고압 측의 냉매 호스(적색)를 측정기기에 연결합니다.

4.3

냉매 호스를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6.1

5

testo 115i 또는 고정식 케이블 프로브를 연결합니다.

6

냉매를 설정합니다.
[▼](Rxx)(ISO 817에 따른 냉매 번호) 키를 누릅니다.
냉매 메뉴가 열리고 현재의 냉매가 강조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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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설정: [▲] 또는 [▼]를 눌러

6.2

냉매를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사용자는 기기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냉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냉매들이 냉매 목록의 처음에 표시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블루투스를 통해 testo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기기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냉매 목록에서 별표를 클릭하여 원하는 냉매를
선택하십시오.
이제 새롭게 원하는 냉매가 testo 550s 또는 testo 557s로 동기화될 것입니다.
주: 동기화 중에, 기기의 냉매 목록/선택사항은 잠긴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설정된 냉매가 냉매 목록에 표시됩니다.
7

센서를 0으로 조정하려면, [▲] (P=O) 키를 2초간 누릅니다.
0으로의 조정이 발생합니다.

8

측정기기를 가압합니다.
측정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다음과 같은 측정결과가 표시됩니다.

18

•

저압/고압

•

응축(CO)온도와 증발(EV)온도

•

흡입 파이프의 온도와 액체 파이프의 온도

•

과열도와 과냉도

8 제품의 사용
비공비 냉매의 경우, 증발 완료 이후에 증발온도 to/EV가 표시됩니다. 응축
완료 이후에는 응축온도 tc/Co가 표시됩니다.
측정된 온도를 과열도 측 또는 과냉도 측(toh <-->tcu)에 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정과 선택된 디스플레이에 따라, 디스플레이는 toh /T1 resp. Δtoh/SH
또는 T2 resp. Δtcu/SC를 표시할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측정값과 디스플레이 조명이 깜박일 것입니다.
•

임계 냉매 압력에 도달하기 전의 압력이 1 bar/14.5 psi인 경우

• 최대 허용가능 압력인 60 bar/870 psi를 초과하는 경우
``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값을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과
testo DataControl 소프트웨어 간에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8.2.2

진공측정

진공측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외부 가스와 수분을 냉동 회로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실시할 경우, testo 552i가 권장됩니다. testo 552i가 없을 경우에는 testo
550s/testo 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성 부족으로 인해 이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측정기의 전원을 켜면 측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블루투스를 활성화합니다.
호스를 연결합니다.
1

[메뉴/엔터]를 누릅니다.

2

[▲]/[▼]를 눌러 측정 모드
(Measuring Mode)를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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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모드 메뉴가 표시됩니다.

3

[▲]/[▼]를 눌러 진공측정(Evacuation)을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누릅니다.

목표값 경계치 설정(Configure Target
Lines) 메뉴가 표시됩니다.

“진공측정 목표값(Evacuation Target)”의 기본값은 500 micron에서 설정될 것입니다. “최대
강하 목표값(Maximum decay target)”의 기본값은 1000 micron에서 설정될 것입니다.
4

목표값 경계치(Target Line) 값을 조정합니다.

4.1

목표값 경계치 필드에서 [▲] 키를 누르고 수동 입력(Manual Input)을 선택합니다.

4.2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필드가 활성화됩니다.

4.3

[▲]/[▼]를 눌러 값을 설정합니다.

4.4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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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대 강하 목표값을 조정합니다.
최대 강하 목표값 필드에서 [▲] 키를

5.1

누르고 수동 입력을 선택합니다.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5.2

필드가 활성화됩니다.

5.3

[▲]/[▼]를 눌러 값을 설정합니다.

5.4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6

4번 및 5번 단계의 입력값을 확인합니다.
[▼]를 눌러 OK(확인)을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사용 가능한 블루투스 프로브를 통해 연결이 설정됩니다.
testo 552i의 전원이 켜지고 testo 552i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진공측정(Evacuation) 메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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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시작: [▼] (시작(Start))을 누릅니다.

7

측정범위인 20,000 microns/0~26.66
mbar에 도달할 경우, 현재의 진공 값이
기기의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또한, 기기는 현재의 주변 온도, 진공
측정값에 해당되는 물 증발온도 및 이
2가지 온도 간의 델타(차이)도
표시합니다.

8

측정 종료: [▼] (중지(Stop))을 누릅니다.
측정 결과가 표시됩니다.
측정된 값을 초기화하려면 [▲] 신규(New) 키를 누릅니다. 필요할 경우,
검사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9

기본 메뉴로 돌아가려면 [메뉴/엔터]를 누릅니다.

8.2.3

압력 누출 테스트

시스템의 누출방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온도보상 누출 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시스템 압력과 주변 온도를 특정 기간에 측정합니다.
주위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프로브나 대기 온도를 측정하는 스마트
프로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온도보상 압력차에 대한 정보와
검사 시작/종료 시 온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온도보상으로 인해,
실제 압력 강하는 델타 P(delta P)로 표시됩니다. 온도 프로브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온도보상 없이도 압력 누출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표면온도 프로브(예: testo 115i)도 온도보상 누출 테스트에 사용할 수
있지만, 표면온도 측정 시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대기 온도를
측정하려면 표면온도 프로브를 최대한 멀리 설치해야 합니다. testo
550s/testo 557s의 설정 메뉴에서 표면 프로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동
Tfac(Auto Tfac) (온도보상계수(Temperature compensation factor))의
스위치를 off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섹션 8.3.4를
참조하십시오.
22

8 제품의 사용
측정을 실시할 경우, testo 550s 또는 testo 557s 매니폴드를 사용합니다.

✓ 측정기의 전원을 켜면 측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 호스를 연결합니다.
1 [메뉴/엔터]를 누릅니다.
2 [▲]/[▼]를 눌러 측정 모드를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 측정 모드 메뉴가 표시됩니다.

3

[▲]/[▼]를 눌러 압력 누출 테스트
(Pressure

Leak

Test)를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 온도보상 누출 테스트 시에는, 사용 가능한 블루투스 프로브를 통해
연결이 설정됩니다. 케이블 프로브가 기기에 연결될 경우, 온도보상을
우선시합니다.
온도보상 누출 테스트 시에는 대기용 프로브(air probe)만이 가장
적합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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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o 905i/testo 605i의 스위치가 켜지고, testo 905i/testo 605i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testo 550s/testo 557s와 호환되는 다른 온도 프로브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압력 누출 테스트(Pressure Leak Test) 메뉴가 표시됩니다.
호환되는 프로브가 블루투스나 케이블을 통해 연결될 경우, 온도보상(T
Comp)값이 표시됩니다. 온도보상 값은 측정결과에 사용됩니다.
4 [▼] (시작) 키를 누릅니다.

- 누출 테스트가 실시됩니다.
5 [▼](중지) 키를 누릅니다.

- 누출 테스트가 종료됩니다.
- 측정결과가 표시됩니다.

압력에 도달하면 측정을 시작하십시오. 압력에 도달했을 경우, 시작(start)을 눌러
압력 누출 테스트를 활성화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검사와 시계가 시작됩니다.
측정된 값을 초기화하려면 [▲] 신규 키를 누르십시오. 필요할 경우, 검사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측정결과를 애플리케이션과 매니폴드에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6 기본 메뉴로 돌아가려면, [메뉴/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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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목표 과열도

이 기능은 목표 과열도의 계산을 위해 testo 550s 및 testo 557s 매니폴드를 2개의 추가적인
testo 605i 스마트 프로브에 연결할 수 있게 합니다. 고정식 팽창밸브를 포함하는 스플릿형
공기조화장치/히트펌프에 대해서만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2개의
testo 605i 스마트 프로브는 실외건구(Outdoor Dry Bulb, ODDB) 온도 값과 환기습구(Return
Air Wet Bulb, RAWB) 온도값을 측정됩니다. 그 결과, 목표 과열도 값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측정 시에 사용되는 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testo 115i (클램프온도계) 또는

•

고정식 케이블 프로브

•

testo 605i

또는, 수동으로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 측정 전에, 냉매 호스의 상태가 완벽한지 확인하십시오.
매 측정 전에, 센서를 0으로 조정하십시오.

✓ 측정기의 전원을 켜면 측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 모든 연결부가 무압 상태(주위 압력)여야 합니다.
✓ 블루투스를 활성화합니다.
1 [메뉴/엔터]를 누릅니다.
2 [▲]/[▼]를 눌러 측정 모드를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25

8 제품의 사용
- 측정 모드 메뉴가 표시됩니다.

3 [▲]/[▼]를 눌러 목표 과열도(Target Superheat)를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 목표 과열도 설정(Configure Target
Superheat) 메뉴가 표시됩니다.

수동 입력을 통해 수동으로 값을 설정하거나, testo 605i 가 스마트
프로브를 통해 값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프로브를 선택할 경우,
사용 가능한 testo 650i 기기가 연결 대상으로 표시됩니다.
4 실외건구온도(Outdoor Dry Bulb Temp) 값을 조정합니다.
4.1 실외건구온도 필드에서[▲] 키를 누르고 수동 입력을 선택합니다.
4.2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

필드가 활성화됩니다.

4.3 [▲]/[▼]를 눌러 값을 설정합니다.
4.4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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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기습구온도(Outdoor Dry Bulb Temp) 값을 조정합니다.
5.1 실외건구온도
키를

누르고

필드에서[▲]/[▼]
수동

입력을

선택합니다.

5.2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 필드가 활성화됩니다.

5.3 [▲]/[▼]를 눌러 값을 설정합니다.
5.4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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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번 및 5번 단계의 입력값을 확인합니다.
[▼]를 눌러 확인을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 목표 과열도 측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7 냉매 호스를 연결합니다.
7.1 밸브 포지셔너를 닫습니다.
7.2 저압 측의 냉매 호스(청색)와 고압 측의 냉매 호스(적색)를 측정기기에
연결합니다.
7.3 냉매 호스를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8 testo 115i/고정식 케이블 프로브를 연결합니다
9 냉매를 설정합니다.
9.1 [▼](Rxx)(ISO 817에 따른 냉매 번호) 키를 누릅니다.

- 냉매 메뉴가 열리고 현재의 냉매가
강조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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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냉매 설정: [▲]/[▼]를 눌러 냉매를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 새롭게 설정된 냉매가 냉매 목록에 표시됩니다.
10 센서를 0으로 조정하려면 [▲] (P=O) 키를 2초간 누릅니다.
- 0으로의 조정이 발생합니다.
11 측정기기를 가압합니다.
- 측정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 다음과 같은 측정결과가 표시됩니다.
• 저압/고압

8.2.5

•

응축온도와 증발온도

•

흡입 파이프의 온도와 액체 파이프의 온도

•

과열도와 과냉도

•

목표 과열도(TSH)

압축기 검사(DLT)

이 모드에서는 3개의 온도 프로브를 사용합니다. 과열도 및 과냉도와 관련된 기존의 온도
센서와 더불어, 추가적인 온도 프로브를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해야 합니다.
측정을 실시할 경우, testo 115i (클램프온도계)나 고정식 케이블 프로브를
사용합니다.
매 측정 전에, 냉매 호스의 상태가 완벽한지 확인하십시오.
매 측정 전에, 센서를 0으로 조정하십시오.

✓ 측정기의 전원을 켜면 측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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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뉴/엔터]를 누릅니다.

2

[▲]/[▼]를 눌러 측정 모드를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측정 모드 메뉴가 표시됩니다.

[▲]/[▼]를 눌러 압축기 검사(Compressor Test)(DLT)를 선택하고,

3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측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DLT 온도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4

냉매 호스를 연결합니다.

4.1

밸브 포지셔너를 닫습니다.

4.2

저압 측의 냉매 호스(청색)과 고압 측의 냉매 호스(적색)를 측정기기에 연결합니다.

4.3

냉매 호스를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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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esto 115i 또는 고정식 케이블 프로브와 3번째 온도 프로브를 압축기
배출구에 연결합니다.
팬 날개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압축기 외곽 파이프에 무선 프로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냉매를 설정합니다.
[▼](Rxx)(ISO 817에 따른 냉매 번호) 키를 누릅니다.

6.1

냉매 메뉴가 열리고 현재의 냉매가
강조 표시됩니다.

냉매 선택: [▲]/[▼]를 눌러 냉매를

6.2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새롭게 설정된 냉매가 냉매 목록에 표시됩니다.
7

센서를 0으로 조정하려면, [▲] (P=O) 키를 2초간 누릅니다.
0으로의 조정이 발생합니다.

8

측정기기를 가압합니다.
측정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측정 결과가 표시됩니다.

9

기본 메뉴로 돌아가려면 [메뉴/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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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델타 T

온도 1(temperature 1)과 온도 2(temperature 2)가 측정됩니다. 온도 1과 온도 2의 차이는
디스플레이에 델타 온도(delta temperature)로 표시됩니다.
측정을 실시할 경우, testo 115i(클램프온도계) 또는 고정식 케이블 프로브를
사용합니다.
측정기의 전원을 켜면 측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측정 준비 항목에 기술된 단계들을 준수/실시하였습니다.
testo 115i의 전원을 켭니다.
1

testo 115i를 측정지점에 설치합니다.

2

[메뉴/엔터]를 누릅니다.

3

[▲]/[▼]를 눌러 측정 모드를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측정 모드 메뉴가 표시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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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가 표시됩니다.

5

기본 메뉴로 돌아가려면 [메뉴/엔터]를 누릅니다.

8.3 블루투스
testo 550s/testo 557s는 testo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연결과 무선 프로브를 이용한 블루투스
연결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testo 550s 또는or testo 557s가 스마트 프로브와 함께 사용될 경우에는
최소 8인치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8.3.1

기기와 호환되는 프로브

스마트 프로브
주문번호

명칭

0560 2115 02

testo 115i – 스마트폰을 통해 동작하는 클램프온도계

0560 2605 02

testo 605i – 스마트폰을 통해 동작하는 온습도계

0564 2552 01

testo 552i – 진공 스마트 프로브

0560 1905

testo 905i – 스마트폰을 통해 동작하는 온도 프로브

NTC 프로브
주문번호

명칭

0613 1712

견고한 대기용 온도 프로브(NTC)

0613 5505

파이프 온도 측정용 클램프 프로브(NTC)(직경 0.25~1.25
인치), 5피트 고정식 케이블

0613 5506

파이프 온도 측정용 클램프 프로브(NTC)(직경 0.25~1.25
인치), 16피트 고정식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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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번호

명칭

0613 5507

파이프 온도 측정용 클램프 프로브(NTC) 2개(직경 0.25~1.25
인치), 5피트 고정식 케이블

0613 4611

벨크로(Velcro) 부착 온도 프로브(NTC)

0613 5605

파이프 랩 프로브(NTC), 측정범위: -58~248 °F

0613 1912

평평한 표면에 대한 방수 표면 온도 프로브(NTC), 측정범위:
-58~248 °F

8.3.2

연결 설정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을 설정하려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testo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iOS 기기의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 기기의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호환성:
iOS 12.0 이상/안드로이드 6.0 이상, 블루투스 4.0을 필요로 합니다.

애플리케이션과 testo 550s, testo 557s 간의 연결이 성공적으로 설정되었을 경우,
애플리케이션은 2번째 화면 모드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애플리케이션의 노란색
테두리를 통해 표시됩니다.
이것은 매니폴드의 모든 측정 데이터가 애플리케이션에서 미러링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제 두 기기에서 측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실시 가능한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 시작

•

측정 중지

•

측정 초기화

•

측정 설정

•

냉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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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블루투스 켜고 끄기

✓ 측정기의 전원을 켜면 측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1 [메뉴/엔터]를 누릅니다.
2 [▲]/[▼]를 눌러 블루투스(Bluetooth)를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 블루투스 메뉴가 표시됩니다.

8.3.3.1
✓

블루투스 켜기
“블루투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1 [메뉴/엔터]를 누릅니다.
- On/Off 스위치 아이콘에

가

표시됩니다.
2 블루투스 활성화: [▼]를 눌러
[완료(Completed)] 버튼을 활성화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

블루투스 아이콘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면, 블루투스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

블루투스가 사용 가능한 프로브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연결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연 이후, 기기가 범위 내에 존재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설정을 통해 미리 기기를 스마트폰/태블릿에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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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3.2

블루투스 끄기

✓ 블루투스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1 [메뉴/엔터]를 누릅니다.
- On/Off 스위치 아이콘에
표시됩니다.
2

가

블루투스 비활성화: [▼]를 눌러
[완료] 버튼을 활성화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 블루투스 아이콘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블루투스의
스위치가 꺼집니다.

8.3.3.3

프로브 수동 선택

이 메뉴가 활성화되면, 측정 이전에 나타납니다.
✓ 블루투스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On/Off 스위치 아이콘에

가

표시됩니다).
1

[▼]를 눌러 프로브 수동 선택(Manual probe selection)을 선택합니다.
기능 활성화: [메뉴/엔터]를 통해,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합니다.
사용 가능한 프로브와 관련된 정보 창이 매 측정 실시 전에 나타납니다.
[메뉴/엔터]/[확인(Okay)]를 눌러 이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능 비활성화: [메뉴/엔터]를 통해, 스위치를 [OFF]로 설정합니다.
블루투스 고급설정의 스위치가 꺼져 있을 경우, 기기는 호환되는
첫 번째 스마트 프로브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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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를 눌러 [완료] 버튼을 클릭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블루투스 메뉴에서 사용자는 자세한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표시내용

설명

가 깜박입니다.
가 영구적으로 표시됩니다.
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8.4

연결된 블루투스가 없거나 연결 가능한 블루투스를
검색 중입니다.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으며, 연결된 블루투스
프로브 수가 바로 옆에 표시됩니다.
블루투스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설정

✓ 측정기의 전원을 켜면 측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1

[메뉴/엔터]를 누릅니다.

2

설정 선택: [▼]를 누른 후,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한 설정:
•

지속기간

•

밝기

•

자동 꺼짐

•

자동 Tfac(온도보상계수)

•

단위

•

언어

•

설정 마법사

•

공장 설정

•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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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백라이트 지속기간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지속기간을 설정합니다.

✓ 설정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1

[▲]/[▼]를

눌러

백라이트

지속기간을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 메뉴 속성들이 표시됩니다.

2

[▲]/[▼]를

눌러

백라이트

지속기간을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3 기본 메뉴를 보려면 [ESC]를 1회, 측정 메뉴를 보려면 [ESC]를 2회
누릅니다.

8.4.2

백라이트 밝기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설정합니다.

✓ 설정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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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를 눌러 백라이트 밝기를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 메뉴 속성들이 표시됩니다.
2 [▲]/[▼]를 눌러 백라이트 밝기(25%,
50%, 75%, 100%)를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3 기본 메뉴를 보려면 [ESC]를 1회, 측정 메뉴를 보려면 [ESC]를 2회
누릅니다.

8.4.3

자동 꺼짐

사용자는 자신의 기기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1

[▲]/[▼]를 눌러 [자동 꺼짐]을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메뉴 속성들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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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를 눌러 자동 꺼짐을
선택합니다.
On: 30분간 측정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압력이 측정되지 않고 10분 내에
어떠한 키도 누르지 않을 경우
측정기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압력이 존재하는 한,
기기는 켜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Off: 작동이 계속됩니다.

3

[메뉴/엔터]를 눌러 선택사항을 확인합니다.

4

기본 메뉴를 보려면 [ESC]를 1회, 측정 메뉴를 보려면 [ESC]를 2회 누릅니다.
측정기의 전원이 꺼질 경우 저장되지 않은 측정값은 소실됩니다.

8.4.4

자동 Tfac(온도보상계수)

주요 적용 분야의 측정오차 감소를 위해 측정기기에 표면 보상계수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표면 보상계수는 표면 온도 프로브 사용 시에 측정 오차를 감소시킵니다.
표면 온도 프로브
파이프 온도를 측정하고 과열도와 과냉도를 자동으로 계산하려면 NTC 온도
프로브(부속품)를 연결해야 합니다.

✓ 설정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1 자동 Tfac를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 메뉴 속성들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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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를 눌러 자동 Tfac를 활성화
(On)/비활성화(Off)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를 눌러 물음표 아이콘을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여십시오.
온도보상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3

8.4.5

기본 메뉴를 보려면 [ESC]를 1회, 측정 메뉴를 보려면 [ESC]를 2회 누릅니다.

단위

✓ 설정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1 [▲]/[▼]를 눌러 [단위]를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 메뉴 속성들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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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가능한 단위
측정 파라미터

단위

설명

온도

°C, °F

온도 단위를 설정합니다.

psi, kPa, MPa,

압력

bar

압력 단위를 설정합니다.
선택된 압력 단위에 따라 다릅니다.

압력 모드

Prel, Pabs

즉, 절대압력과 상대압력 간의
변화가 표시됩니다.
현재 절대압력을 설정합니다(예를

절대압력

bar (Pabs)

들면, 지역 기상청이나 인터넷에서
해당 지역의 현재 기압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Micron, mbar,
진공 압력

Torr, mTorr in
H2O, in Hg, hPa,
Pa

3 단위 메뉴를 보려면 [ESC]를 1회, 기본 메뉴를 보려면 [ESC]를 2회, 측정
메뉴를 보려면 [ESC]를 3회 누릅니다.

8.4.6

언어

✓ 설정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1 [▲]/[▼]를 눌러 [언어]를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 메뉴 속성들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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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 선택: [▲]/[▼]를 누르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언어 선택 시, 측정 단위의 해당
사전 설정이 활성화됩니다.

3

단위 메뉴를 보려면 [ESC]를 1회, 기본 메뉴를 보려면 [ESC]를 2회, 측정 메뉴를
보려면 [ESC]를 3회 누릅니다.

8.4.7

설정 마법사

설정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1

[▲]/[▼]를 눌러 [설정 마법사]를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언어 선택’이 열립니다.
2

[▲]/[▼]를 눌러 언어를 선택합니다.

각 국가의 단위들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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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가 표시되며, 각 앱스토어에서 testo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8.4.8

공장 설정

기기가 공장 설정으로 초기화됩니다.
설정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1

[▲]/[▼]를 눌러 [공장 설정 초기화
(Restore Factory Reset)]를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메뉴 속성들이 표시됩니다.
2

[공장 설정 초기화] 시작: [▲]/[▼]를 눌러
[공장 설정 초기화]를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과정을 종료하려면 [돌아가기 (Back)]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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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정 초기화]가 실시됩니다.

3

설정 마법사(Setup Wizard)를 확인합니다.

8.4.9

기기

✓ 설정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1 [▲]/[▼]를 눌러 [장치 정보(Device
Info)]를 선택하고, [메뉴/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 버전 정보(Versions Info) 메뉴가 표시됩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련번호

•

펌웨어 버전

•

냉매 버전

•

BLE(Bluetooth Low Energy) 버전

2 단위 메뉴를 보려면 [ESC]를 1회, 기본 메뉴를 보려면 [ESC]를 2회, 측정
메뉴를 보려면 [ESC]를 3회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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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9.1

애플리케이션 – 사용자 인터페이스

1

기본 메뉴를 엽니다.

2

측정기간 표시

3

계산된 측정결과 표시

4

각 프로브의 측정값

5

다양한 기능 키로 조절 가능합니다.

6

장치의 상태 표시줄

7

설정

8

측정값 디스플레이를 수정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추가적인 기호
한 단계 뒤로
보기 종료
보고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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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즐겨찾기
삭제
추가 정보
보고서 표시
다중 선택

9.2

기본 메뉴

좌측 상단의

아이콘을 통해, 기본 메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본 메뉴를 종료하려면,

메뉴를 선택하거나 안내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표시된
화면이 제시됩니다.
측정(Measure)
고객(Customer)
메모리(Memory)
센서(Sensors)
설정(Settings)
도움말과 정보(Help and Information)

추가 아이콘:
한 단계 뒤로

삭제

보기 종료

추가 정보

측정 데이터/보고서 공유

보고서 표시

검색

편집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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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측정 메뉴

testo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측정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특정 측정 작업을 편리하게 설정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testo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측정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보기(Basic view)
체적 유량 – 덕트
(Volume flow – duct)
체적 유량 – 배출구
(Volume flow – outlet)
온도차
(Differential temperature (ΔT))
압력차(Differential pressure(ΔT))
냉동(Refrigeration)
목표 과열도(Target superheat)
냉난방용량
(Cooling and heating output)
누출 테스트(Leakage test)
진공측정(Evac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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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기본 보기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보기 메뉴에서는 현재의 측정값을 판독,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 보기는 특히 표준을 준수하는 구체적인 측정 요건이 없는 빠르고 단순한 측정에
적합합니다.
testo 스마트 애플리케이션과 호환되는 모든 블루투스 프로브가 기본 보기에 표시됩니다.
체적 유량 측정을 제외한 모든 애플리케이션 메뉴에는 실시간 보기(또는 기본 보기), 그래프
보기 및 표 보기 등 측정과 관련된 3가지 화면이 존재합니다.

9.3.1.1

그래프 보기

그래프 보기에서는, 최대 4개 채널의 값을 시간 순서에 따른 추세 그래프에 동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보기에서는 채널 선택을 통해(4개의 선택 필드 가운데 1개를 클릭하십시오)
모든 측정된 파라미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측정 파라미터를 선택했을 경우, 값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확대/축소 터치 기능을 이용할 경우, 그래프의 각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거나 시간 경과를
촘촘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본 메뉴를 엽니다.
1
2 표시항목 변경
3 선택된 채널의 측정값
4 측정 파라미터와
측정 단위
5 4개의 Y축을 포함하는
선택된 채널들의 그래프
6 상태 표시줄
7

설정 메뉴를 엽니다.

8 다른 채널의 선택
9 시간 축
10 신규/시작/중지/저장
(New/Start/Stop/Save)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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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
1

표 보기
기본 메뉴를

엽니다.
2 표시항목 변경
3 날짜와 시간을 포함한
열
4 표 끝부분으로 곧바로
이동하기 위한
화살표들
5 상태 표시줄
6

설정 메뉴를 엽니다.

7 프로브 ID – 측정
단위
8 측정값
9 신규/시작/중지/저장
버튼

9.3.2

냉동

냉동 애플리케이션은 시스템의 다음과 같은 측정값들을 측정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

저압 측: 증발압력, 냉매 증발온도 to/Ev(T evap.)

•

증발압력: toh/T1 온도 측정값

•

증발압력: 과열도 Δtoh/SH

•

고압 측: 응축압력, 냉매 응축온도 tc/Co(T condens.)

•

응축압력: tcu/T2 온도 측정값

•

응축압력: 과냉도 Δtcu/SC
측정 시에는 testo 115i 클램프온도계를 사용합니다.

파이프 온도를 측정하고 과열도 및 과냉도를 자동으로 계산하려면 NTC 온도
프로브(부속품)를 연결해야 합니다. testo 스마트 프로브(예: testo 115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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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측정 전에, 냉매 호스의 상태가 완벽한지 확인하십시오.

매 측정 전에, 압력 센서를 0으로 조정하십시오, 모든 연결부가 무압 상태(주위
압력)여야 합니다. 센서를 0으로 조정하려면 [▲] (P=O) 키를 2초간 누르십시오.
1

측정(Measure)을 클릭합니다.

2

냉동(Refrigeration)을 클릭합니다.
“냉동” 측정 메뉴가 열립니다.

3

를 클릭합니다.
설정 메뉴가 열립니다.

4

필요한 설정을 실시합니다.

5

설정 적용(Apply Configuration)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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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냉매를 설정합니다.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냉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이 냉매들은 냉매 목록의 처음에 표시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애플리케이션의) 냉매 목록 바로 옆의 별표를 클릭하십시오.
새롭게 설정된 냉매가 냉매 목록에 표시됩니다.
7

시작(Start)을 클릭합니다.
측정이 시작됩니다.
현재 측정중인 값이 표시됩니다.
측정된 값을 저장하거나, 새로운 측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공비 냉매의 경우, 증발 완료 이후에 증발온도 to/EV가 표시됩니다. 응축 완료
이후에는 응축온도 tc/Co가 표시됩니다.
측정된 온도를 과열도 측 또는 과냉도 측(toh <-->tcu)에 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정과 선택된 디스플레이에 따라, 디스플레이는 toh /T1 resp. Δtoh/SH 또는 T2

52

9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resp. Δtcu/SC를 표시할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측정값과 디스플레이 조명이 깜박일 것입니다.

9.3.3

•

임계 냉매 압력에 도달하기 전의 압력이 1 bar/14.5 psi인 경우

•

최대 허용가능 압력인 60 bar/870 psi를 초과하는 경우

목표 과열도

이 기능은 애플리케이션 및 추가적인 testo 605i 스마트 프로브와 관련하여 목표 과열도를
계산할 수 있게 합니다. 고정식 팽창밸브를 포함하는 스플릿형 공기조화장치/히트펌프에
대해서만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2개의 testo 605i 스마트 프로브는
ODDB와 RAWB 값을 측정됩니다. 그 결과, 목표 과열도 값이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됩니다.
측정 시에 사용되는 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testo 115i(클램프온도계)

•

testo 605i

매 측정 전에, 냉매 호스의 상태가 완벽한지 확인하십시오.
매 측정 전에, 압력 센서를 0으로 조정하십시오.
1

측정을 클릭합니다.

2

목표 과열도를 클릭합니다.
“목표 과열도” 측정 메뉴가 열립니다.

3

를 클릭합니다.
설정 메뉴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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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한 설정을 실시합니다.

5

설정 적용을 클릭합니다.

6

냉매를 설정합니다.

새롭게 설정된 냉매가 냉매 목록에 표시됩니다.
54

9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7

시작을 클릭합니다.
측정이 시작됩니다.
현재 측정중인 값이 표시됩니다.
측정된 값을 저장하거나, 새로운 측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9.3.4

압력 누출 테스트

시스템의 누출방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온도보상 누출 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시스템 압력과 주변 온도를 특정 기간에 측정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주변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센서를 연결하거나(권장: 표면
보상계수를 비활성화하고 NTC 대기용 프로브나 블루투스 온도 스마트
프로브를 사용하십시오) 대기 온도를 측정하는 스마트 프로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온도보상 압력차에 대한 정보와 테스트 시작/종료 시 온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온도보상으로 인해, 실제 압력 강하는 델타 P로
표시됩니다. 온도 프로브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온도보상 없이도 압력
누출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표면온도 프로브(예: testo 115i)도 온도보상 누출 테스트에 사용할 수 있지만,
표면온도 측정 시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대기 온도를 측정하려면 표면온도
프로브를 최대한 멀리 설치해야 합니다.
측정을 실시할 경우, 550i, 550s 또는 557s 매니폴드를 사용합니다.
1

측정을 클릭합니다.

2

누출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누출 테스트” 측정 메뉴가 열립니다.

3

를 클릭합니다.
설정 메뉴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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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한 설정을 실시합니다.

5

설정 적용을 클릭합니다.

6

시작을 클릭합니다.
측정이 시작됩니다.
현재 측정중인 값이 표시됩니다.

측정된 값이 저장됩니다. 값을 내보내거나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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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진공측정

“진공측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외부 가스와 수분을 냉동회로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1

측정을 클릭합니다.

2 진공측정을 클릭합니다.
“진공측정” 메뉴가 열립니다.
3

를 클릭합니다.
설정 메뉴가 열립니다.

4 필요한 설정을 실시합니다.

5 설정 적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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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을 클릭합니다.
측정이 시작됩니다.
현재 측정중인 값이 표시됩니다.

측정된 값을 저장하거나, 새로운 측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9.4

고객

고객(Customer) 메뉴에서는 모든 고객 및 측정장소 정보를 생성, 편집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로 표시된 필드들이 필수적입니다. 이 필드에 어떠한 정보도 없을 경우에는
고객이나 측정장소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9.4.1
1

고객 생성, 편집하기
를 클릭합니다.
기본 메뉴가 열립니다.

2

고객을 클릭합니다.
“고객” 메뉴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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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고객 추가(+ New Customer)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고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고객 관련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5

저장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고객이 저장되었습니다.

9.4.2
1

측정장소 생성, 편집하기
를 클릭합니다.
기본 메뉴가 열립니다.

2

고객을 클릭합니다.
“고객” 메뉴가 열립니다.

3 새로운 고객 추가를 클릭합니다.
4 우측의 측정지점(Measuring point)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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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측정장소 추가(+New measuring site)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측정장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6 모든 측정장소 관련 정보를 저장합니다.
7 우측의 파라미터(Parameters) 탭을
클릭합니다.

8 추가적인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덕트, 배출구 또는 보상계수(k-factor) 측정장소의 덕트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파라미터 설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9 저장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측정장소가 저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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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메모리

메모리(Memory) 메뉴에서 사용자는 모바일 장치에 저장된 모든 측정결과를 불러들여
자세히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csv 데이터와 PDF 보고서를 생성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측정항목을 클릭할 경우, 측정결과의 개요가 표시됩니다.

9.5.1

측정항목 검색, 삭제하기

메모리 메뉴에서 모든 저장된 측정항목은 날짜와 시간 별로 분류됩니다.

✓ 메모리 메뉴를 엽니다.
1

.를 클릭합니다.
측정항목이 열려 있는 필드를 검색합니다.

2 검색 필드에 고객 이름이나 측정장소 또는 날짜/시간을 입력합니다.
결과가 표시됩니다.
삭제하기
1

를 클릭합니다.
각 측정항목 앞에 확인란이 표시됩니다.

2 필요한 측정항목을 클릭합니다.
각 확인란에 체크 마크가 표시됩니다.
3

를 클릭합니다.
정보 창이 표시됩니다.

4 정보를 승인합니다.
선택된 측정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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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센서

센서(Sensors) 메뉴에서,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사용되는 모든 센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근에 연결된 프로브 및 현재 연결된 프로브에 대한 일반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9.6.1

정보

각 프로브 별로 정보가 저장됩니다.

✓ 애플리케이션을 기기에 연결합니다.
1

를 클릭합니다.
기본 메뉴가 열립니다.

2

센서를 클릭합니다.
“센서” 메뉴가 열립니다.

3 표시된 프로브들 중 1개를 클릭합니다.
모델, 주문번호, 일련번호 및 펌웨어 버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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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설정

또한, 각 프로브 별 설정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프로브를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합니다.
1

를 클릭합니다.
기본 메뉴가 열립니다.

2

센서를 클릭합니다.
“센서” 메뉴가 열립니다.

3 표시된 프로브들 중 1개를 클릭합니다.
4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5 표시된 프로브들 중 1개를 클릭합니다.
필요할 경우 변경 가능한 설정들이 표시됩니다.

9.7

설정

9.7.1
1

언어
설정을 클릭합니다.
“설정” 메뉴가 열립니다.

2 언어를 클릭합니다.
다양한 언어를 포함하는 창이 열립니다.
3 필요한 언어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언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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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1

측정 설정
설정을 클릭합니다.
“설정” 메뉴가 열립니다.

2 측정 설정(Measurement settings)을 클릭합니다.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기본 설정을 포함하는 창이 열립니다.
3 필요 시, 필요한 설정을 클릭하여 변경합니다.
필요한 측정 설정값이 설정됩니다.
4

9.7.3
1

“측정 설정”을 종료합니다.

업체 세부사항
설정을 클릭합니다.
“설정” 메뉴가 열립니다.

2 업체 세부사항(Company details)을 클릭합니다.
업체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창이 열립니다.
3 필요 시, 필요한 데이터를 클릭하고 입력합니다.
필요한 측정 설정값이 설정됩니다.
4

9.7.4
1

“업체 세부사항”을 종료합니다.

개인정보 설정
설정을 클릭합니다.
“설정” 메뉴가 열립니다.

2 개인정보 설정(Privacy Settings)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설정을 포함하는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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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한 설정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필요한 설정값이 설정됩니다.
4

“개인정보 설정”을 종료합니다.

9.8

도움말과 정보

“도움말과 정보(Help and Information)”에서 사용자는 기기에 대한 정보와, 불러와서 실행할 수
있는 사용지침을 발견할 것입니다. 또한, “도움말과 정보”에서는 법률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8.1
1

기기 정보
도움말과 정보를 클릭합니다.
도움말과 정보 메뉴가 열립니다.

2 기기 정보(Instrument information)를 클릭합니다.
연결된 기기에는 현재 애플리케이션 버전, 구글 애널리틱스(Google
Analytics) 인스턴스 ID, 냉매 버전 및 업데이트가 표시됩니다.
기기의 자동 업데이트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더를 이용하여 연결된 기기 업데이트(Update for connected
instruments)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9.8.2
1

사용지침
도움말과 정보를 클릭합니다.
도움말과 정보 메뉴가 열립니다.

2 사용지침(Tutorial)을 클릭합니다.
사용지침은 작동 이전의 가장 중요한 단계들을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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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면책

1

도움말과 정보를 클릭합니다.
도움말과 정보 메뉴가 열립니다.

2 면책(Exclusion of liability)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보호정보와 라이선스 사용정보가 표시됩니다.

9.9

testo DataControl 기록관리 소프트웨어

측정 데이터 관리 및 분석용 무료 소프트웨어인 DataControl은 다음과 같은 여러 유용한
기능을 통해 testo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측정기기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

고객 데이터 및 측정장소 정보의 관리와 기록

•

측정 데이터의 판독, 평가 및 기록

•

측정값을 그래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

기존 측정 데이터로부터 전문적인 측정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

측정 보고서에 그림과 의견을 간편하게 추가합니다.

•

데이터를 측정기기로부터 가져오거나 측정기기로 내보냅니다.

9.9.1

시스템 요구사항
설치를 위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9.9.1.1

운영체제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운영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윈도우 7
•

윈도우 8

•

윈도우 10

9.9.1.2

컴퓨터

컴퓨터는 각 경우에 운영체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해야 할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USB 2 이상의 인터페이스

•

최소 1 GHz의 듀얼코어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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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2 GB의 RAM

•

최소 5 GB의 하드디스크 사용가능 공간

•

해상도가 최소 800 x 600 픽셀인 화면

9.9.2

9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과정

✓ 애플리케이션에서 testo DataControl로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두 기기가
동일한 네트워크에 존재해야 합니다.

예: testo DataControl이 설치된 노트북과 testo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동일한 무선랜에 연결하는 경우.
1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testo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엽니다.
2 컴퓨터에서 testo DataControl 기록관리 소프트웨어를 엽니다.
3 기기 선택(Select instrument)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기기의 개요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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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지관리
4 기기를 선택합니다.
안전공지가 표시됩니다.

5 데이터를 DataControl로 전송하고 삭제하기(Transfer DataControl and
delete from instrument)를 클릭합니다.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10 유지관리
10.1 교정
testo 550s /testo 557s는 표준품으로서 공장교정 인증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12개월에 1번 재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Testo Industrial Services(TIS) 또는 기타 공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교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Testo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2 기기 청소
독한 세제나 용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순한 가정용 세제와 비눗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측정기의 하우징이 지저분할 경우에는, 물기가 있는 천으로 깨끗이
닦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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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연결부 청소하기
> >
기름이나 다른 오염물이 없도록 나사 연결부를 청결히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물기가 있는 천으로 깨끗이 닦아주십시오.

10.4 오일 잔류물 제거하기
> >
밸브 블록의 오일 잔류물은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제거하십시오.

10.5 측정 정확도 확보하기
Testo 고객서비스팀은 필요할 경우 기꺼이 사용자를 도울 것입니다.

>

> 누출에 대한 정기적인 측정기 확인(매년 권장). 허용가능한 압력 범위
내에서 측정하여 주십시오!
> >

정기적인 측정기 교정매년 권장).

10.6 배터리/충전식 배터리 교체하기
측정기의 전원을 끕니다.
1

서스펜션 후크를 펴고 클립을 풀어
배터리칸 커버를 분리합니다.

2

다 쓴 (충전식) 배터리를 빼내고 새로운 배터리(AAA/Micro/R03 배터리 3개) 를
배터리칸에 넣습니다. 극성을 확인하십시오!

3

배터리칸 뚜껑을 부착하고 닫습니다(클립이 딸깍 소리를 내면서 정위치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4

측정기의 전원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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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술 데이터
특성

값

측정 파라미터

압력: kPa/MPa/bar/psi
온도: °C/°F/K
진공: hPa / mbar/ Torr / mTorr / inH2O /
micron / inHg / Pa

센서

testo 550s

testo 557s

연결부: 3개

연결부: 4개

밸브: 3개

밸브: 4개

압력: 압력 센서 2개
온도: NTC 2개
진공: 외부 프로브를 통함.
블루투스 연결을 통한 최대 4개의 스마트 프로브
측정주기

0.5초

인터페이스

압력 포트: 7/16인치 UNF 나사산 3개, 5/8인치
UNF 나사산 1개
NTC 측정
외부 진공 프로브

측정범위

고압/저압 측정범위: -100~6000 kPa/-0.1~6 Mpa/
-1~60 bar (rel)/-14.7~870 psi
온도 측정범위: -50~+150 °C/-58 ~302 °F
testo 115i의 온도 측정범위: -40 ~+150 °C/-40
~302 °F
진공 측정범위: 0~20,000 microns

과부하

65 bar(=6500 kPa= 6.5 MPa=940 psi)

분해능

압력 분해능: 0.01 bar/0.1 psi/1 kPa/0.001 Mpa
온도 분해능: 0.1 °C/0.1 °F/0.1 K
진공 분해능:
1 micron(0 ~1000 microns)
10 microns(1000~2000 microns)
100 microns(2000~5000 microns)
500 microns(5000~10,000 microns)
5000 microns(10,000~20,000 micr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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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값

정확도(공칭온도
22 °C/71.6 °F)

압력: 최종 측정값의 ±0.5%(±1 자릿수)
온도(-50~150 °C): ±0.5 °C(±1 자릿수), ±0.9 °F(±1
자릿수),
testo 115i 온도: ±2.3 °F(-4~185 °F)/±1.3 °C(20~+85 °C),
진공: ±(10 microns +중진공(m.v, medium
vacuum)의 10%)(100~1000 microns)

측정가능 매체

측정 가능한 매체: testo 557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매체
측정 불가능한 매체: 암모니아(R717)와,
암모니아를 함유한 기타 냉매

주위 조건

사용온도: -20~50 °C/-4~122 °F,
-10~50 °C/14~122 °F(진공)
보관온도: -20~+60 °C/-4~140 °F
습도 적용범위: 상대습도 10~90 %

하우징

재질: ABS/PA/TPE
규격: 약 235 x 121 x 80 mm
무게: 930 g(배터리가 없을 경우)

IP 등급

54

전원 공급

전류원: 충전식 배터리/1.5 V AA형/Mignon/LR6
배터리 4개
배터리 수명:
250시간 이상(디스플레이 조명 꺼짐, 블루투스
꺼짐, 진공 프로브 연결되지 않음)
100시간 이상(디스플레이 조명 켜짐, 블루투스
켜짐, 진공 프로브 연결됨)

자동 꺼짐

활성화될 경우, 10분

디스플레이

유형: 조명식 LCD
반응시간: 0.5초

지침, 표준 및 시험

유럽연합 지침: 2014/30/EU
Testo 웹사이트 www.testo.com의 제품
별 다운로드에서 유럽연합의
자기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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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냉매
특성
냉매 수
기기에서 선택 가능한 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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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약 90개
R114
R12
R123
R1233zd
R1234yf
R1234ze
R124
R125
R13
R134a
R22
R23
R290
R32
R401A
R401B
R402A
R402B
R404A
R407A
R11
FX80
I12A
R1150
R1270
R13B1
R14
R142B
R152a
R161
R170

R407C
R407F
R407H
R408A
R409A
R410A
R414B
R416A
R420A
R421A
R421B
R422B
R422C
R422D
R424A
R427A
R434A
R437A
R438A
R442A
R227
R236fa
R245fa
R401C
R406A
R407B
R407D
R41
R411A
R412A
R413A

R444B
R448A
R449A
R450A
R452A
R452B
R453a
R454A
R454B
R454C
R455A
R458A
R500
R502
R503
R507
R513A
R600a
R718 (H2O)
R744 (CO2)
R417A
R417B
R417C
R422A
R426A
R508A
R508B
R600
RIS89
S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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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언 및 지원
12.1 질문과 대답
질문

가능한 원인/해결책

가 깜박임.
측정기의 전원이 저절로 꺼짐.

배터리의 잔량이 거의 없습니다.
> 배터리를 교환하십시오.
배터리 잔량이 너무 낮습니다.
> 배터리를 교환하십시오.

측정 파라미터가 표시되지 않고, 범위
이하(Below range)가 점등됩니다.

허용가능한 측정범위보다 낮은 상태

측정 파라미터가 표시되지 않고, 범위
이상(Above range)이 점등됩니다.

허용가능한 측정범위보다 높은 상태

> 허용된 측정범위 유지
> 허용된 측정범위 유지

12.2 오류 코드
12.2.1 기본 화면
코드
E 11
E 12
E 13
E 14
E 15

가능한 원인/해결책
기기에서 배터리를 분리하고 다시 삽입하십시오. 오류가 지속될
경우에는 당사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2.2 상태 보기
코드

가능한 원인/해결책

E 30

오래된 버전이 여전히 testo 550s/testo 557s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기기를
업데이트하십시오. 오류가 지속될 경우에는 당사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 31

testo 550s/testo 557s가 여전히 오래된 버전의 냉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냉매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냉매를 다시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지속될 경우에는 당사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 32

기기에서 배터리를 분리하고 다시 삽입하십시오. 오류가 지속될
경우에는 당사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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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액세서리 및 예비 부품
설명

주문번호

파이프 온도 측정용 클램프 프로브(1.5 m)

0613 5505

파이프 온도 측정용 클램프 프로브(5 m)

0613 5506

디지털 매니폴드용 클램프 온도 프로브 키트(NTC) 2개

0613 5507

벨크로 테이프가 부착된 파이프 랩 프로브(NTC). 이 경우,
파이프의 최대 직경은 75 mm이고, 최대 주변온도(Tmax)는

0613 4611

+75 °C이다.
방수 NTC 표면 프로브

0613 1912

정밀하고 견고한 NTC 대기용 프로브

0613 1712

예비 밸브 세트

0554 5570

자기 띠

0564 1001

외부 진공 프로브

0564 2552

전체 부속품 및 예비 부품의 총 목록을 원하신다면, 제품 카탈로그와 안내책자를
참조하거나 당사 웹사이트 www.testo.com을 방문하십시오.

13 지원
Testo 웹사이트 www.testo.com에서 제품, 다운로드 및 지원 질의 연락처의 링크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역 대리점이나 Testo 고객서비스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의 뒷면이나, 온라인 상의 www.testo.com/service-contact 에서
연락처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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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o SE & Co. KGaA
Celsiusstr. 2
79822 Titisee-Neustadt
Germany
Phone: +49 (0)7653 681-0
E-mail: info@testo.de
www.testo.com

0970 5572 en US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