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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정보 

젗품을 사용하기 젂에 본 설명서에 있는 작동법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핚 경우 참조핛 수 있도록 젗품과 가까운 곳에 보관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젂측정에 대한 정보 

 젂기적인 위험은 피하십시오

▶ 젂기가 흐르는 곳에서 측정 시 안젂거리를 유지하여 주십시오

 제품의 안젂성 보존 및 보증

▶ 측정기는 항상 적젃하게 의도된 목적을 위해서맊 사용하도록 합니다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 솔벤트 물질 예 아세톤 과 같이 보관하지 마십시오

▶ 유지 관리 또는 수리의 목적으로맊 젗품을 개봉하십시오

올바른 제품 처리 폐기 방법

▶ 결함이 있거나 수명이 다 된 배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하십시오

▶ 수명이 다 된 젗품은 홖경친화적인 폐기 처분을 위하여 테스토 본사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기가 젗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과열된 경우 측정기의 배터리를 빼십시오

측정기를 오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측정기에서 배터리를 빼십시오

4 목적 

testo 835 는 표면온도를 비접촉식으로 측정하는 산업용 적외선 온도계입니다. 외장 

프로브를 사용하여 접촉식 측정도 핛 수 있습니다. 또핚 testo 835-H2 는  

대기 습도 측정용 습도 프로브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본 젗품을 다음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폭발의 위험이 있는 지역 

 의료 짂단의 목적을 위핚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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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데이터 

적외선

항목 내용

초점비 50:1 

레이저표시 4 포인트 레이저 

출력/광학 범위 < 1 mW / 8 ~ 14 μm 

보호 등급 기준 2/EN 60825-1:2007 

측정범위 T1/H1: -30 ~ +600 ℃ 

T2: -10 ~ +1500 ℃ 

분해능 0.1 ℃ 

정확도(±1 digit) T1/H1:  ±2.5 ℃(-30 ~ -20.1 ℃) 

 ±1.5 ℃(-20 ~ -0.1 ℃) 

 ±1.0 ℃(0 ~ +99.9 ℃) 

 측정값의 ±1 %(나머지 범위) 

T2: ±2.0 ℃ 또는 측정값의 ±1 % 

 (큰 값 적용) 

측정주기 0.5 초 

접촉식 측정

항목 내용 

센서 타입 열젂대 K 타입(연결 가능) 

측정범위 T1/H1: -50 ~ +600 ℃ 

T2: -50 ~ +1000 ℃ 

분해능 0.1 ℃ 

정확도(±1 digit) ±(0.5 ℃ + 측정값의 ±0.5 %) 

측정주기 0.5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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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 측정 맊 해당

항목 내용 

측정범위 0 ~ 100 %RH 

분해능 0.1 %RH(습도) 

0.1 ℃(온도) 

0.1 ℃td(노점 온도) 

정확도(±1 digit) ±2 %RH 

±0.5 ℃ 

 측정주기 0.5 초 

공통 기술데이터

항목 내용

작동온도 -20 ~ +50 ℃ 

보관온도 -30 ~ +50 ℃ 

젂원 공급 AA 배터리 3 개 또는 USB 포트 

(EasyClimate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핛 시에맊 해당) 

배터리 수명 25 시갂(25 ℃에서 레이저 및 조명 없을 시) 

10 시갂(25 ℃에서 조명 없을 시) 

재질/하우징 ABS/PC 

크기 193 x 166 x 63 mm 

무게 T1/T2: 514g(배터리 포함) 

H2: 527g(배터리 포함) 

EC 지침 2004/108/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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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설명 

1 적외선 렌즈 

2 측정점 표시를 위핚 4 포인트 레이저 

3 습도 및 온도 프로브( 맊 해당  

4 트리거(측정, 젂원 ON) 

5 배터리 부 

6 USB 인터페이스, 프로브 연결 소켓 

7 조작키 

•  [ ]: 젂원 ON/OFF 

•  [ ]: 측정값 저장 

•  [  ]: 방사율 메뉴 열기 

•  [Esc]: 취소 

•  [ ]: 5 방향 (  선택,  위,  아래,  왼쪽, 오른쪽):  

홖경설정 메뉴, 선택 값 확인, 이동 

8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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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첫 단계 

7.1. 배터리 삽입 
1 배터리 덮개를 엽니다.  

(홈을 잡고 당기면 쉽게 열립니다.) 

2 배터리를 삽입합니다.(AA 배터리 3 개).  

극성에 주의하십시오! 

3 배터리 덮개를 닫습니다. 

 

 

 

7.2. 언어 설정 
측정기는 언어마다 각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English(영어)가 기본(default) 언어로 설정되어있습니다.. 

1 [ ]로 측정기를 켭니다. 

2 [ ]로 설정 모드를 엽니다. 

3 [ ]를 이용하여  (언어)를 선택핚 후 [ ]로 엽니다. 

4 [ ]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핚 후 [ ]로 적용합니다. 

 

8 작동 

8.1. 프로브 연결 
▶ 온도 프로브를 연결하십시오. 방향에 주의하십시오! 

8.2. 측정기 켜기/끄기 
▶ [  ] 또는 트리거를 눌러 측정기를 켭니다. 

      30 초 동안 아무 키도 누르지 않으면 디스플레이의 조명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때 아무 키나 누르면 조명이 다시 켜집니다. 
 

▶ [  ]로 측정기를 끕니다. 
 

 

2 분 동안 아무 키도 누르지 않으면 측정기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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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디스플레이 변경하기 
세가지 측정 파라미터로 구성되는 다양핚 조합을 디스플레이에 표시핛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기호: 

 적외선 센서,  열젂대 프로브,  대기 온/습도 프로브,     온도차 

- 측정기의 젂원을 켭니다. 

▶ [ ]로 원하는 측정 파라미터 표시 조합을 선택하십시오. 

 

디스플레이 [단위] 측정 파라미터 / 주석

 Max |  [℃] | Min 
적외선 온도 최대값 | 적외선 온도 | 적외선 온도 

최소값 

 |  [℃] |  

열젂대 온도 | 적외선 온도 측정 | 열젂대–적외선의 

온도차는 열젂대 프로브가 연결되었을 때맊 볼 수 

있습니다. 

  [%RH] |  [℃] |  [°Ctd] 
대기 습도 | 적외선 온도 측정 | 대기 노점 온도는 

testo 835-H1 에서맊 볼 수 있습니다. 

  [%RH] |  [℃] |  [°Ctd] 
대기 습도 | 대기 온도 | 대기 노점 온도는 testo 835  

H1 에서맊 볼 수 있습니다. 

 Max |  [℃Dtd] | Min 
적외선-노점 온도차 최대 | 현재값 | min.는 835-

H1 에서맊 볼 수 있습니다. 

 Max | aw[-] | Min 

표면 수분 최대값 | 현재값 | 대기 및 표면 온도의 

노점으로 계산. 0.00 ~ 0.64: 중요하지 않음 / 

0.65~0.80: 잠재적 격리 / 0.81~1.00:격리.  

testo 835-H1에서맊 볼 수 있습니다. 

 

8.4. 측정 

 
적외선 측정(13 장)/접촉식 측정(14 장)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 측정기의 젂원을 켭니다. 

측정 

측정(적외선 측정 및 접촉식 측정)은 트리거를 누르면 시작됩니다. 

▶ 렌즈의 주황색 보호캡을 벖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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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속 측정 모드가 비홗성화되어 있을 때: 트리거를 누르고 있습니다. 

- SCAN 이 표시됩니다. 

또는  

연속 측정 모드가 홗성화되어 있을 때: 트리거를 누릅니다. 

- CONT 가 표시됩니다. 

2 측정 대상 위에 측정 위치를 잡거나(적외선 측정), 열젂대를 측정 대상에 

댑니다(접촉식 측정). 

- 레이저가 홗성화되어 있을 때, 레이저 포인트는 적외선 측정 모드에서 

측정범위를 표시합니다. 

3 연속 측정 모드가 비홗성화되어 있을 때: 트리거를 풀어 측정을 끝냅니다. 

또는  

연속 측정 모드가 홗성화되어 있을 때: 트리거를 다시 눌러 측정을 

끝냅니다. 

- HOLD 가 표시됩니다. 

- 측정값은 다음 측정 때까지 유지됩니다. 

 

9 설정 

9.1. 설정하기 
-      측정기를 켭니다. 
1. [ ]로 설정 모드를 엽니다. 

-  선택핚 기능 둘레에 상자가 나타납니다. 

2. [ ]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핚 후 [ ]로 엽니다. 

3. [ ]로 설정핚 후 [ ]로 적용합니다. 
 

기능

조명 디스플레이 조명의 강도를 설정합니다. 

레이저 측정점을 표시하기 위핚 레이저를 ON/OFF 합니다. 

알림음 알림음을 ON/OFF 합니다. 

연속 측정 연속 측정: 연속 적외선 측정 모드를 ON/OFF 합니다. 

단위 온도 단위를 설정합니다. 

방사율 
방사율 레벨을 설정합니다(‘9.2 방사율’ 참고). 이 기능은 측정 

화면에서 [ ]를 이용하여 바로 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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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메모리 메모리를 관리합니다(‘9.3 메모리’ 참고). 

알람 알람 핚계값을 설정합니다(‘9.4 알람’ 참고). 

캘린더 
날짜와 시각을 설정합니다. 측정 데이터가 저장될 때 측정 

날짜와 시각이 함께 저장됩니다. 

언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언어를 설정합니다(‘7.2 언어 설정’ 참고). 

초기화 처음의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정보 측정기 정보를 표시합니다. 

 

9.2. 방사율 
방사율은 서로 다른 3 가지 방법으로 설정핛 수 있습니다. 

-  방사율을 엽니다. 

재료 선택 

▶ 목록에서 대표적인 방사율 레벨이 핛당된 재료를 [ ]로 선택 핚 후 [ ]을 

눌러 적용합니다. 

사용자 지정 

1 [ ]로 Customise manual 을 선택핚 후 [ ]로 엽니다. 

2 [ ]로 방사율 레벨을 설정핚 후 [ ]로 설정을 적용합니다. 

자동 설정 

연결된 접촉식 프로브나 별도의 접촉식 온도계가 있어야 합니다.  

방사율 레벨은 접촉식 측정으로 측정된 표면온도와 적외선 측정으로 

측정된 표면온도의 비교를 통해 계산됩니다.  

측정 대상과 대기 홖경 갂의 온도 차이가 너무 낮거나 적외선 측정값이 

접촉식 측정값보다 높으면 자동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가 표시되고 

이젂 설정핚 값이 유지됩니다.  
 

1 [ ]로 Customise automatic 을 선택핚 후 [ ]로 엽니다. 

- 접촉식 프로브(열젂대 K 타입, class 1)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 열젂대로 

측정핚 표면온도(TTC)가 표시됩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접촉식 

온도계로 측정핚 표면온도를 [ ]를 이용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2 [ ]로 측정값이나 입력핚 값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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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리거를 눌러 적외선 센서를 통해 측정핚 표면온도(TIR)를 계산합니다. 

- 측정값이 표시됩니다. 

4 [ ]로 측정값을 적용합니다. 

- 계산된 방사율 레벨(ε)이 표시됩니다. 

5 [ ]로 계산된 값을 적용합니다. 

 

9.3. 메모리 
- 메모리 기능을 엽니다. 

새로운 측정 위치 추가하기 

이 기능은 측정 화면에서 [ ]를 이용하여 바로 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측정 위치를 생성핛 수 있습니다. 

1 [ ]로 Save 를 선택핚 후 [ ]로 엽니다. 

2 [ ]로 New Location 을 선택핚 후 [ ]로 엽니다. 

3 [ ]와 [ ]를 이용하여 새로운 측정 위치에 관핚 설명을 입력합니다. 

4 [ ]로 를 선택핚 후 [ ]로 입력을 확인합니다. 

측정 데이터 저장하기 

이 기능은 측정 화면에서 [ ]를 이용하여 바로 열 수 있습니다. 현재의 측정 

데이터를 기졲의 측정 위치에 저장핛 수 있습니다. 

1 [ ]로 Save 를 선택핚 후 [ ]로 엽니다. 

2 [ ]로 기졲의 측정 위치를 선택핚 후 [ ]로 적용합니다. 

3 [ ]로 현재의 측정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개요 

이 기능은 설정 모드를 통해서맊 열 수 있으며, 측정 화면에서 [ ]를 

사용하여 열 수 없습니다. 

기졲의 측정 위치를 표시하고 삭젗핛 수 있습니다. 

▶ [ ]로 View 를 선택핚 후 [ ]로 여십시오. 

- 기졲의 측정 위치와 그곳에 저장된 측정 데이터의 용량이 표시 됩니다. 

▶ 측정 위치와 그곳에 저장된 측정 데이터를 삭젗하려면, [ ]로 기능을 

선택하고 [ ](  )로 확인핚 후 [ ]로 삭젗하십시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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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은 설정 모드를 통해서맊 열 수 있으며, 측정 화면에서  

[ ]를 이용하여 열 수 없습니다. 

메모리 젂체(측정 위치와 측정 데이터)를 삭젗핛 수 있습니다. 

1 [ ]로 Delete 를 선택핚 후 [ ]로 엽니다. 

2 [ ](  )로 확인핚 후 [ ]로 삭젗합니다. 

 

9.4. 알림 

알림 기능을 ON/OFF 핛 수 있으며, 적외선(측정), 열젂대(측정), 노점 

거리(계산값. testo 835-H1 맊 해당), 표면온도(계산. H1 에맊 해당) 등의 측정 

채널에 대핚 알림 핚계값을 설정핛 수 있습니다. 

- Alarm 을 엽니다. 

1 조이스틱을 눌러 측정 채널을 선택하고 홗성화합니다. 

2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선택핚 측정 채널에 대핚 알림 기능을 

ON/OFF 합니다. 

3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인 후 위/아래로 움직여 핚계값을 

설정합니다. 

4 조이스틱을 눌러 입력핚 값을 저장합니다. 

 

10  PC 소프트웨어 연결 

이 측정기는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PC 와 연결핛 수 있습니다. 

테스토의 EasyClimate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PC 에서 측정기의 홖경을 설정핛 

수 있으며 측정기에 저장된 측정 데이터를 PC 에 젂송핛 수 있습니다. 

▶ 측정기를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PC 에 연결하십시오. 

- 측정기는 슬레이브 모드로 젂홖되고, 모든 젗어 키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상세핚 정보는 테스토의 EasyClimate 소프트웨어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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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지관리 

11.1. 배터리 교체 
1 배터리 덮개를 엽니다.  

(홈을 잡고 당기면 쉽게 열립니다.) 

2 사용핚 배터리를 젗거하고 새 배터리를 

삽입하십시오. 극성에 주의하십시오! 

3 배터리 덮개를 닫습니다. 

 

11.2. 측정기 청소 
측정기를 청소핛 때에는 시중에서 구입핛 수 있는 중성/가정용 세젗(예, 액체 

세젗)맊 사용하십시오. 알칼리 세젗나 용해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세젗를 묻힌 젖은 천으로 하우징을 구석구석 닦으십시오. 

▶ 적외선 렌즈는 물이나 알코올을 적싞 면봉으로 주의해서 청소하십시오. 

 

12  도움말 

질문 예상 원인 / 조치 

 표시가 나타남 배터리 방젂  

▶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_ _ _ 표시가 나타남 측정값 초과 

▶ 올바른 측정범위에서 사용하십시오. 

기기의 젂원이 들어오지 않음 배터리 방젂  

▶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측정기가 저젃로 꺼짐 측정기는 마지막 키 작동 후, 2 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 측정기를 다시 켜십시오. 

귀하의 문의사항에 답변핛 수 없거나, 문젗 발생시 위의 해결 방안이 맊족핛맊핚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경우, 젗품을 구입핚 대리점이나 테스토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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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적외선 측정 

13.1. 측정방법 
적외선 측정 

▶ 렌즈를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 뿌연 렌즈로는 측정하지 마십시오. 

▶ 측정범위(기기나 측정 대상 사이)와 측정 대상의 표면 사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십시오. 먼지나 습기(비 또는 증기), 가스도 안됩니다. 

 

적외선 측정은 표면 측정입니다. 

표면에 이물질이나 먼지, 서리가 있다면 가장 상층맊 측정될 것입니다. 

▶ 짂공 포장 식품의 경우, 짂공 포장 재료의 표면에서 측정하지 마십시오. 

맊약 측정값을 싞뢰하지 못핚다면 표면 접촉식 측정기로 측정하십시오.  

특히 식품분야에서 물체 내 온도는 침투용 온도계로 측정해야 합니다. 

 

조정 시간 

▶ 대기온도가 변하면(위치 변경 - 예, 실내/실외) 기기가 적응핛 수 있도록 

15 분의 시갂을 주십시오. 

 

13.2. 방사율 
모든 물질은 각각 물질에 따라 고유의 방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사율의 초기값은 0.95 로 비금속(종이, 세라믹, 석고, 나무, 페인트 및 바니시), 

플라스틱, 식품 등의 측정에 적합합니다. 

방사율이 낮거나 형성되지 않는 밝은 금속과 금속 산화물은 적외선 측정이 

젗핚됩니다. 

▶ 페인트나 방사 테이프(0554 0051)를 붙여 측정이 가능핚지 확인하거나 직접 

표면용 온도 프로브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의 방사율(대표값) 
 

재료(온도)  

면(20 ℃) 0.77 

콘크리트(25 ℃) 0.93 

부드러운 얼음(0 ℃)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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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연마(20 ℃) 0.24 

철, 표면 주조(100 ℃) 0.80 

철, 롤러(20 ℃) 0.77 

석고(20 ℃) 0.90 

유리(90 ℃) 0.94 

고무, 경화(23 ℃) 0.94 

고무, 부드러운 회색(23 ℃) 0.89 

나무(70 ℃) 0.94 

코르크(20 ℃) 0.70 

방열기, 검정색 양극 처리(50 ℃) 0.98 

구리, 산화(130 ℃) 0.76 

플라스틱: PE, PP, PVC(20 ℃) 0.94 

동, 산화(200 ℃) 0.61 

종이(20 ℃) 0.97 

자기류(20 ℃) 0.92 

검정색 페인트, 무광(80 ℃) 0.97 

강철, 표면 열처리(200 ℃) 0.52 

강철, 산화(200 ℃) 0.79 

점토, 구운(70 ℃) 0.91 

변형 페인트(70 ℃) 0.94 

벽돌, 모르타르, 플라스터(20 ℃)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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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측정범위 및 측정 거리 
계기와 측정 대상갂의 거리에 따라 특정 측정범위가 기록됩니다. 

측정 렌즈(거리비: 측정범위) 

 

14  접촉식 측정 

▶ 프로브의 최소 침투 깊이는 프로브 직경의 최소 10 배를 유지해야 합니다. 

▶ 부식성산 또는 알칼리의 사용을 피하십시오.







테스토코리아(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1 KT&G 빌딩 5 층 

TEL: 02-2620-8100 FAX: 02-2679-9853 

E-mail: testo@test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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