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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및 폐기 
 

2.1. 본 문서에 대해 
 

사용 

> 본 사용 설명서는 제품의 주요 일부입니다. 

> 본 문서를 주의 깊게 숙지하여 제품에 대해 잘 알고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특히 부상과 제품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경고문에 유의하십시오. 

> 본 문서는 필요 시 신속하고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보관하십시오. 

> 차후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본 사용 설명서를 읽도록 

조치하십시오. 

 
 

2.2. 안전 보장 
 

> 제품은 반드시 기술 데이터에 제시된 매개변수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 용도에 따라서만 사용하십시오. 무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 하우징에 손상이 있는 경우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이 장치에서 문서에 설명된 유지보수 및 정비 작업만 

수행하십시오. 이때 지시된 취급 단계를 지키십시오. Testo의 

순정 예비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2.3. 환경 보호 
 

> 고장이 나거나 다 쓴 배터리는 유효한 법적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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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수명이 다 한 제품은 폐전자제품 분리수거장으로 분리 

배출하거나(지역 규정에 유의) 제품을 폐기하기 위해 Testo로 

반송하십시오.  
 

  WEEE Reg. Nr. DE 75334352 
 

 

  

https://www.google.de/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36fCoztjVAhXCMBoKHUysB4UQjRwIBw&url=https://de.wikipedia.org/wiki/Richtlinie_2012/19/EU_%C3%BCber_Elektro-_und_Elektronik-Altger%C3%A4te&psig=AFQjCNEKVGWNwgQrt2XWVkbn2H227nbB8A&ust=150286493186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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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 설명 
 

3.1. 사용 
 

 testo 184 USB 전송 데이터 로거 개별 측정 값과 측정 일련을 

저장하고 판독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는 특히 냉장 보관이 필수적인 

제품의 운송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온도 및 습도의 측정 값은 측정 프로그램의 전 기간에 걸쳐 

저장됩니다.  

가속 측정 값은 측정 프로그램의 전 기간에 걸쳐 모니터링 되며 

설정된 한계치를 초과할 경우 저장됩니다. 

데이터 로거의 프로그래밍과 측정 보고서의 출력은 PDF 파일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제품 변형 T1과 T2는 제한된 사용 기간을 가진 일회용 데이터 

로거입니다. 

 

testo 184 USB 전송 데이터 로거G1은 testo Saveris CFR 

소프트웨어와 해당 운반 부가 기능으로 구성하고 판독할 

수 없습니다. 
 

 

3.2. 기술 데이터 
 

testo 184 T1 

속성  값  

디스플레이 아니요 

센서 타입  NTC 온도 센서, 내부 

측정 채널 1 내부 



3 성능 설명 

  7 

속성  값  

측정 

파라미터 

[단위] 

온도 [°C, °F] 

측정 범위 -35 ~ 70°C 

정확도 ±0.5K 

분해능 0.1°C 

작동 온도 -35 ~ 70°C 

보관 온도 -35 ~ 70°C 

배터리 종류 내부, 교체 불가능 

사용 

시간(일회용 

데이터 로거) 

첫 프로그램 시작을 기준으로 90일(5분 측정 주기, -
35°C) 

보호등급 IP65 

측정 간격 1분 ~ 24시간 

메모리 16000개 측정값 

치수  35 x 9 x 75 mm 

무게 25g 

지침, 기준, 

인증서 

2014/30/EU, EN 12830, HACCP 인증, 온도 교정 

성적서 ISO 17025에 따라 추적 가능 
 
 

testo 184 T2 

속성  값  

디스플레이 예 

센서 타입  NTC 온도 센서, 내부 

측정 채널 1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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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값  

측정 

파라미터 

[단위] 

온도 [°C, °F] 

측정 범위  -35 ~ 70°C 

정확도 ±0.5K 

분해능 0.1°C 

작동 온도 -35 ~ 70°C 

보관 온도 -35 ~ 70°C 

배터리 종류 내부, 교체 불가능 

사용 

시간(일회용 

데이터 로거) 

첫 프로그램 시작을 기준으로 150일(5분 측정 주기, -
35°C) 

보호등급 IP65 

측정 간격 1분 ~ 24시간 

메모리 40000개 측정값 

치수  40 x 12,5 x 96,5 mm 

무게 45g 

지침, 기준, 

인증서 

2014/30/EU, EN 12830, HACCP 인증, 온도 교정 

성적서 ISO 17025에 따라 추적 가능 
 
 

testo 184 T3 

속성  값  

디스플레이 예 

센서 타입  NTC 온도 센서, 내부 

측정 채널 1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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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값  

측정 

파라미터 

[단위] 

온도 [°C, °F] 

측정 범위  -35 ~ 70°C 

정확도 ±0.5K 

분해능 0.1°C 

작동 온도 -35 ~ 70°C 

보관 온도 -35 ~ 70°C 

배터리 종류 CR2450, 교체 가능 

배터리 사용 

수명(회수용 

데이터 로거) 

500일(15분 측정 주기, 25°C) 

보호등급 IP65 

측정 간격 1분 ~ 24시간 

메모리 40000개 측정값 

치수  40 x 12,5 x 96,5 mm 

무게 45g 

지침, 기준, 

인증서 

2014/30/EU, EN 12830, HACCP 인증, 온도 교정 

성적서 ISO 17025에 따라 추적 가능 

testo 184 T4 

속성  값  

디스플레이 아니요 

센서 타입  PT1000 온도 센서, 내부 

측정 채널 1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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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값  

측정 

파라미터 

[단위] 

온도 [°C, °F] 

측정 범위 -80 ~ 70°C 

정확도 ±0.8K(-80 ~ -35.1°C), ±0.5K(-35.0 ~ 70°C) 

분해능 0.1°C 

작동 온도 -80 ~ 70°C 

보관 온도 -80 ~ 70°C 

배터리 종류 TLH-2450, 교체 가능 

배터리 사용 

수명(회수용 

데이터 로거) 

100일(15분 측정 주기, -80°C) 

보호등급 IP65 

측정 간격 1분 ~ 24시간 

메모리 40000개 측정값 

치수  40 x 12,5 x 96,5 mm 

무게 45g 

지침, 기준, 

인증서 

2014/30/EU, EN 12830, HACCP 인증, 온도 교정 

성적서 ISO 17025에 따라 추적 가능 
 
 

testo 184 H1 

속성  값  

디스플레이 예 

센서 타입 내부 디지털 습도 / 온도 센서 

측정 채널 2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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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값  

측정 

파라미터 

[단위] 

온도 [°C, °F], 상대 습도 [%] 

측정 범위 -20 ~ 70°C 

0 ~ 100%(비응축)1 

정확도 ±0.5K(0.0 ~ 70°C), ±0.8K(-20 ~ -0.1°C) 

±1,8 % RH, +3 % 측정값의(25 °C에서,  
5 % ~ 80 % RH)1 

±0,03 % RH (0 ~ 60 °C에서) 

±1%RH 이력 현상 

±1%RH/년, 드리프트 

분해능 0.1°C 
0.1%RH 

작동 온도 -20 ~ 70°C 

보관 조건 -55 ~ 70°C 
30 ~ 60%RH 

배터리 종류 CR2450, 교체 가능 

배터리 사용 

수명(회수용 

데이터 로거) 

500일(15분 측정 주기, 25°C) 

보호등급 IP 30 

 
1 습도 센서는 5°C에서 60°C 사이 및 20%에서 80%RH 사이에서 최고의 

정확도를 지닙니다. 장치가 장시간 동안 높은 대기 습도에 노출될 경우 측정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습도 센서는 50%RH ±10% 및 20°C ±5°C에서 보관하면 

48시간 내에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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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값  

측정 간격 1분 ~ 24시간 

메모리 60000개 측정값(측정값 온도 및 측정값 상대습도 ) 

치수 40 x 12,5 x 96,5 mm 

무게 45g 

지침, 기준, 

인증서 

2014/30/EU, HACCP 인증 

testo 184 G1 

속성 값 

디스플레이 예 

센서 타입  내부 디지털 습도 / 온도 센서 

측정 채널 5 내부 

측정 

파라미터 

[단위] 

온도 [°C, °F], 상대 습도 [%], 가속 [g, m/s²] 

측정 범위 -20 ~ 70°C 

0 ~ 100%(비응축)2 
0 ~ 27g 

 
2 습도 센서는 5°C에서 60°C 사이 및 20%에서 80%RH 사이에서 최고의 

정확도를 지닙니다. 장치가 장시간 동안 높은 대기 습도에 노출될 경우 측정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습도 센서는 50%RH ±10% 및 20°C ±5°C에서 보관하면 

48시간 내에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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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값 

정확도 ±0.5K(0.0 ~ 70°C), ±0.8K(-20 ~ -0.1°C) 

±1,8 % RH, +3 % 측정값의(25 °C에서,  
5 % ~ 80 % RH)1 

±0,03 % RH (0 ~ 60 °C에서) 

±1%RH 이력 현상 

±1%RH/년, 드리프트 

±1.1, 1m/s² + 측정값의 5% 

분해능 0.1°C 
0.1%RH 
0.1g 

작동 온도 -20 ~ 70°C 

보관 조건 -55 ~ 70°C 
30 ~ 60%RH 

배터리 종류 CR2450, 교체 가능 

배터리 사용 

수명(회수용 

데이터 로거) 

120일(15분 측정 주기, 25°C) 

보호등급 IP 30 

측정 간격 1분 ~ 24시간(온도 및 상대습도) 

1초(가속) 

주사주파수 1600 Hz(가속) 

메모리 1000개 측정값(가속) 

64000개 측정값(온도 및 상대습도) 

치수 40 x 12,5 x 96,5 mm 

무게 4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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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값 

지침, 기준, 

인증서 

2014/30/EU, HACCP 인증 

 

주의 

센서 손상! 

데이터 로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USB 커버를 닫아 습기 또는 

액체가 측정기 안으로 침투하여 측정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의 

습도 센서 손상! 

습도가 80% 이상으로 높은 영역에서 최장 60시간 동안 사용한 

후에는 데이터 로거의 작동을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때 +25°C +/- 

5°C 및 상대습도 50% +/- 10%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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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적합성 
 

 

 

The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can be found on the 
testo homepage www.testo.com under the product 
specific downloads. 

 
EU countries:  

Belgium (BE), Bulgaria (BG), Denmark (DK), Germany (DE), Estonia 
(EE), Finland (FI), France (FR), Greece (GR), Ireland (IE), Italy (IT), 
Latvia (LV), Lithuania (LT), Luxembourg (LU), Malta (MT), 
Netherlands (NL), Austria (AT), Poland (PL), Portugal (PT), Romania 
(RO), Sweden (SE), Slovakia (SK), Slovenia (SI), Spain (ES), Czech 
Republic (CZ), Hungary (HU), United Kingdom (GB), Republic of 
Cyprus (CY).  
 
EFTA countries:  
Iceland, Liechtenstein, Norway,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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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설명 
 

4.1. 상태-LED 
배터리의 사용 수명을 높이기 위해 상태-LED는 지속적으로 

점등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 5초 마다 한 번씩 점멸합니다. 

최대 절전 모드에서 상태-LED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경보 

속성 LED 색상 

경보 없음 녹색 

경보 빨간색 

배터리 

속성 LED 색상 

배터리 사용 수명 > 10일 녹색 

배터리 사용 수명 < 10일 빨간색 

모드 

속성 LED 색상 

작동 상태 WAIT(프로그램 시작 대기) 녹색 및 빨간색 

작동 상태 Rec(측정 프로그램 실행 중) 녹색 

작동 상태 End(측정 프로그램 종료됨) 빨간색 
 
 

4.2. 디스플레이(LCD) 
일부 제품 변형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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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 프로그램 실행 중 

2 측정 프로그램 종료됨 

3 측정 프로그램의 시작을 대기 중 

4 가장 높은 저장된 측정 값 

5 가장 낮은 저장된 측정 값 

6 측정 값 

7 상태 정보:  시작 기준 날짜/시간 프로그래밍됨/시간 표시, 가속 

측정을 위한 xyz 측정 축, Alarm 설정된 한계치 초과됨, 

 설정된 한계치 초과하지 않음  

8 단위 
9 배배배  배배 :  배배배 ,  배배  배배배 ,  배배 ,  

(배배 ) 배배됨 

10 하한치가 초과됨 

11 상한치가 초과됨 

 기술상의 이유로 인해 0°C 이하의 온도에서 액정 

디스플레이의 표시 속도가 느려집니다(-10°C에서 약 2초, -

20°C에서 약 6초). 이는 측정 정확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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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상의 이유로 낮은 온도에서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는 측정 정확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장치의 리셋을 피하기 위해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4.3. 버튼 기능 

시운전 

데이터 로거는 배터리 사용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최대 절전 모드 

상태로 공급됩니다. 이 모드에서 상태-LED와 디스플레이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START 버튼 또는 STOP 버튼을 누릅니다.  

- Wait 작동 상태가 활성화됩니다. 

START 버튼 

✓ Wait 작동 상태와 버튼 시작 시작 기준이 프로그래밍 됩니다. 

>  START 버튼을 약 3초 간 눌러 측정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 측정 프로그램 시작됩니다. 상태-LED Mode가 녹색으로 

점멸하고, 디스플레이에 Rec이 나타납니다. 

✓ 디스플레이가 있는 제품 변형: 

> START 버튼을 눌러 표시 간에 변경합니다.  

표시 순서(변형 당 최대 표시 범위, 작동 상태에 따라 각각의 

데이터는 표시되지 않음): 

표시  T2 T3 H1 G1 

현재 측정 값, 온도(°C / °F) X X X X 

현재 평균 값 MKT(Mean Kinetic Temperature) X X X X 

현재 측정 값, 상대 습도(%) - -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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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T2 T3 H1 G1 

현재 측정 값, 가속, X-축(x, g) - - - X 

현재 측정 값, 가속, Y-축(y, g) - - - X 

현재 측정 값, 가속, Z-축(z, g) - - - X 

최대 측정 값, 온도(Max, °C / °F) X X X X 

최소 측정 값, 온도(Min, °C / °F) X X X X 

최대 측정 값, 상대 습도(Max, %) - - X X 

최소 측정 값, 상대 습도(Min, %) - - X X 

최대 측정 값, 가속, X-축(Max, x, g) - - - X 

최대 측정 값, 가속, Y-축(Max, y, g) - - - X 

최대 측정 값, 가속, Z-축(Max, z, g) - - - X 

시간 표시 ( ) X X X X 

배터리 사용 수명, 일 단위 ( ) X X X X 

STOP 버튼 

✓ Rec 작동 상태와 버튼 중지 중지 기준이 프로그래밍 됩니다. 

>  Taste STOP 버튼을 약 3초 간 눌러 측정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 측정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상태-LED Mode가 빨간색으로 

점멸하고, 디스플레이에 End가 나타납니다. 

START + STOP 버튼 

데이터 로거는 배터리 사용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최대 절전 모드 

상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 상태-LED와 디스플레이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작동 상태 WAIT 또는 End. 

>  START 버튼과 STOP 버튼을 동시에 약 3초 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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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절전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4.4. 중요한 정보 및 용어 설명 
• 일회용 데이터 로거(변형 T1과 T2): 데이터 로거는 첫 프로그램 

시작을 기준으로 시작되는 제한된 사용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시작 및 중지 설정: 프로그램 시작과 중지의 기준은 구성 파일에 

지정됩니다.  

프로그램 시작에서는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준 

버튼을 선택할 때 시간 지연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프로그램이 

버튼을 누른 후 x분 후에 시작됨). 

프로그램 중지에서는 두 기준 모두를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발생하는 기준이 프로그램을 중지합니다. 

• 측정 간격: 측정 간격은 측정 값이 저장 되는 간격을 지정합니다. 

• 시간 표시(time mark): 기록을 위해 START 버튼을 3초 간 눌러 

측정 도중에 시간 표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예: 다른 기관으로 

책임 전이 시). 최대 10개의 시간 표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 표시를 설명하면 Min, Max, MKT 및 Alarm가 

재설정됩니다. 

• 가속(Schock): 3개의 측정 축에서 (양수 및 음수) 가속이 

측정됩니다. 설정된 한계치를 값에 따라 초과(1초 당 최고 

값)하는 측정 값만 저장하고 표시합니다.  

데이터 로거의 디스플레이에는 3개 측정 축의 가속 측정 값이 

개별적으로 나타납니다.  

PDF 보고서에는 최고 합계 값(Peak)이 표시됩니다. 

• 보고서 시간대: 측정 보고서의 모든 시간 정보가 참조하는 

시간대를 정의합니다. 측정 중에 가능한 시간대 변경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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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거가 rSt 모드에 있었고 다시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XML 파일을 복사하여 구성하면 시간 및 시간대가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리셋 모드 (rSt): 전원 공급이 중단됨으로 인해(예: 배터리 교체 

시) 발동됩니다. 모드를 다시 재개하려면 로거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이미 기록된 데이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MKT(mean kinetic temperature): MKT는 각각의 계산된 

온도입니다. MKT는 등온 보관 온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관 시 온도 변동의 비등온 효과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계산: 

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𝑇 =  
∆𝐸𝐸/𝑅𝑅

−𝑙𝑙𝑙𝑙 𝑒𝑒
−∆𝐸𝐸/𝑅𝑅𝑅𝑅1 + 𝑒𝑒−∆𝐸𝐸/𝑅𝑅𝑅𝑅1 + 𝑒𝑒−∆𝐸𝐸/𝑅𝑅𝑅𝑅𝑅𝑅

𝑙𝑙

 

 Tmkt = Mean Kinetic Temperature, 켈빈도 단위 

 ∆E = 활성화 에너지(기본 값: 83.144kJ/mol) 

 R = 보편기체상수(0.0083144kJ/mol) 

 T1 = 첫 번째 기간 중 평균 온도, 켈빈도 단위 

 T2 = n 번째 기간 중 평균 온도, 켈빈도 단위 

• MKT 활성화 에너지: 기본적으로 USP <1160>에서 권장된 대로 

83.144kJ/mol의 활성화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실행된 연구 

결과로 다른 추정치가 있을 경우 활성화 에너지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단일 경보: 설정된 한계치를 초과할 때 경고가 발동됩니다. 

• 누적 경보(온도 및 습도 측정에서만): 경보는 설정된 한계치를 

최초로 초과할 때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간이 한계치에서 

초과될 때, 설정된 대기 시간(허용 시간)이 초과됩니다. 

• 벽 고정장치(납품 범위, 변형 G1): 가속을 측정하려면 데이터 

로거가 모니터링할 대상과 고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2개의 나사 또는 2개의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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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고정장치를 고정한 다음, 데이터 로거를 벽 고정장치 안으로 

미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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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 사용 
 

5.1. 데이터 로거 구성 

구성 보기/변경 

Adobe Reader(버전 X 이상)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로거가 Rec 작동 상태 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1. USB 포트를 사용하여 데이터 로거를 PC에 연결합니다. 

- 상태-LED가 비활성화 되고 uSb가 표시됩니다(디스플레이가 

있는 장치). 장치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 자동 재생 창이 표시됩니다. 

2. 파일을 보기 위해 폴더 열기를 클릭합니다. 

- 파일 탐색기가 열립니다. 

3. testo 184 configuration.pdf 파일을 엽니다. 

4. 구성에서 변경을 수행합니다. 이때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 사용되는 장치 타입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존하는 구성 데이터는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올 구성 데이터는 XML 데이터 형식이어야 

합니다. 

• 구성 도우미를 사용할 때 일부 기능은 고정적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모든 장치 기능을 사용하고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전문가 모드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5. 구성의 변경사항은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 로거로 

내보냅니다. 

- 양식 데이터를 내보내기 위한 창이 열립니다. 

6. 저장 장소로 데이터 로거를 선택하고(드라이브 TESTO 184)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구성 데이터를 내보냅니다. 

- 구성은 XML 파일로 데이터 로거에 저장됩니다. 



5 제품 사용 

24 

XML 파일은 다른 데이터 로거의 템플릿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구성 PDF에서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7. 파일을 닫습니다.  

경우에 따라 "testo 184 configuration.pdf" 에 변경한 사항을 
닫기 전에 저장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메시지를 아니요로 답변하십시오.  

8. 데이터 로거를 PC에서 분리합니다. 

- 로거는 Wait 작동 상태로 바뀌고 상태-LED Mode가 

녹색/빨간색으로 점멸합니다. 

같은 설정을 가진 여러 데이터 로거 구성 

> 측정 로깅을 구성 PDF로 구성하거나 기존하는 XML 파일을 

가져오십시오. 

> testo 184 USB 전송 데이터 로거 로거를 USB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 연결된 testo 184 USB 전송 데이터 로거 로거에 구성을 

저장하려면 을 클릭하십시오.  

>  구성 PDF는 열린 채로 두십시오. 다음의 testo 184 USB 전송 

데이터 로거 로거를 연결하십시오. 동일한 구성을 내보내기 위해 

마지막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주의 

시간 설정의 잘못된 구성!  

> XML 파일을 복사/붙여넣기하여 직접 데이터 로거 저장소에 

데이터 로거를 구성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로컬 시간 설정 및 시간대 설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용하는 PC의 시간 설정을 적용하려면 구성 

PDF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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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데이터 보고서 로고 변경 

측정 데이터 보고서에는 로고가 삽입됩니다. 이 로고를 고객에 맞춰 

교환할 수 있습니다.  

로고는 JPEG 파일 형식이어야 하며, 5kB의 파일 크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파일 이름은 Logo.jpg이어야 합니다.  

> 위에 명시된 기준에 일치하는 로고를 만든 후 데이터 로거에 

복사하십시오. 

Testo PC 소프트웨어로 데이터 로거 구성 실행 

그 밖에 데이터 로거는 testo Comfort Software Professional(버전 

4.3 ServicePack 2 이상), testo Comfort Software CFR(버전 4.3 

ServicePack 2 이상) 및 운반 부가 기능을 포함한 testo Saveris CFR 

소프트웨어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의 개별 사용 

설명서에 유의하십시오. 

 

testo Comfort Software 21 CFR Part 11 및 testo Saveris CFR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을 보장하려면testo 184 USB 전송 데이터 

로거로거를 위에 명시한 소프트웨어로 구성한 후에는 PDF 파일을 

통하여 더 이상 구성할 수 없습니다.  
 

 

5.2. 측정 

측정 시작 

데이터 로거의 구성에 따라 측정 프로그램이 다음의 기준 중 하나로 

시작됩니다. 

• 버튼 시작: START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고 있으십시오.  

• 시간 시작: 구성된 시간에 도달할 때 측정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 로거는 Rec 작동 상태로 바뀌고 상태-LED Mode가 녹색으로 

점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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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표시 설정 

측정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작동 상태 Rec) 최대 10개의 시간 

표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책임을 전달할 때 

문서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 START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고 있으십시오. 

- 설정된 시간 표시의 수가 3초 간 표시되며 영구적으로 

빛난다(디스플레이가 있는 장치) 상태-LED 모드가 3번 녹색으로 

점멸합니다. 

측정 종료 

데이터 로거의 구성에 따라 측정 프로그램이 다음의 기준 중 하나로 

종료됩니다. 

• 버튼 중지: STOP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고 있으십시오.  

• 시간 중지: 구성된 시간에 도달할 때 측정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 로거는 End 작동 상태로 바뀌고 상태-LED Mode가 빨간색으로 

점멸합니다. 
 

5.3. 데이터 판독 

측정 데이터 보고서 보기 

Adobe Reader(버전 5 이상) 소프트웨어 또는 PDF/A 파일을 보기 

위한 호환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1. USB 포트를 사용하여 데이터 로거를 Windows PC에 

연결합니다. 

- 상태-LED가 비활성화 되고 uSb가 표시됩니다(디스플레이가 

있는 장치). 장치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 자동 재생 창이 표시됩니다. 

2. 파일을 보기 위해 폴더 열기를 클릭합니다. 

- 파일 탐색기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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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sto 184 measurement report.pdf 파일을 엽니다. 

- 측정 데이터 보고서가 표시됩니다. 

> 필요 시 보고서를 인쇄하거나 저장합니다. 

 PDF 보고서 그래프에 표시된 측정값은 324개의 측정값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측정 주기로 제한됩니다. 내부 알고리즘이 그래프 

측정값을 자동으로 선택한 후 이를 표시합니다. 이때 중요 측정값은 

그래프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24개 이상의 

측정값으로 구성된 측정 주기의 경우 모든 측정값을 판독하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testo ComSoft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측정 데이터 평가 
배배  배배  배배배  배배배배  배배배배  배배  testo Comfort Software 
Professional(배배  4.3 ServicePack 2 배배 ) 배배배배배 , testo 
Comfort Software CFR(배배  4.3 ServicePack 2 배배 ) 배배  배배  
배배  배배배  배배배  testo Saveris CFR 배배배배배배  
배배배배배 (배배배 ). 배배배  배배배배배배  배배  배배  배배배배  
배배배배배배 . testo 184 G1 데이터 로거의 충격 값은 판독 가능한 

별도의 데이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충격 값은 그래픽에만 

표시됩니다. 

NFC를 통한 측정 데이터 출력 

데이터 로거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송신기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호환되는 장치를 사용하여(예: 로그 프린터NFC 

사용) 근거리 무선으로 장치 데이터를 판독할 수 있습니다. NFC 

인터페이스는 안드로이드나 애플 기기로 판독할 수 없습니다. 

• 데이터 로거의 NFC ( ) 기능은 구성 파일에서 

비활성화/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호환되는 Testo 로그 프린터(예: 데이터 로거 0572 0576용 

휴대용 프린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는 추가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습니다. 

•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데이터 로거를 대상 장치의 NFC 

송신기에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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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장치의 사용 설명서도 유의하십시오.  

 NFC 기능은 “꺼짐”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NFC 기능을 

사용하려면 사용 전에 해당 기능을 “켜짐” 상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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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 정비 
 

6.1. 배터리 교체 
T1과 T2 장치 타입에서는 배터리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일회용 

데이터 로거). 
 

 배터리를 교체하면 실행 중인 측정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저장된 측정 데이터와 생성된 PDF 보고서는 계속 저장되어 

있습니다.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testo 184 USB 전송 데이터 

로거로거의 시간 설정이 리셋됩니다. 올바른 시간 설정을 

복구하려면 PDF 파일, Comfort 소프트웨어 또는 testo 

Saveris 184 구성 도구로 구성을 수행해야합니다. 
 

1.  저장된 데이터를 판독합니다. 

2. 데이터 로거를 앞면으로 놓습니다. 

3. 데이터 로거의 뒷면에서 배터리 커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엽니다. 이때 동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소모된 배터리를 배터리 함에서 꺼냅니다. 

 기존 배터리를 분리한 후에는 LCD 디스플레이에서 표시된 

내용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LED가 더 이상 점멸하지 않을 

때까지 10초 정도 기다리거나 시작 버튼을 약 5~10회 정도 

누르십시오. 

5. 새 배터리(필요한 종류: 기술 데이터 참조)는 플러스 극이 

보이도록 장치 안에 삽입합니다. 
 

 교체할 때는 완전히 충전된 새 배터리만 사용하십시오. 

부분적으로 소모된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배터리 용량 

계산이 정확하게 수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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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는 LCD 디스플레이의 배터리 아이콘이 방전된 

상태로 표시된 경우에만 교체하십시오.  

사용 전 그리고 사용 중 수시로 배터리 LED가 빨간색으로 

점멸하는지, 그리고 LCD 디스플레이에서 배터리 아이콘이 “
가득찬” 상태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6. 배터리 함 커버를 배터리 함 위에 놓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 

닫습니다. 이때 동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데이터 로거는 리셋 모드에 있으며, rSt가 

점등되고(디스플레이가 있는 장치), 상태-LED가 

비활성화됩니다. 

7. 데이터 로거를 다시 구성합니다. 데이터 로거 구성 장을 

참조하십시오. 

 배터리 성능 보장을 위해 당사에서는 EVE 및 

Panasonic사에서 제조한 배터리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제품인 testo 184에는 상기 제조사의 배터리만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6.2. 장치 세척 
 

주의 

센서 손상! 

> 세척 시 하우징 안으로 액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 더러워진 경우 장치의 하우징을 젖은 천으로 닦으십시오.  

자극적인 세척제 또는 세정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연한 

주방세제나 비눗물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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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용한 정보 및 도움말 
 

질문과 답변 

질문 원인/해결방법 

E0x가 

표시됨(디스플레이가 있는 

장치), 모든 상태-LED가 

빨간색으로 점멸함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 E01: 구성 실패함/PDF 파일 손상됨 

• E02, E03, E04 또는 E05: 센서가 

고장 났습니다. 

• E06: 최대 시간 표시 수가 

설정되었으며, 새 시간 표시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가 표시됨(디스플레이가 

있는 장치) 
• 측정 값이 없음(시간 표시를 설정한 

후) 

• 측정 값이 잘못되었음 

Err 가 

표시됨(디스플레이가 있는 

장치) 

예를 들어 Rec 모드가 활성 중이므로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PDF 파일을 통한 구성이 

불가능함 

Comfort Software 21 CFR Part 11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했을 경우 PDF 

파일을 통한 구성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PDF 구성 파일의 용량이 0 

kB이거나 손상되었습니다. 

다른testo 184 USB 전송 데이터 

로거로거의 PDF 파일을 복사하거나 

Testo 웹사이트에서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하십시오. 
http://www.testo.com/. 

http://www.tes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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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인/해결방법 

배배배배배  배배배  배배  
배배  배배  배배배  

> testo 184 USB 전송 데이터 

로거로거가 배터리 교체 후에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시간 

설정을 복구하기 위해 구성을 

반복하십시오. 

> 구성이 사용되었던 PC에 올바른 

시간 설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측정 로그가 작성되지 

않았음 

> 데이터 로거가 레코드/끝 모드에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데이터 로거를 다시 PC와 

연결하십시오. 

> 데이터 로거에 사용 가능한 저장 

용량이 충분한 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PDF 구성이 사용 준비되지 

않음 

> 데이터 로거가 레코드 모드에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올바른 데이터 로거 모드를 

선택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sto 184 USB 전송 데이터 

로거로거를 Comfort Software 21 

CFR Part 11을 사용하여 구성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이는 PDF 

파일을 통해 구성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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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인/해결방법 

LCD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LCD 디스플레이가 구성에 

비활성화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LED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LED 디스플레이가 구성에 

비활성화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타임 스탬프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타임 스탬프 디스플레이가 구성에 

비활성화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NFC가 없습니다.  NFC가 구성에 비활성화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측정된 습도 값이 허용오차 

밖에 있습니다. 

a 응답 시간 t99에 도달했습니까? 

b H1/G1 데이터 로거가 기밀 파우치 

없이 80% 이상의 상대 습도에서 60 

시간 이상 보관되었습니까? 

c H1/G1 데이터 로거가 기밀 파우치 

없이 80% 이상의 상대 습도에서 60 

시간 이상 사용되었습니까? 

와 c 항목에 대한 해결책: 

습도 센서는 5°C에서 60°C 사이 및 

20%에서 80%RH 사이에서 최고의 

정확도를 지닙니다. 장치가 장시간 

동안 높은 대기 습도에 노출될 경우 

측정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습도 

센서는 50%RH ±10% 및 20°C 

±5°C에서 보관하면 48시간 내에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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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인/해결방법 

측정 프로토콜이 열리지 

않거나, 0Kb로 표시됩니다. 
- testo 184 데이터 로거를 PC에 

연결하십시오. 

- 익스플로러를 여십시오. 

- 로거에서 마우스 우측을 클릭한 후 

“포맷팅”을 클릭하십시오. 

- 포맷팅이 완료되면 데이터 로거를 

PC에서 분리한 후 다시 연결하십시오. 

- 측정 프로토콜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물체에 대한 충격이 위험한 

순간은 언제부터입니까? 

이는 물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 g 이상의 G 포스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손상, 균열 

등 …). 

로거를 다른 PDF 리더(예: 

Foxit 리더)와 연동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호환성때문에 

Acrobat 리더만 사용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가까운 판매점 또는 Testo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www.testo.com/service-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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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o SE & Co. KGaA 
Celsiusstraße 2  
79822 Titisee-Neustadt 
Germany 
Telefon: +49 7653 681-0 
E-Mail: info@testo.de 
Internet: www.tes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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