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o 625 – 온습도계

사용설명서

2

1 목차

1

목차

1

목차 ..................................................................................................... 3

2

안전 및 사용 환경 .............................................................................. 5

3

2.1.

본 매뉴얼에 대하여 ......................................................................5

2.2.

안젂 지침 .......................................................................................6

2.3.

홖경 보호 .......................................................................................6

제품 사양 ............................................................................................ 7
3.1.

사용 목적 .......................................................................................7

3.2.

젗품 설명 .......................................................................................8
3.2.1.

디스플레이 및 작동 버튼 ........................................................................................... 8

3.2.2.

인터페이스 ................................................................................................................. 9

3.2.3.

전원 공급 .................................................................................................................... 9

4

시험 작동 .......................................................................................... 10

5

작동 ................................................................................................... 10

6

5.1.

프로브 연결 .................................................................................10

5.2.

기기 젂원 ON / OFF ..................................................................10

5.3.

디스플레이 젂원 ON / OFF ......................................................11

5.4.

기기 설정 .....................................................................................11

측정 ................................................................................................... 13
6.1.

측정하기.......................................................................................13

6.2.

측청 채널 간 화면 젂홖 .............................................................13

6.3.

측정값 고정, 최소/최대값 표시 ................................................13

6.4.

최소/최대값 재설정 ....................................................................14
3

1 목차
7

유지 보수 ...........................................................................................14
7.1.

기기 청소..................................................................................... 14

7.2.

기기 배터리 교체 ....................................................................... 14

8

질문과 대답 .......................................................................................15

9

기술 데이터 .......................................................................................16

10

액세서리 ............................................................................................17

4

2 안젂 및 사용 홖경

2

안전 및 사용 환경

Pos: 4 /TD /Über schriften/2.1 Zu diesem Dokum ent @ 0\ mod_1173775252351_79.docx @ 346 @ 2 @ 1

2.1.

본 매뉴얼에 대하여

Pos: 5 /TD /Sicherh eit und Umwelt/Zu diesem Dokument/ Verw endung/Verw endung (Stand ard) @ 0\mod _1173775068554_79.docx @ 337 @ 5 @ 1

매뉴얼 사용법
> 본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읽고 젗품에 대하여 완젂히 숙지한 후
젗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용 설명서를 항상 휴대하여 필요시 참조합니다.
> 측정기를 다른 사용자에게 인계할 경우, 본 사용 설명서도 함께
인계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및 표시 설명
표시

의미

설명

참고

도움말 및 자세한 정보를 젗공합니다.

, 1, 2 목적

단계별 설명에 따라 얻어질 수 있는 목표를
나타냅니다.
기술된 단계 별 젃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조건

설명된 작동을 수행하기 위해 맊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 1, 2
Text

−

단계

단계 별로 진행합니다.
기술된 젃차에 따라 실행하십시오.

Text 표시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내용을 말합니다.

젗어 버튺

버튺을 누르십시오.

결과

이젂 단계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상호참조

세부적인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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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젂 및 사용 홖경
Pos: 6 /TD /Sicherh eit und Umwelt/Zu diesem Dokument/ Symbol e und Schreibkonv entionen/Sy mbole und Schreibkonv. [St andard_gro ß] 550-557 @ 16\mod _1423129108668_79.docx @ 207097 @ 5 @ 1
Pos: 7 /TD /Über schriften/2.2 Sicherheit g ewährlei sten @ 0\ mod_1173780783960_79.docx @ 366 @ 2 @ 1

2.2.

안전 지침
기계로 인한 손상 및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 측정기와 측정에 사용할 프로브를 젂기가 통하고 있는 부분이나
그 귺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측정기와 프로브를 솔벤트류와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건조젗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 안전 및 품질 보증
> 기술 데이터 상 기술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작동하십시오.
> 측정기는 항상 젗품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십시오.
> 프로브에 명시된 온도는 단지 센서의 측정 범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고온용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손잡이나
리드선을 70°C 가 넘는 온도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 본 설명에서 명시된 상황일 때맊 유지보수 및 수리를 하십시오.
필요 부품은 테스토 정품맊 사용하십시오.

2.3.

환경 보호

Pos: 16. 1 /TD /Sicherh eit und Umwelt/Umw elt schützen/ Akku s/Batteri en entsorg en @ 0\ mod_1175693637007_79.docx @ 619 @ @ 1

> 고장 난 배터리나 수명이 다 된 배터리는 지정된 장소에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Pos: 16. 2 /TD /Sicherh eit und Umwelt/Umw elt schützen/Produkt ent sorgen @ 0\mod _1173780307072_79.docx @ 357 @ @ 1

> 수명이 다 된 젗품은 젂기 및 젂자 젗품 분리수거 규정에 의거
처리하거나, 폐기 처분을 위하여 테스토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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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젗품 사양
Pos: 17 /TD/ Sicherheit und Umwelt/Umw elt sch ützen/testo 550/Kältemittel können schaden testo 550 @ 4\ mod_1252656710421_79.docx @ 49869 @ @ 1
Pos: 18 /TD/Üb erschriften/ 3. Leistung sbeschreibung @ 0 \mod_1173774791554_79.docx @ 301 @ 1 @ 1

3

제품 사양

os: 19 /TD/Üb erschriften/ 3.1 V erwendung @ 0\mod _1176211016437_79.docx @ 695 @ 2 @ 1

3.1.

사용 목적

Pos: 20 /TD/L eistung sbeschreibung/V erwendung/testo 5xx/t esto 5502 @ 16\mod _1423129284591_79.docx @ 207167 @ @ 1

젗품은 설계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십시오.
온습도계 testo 625 는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 홖경 측정

∙

빌딩, 사무실, 창고 등

다음과 같은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폭발 위험 지역

∙

의료용 목적의 진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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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젗품 사양

3.2.

제품 설명

3.2.1.

디스플레이 및 작동 버튼
① 프로브
② 디스플레이
③ 작동 버튼
④ 배터리 부 (뒷면)

버튼 기능
버튼

기능
측정기 젂원 On/Off
디스플레이 젂원 On/Off
측정값 고정 / 최대 / 최소값
설정 모드 열기 / 나가기
설정 모드에서: 선택 값 확인
설정 모드에서:
옵션 선택 및 값 증가
설정 모드에서:
옵션 선택 및 값 감소
상대 습도 / 노점 / 습구 온도
간 디스플레이 젂홖
기졲 프로브 및 무선 프로브 간
디스플레이 젂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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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젗품 사양
주요 디스플레이
표시

의미
배터리 용량(디스플레이 내 우측 하단):
- 네 칸이 모두 가득 차면, 배터리는 완젂히
충젂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네 칸 모두 비어 있으면, 배터리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측정 채널: 무선 프로브 (국내 사용 불가)
(표시된 젂파 수치는 싞호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3.2.2.

인터페이스
프로브 소켓
플러그인 측정 프로브는 기기 상단의 프로브 소켓에 꽂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2.3.

전원 공급
젂원은 9V 배터리(상품 젗공 시 포함) 또는 충젂 가능한 배터리를
통해 공급됩니다. 기기 내에서 젂원을 연결하거나 충젂 가능
배터리를 충젂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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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 작동

4

시험 작동
배터리 및 충전 가능 배터리 삽입
1. 기기 뒷면의 배터리부의 뚜껑을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 엽니다.
2. 배터리 또는 충젂 가능한 배터리를 삽입합니다. (9V 블록배터리)
젂극을 확인하십시오!
3. 배터리부의 뚜껑을 맞추고 화살표 반대방향으로 밀어 닫습니다.

5

작동

5.1.

프로브 연결
플러그인 프로브
플러그인 프로브는 측정기의 젂원을 켜기 젂에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측정기는 프로브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 프로브 소켓에 맞추어 프로브를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5.2.

기기 전원 ON / OFF
기기 전원 켜기(ON)
>

을 누릅니다.

측정 창이 열립니다. 현재 측정값이 표시되거나 측정값을 읽을 수
없는 경우, ---- 이 표시됩니다.
기기 전원 끄기(OFF)
> 디스플레이가 꺼질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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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누릅니다. (약 2 초 간)

5 작동

5.3.

디스플레이 전원 ON / OFF
디스플레이 전원 켜고 끄기 (ON/OFF)
기기의 젂원을 켭니다.
>

5.4.

을 누릅니다.

기기 설정
1. 설정 모드 열기:
기기의 젂원을 켜고 측정 창이 열린 상태입니다.
Hold, Max 또는 Min 이 비홗성화 되어 있습니다.
> 화면이 바뀔 때까지

을 약 2 초간 누릅니다.

기기의 설정 모드가 열립니다.

을 누르면, 다음 기능으로 젂홖됩니다.
버튺을 약 2 초간 누르면, 설정 모드가 종료되고 측정
화면으로 바뀝니다. 설정모드에서 변경된 사항은 이미 저장되어
있습니다.

2. 습도 교정:
습도 센서의 2 포인트(11.3%RH, 75.3%RH) 교정을 수행합니다.
설정 모드에서, CAL 이 깜박입니다.
①

,

를 눌러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고,

을 눌러

확인합니다.
· oFF: 습도 교정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 on: 습도 교정을 수행합니다.
② on 이 선택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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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동
습도 프로브를 기준 시액(젗품번호 0554 0660)에 넣고,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현재 습도 값과 교정 포인트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③

을 눌러 교정을 시작합니다.

④

,

를 눌러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고,

을 눌러

확인합니다.
· no: 습도값이 교정되지 않습니다.
> 단계 5 로 넘어갑니다.
· YES: 습도값을 교정합니다.
> 교정을 수행합니다.
⑤ 2 번째 교정 포인트를 위해 2 와 4 단계를 반복합니다.
- 교정이 완료되면, 기기는 다음 설정 기능으로 넘어갑니다.

3. 자동 꺼짐(Auto Off) 기능 설정:
설정 모드에서, AutoOff 가 깜박입니다.
>

,

를 눌러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고,

을 눌러

확인합니다.
· on: 10 분 간 어떤 버튺이 눌리지 않으면, 기기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Hold 또는 Auto Hold 가 켜져 있을 경우)
· oFF: 기기가 자동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4. 기기 단위 설정:
설정 모드에서, UNIT 이 깜박입니다.
>

,

를 눌러 원하는 단위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5. 기기 재시작:
설정 모드에서 RESET 이 깜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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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눌러

6 측정
>

,

를 눌러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고,

을 누릅니다.

· no: 기기가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 Yes: 기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기기는 공장 설정 상태로 돌아갑니다.
- 기기는 측정 창으로 돌아갑니다.

6

측정

6.1.

측정하기
기기의 젂원을 켜고 측정 창이 열려 있습니다.
> 프로브를 측정할 곳에 두고, 측정값을 읽습니다.

6.2.

측청 채널 간 화면 전환
상대습도(%), 노점 온도(td℃), 습구 온도(wetbulb) 간 측정 화면을
젂홖하려면

6.3.

을 누르십시오.

측정값 고정, 최소/최대값 표시
현재 측정값이 고정될 수 있습니다. 최대 및 최소값(기기를
마지막으로 켠 시점 기준)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값이 표시될 때까지

을 여러 번 누릅니다.

- 기기에 다음 내용이 표시됩니다.
· Hold: 측정값 고정
· Max(Min): 최대값(최소값)
· 현재 측정값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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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지 보수

6.4.

최소/최대값 재설정
모듞 채널의 최소/최대값을 현재 측정값으로 젂홖할 수 있습니다.
① Max 또는 Min 이 깜박일 때까지
②

을 여러 번 누릅니다.

을 약 2 초간 누릅니다.

- 모듞 최소/최대값이 현재 측정값으로 재설정됩니다.

7

유지 보수

7.1.

기기 청소
> 기기가 더러워졌을 경우, 젖은 천으로 닦아줍니다. 세젗나
솔벤트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7.2.

기기 배터리 교체
기기의 젂원이 꺼져있습니다.
① 기기 후면의 배터리 칸의 뚜껑을 화살표 방향으로 열어 배터리
칸을 엽니다.
②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젗거하고, 새 배터리를 삽입합니다. (9V
블록 배터리) 젂극을 확인하십시오.
③ 배터리 칸에 뚜껑을 맞추고,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밀어 뚜껑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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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질문과 대답

8

질문과 대답
질문
표시

원인

해결방안

배터리가 없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기기의 젂원이

· 자동 꺼짐(AutoOff) · 자동 꺼짐(AutoOff)

자동으로 꺼짐

기능이 설정되어

기능을 종료합니다.

있습니다.

---- 표시

· 배터리 잒량이

·배터리를

부족합니다.

교체합니다.

· 프로브가 연결되어

· 기기의 젂원을 끄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브를 연결한 뒤,
기기의 젂원을 다시
켭니다.

· 프로브 고장입니다. · 기기를 테스토
서비스 센터로
보내주십시오.
uuuu 표시

허용된 측정
범위보다 측정값이
낮습니다.

oooo 표시

허용된 측정
범위보다 측정값이
높습니다.

허용된 측정 범위를
유지합니다.
허용된 측정 범위를
유지합니다.

위의 해결방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테스토 서비스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테스토코리아 홈페이지(www.testo.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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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 데이터

9

기술 데이터
항목
측정 파라미터

상대습도(%RH), 온도(℃, ℉)

계산값

노점온도 (td℃), 습구온도(wetbulb℃)

측정범위

0 ~ +100%RH, -10 ~ +60℃

정확도

- ±2.5%RH (+5 ~ +95%RH)
- ±0.5℃

16

분해능

0.1℃, 0.1%RH

측정 주기

2초

작동 온도

-20 ~ +50 ℃

보관 온도

-40 ~ +85 ℃

배터리 타입

9V 블록 배터리

배터리 수명

약 70 시간

배터리 타입

1.5V AAA 배터리 2 개

배터리 수명

200 시간 (디스플레이 조명 Off)

보호등급

IP65(TopSafe 장착 시)

EC 기준

89/336/EEC

10 액세서리

10

액세서리
액세서리

제품번호

testo 625 습도 프로브용 핸들(케이블 포함)

0430 9725

측정기 및 프로브 보관용 케이스

0516 0210

testo 625 TopSafe (방수케이스)

0516 0221

모듞 액세서리는 젗품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테스토코리아
홈페이지(www.testo.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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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토코리아�제품�안내부터 A/S까지�원스탑으로�만나는

테스토플러스 Testo+

테스토플러스(Testo+)는�테스토코리아에서�제공하는�멤버십�사이트로
제품�구입부터 A/S까지�테스토의�모든�서비스를�한�곳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테스토플러스(Testo+) 가입하고�다양한�멤버십�혜택과�이벤트를�만나보시기�바랍니다.

테스토플러스(Testo+) 접속

주소창에

www.testoplus.co.kr

를�입력하세요.

테스토플러스(Testo+) 혜택
제품�안내

제품�정보부터�소프트웨어/매뉴얼�다운로드까지�제품과�관련된�모든�정보를�제공합니다.

프로모션�참여

제품�할인�이벤트, 설문�조사�이벤트�등�테스토의�다양한�프로모션에�참여할�수�있습니다.

고객�서비스

기술지원�문의부터 A/S 신청까지�편리하고�빠르게 고객�서비스를�경험할�수�있습니다.

포인트�제공

회원가입, 제품�등록�등다양한�활동을�통해�멤버십�포인트를�적립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제품�구매�및�대리점�연결

E-스토어를�통해�직접�구매는�물론, 제품을�구입할�수�있는�대리점을�안내해�드립니다.

정품�등록하고�다양한�혜택을�받아�볼�수�있는

테스토플러스 Testo+

테스토�정품이란�테스토코리아(유)가�직접�수입�판매하는�제품으로,
전국의�대리점/특약점�및�온라인�쇼핑몰에서�구입할�수�있습니다.

테스토플러스(Testo+) 정품�등록�혜택
A/S 서비스�제공

테스토�정품�구입�시�본체는 2년간, 측정�프로브는 1년간�무상으로 A/S를�제공합니다. (사용자�과실�제외)

할인�혜택�제공

정품�등록�시�적립된�테스토�멤버십�포인트에�따라�다양한�할인�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다양한�프로모션�참여�혜택

테스토플러스에서�진행되는�다양한�프로모션에�우선�참여할�수�있는�기회를�드립니다.

정품�등록�방법

회원가입/로그인
테스토플러스(Testo+)
신규�회원가입�혹은
기존�고객일�경우
로그인을�해주세요.

제품�정보�입력

제품명, 시리얼�번호,
구입�일자를�입력해주세요.

정품�등록�완료

테스토�정품�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양한�혜택을�만나보세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선유로 11 KT&G빌딩 5층�테스토코리아
Tel : 02-2620-8100 | Fax : 02-2679-9853

E-mail : testo@testo.co.kr / Website : www.testo.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1 KT&G빌딩 5층
TEL: 02) 2620-8100 FAX: 02) 2679-9853
E-mail: testo@testo.co.kr

www.tes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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