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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3 /TD/Überschriften/2. Sicherheit und Umwelt @ 0\mod_1173774719351_6.docx @ 290 @ 1 @ 1 
 

2 안전과 환경 
Pos: 4 /TD/Sicherheit und Umwelt/Verweis auf "Inbetriebnahme und Sicherheit" - Kap. Sicherheit @ 18\mod_1437996164563_6.docx @ 216175 @  @ 1 
 

이와 관련하여 시운전 및 안전 문서(제품과 함께 출력물로 제공)에 

수록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 

정보를 숙지하고 유의하도록 조치하십시오! 
Pos: 5 /TD/Überschriften/3. Verwendung @ 18\mod_1437996869580_6.docx @ 216210 @ 1 @ 1 
 

3 사용 
Pos: 6 /TD/Leistungsbeschreibung/Verwendung/testo 3xx/testo 330i_Verwendung @ 17\mod_1432802471780_6.docx @ 213304 @  @ 1 
 

testo 330i/ testo 330i LX 는 별도의 안드로이드 또는 iOS 휴대식 

장치 및 어플(어플리케이션) testo 330i와 결합하여 연소 시스템의 

배기가스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배기가스 측정장치입니다. 

•  소형 연소 시스템(오일, 가스, 장작, 석탄) 

•  저온 및 콘덴싱 보일러 

•  가스 연료 보일러 

이러한 시스템은 장치를 사용하여 조정하고 유효한 한계치 유지에 

대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장치는 단시간 측정장치로 검사되었으며 안전(경고) 장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 이 장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최적으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연소 시스템에서 O2, CO 및 

CO2, NO, NOx 값 조절 

•  통풍 측정 

•  가스 연료 보일러에서 가스 유량압 측정 및 조절 

•  히터 시스템의 플로우 및 리턴 온도 측정 및 정밀 조절 

•  CO 및 CO2 주변환경 측정 

•  CH4(메탄) 및 C3H8(프로판) 감지 

• 장치는 열병합발전기(CHP)에서 1. BImschV에 의거한 측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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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 센서는 기본적으로 열병합발전기에서 측정하는데도 

적합합니다. 연간 50회 이상의 열병합발전기 측정을 

수행하는 경우 가까운 testo 서비스 부서에 연락하거나 

검사를 위해 testo 330i를 testo 서비스에 보내십시오.  

 CO 센서의 소모된 NOx 필터는 예비부품(상품 번호 0554 

4150)으로 주문하고 교체할 수 있습니다. 

 
Testo는 용도에 적합한 사용 시 자사 제품의 기능성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인가되지 않은 타사 제품과 조합된 

Testo 제품의 속성에는 이러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쟁사 제품은 Testo에서 인가되지 않습니다. 

Testo는 통상 그러한 것처럼 Testo에서 제공하는 제품의 

일부로 보장되지 않는 기능과 연관된 지원, 보증 및 품질 

보증에 대한 요구를 배제합니다. 또한 이러한 요구는 

인가되지 않은 타사 제품과 결합하여 제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Pos: 7 /TD/Leistungsbeschreibung/Verwendung/Bluetooth-WLAN-Funk-Hinweis/INFO Funk-Modul Verwendung @ 17\mod_1435043854314_6.docx @ 214066 @  @ 1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데는 각 사용 국가의 규칙과 규정이 

적용되며, 모듈은 국가 인증서가 있는 국가에서만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및 모든 소유자는 이 규정과 사용 요구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판매, 수출, 내보내기 등이, 특히 무선 

허가가 없는 국가에서, 본인의 책임임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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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8 /TD/Überschriften/4. Produktbeschreibung @ 0\mod_1173774846679_6.docx @ 308 @ 1 @ 1 
 

4 제품 설명 
Pos: 9 /TD/Produktbeschreibung/Übersicht/testo 3xx/testo 330/testo 330i Übersicht @ 17\mod_1432887852094_6.docx @ 213516 @ 2333 @ 1 
 

4.1. 측정장치 

4.1.1. 개요 
 

 

1 고정 브라켓, 특수 홀더 testofix®에서 부착용 

2 연결 패널, 왼쪽 

3  상태 LED: 

LED 표시 의미 

파란색 꺼짐 장치가 꺼지거나 측정 준비되지 

않음 

점멸(0.05초 

켜기/0.5초 끄기). 

장치 켜기, 시동 단계 

점멸(0.5초 

켜기/0.5초 끄기). 

장치 켜기, Bluetooth® 장치 검색 

활성 

지속 점등 장치 켜기, Bluetooth® 연결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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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표시 의미 

빨간색 점멸(0.05초 

켜기/0.5초 끄기). 

장치 오류  

점멸(0.5초 

켜기/0.5초 끄기). 

전원공급장치 꽂힘, 배터리 

충전됨 

지속 점등 전원공급장치 꽂힘, 배터리 완전 

충전됨 

4 켜기/끄기 버튼 

5 응축수 용기, 응축수 배출 마개 

6 연결 패널, 오른쪽 

7.  자석 고정장치(뒤면) 

 경고
자기장 

심장박동기를 단 사람들에게 건강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 심장박동기와 장치 간에 최소 15 cm의 간격을 유지하십시오. 
 

 

주의 

자기장 

다른 장치의 손상! 

> 자석에 의해 손상될 수 있는 제품(예: 모니터, 컴퓨터, 신용 

카드)과 안전 간격을 유지하십시오. 
 

4.1.2. 연결 패널 왼쪽/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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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B 포트 

2 차압 측정, 마이너스(-) 연결부 

3 전원공급장치 소켓 

4 배기가스 소켓 

5 센서 소켓 

4.2. 모듈식 배기가스 탐침 

 
 

1 시야창이 포함된 탈부착형 필터 챔버, 입자 필터 

2 탐침 모듈 잠금해제 장치 

3 탐침 모듈 

4 측정장치 플러그 

5 탐침 잡이 

6 연결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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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10 /TD/Überschriften/5. Erste Schritte @ 0\mod_1173774895039_6.docx @ 317 @ 2 @ 1 
 

5 첫 단계 
Pos: 11 /TD/Überschriften/5.1 Inbetriebnahme @ 0\mod_1185342823812_6.docx @ 1883 @ 2 @ 1 
 

5.1. 시운전 
Pos: 12 /TD/Erste Schritte/Verweis auf "Inbetriebnahme und Sicherheit" - Kap. Inbetriebnahme @ 18\mod_1437997567295_6.docx @ 216280 @  @ 1 
 

이와 관련하여 시운전 및 안전 문서(제품과 함께 출력물로 제공)에 

수록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Pos: 13 /TD/Überschriften/5.3 Produkt kennenlernen @ 0\mod_1185342901015_6.docx @ 1892 @ 2 @ 1 
 

5.2. 제품에 대해 알아보기 
Pos: 14 /TD/Erste Schritte/testo 330/testo 330i Produkt kennenlernen Sonden/Fühler anschließen @ 18\mod_1437401463337_6.docx @ 215911 @ 355 @ 1 
 

5.2.1. 탐침/센서 연결 
 
 

 
탐침 및 센서는 측정장치를 켜기 전에 항상 배기가스 소켓 

또는 센서 소켓에 연결하거나 탐침/센서 교체 후에 

측정장치를 껐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배기가스 탐침/가스 압력 어댑터/버스트 세트/온도 어댑터 연결 

> 연결 플러그를 배기가스 소켓에 꽂고 시계 방향으로 가볍게 돌려 

잠그십시오(바요넷 캡). 
 

 
측정장치와 배기가스 탐침 사이에는 최대한 하나의 

연장선(0554 1201)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센서 연결 

> 센서 연결 플러그를 센서 소켓에 꽂으십시오. 
Pos: 15 /TD/Erste Schritte/testo 330/testo 330i Produkt kennenlernen Netzteil_Akkus_Batt @ 18\mod_1437400967253_6.docx @ 215876 @ 3445 @ 1 
 
 

5.2.2. 전원공급장치/배터리 
전원공급장치가 꽂혀 있으면 측정장치의 전원 공급은 자동으로 

전원공급장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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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 배터리 충전 
배터리는 0~35 °C의 주변 온도에서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으면 충전 시간은 실내 온도에서 약 5~6시간이 

소요됩니다. 
 

1. 전원공급장치의 장치 커넥터를 측정장치의 전원공급장치 

소켓에 연결하십시오. 

2. 전원공급장치의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 충전 과정이 시작됩니다(빨간색 LED 점멸: 0.5초 켜기/0.5초 

끄기). 

- 배터리가 충전되었으면 충전 과정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빨간색 LED가 지속 점등). 

배터리 관리 

•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키지 마십시오.  

• 배터리는 충전된 상태로만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되 0 °C 

미만으로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최상의 보관 조건은 30~70 %의 

잔여 용량으로 0~15 °C의 주변 온도입니다. 다시 사용하기 전에 

완전히 충전하십시오. 

• 최적의 충전 온도는 20°C의 주변 온도입니다. 

• 유지 충전은 2일 미만. 

5.2.2.2. 전원 작동 
1.  전원공급장치의 장치 커넥터를 측정장치의 전원공급장치 

소켓에 연결하십시오.  

2.  전원공급장치의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  측정장치의 전원 공급은 전원공급장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측정장치가 꺼져 있고 배터리가 삽입되었으면 충전 과정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측정장치를 켜면 배터리 충전이 중지되고 

측정장치가 전원공급장치를 통해 전원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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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16 /TD/Erste Schritte/testo 330/testo 330i Produkt kennenlernen Ein/Aus, Verbinden @ 17\mod_1435045795085_6.docx @ 214061 @ 33 @ 4 
 

5.2.3. 켜기 및 휴대형 최종장치와 연결하기 
✓ 어플 testo 330i가 사용하는 휴대형 최종장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운전 및 안전 문서(제품과 함께 

출력물로 제공)에 수록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1. 측정장치 켜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 측정장치가 시작됩니다: 파란색 LED가 점멸합니다((0.05초 

켜기/0.5초 끄기). 

- 연결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파란색 LED가 점멸합니다((0.5초 

켜기/0.5초 끄기). 

2. 휴대형 최종장치를 켜십시오. 

3. 휴대형 최종장치에서 어플 testo 330i를 시작하십시오.  

- Gerätesuche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무선 범위 내 호환되는 

장치가 표시됩니다(제품 이름 + 장치 일련번호의 끝 4자리). 

> 장치 이름을 눌러 장치를 선택합니다. 

- 연결 구축에 약 30초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Bluetooth® 연결이 구축됩니다. 파란색 LED가 지속적으로 

점등됩니다. 

 
연결 구축이 불가능할 경우 여러 해결방법이 표시됩니다. 해결방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용한 참고사항 및 도움말을 

확인하고/거나 가까운 판매점 또는 Testo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www.testo.com/service-contact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측정 유형 Abgas 보기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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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끄기 
 

 
저장되지 않은 측정 값은 측정장치 종료 시 손실됩니다. 

 

>  측정장치 끄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  경우에 따라: 종료 임계치(O2 > 20%, 다른 측정 단위 

< 50 ppm)에 도달할 때까지 펌프가 시작되고 센서가 

세정됩니다. 최대 세정 시간은 3분입니다. 

- 측정장치가 꺼집니다.  
Pos: 17 /TD/Erste Schritte/testo 330/330i Produkt kennenlernen App-Bedienung @ 18\mod_1438342301782_6.docx @ 216655 @ 33 @ 1 
 

5.2.5. 어플 작동 
어플을 사용하기 전에 휴대형 최종장치의 작동 개념에 대해 잘 

알아보십시오. 이때 휴대형 최종장치의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작업 실행은 대부분 아이콘, 기호 또는 이름을 눌러 수행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1 : 선택 목록 Messarten 열기 

2 : 선택 목록 Menü 열기/닫기 

3 : 선택 목록 Brennstoffe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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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 값 표시 유형 선택 

5 : 선택 목록 Optionen 열기 

6 측정 시작/중지 

7 : 선택 목록 Protokolle 열기 

어플의  | Hilfe | Tutorial에서 학습서도 참조하십시오. 
Pos: 18 /TD/Überschriften/6. Produkt verwenden @ 0\mod_1173774928554_6.docx @ 326 @ 2 @ 1 
 

6 제품 사용 
Pos: 19 /TD/Überschriften/6.1 Einstellungen vornehmen @ 0\mod_1184584321421_6.docx @ 1861 @ 3 @ 1 
 

6.1. 설정하기 
Pos: 20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testo 330i Messwertanzeige @ 18\mod_1438350052777_6.docx @ 216909 @ 45 @ 1 
 

6.1.1.  | 측정 구성 
측정 값 표시 유형 Liste에서 측정 변수/단위 및 개수와 순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값 디스플레이, 저장된 측정 프로토콜 및 프로토콜 출력물에는 

측정 값 디스플레이에 활성화되어 있는 측정 변수와 단위만 

나타납니다. 

설정은 각각 현재 활성화된 측정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측정 단위 전체 개요(사용 가능한 선택사항은 선택한 측정 유형, 

설정된 연료 및 측정장치에서 사용 가능한 센서에 따라 달라짐):  

표시 측정 변수 

AT 배기가스 온도 

VT 연소 가스 온도 

GT 장치 온도 

Pumpe 펌프 성능 

O2 산소 

CO2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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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측정 변수 

qA 연소 값 범위 포함 없는 배기가스 손실 

η 연소 값 범위 포함 없는 효율 

qA+ 연소 값 범위 포함한  배기가스 손실 

η+ 연소 값 범위 포함한 효율 

Zug 굴뚝 통풍 

∆P 차압 

CO 일산화탄소 

uCO 일산화탄소, 희석 안 함 

NO 일산화질소 

NOx 산화질소 

λ 공기비 

COumg 일산화탄소 주변 

O2ref 산소 기준 

ATP 배기가스 정체점 온도 

작업 실행 

> 디스플레이 목록에 측정 변수 추가: Hinzufügen를 눌러 측정 

변수의 선택 목록을 엽니다.  

> 디스플레이 목록에서 측정 변수 삭제: 을 누릅니다. 

> 측정 변수의 단위 변경: 측정 변수 이름을 눌러 측정 단위 선택 

목록을 엽니다. 

> 디스플레이 목록에서 측정 변수 위치 변경: 을 누른 채로 

끌어 당깁니다. 

> 변경사항 적용: Bestätigen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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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21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testo 330i Messwert-Darstellungsart Grafik @ 18\mod_1438355555554_6.docx @ 217017 @ 3 @ 4 
 

6.1.2. 그래픽 
측정 값 표시 유형 그래픽에서 측정 값 진행을 선형 도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최대 4개의 측정 변수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측정 값 표시 

유형 Liste에서 사용 가능한 측정 변수/단위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을 눌러 를 눌러 측정 변수/단위의 선택 목록을 엽니다. 

 
측정 값 표시 유형 Liste의 첫 4개의 측정 변수는 그래픽에서도 기본 

설정으로 사용됩니다. 

 
Pos: 22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testo 330i Sprache @ 17\mod_1435060640365_6.docx @ 214171 @ 3 @ 1 
 

6.1.3.  | 장치 설정 | 언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언어의 개수는 활성화된 국가별 버전에 따라 

달라집니다. 
Pos: 23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testo 330i Landesversion @ 17\mod_1435061137749_6.docx @ 214241 @ 3 @ 1 
 

6.1.4.  | 장치 설정 | 국가별 버전 
국가별 버전 설정은 측정 상자 내에 활성화된 측정 단위, 연료, 연료 

파라미터, 계산 기본 및 계산 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별 버전 설정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활성 가능한 언어에 

영향을 미칩니다. 
Pos: 24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testo 330i Brennstoffe @ 17\mod_1434440641647_6.docx @ 213816 @ 3 @ 4 
 
Pos: 25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testo 330i Sensordiagnose @ 19\mod_1453789485656_6.docx @ 226796 @ 3 @ 4 
 

6.1.5.  | 장치 설정 | 센서 진단 
장치는 센서의 현재 상태를 표시합니다. 

소모된 센서의 디스플레이: Defekt 

> 센서 교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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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26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testo 330i Sensorschutz @ 18\mod_1439470077571_6.docx @ 218786 @ 3 @ 4 
 

6.1.6.  | 장치 설정 | 센서 보호 
CO/NO 센서를 과부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 센서 보호가 활성화됩니다.  

• 과부하 시, 신선한 공기 희석 

• 다시 초과할 경우 종료 
 
 

 
희석이 활성화된 경우 CO 및 CO 희석 안 됨 값이 파란색 글꼴색으로 

표시됩니다. 프린트에는 두 값의 이름 뒤에 "*"이 희석의 표시로 

나타납니다. 
 
 

센서 보호를 비활성화하려면 임계치 값을 0 ppm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Pos: 27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testo 330i O2-Referenz @ 18\mod_1439470144870_6.docx @ 218856 @ 3 @ 1 
 

6.1.7.  | 장치 설정 | O2 참조 
현재 연료의 O2 참조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Pos: 28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testo 330i NO2-Zuschlag @ 18\mod_1439470169269_6.docx @ 218891 @ 3 @ 1 
 

6.1.8.  | 장치 설정 | NO2 추가 
NO2 추가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Pos: 29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testo 330i Höhenkompensation @ 18\mod_1439470121376_6.docx @ 218821 @ 3 @ 1 
 

6.1.9.  | 장치 설정 | 높이 보정 
아주 미소한 절대 압력이 O2 센서의 작동 시간 계산을 왜곡합니다. 

그러므로 높은 높이에서 측정장치를 사용할 때는 O2 센서가 조기에 

"다 소모됨"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공장 출하시 설정된 값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1800 m a.s.l.까지의 높이에서 측정장치를 사용하는데는 공장 

설정(922 hPa, 약 800 m a.s.l.에 해당)을 놔둘 수 있습니다. 

값은 직접 입력할 수(Absolutdruck) 있거나 바로미터 압력(Barom. 

Druck) 및 Höhe ü. N.N. 입력 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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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30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testo 330i Schalten sie das Gerät aus @ 19\mod_1453791009889_6.docx @ 226831 @ 3 @ 4 
 

6.1.10.  | 장치 설정 | testo 330i를 끄십시오 
testo 330i를 휴대형 최종장치를 이용하여 끌 수 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측정 값은 측정장치 종료 시 손실됩니다. 

 

>  측정장치 끄기: OK을 누릅니다. 

-  경우에 따라: 종료 임계치(O2 > 20%, 다른 측정 단위 

< 50 ppm)에 도달할 때까지 펌프가 시작되고 센서가 

세정됩니다. 최대 세정 시간은 3분입니다. 

- 측정장치가 꺼집니다. 
Pos: 31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testo 330i Firmware Update @ 19\mod_1453791089278_6.docx @ 226866 @ 3 @ 4 
 
Pos: 32 /TD/Überschriften/6.3 Messungen durchführen @ 0\mod_1184584650078_6.docx @ 1870 @ 3 @ 1 
 

6.2. 측정 수행 
Pos: 33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testo 330i Messung vorbereiten @ 17\mod_1434441345106_6.docx @ 213851 @ 3455545544454 @ 1 
 

6.2.1. 측정 준비 

6.2.1.1. 응축수 용기의 채움 레벨 확인 
응축수 용기의 채움 레벨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용기를 적시에 

비우십시오. 32 페이지의 응축수 용기 비우기을 참조하십시오. 

6.2.1.2. 입자 필터 확인 
배기가스 탐침의 입자 필터가 오염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입자 필터를 적시에 교체하십시오. 40 페이지의 입자 필터 

확인/교체를 참조하십시오. 

6.2.1.3. 영점화 단계 

연소 가스 온도(VT) 측정 

연소 가스 온도 센서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영점화 단계 중 

배기가스 탐침의 써모커플에서 측정된 온도가 연소 가스 온도로 

사용됩니다. 이에 따른 모든 측정 변수는 이 값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연소 가스 온도 측정은 실내 공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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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용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배기가스 탐침이 영점화 단계 

중에 연소장치의 흡입 통로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연소 가스 온도 센서가 연결되어 있으면 연소 가스 온도가 

연속적으로 이 센서를 통해 측정됩니다. 

가스 영점화 

장치를 켠 후에 가스 센서가 자동으로 영점화 됩니다. 

> 가스 센서 영점화 수동 시작:  | Gassensoren nullen. 

통풍/압력 영점화 

압력 센서는 연속적으로 영점화 됩니다. 

배기가스 탐침은 배기가스 통로에 과압이 없고 별도의 VT 센서가 

꽂혀 있을 경우 영점화 단계 중에 배기가스 통로 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차압 측정 마이너스(-) 연결부는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주변 압력, 폐쇄되지 않음). 

6.2.1.4. 가스 경로 검사 수행 
측정 시스템(측정장치 + 배기가스 탐침)의 기밀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십시오.  

특히 너무 높은 O2 값은 누출이 있는 측정 시스템을 알리는 

지시표일 수 있습니다. 

>  | Gaswegprüfung. 



6 제품 사용 

  21 

6.2.1.5. 특수 홀더 testofix® 장착 

1. 특수 홀더를 배기가스 통로의 측정 개구부에 삽입합니다. 이때 

고정용 돌출부는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2. 특수 홀더를 고정용 링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배기가스 통로에 

고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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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장치를 특수 홀더에 중지 위치까지 미십시오.  

4. 특수 홀더에 잠금장치가 찰칵 잠겼는지 확인하십시오.  

5. 특수 홀더를 통하여 배기가스 탐침을 배기가스 통로 안으로 집어 

넣습니다. 
 
 

 
특수 홀더 testofix® 사용 시 측정장치는 측정 도중 배기관의 

방출 열에 노출됩니다. 연소 가스 온도가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면 연소 가스 온도 측정을 위해 케이블이 

있는 VT 센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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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6. 모듈식 배기가스 탐침 사용 

써모커플 검사 
 

   
 

배기가스 탐침의 써모커플이 탐침 바스켓에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 사용 전에 확인하십시오. 필요 시 써모커플을 적절하게 

굽히십시오. 

 

배기가스 탐침 정렬 
 

 
 

써모커플은 배기가스로부터 자유롭게 흐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탐침을 돌려 적절하게 정렬하십시오. 

코어 스트림 검색 수행 
 

 

탐침 촉은 배기가스의 코어 스트림 내에 있어야 합니다. 

1. Kernstrom | . 

2. 배기가스 통로 내 배기가스 탐침은 탐침 촉이 코어 스트림(최고 

배기가스 온도 범위 Max AT) 내에 있도록 정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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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 값/회색 포인터: 현재 배기가스 온도 디스플레이 

- 주황색 값/주황색 포인터: 최대 배기가스 온도 디스플레이 

> 값/포인터 리셋: . 
Pos: 34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testo 330i Abgasmessung @ 17\mod_1435137697977_6.docx @ 214451 @ 355 @ 4 
 

6.2.2.  | 배기가스  

 
올바른 측정 값을 얻으려면 측정 수행 전에 사용된 연료를 

설정해야 합니다 

 연료 

> 연료 선택 
 
 
 
 

 
사용 가능한 측정 결과를 얻으려면 배기가스 측정의 측정 

시간이 최소한 3분에 달해야 하며 측정장치가 안정적인 

측정 값을 표시해야 합니다. 
 
 
 

 
아직 별도의 COunverdünnt 측정을 수행하지 않았으면 이 

값은 배기가스 탐침의 측정 값을 이용하여 계산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1. . 

- 측정 값이 표시됩니다. 

측정 변수 Zug이 측정 값 표시기에 활성화되어 있으면 배기가스 

측정과 병행하여 통풍 측정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측정 데이터 

보기 Liste에서는 병행의 통풍 측정을 중지/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통풍 측정은 Zug 측정 유형과는 상관 없이 

이루어집니다. 
 

 
통풍 측정을 위해 차압 측정 마이너스 연결부가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주변 압력, 폐쇄되지 않음).  
 

> 통풍 측정 값 표시기 옆의  또는 을 누르십시오. 

2. . 
Pos: 35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testo 330i_Zugmessung @ 17\mod_1435137966035_6.docx @ 214486 @ 355 @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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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통풍 
 

 
차압 측정 마이너스(-) 연결부는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주변 

압력, 폐쇄되지 않음).  
 

1. . 

- 측정 값이 표시됩니다. 

긴 측정 시 드리프트를 배제하기 위해 압력 센서가 지속적으로 

(10초 마다) 영점화 설정됩니다. 영점화 설정 중 밸브의 스위칭 

소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2. . 
Pos: 36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testo 330i BIMSCHV (LV DE) @ 17\mod_1435144026625_6.docx @ 214521 @ 3 @ 1 
 

6.2.4.  | BImSchV  
이 측정 유형은 국가별 버전 Deutschland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A 평균 값 측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평균 값은 30초 동안 

지속적으로 확인되며 측정 주기는 1초입니다. 각 기록 시점에 대한 

현재 평균 값이 표시됩니다. 

✓ 배기가스 탐침과 연소 가스 온도 센서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1. . 

- O2 측정 값이 20% 미만이 되면 측정이 시작됩니다. 

측정 종료 전에 측정 값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2분에서 3분 소요됩니다. 

2. . 

- qA 측정 값(O2, AT, VT) 및 통풍 측정 값이 확인됩니다(30초). 
Pos: 39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testo 330i CO unverdünnt @ 17\mod_1435144575689_6.docx @ 214556 @ 35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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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CO 희석 안 함 
✓ 다중 홀 탐침(0554 5762)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1. . 

- 측정 값이 표시됩니다. 

2. . 
Pos: 40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testo 330i Rußzahl/WTT @ 17\mod_1434442164943_6.docx @ 213886 @ 3555 @ 1 
 

6.2.6.  | 그을음 레벨 
그을음 펌프로 확인된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Rußzahl과 Ölderivat은 오일 연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s: 41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testo 330i Differenzdruckmessung @ 18\mod_1438358780132_6.docx @ 217123 @ 355 @ 1 
 

6.2.7.  | 차압 

경고
위험한 가스 혼합물 

폭발 위험! 

> 추출 위치와 측정장치 사이의 기밀 상태에 유의하십시오.  

> 측정 중에는 금연하고 나화가 금지됩니다.  
 

✓ 가스 압력 세트(0554 1203)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차압 측정 마이너스 연결부는 압력 센서가 영점으로 설정되므로 

측정 시작 시 무압력 상태여야 합니다(주변 압력, 장치는 검사할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음). 

1. . 

- 압력 센서 영점화. 

- 측정 값이 표시됩니다. 

2. 장치를 검사할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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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센서의 드리프트로 인해 측정 값이 허용오차 한계 밖에 

있을 수 있으므로 5분 이상 측정하지 마십시오. 더 오래 

측정하려면 압력 센서를 다시 영점화 하십시오. 
 

3. . 
Pos: 42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testo 330i Diff_Temperaturmessung @ 18\mod_1438358778900_6.docx @ 217088 @ 355 @ 4 
 

6.2.8.  | 차이 온도 
✓ 차이 온도 세트(0554 1208)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1. . 

- 측정 값 및 계산된 차이 온도 ∆t (T1 - T2)가 표시됩니다. 

2. . 
Pos: 43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testo 330i O2 Zuluft @ 18\mod_1438358781318_6.docx @ 217158 @ 3 @ 1 
 

6.2.9.  | O2 공급 공기 
1. . 

- 측정 값이 표시됩니다. 

2. . 
Pos: 44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testo 330i Gasdurchsatz @ 19\mod_1448542207252_6.docx @ 225996 @ 3 @ 4 
 

6.2.10.  | 가스 유량 
이 기능은 활성화된 연료가 가스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소모된 가스량으로 가스 연소장치의 성능이 계산됩니다. 이를 위해 

가스량이 어플에 입력되고 해당 소모량을 가스 계량기에서 

읽습니다. 

1. 가스 계량기에서 관찰할 가스량을 설정합니다. 

2. 연소된 가스의 가열 값을 설정합니다. 

3. . 

- 측정 기간이 표시됩니다. 

4.  설정된 가스량 도달 시: . 

- 계산된 가스 유량과 가스 연소 성능(단위 KW)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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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45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testo 330i Öldurchsatz @ 19\mod_1448542436455_6.docx @ 226031 @ 3 @ 4 
 

6.2.11.  | 오일 유량 
이 기능은 활성화된 연료가 오일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설정된 오일 압력과 오일 노즐의 오일 

유량으로부터 연소장치의 출력을 계산합니다. 

>  오일 노즐의 오일 유량과 오일 압력 설정하기  

- 계산된 오일 연소 성능(단위 KW)이 표시됩니다. 
Pos: 46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330i 6.x Messdaten drucken @ 17\mod_1435060959550_6.docx @ 214206 @ 355 @ 1 
 

6.3. 측정 값 출력 
현재 측정 값을 프로토콜 프린터(부속품: Testo 프린터 

0554 0621)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쇄 텍스트 설정하기 

측정 값 출력물에는 개별적인 작성자 정보(머리줄: 회사 주소, 

바닥줄: 기술자 성명)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1.  | Protokolle | Eigene Firmendaten. 

2. 설정하기. 

로고를 측정 값 출력물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프로토콜을 PDF 형식으로 출력할 때만 사용됩니다. 

현재 측정 값 인쇄 

✓ 프린터가 켜져 있고 무선 범위 내에 있습니다. 

>  | Messwerte ausdrucken. 
Pos: 47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330i 6.x Protokoll @ 17\mod_1435063502616_6.docx @ 214381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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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프로토콜 
저장된 측정 데이터(측정)와 측정에 대한 기타 정보로부터 

프로토콜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은 프로토콜 프린터(부속품: Testo 프린터 0554 0621)를 

이용하여 출력하거나 이메일의 파일 첨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휴대형 최종장치에 설치된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됩니다. 
Pos: 48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330i 6.x.1 Zu Protokoll hinzufügen @ 18\mod_1439468867019_6.docx @ 218646 @ 3 @ 1 
 

6.4.1. 프로토콜에 추가(측정 저장) 
한 측정 유형의 각각 최종 수행된 측정의 측정 데이터는 측정장치에 

임시 저장됩니다.  
 

 
임시 저장소는 측정장치가 꺼지면 삭제됩니다. 

 

측정 데이터를 저장하고 프로토콜을 나중에 출력하기 위해서 

수행된 측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 Zu Protokoll hinzufügen. 
 
 

 
측정이 측정장치에 저장됩니다. 이 저장소는 장시간 

저장소/보관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측정으로부터 

프로토콜을 만들고 이것을 적합한 장소에 저장하십시오. 
 
 
Pos: 49 /TD/Produkt verwenden/testo 330i/330i 6.x.2 Protokoll fertigstellen @ 18\mod_1439468920481_6.docx @ 218716 @ 3 @ 1 
 

  



6 제품 사용 

30 

6.4.2. 프로토콜 완료 
1.  | Protokoll fertigstellen. 

또는 

 | Protokolle. 

2. 입력 범주 열기:  

3. 프로토콜 데이터 입력/선택: 

범주  설명  

Eigene 
Firmendaten  

프로토콜에는 개별 작성자 정보(회사 주소, 기술자 

성명)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로고는 PDF 형식으로 출력할 때만 포함됩니다. 

Format und 
Ausdruck 

출력 형식 선택: 

• CSV (쉼표로 분리된 텍스트 파일. 예: Microsoft® 

엑셀용),  

• PDF 

• Messwerte ausdrucken (Testo 프린터 

0554 0621(부속품) 필요)  

• ZIV (XML 파일, 독일 굴뚝 청소부 수공업 

연방협의회의 규정에 따라). 

Kundendaten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거나 Aus Kontakten wählen 

(휴대형 최종장치에 설치된 연락처용 

어플리케이션을 엶). 

Kommentare 
und Bilder 

주석을 입력(프로토콜 파일 이름, 주석, 측정 장소 

이름)하고 Bilder hinzufügen (휴대형 최종장치에 

설치된 사진 및 동영상용 어플리케이션을 엶). 

이미지는 PDF 형식으로 출력할 때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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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설명  

Messungen 
auswählen 

저장된 모든 측정은 작성 날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간 그룹으로 표시됩니다. Heute, Gestern 또는 
Älter. 

프로토콜 작성을 위해 선택된 측정은 으로 

표시됩니다. 새로 저장된 측정으로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저장된 측정 값을 표시하여 이를 확인: 

> . 

개별 측정 삭제: 

> . 

한 시간 그룹의 모든 측정 삭제: 

> 시간 그룹 이름 옆의 를 누르십시오. 

프로토콜을 위한 측정 선택/선택 해제: 

> . 

 

 
선택된 모든 이미지 및 측정이 프로토콜 내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프로토콜이 몇몇 메가바이트의 파일 크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을 전송하기 전에 사용하는 모바일 

프로바이더에서 전송에 드는 비용을 확인하십시오! 
 

4. Senden. 
Pos: 50 /TD/Überschriften/7. Produkt instand halten @ 0\mod_1173789831362_6.docx @ 395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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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품 정비 
Pos: 51 /TD/Produkt instand halten/testo 330/testo 330i Gerätezustand prüfen @ 18\mod_1439538650018_6.docx @ 218940 @ 255 @ 1 
 

7.1. 장치 상태 확인 

7.1.1.  | 장치 설정 | 센서 진단 
센서 상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소모된 센서를 교체하려면 38 페이지의 센서 교체 를 참조하십시오. 

7.1.2.  | 오류 목록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장치 오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Pos: 52 /TD/Produkt instand halten/testo 330/testo 330i Instandhaltung_Messbox reinigen @ 18\mod_1437632498059_6.docx @ 216101 @ 2 @ 1 
 

7.2. 측정장치 세척 
> 더러워진 경우 측정장치의 하우징을 젖은 천으로 닦으십시오. 

자극적인 세척제 또는 세정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연한 

주방세제나 비눗물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s: 53 /TD/Produkt instand halten/testo 330/testo 330i_Instandhaltung Kondensatbehälter @ 18\mod_1437642496381_6.docx @ 216136 @ 25 @ 1 
 

7.3. 응축수 용기 비우기 
응축수 용기의 채움 레벨은 마킹을 통해 판독할 수 있습니다. 채움 

레벨 검사를 위해 장치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 드십시오. 
 

 
응축수는 미약한 산성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부 

접촉을 피하십시오. 응축수가 하우징 위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주의
가스 경로 내 응축수 유입. 

센서 및 배기가스 펌프 손상! 

> 배기가스 펌프가 실행 중일 때 응축수 용기를 비우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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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축수 용기에서 응축수 배출부를 여십시오. 

2. 응축수를 스파우트 내로 흘러 나가도록 하십시오. 

3. 응축수 배출부의 남은 응축수 방울들을 천으로 눌러 흡수한 후 

응축수 배출부를 닫으십시오. 

 
응축수 배출부를 완전히 닫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공기로 인해 측정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os: 54 /TD/Produkt instand halten/testo 330/testo 330i Gerät_oeffnen @ 18\mod_1437632106827_6.docx @ 216066 @ 35 @ 1 
 
 

7.4. 측정장치 열기 
측정장치는 유지보수 용도(가스 센서/배터리 교체)로 필요한 

경우에만 여십시오. 

✓ 측정장치는 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여 전원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측정장치는 꺼진 상태여야 합니다.  
 
 

 
장치를 열고/조립 시 분해된 나사가 손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작업면에 직물 천을 까는 것이 좋습니다. 
 
 

1. 장치를 전면으로 놓아 장치 뒤면이 위로 가도록, 고정 브라켓이 

있는 면이 사용자쪽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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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십자 스크류 드라이버로 두 (짧은) 나사(1과 2)를 고정 

브라켓에서 푸십시오. 

3. 스냅 잠금장치를 밖으로 돌리고(3) 장치 뒤면을 위로 눌러 들어 

올리십시오.  

> 장치 뒤면이 손으로 빼지지 않을 경우 나사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두 개의 홈 4와 5에 놓고 살짝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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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황색 잠금 클립을 위로 하여 하우징 쉘에서 빼냅니다(6). 

5. 십자 스크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4개의 나사 7에서 10(짧은 

나사)까지, 그리고 4개의 나사 11에서 14(긴 나사)까지 풀고 

빼냅니다. 

6. 장치를 돌려 뒤면으로 놓아 전면이 위를 향하도록 합니다. 

7. 응축수 배출 개구부에서 응축수 트레이의 잠금 마개를 

빼내십시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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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부 하우징 쉘을 위로/뒤로 접고 하부 하우징 쉘 옆에 

놓으십시오(16). 이때 튜브와 라인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하십시오. 

조립 

조립은 반대 순서로 수행하십시오. 이때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 튜브와 라인은 지정된 가이드 안으로 배치하십시오.  

> 튜브와 라인이 꽉 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하우징 뒤면의 하부 모서리의 이를 장치 하부 쉘 안으로 집어 

넣고 하우징 뒤면을 기호 높이  (17) 및  (18)에서 눌러 

하우징 안에 찰칵 잠기도록 하십시오. 
Pos: 55 /TD/Produkt instand halten/testo 330/testo 330i Akku wechseln @ 18\mod_1437631105427_6.docx @ 216031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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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배터리 교체 
✓ 측정장치가 열려 있습니다. 33 페이지의 측정장치 열기를 

참조하십시오. 
 

1.  배터리 잠금장치 열기: 회색 버튼을 누르고(1) 버튼을 누른 채로 

왼쪽으로 미십시오(2). 

2. 배터리를 빼내고 새 배터리를 삽입하십시오. Testo 배터리 

0515 0107만 사용하십시오! 

3. 배터리 잠금장치 닫기: 회색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누른 채로 

배터리가 찰칵 잠길 때까지 오른쪽으로 미십시오. 
Pos: 56 /TD/Produkt instand halten/testo 330/testo 330i Sensoren wechseln @ 17\mod_1434444564831_6.docx @ 213956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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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센서 교체  
 

 
센서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슬롯에는 슬롯 브릿지(90192 

1552)가 꽂혀 있어야 합니다. 소모된 센서는 특별 쓰레기로 

폐기해야 합니다! 
 
 
 

✓ 측정장치가 열려 있습니다. 33 페이지의 측정장치 열기를 

참조하십시오. 

1.  브릿지(2)의 고장난 센서(1)에서 튜브 연결을 빼내십시오. 

2. 슬롯에서 고장난 센서/브릿지를 빼내십시오.  

> NO 센서에서: 추가 보드를 제거하십시오. 

 

 

 
NO 센서의 추가 보드는 장착 바로 전에 제거하십시오. 

추가 보드 없이 센서를 15분 이상 놔두지 마십시오. 
 

3. 새 센서/새 브릿지를 슬롯에 삽입하기: 

• 슬롯 1: O2 센서 

• 슬롯 2: CO 센서 또는 COlow 센서 

• 슬롯 3: NO 센서 또는 NOlow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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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튜브 연결을 센서/브릿지에 꽂으십시오. 

5. 측정장치를 닫으십시오. 

 
센서 재장착 시 그에 해당하는 측정 변수/단위를 측정 값 

디스플레이에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Pos: 57 /TD/Produkt instand halten/testo 330 und testo 350 neu/testo 330/350 Instandhaltung Abgassonde reinigen @ 6\mod_1270039302035_6.docx @ 60665 @ 2 @ 1 
 

7.7. 모듈식 배기가스 탐침 세척 
✓ 배기가스 탐침을 측정장치에서 분리하십시오.  

1.  탐침 잡이의 버튼을 눌러 탐침 잠금장치를 풀고 탐침 모듈을 

빼냅니다. 
 

 

2.  탐침 모듈의 배기가스 통로와 탐침 잡이를 압축 공기로 

분사합니다(그림 참조). 브러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3. 탐침 모듈을 탐침 잡이에 꽂은 후 찰칵 잠그십시오. 
Pos: 58 /TD/Produkt instand halten/testo 330/testo 330 Sondenmodul wechseln @ 6\mod_1279263131873_6.docx @ 66806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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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탐침 모듈 교체 
✓ 배기가스 탐침을 측정장치에서 분리하십시오.  

 

 
 

1.  탐침 잡이 상부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1) 탐침 모듈을 

빼냅니다(2). 

2.  새 탐침 모듈을 꽂은 후 찰칵 잠급니다(3). 
Pos: 59 /TD/Produkt instand halten/testo 330/testo 330 Instandhaltung Partikelfilter prüfen @ 6\mod_1279265518333_6.docx @ 66942 @ 255 @ 1 
 

7.9. 입자 필터 확인/교체 

입자 필터 확인: 

> 모듈식 배기가스 탐침의 입자 필터에 오염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필터 챔버의 시야창을 통해 육안 검사. 

> 육안 관찰이 가능한 오염 또는 미소한 펌프 흐름이 있는 경우 

필터를 교체하십시오. 

입자 필터 교체: 
 

 
필터 챔버에 응축수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기능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잘못된 측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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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터 챔버 열기: 반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립니다(1). 필터 챔버를 

제거합니다(2). 

2. 필터 디스크를 빼내고(3) 새 것(0554 3385)으로 교체합니다(4). 

3. 필터 챔버를 배치하고 닫기: 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립니다. 
Pos: 60 /TD/Produkt instand halten/testo 330 und testo 350 neu/testo 330/350 Instandhaltung  Thermoelement wechseln @ 6\mod_1270039469873_6.docx @ 60727 @ 2 @ 1 
 

 

7.10. 써모커플 교체 
1.  탐침 잡이의 버튼을 눌러 탐침 잠금장치를 풀고 탐침 모듈을 

빼냅니다. 
 

 

2.  나사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써모커플의 플러그 헤드를 폼에서 

풀고 써모커플을 탐침관에서 끌어 당깁니다. 

3.  플러그 헤드가 찰칵 잠길 때까지 새 써모커플을 탐침관 안으로 

넣습니다. 

4.  탐침 모듈을 탐침 잡이에 꽂은 후 찰칵 잠그십시오. 



7 제품 정비 

42 

Pos: 61 /TD/Tipps und Hilfe/testo 330i Firmware-Update @ 18\mod_1438359271696_6.docx @ 217193 @ 2 @ 1 
 

7.11. 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Testo 홈페이지 www.testo.com에서 제품 별 다운로드 아래에있는 
현재의 계측기 소프트웨어 (펌웨어).  

✓ 측정장치는 꺼진 상태여야 합니다.  

1. 전원공급장치를 통해 측정장치를 전원공급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2.  10초간 누른 채로 있으십시오. 

- 두 상태 LED(파란색/빨간색)가 번갈아가며 천천히 점멸합니다. 

3. 연결 케이블(0449 0047)을 측정 장치의 USB 소켓에 연결한 후 

PC와 연결합니다. 

- 측정장치가 PC에서 외장형 매체로 인식됩니다. 

4. 새 장치 소프트웨어 파일(ap330ir.bin)을 인식된 외장형 매체로 

복사합니다. 

- 두 상태 LED(파란색/빨간색)가 번갈아가며 빠르게 점멸합니다. 

이 절차에는 몇 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측정장치의 연결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 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된 후에 측정장치가 다시 

시작되며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s: 62 /TD/Überschriften/9. Technische Daten @ 18\mod_1437996983804_6.docx @ 216245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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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 데이터 
Pos: 63 /TD/Leistungsbeschreibung/Technische Daten/testo 330 Technische Daten/Zulassungen testo 330i (LV-spezifisch?) @ 17\mod_1432805433483_6.docx @ 213339 @ 33 @ 1 
 

8.1.1. 검사 및 허가 
본 제품은 적합성 확인서에 따라 2014/30/EU에 의거한 지침에 

부합합니다. 

가스 센서 O2/ CO, H2 보상됨/NO, 연소 가스 온도 센서, 배기가스 

온도 센서 및 차이 압력 센서(통풍)이 포함된 testo 330i / testo 330i 

LX는 VDI 4206에 따라 TüV 검사를 받았습니다.  

CO 센서 0393 0101(CO, H2 보상됨)은 EN 50379 파트 2에 따라 

TÜV 검사를 받았습니다. 

CO 센서 0393 0051(CO, H2 보상되지 않음)은 EN 50379 파트 3에 

따라 TÜV 검사를 받았습니다. 

1.BImSchV(굴뚝 청소부)에 따른 공식 측정에서 측정장치는 6개월에 

한 번씩 굴뚝 청소부 수공업 길드의 기술 검사기관 또는 다른 

관청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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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Bluetooth® 모듈 

Country Comments 

Europa + 
E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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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tralia 

 
E1561 

Turkey Authorized 

India Authorized 

Canada Contains FCC ID: 4957A-MSR 

Product IC ID: 6127B-2016t330i 

IC Warnings 

USA Contains FCC ID: RFRMS 

FCC ID: WAF-2016t330i 

FCC War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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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SIP-RMM-TE1-330i  

KCC Warning 

Japan 

 
 Japan Information 

Bluetooth SIG 
List 

 

TÜV TÜV by RgG 310 

TÜV approved: 

EN50379-1, -2, -3 / VDI4206-1 

 
IC Warnings 

This instrument complies with Part 15C of the FCC Rules and Industry 
Canada RSS-210 (revision 8). Commissioning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instrument must not cause any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instrument must be able to cope with interference, even if 

this has undesirable effects on operation. 

 

Cet appareil satisfait à la partie 15C des directives FCC et au standard 
Industrie Canada RSS-210 (révision 8). Sa mise en service est soumise 
aux deux conditions suivantes :  

(1) cet appareil ne doit causer aucune interférence dangereuse et  

(2) cet appareil doit supporter toute interférence, y compris des 
interférences qui provoquerait des opérations indésirables. 

 

FCC Warnings 

Information from the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or your ow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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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elded cables should be used for a composite interface. This is to ensure 
continued protection against radio frequency interference. 

 

FCC warning statement 

This equipment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Class B digital device, pursuant to Part 15 of the FCC Rules. These limits 
are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protection against harmful interference 
in a residential installation. This equipment generates, uses and can radiate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cations.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interference will not occur in a 
particular installation. If this equipment does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or television recep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turning the 
equipment off and on, the user is encouraged to try to correct the 
interference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 Reorient or relocate the receiving antenna. 

• Increase the separation between the equipment and receiver. 

• Connect the equipment into an outlet on a circuit different from that to 
which the receiver is connected. 

• Consult the dealer or an experienced radio/TV technician for help. 

 

Caution 

Changes or modifications not expressly approved by the party responsible 
for compliance could void the user's authority to operate the equipment. 
Shielded interface cable must be used in order to comply with the emission 
limits. 

 

Warning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KCC Warning 

해당 무선 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음 

 
Japan Information 

当該機器には電波法に基づく、技術基準適合証明等を受けた特定

無線設備を装着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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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측정 범위 및 분해능 
측정 변수 측정 범위 분해능 

O2 0 ~ 21 Vol.% 0.1 Vol.% 

CO 0 ~ 4000 ppm 1 ppm 

CO (H2 보상됨) 0 ~ 8000 ppm 1 ppm 

신선 가스 희석 

포함 CO (H2 

보상됨) 

0 ~ 30000 ppm 1 ppm 

COlow 0 ~ 500 ppm 0.1 ppm 

NO 0 ~ 3000 ppm 1 ppm 

CO 주변(배기가스 

탐침을 통해) 

0 ~ 2000 ppm 1 ppm 

통풍 -9.99 ~ 40 hPa 0.01 hPa 

∆P 0 ~ 300 hPa 0.1 hPa 

온도 -40 ~ 1200 °C 0.1 °C (-40.0 ~ 999.9 °C) 

1 °C (나머지 범위) 

효율 0 ~ 120 % 0.1 % 

배기가스 손실 0 ~ 99.9 % 0.1 % 

CO2 판별(O2에서 

계산) 

표시 범위 0 ~ 

CO2max 

1 ppm 

  



8 기술 데이터 

48 

8.1.4. 정확도 및 응답 시간 
측정 변수 정확도 응답 시간 

O2 ±0.2 Vol.% < 20s (t90) 

CO ±20 ppm (0 ~ 400 ppm) 

측정값의 ±5% (401 ~ 2000 ppm)

측정값의 ±10% (2001 ~ 4000 

ppm) 

< 60s (t90) 

CO, H2 보상됨 ±10 ppm 또는 측정값의 ±10 %1 

(0 ~ 200 ppm)  

±20 ppm 또는 측정값의 ±5 %1 

(201 ~ 2000 ppm) 

측정값의 ±10% (2001 ~ 8000 

ppm) 

< 60s (t90) 

신선 가스 희석 

포함 CO (H2 

보상됨) 

±200 ppm 또는 측정값의 ±20 %1

(0 ~ 30000 ppm) 

< 60s (t90) 

COlow ±2 ppm (0 ~ 39.9 ppm) 

측정값의 ±5% (나머지 범위) 

< 40s (t90) 

NO ±5 ppm (0 ~ 100 ppm) 

측정값의 ±5% (101 ~ 2000ppm) 

측정값의 ±10% (2001 ~ 

3000ppm) 

< 30s (t90) 

통풍 ±0.02 hPa 또는 측정값의 ±5%1 

(-0.50 ~ 0.60 hPa) 
± 0.03 hPa (0.61 ~ 3.00 hPa) 

측정값의 ±1.5% (3.01 ~ 

40.00 hPa) 

- 

                                                           
1 높높값에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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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변수 정확도 응답 시간 

∆P ± 0.5 hPa (0.0 ~ 50.0 hPa) 

측정값의 ±1% (50.1 ~ 

100.0 hPa) 

측정값의 ±1.5% (나머지 범위) 

- 

온도 ±0.5°C (0.0 ~ 100.0 °C) 

측정값의 ±0.5% (나머지 범위) 
탐침에 따름 

효율 - - 

배기가스 손실 - - 

CO2 판별(O2에서 

계산) 

±0.2 Vol.% - 

 
Pos: 65 /TD/Leistungsbeschreibung/Technische Daten/testo 330 Technische Daten/weitere Gerätedaten testo 330i @ 17\mod_1432805826557_6.docx @ 213409 @ 35 @ 1 
 

8.1.5. 기타 장치 데이터 

배기가스 분석 장치 
 

속성  값  

보관/및 운반 온도 -20 ~ 50 °C 

작동 온도 -5 ~ 45 °C 

측정 개구부(탐침 

고정부 포함)에서 

최대 표면 온도 

140 °C 

주변 습도 0 ~ 90 % 상대습도, 비응축 

작동 위치 제한 없음 

응축수 트레이 

채움량 

9 ml 

20 °C의 주변 온도에서 5시간(가열용 오일 

EL)/약 2.5시간(천연가스)의 작동 시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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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값  

전력공급 리튬이온 배터리: 3.7 V / 2.6 Ah  

전원공급장치: 6 V / 2.0 A 

보호 등급 IP40 

무게 720 g (배터리 없이) 

치수  270 x 160 x 57 mm 

메모리 500,000 회의 개별 측정 값 

배기가스 초과압력 최대 50 mbar 

미달압력 최대 80 mbar 

배터리 충전 온도 ±0 ~ 35 °C 

배터리 충전 시간 약 5~6시간 

배터리 작동 시간 > 6h (펌프 켜짐, 20°C 주변 온도) 

품질 보증 testo 330i 

측정장치: 48개월 

센서 O2, CO: 48개월  

기타 센서: 24개월 

배기가스 탐침: 48개월 

써모커플: 12개월 

배터리: 12개월 

기타 품질 보증 조건은 

www.testo.com/warranty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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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값  

 testo 330i LX 

측정장치: 48개월 

센서 O2, CO: 60개월  

기타 센서: 24개월 

배기가스 탐침: 48개월 

써모커플: 12개월 

배터리: 12개월 

기타 품질 보증 조건은 

www.testo.com/warranty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Pos: 66 /TD/Leistungsbeschreibung/Technische Daten/testo 330 Technische Daten/Konformitätserklärung testo 330i @ 17\mod_1432805698761_6.docx @ 213374 @ 3 @ 1 
 

8.1.6. 적합성 선언서  
EU의 적합성 선언은 Testo 홈페이지 www.testo.com에서 제품 별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s: 67 /TD/Überschriften/8. Tipps und Hilfe @ 0\mod_1173789887985_6.docx @ 404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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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용한 정보 및 도움말 
Pos: 68 /TD/Überschriften/8.1 Fragen und Antworten @ 0\mod_1177402017078_6.docx @ 1091 @ 2 @ 1 
 

9.1. 질문과 답변 
Pos: 69 /TD/Tipps und Hilfe/Fragen und Antworten/testo 330i Fragen und Anworten @ 18\mod_1438359416497_6.docx @ 217228 @ 2 @ 4 
 

질문 원인/해결방법 

배터리가 거의 비어 있음 > 전원공급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측정장치가 스스로 

꺼지거나 켤 수 없습니다. 

배터리가 비어 있음: 

>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전원공급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배터리 용량 디스플레이가 

잘못 표시됨 

배터리를 자주 불완전하게 

방전/충전됨: 

>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킨 

후(측정장치가 저절로 꺼질 때까지) 

완전히 충전하십시오. 

오류 메시지: Pumpenfluss 

der Hauptpumpe ist zu 
hoch 

가스 출력부 폐쇄됨: 

> 가스 출력부가 열려 있도록 

확인하십시오. 

배기가스 통로의 초과압력이 너무 

높음(> 50 mbar): 

> 통풍 측정을 수행하십시오. 

오류 메시지: Sensor-

Schutz aktiv / 
Verdünnung ist aktiv 

CO 센서의 종료 임계치가 초과됨: 

> 탐침을 배기가스 통로에서 

빼내십시오. 

오오메메지 : Drucken nicht 
möglich 

> 프린터를 켜십시오. 

> 프린터를 무선 범위 내로 

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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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인/해결방법 

측정측측측켠후에 회의신신신   3   장치 오류: 

> Testo 서비스 또는 가까운 

판매점에 연락하십시오. 

어어이명명입입에더이이     
반반반지않신  

> 활성 중인 어플리케이션의 전체 

보기를 열고(이때 스마트폰 

운영체제 설명서 참조) 어플을 

종료하십시오. 

측측장명명입입에더    이이 
반반반지않신  

>  버튼을 10초간 누른 채로 

유지하여 리셋을 수행한 후 

측정장치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블블블블연연연더이이설정설수      
없신! 

또는 

원반는측측장측측검검에    
표메표지않신 . 

>  버튼을 10초간 누른 채로 

유지하여 리셋을 수행한 후 

측정장치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측측장측측검검에표메표지않신    . > 휴대형 최종장치의 블루투스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 휴대형 최종장치의 블루투스를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연연이 Bluetooth® 오오 
메메지메함함다메중단중   . 

1.  버튼을 10초간 누른 채로 

유지하여 리셋을 수행한 후 

측정장치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2. 휴대형 최종장치의 블루투스 

기능을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필요 

시: 휴대형 최종장치를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9 유용한 정보 및 도움말 

54 

질문 원인/해결방법 

2개의프프터사용메 원반는   :  
프프터측찾연수없신   ! 

휴대형 최종장치가 다른 프린터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연결이 어플에 

저장되었습니다. 

> 어플을 종료하고 다시 시작하여 새 

연결을 구축하십시오. 

Excel®에 형형이잘잘 CSV   
표메중 

 

Excel®을 열고 새 템플릿을 

만드십시오. 데이터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에서 메뉴를 활성화 하십시오. 

CSV 파일을 선택하고 Excel 

템플릿으로 적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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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연락처 및 지원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었다면 가까운 판매점 또는 Testo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www.testo.com/service-

contact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Testo에 이메일로 오류 보고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도움말 

메뉴 Fehlerbericht senden를 선택하십시오. 자동으로 이메일 

어플이 시작되고 오류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보고서에는 

사용하시는 스마트 장치 및 사용되는 운영체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보고서를 자동으로 입력된 이메일 주소 

developmentsupport@testo.de로 전송하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오류 해결에 관한 정보와 함께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Pos: 70 /TD/Überschriften/8.3 Zubehör und Ersatzteile @ 0\mod_1177402058734_6.docx @ 1100 @ 2 @ 1 
 

9.3. 부속품 및 예비 부품 
Pos: 71 /TD/Tipps und Hilfe/Zubehör und Ersatzteile/testo 330i Zubehör_Ersatzteile @ 17\mod_1434444889185_6.docx @ 213991 @ 55555555 @ 4 
 

프린터 
 

설명  아이템 번호 

Bluetooth®-/IRDA 프린터, 전원공급장치 5 V/1.0 

A(마이크로 USB 케이블 포함) 포함 

0554 0621 

전원공급장치 5 V/1.0 A(마이크로 USB 케이블 포함 0554 1105 

프린터용 예비 써모 용지(6롤) 0554 0568 

모듈식 배기가스 탐침 
 

설명  아이템 번호 

모듈식 배기가스 탐침 180 mm, 500 °C, 탐침관 직경: 

8 mm, 튜브 0.6 m 

0600 9780 

모듈식 배기가스 탐침 300 mm, 500 °C, 탐침관 직경: 

8 mm, 튜브 0.6 m 

0600 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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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아이템 번호 

모듈식 배기가스 탐침 180 mm, 500 °C, 탐침관 직경: 

6 mm, 튜브 0.6 m 

0600 9782 

모듈식 배기가스 탐침 300 mm, 500 °C, 탐침관 직경: 

6 mm, 튜브 0.6 m 

0600 9783 

모듈식 배기가스 탐침 180 mm, 500 °C, 탐침관 직경: 

8 mm, 튜브 2.2 m 

0600 9760 

모듈식 배기가스 탐침 300 mm, 500 °C, 탐침관 직경: 

8 mm, 튜브 2.2 m 

0600 9761 

유연한 배기가스 탐침 330 mm, Tmax. 180 °C, 단시간 

200 °C, 굽힘 반경 최대 90°,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측정하는데 사용 

0600 9770 

탐침 모듈/모듈식 배기가스 탐침용 부속품 
 

설명  아이템 번호 

모듈 탐침관 180 mm, 500 °C, 써모커플 0.5 mm, 

탐침관 직경: 8 mm 

0554 9760 

모듈 탐침관 300 mm, 500 °C, 써모커플 0.5 mm, 

탐침관 직경: 8 mm 

0554 9761 

모듈 0554 9760, 0554 9762용 예비 써모커플 0430 9760 

모듈 0554 9761, 0554 9763용 예비 써모커플 0430 9761 

특수 홀더 testofix®,8 mm 0554 3006 

원추, 8 mm, 강철 0554 3330 

다중 홀 탐침관 길이 300 mm, Ø 8 mm, CO 평균값 

형성 

0554 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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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아이템 번호 

다중 홀 탐침관 길이 180 mm, Ø 8 mm, CO 평균값 

형성 

0554 5763 

모듈 유연한 탐침관 0554 9770 

튜브 연장 2.8 m, 연장선, 탐침 장치 0554 1202 

입자 필터, 10개 0554 3385 

온도 센서 
 

설명  아이템 번호 

연소 가스 온도(VT) 센서, 300 mm 0600 9791 

연소 가스 온도(VT) 센서, 190 mm 0600 9787 

연소 가스 온도(VT) 센서, 60 mm 0600 9797 

빠른 반응식 표면 센서 0604 0194 

초소형 주변공기 센서 0600 3692 

기타 탐침/센서 
 

설명  아이템 번호 

O2 애뉼러 갭 탐침 0632 1260 

가스 누출 탐침 0632 3330 

차이 온도 세트, 관 배치 센서 2개, 어댑터 0554 1208 

오일, 그을음판 포함 그을음 펌프, 배기가스 내 

그을음 측정용 

055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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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장착/예비 센서 
 
 

설명  아이템 번호 

O2 센서 0393 0002 

CO 센서  0393 0051 

CO 센서 H2 보상됨 0393 0101 

COlow 센서  0393 0103 

NO 센서 0393 0151 

NOlow 센서 요청시 

가방 

장치, 탐침 및 부속품용 이중 바닥(높이: 180mm) 

장착형 시스템 가방 

0516 3302 

시스템 가방(높이: 130mm), 장치, 탐침 및 부속품용 0516 3303 

기타 부속품 
 

설명  아이템 번호 

전원공급장치 0554 1096 

예비 배터리 0515 0107 

연결 케이블 장치/PC 0449 0047 

추가 필터 0133 0010 

굴뚝 통풍 세트 0554 3150 

초정밀 압력 탐침 0638 0330 

모세관 세트 055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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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아이템 번호 

어댑터가 포함된 고체 연료 측정 

모듈 및 소결 필터가 포함된 

탐침관 

0600 9765 

고체 연료 측정 탐침관용 소결 

필터 

0133 0035 

고체 연료 측정 어댑터의 응축수 

트레이용 필터 소재 

0133 0012 

NOx 필터 0554 4150 

가스 라인 검사용 압착 세트 0554 1213 

ISO 캘리브레이션 인증서, 연도 

가스 

0520 0003 

모든 부속품 및 예비 부품에 대한 완전한 목록은 제품 카탈로그 및 

브로셔 또는 www.testo.com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Ende der Liste für Textmarke Inhalt === 

 



 

0971 3340 ko 03 ko_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