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EK 307 적외선온도계 사용설명서
비접촉식 적외선온도계는 측정물체와의 접촉이 없이 물체의
표면온도를 측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온도계는 사용법이 간단해서 측정할 물체에
기기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면 LCD화면에 측정된 온도값이
0.8초 안에 나타납니다.
사용전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시고, 주의(ꏗ)나 경고(
ꏗ)사항은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ꏗ 경고 및 주의사항

♦ 레이져광선이 인체에는 무해하나 눈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 눈의
손상을 가져올수 있으므로 사람의 눈에 직접 겨누거나 거울처럼
반사되는 곳에 레이져광선을 직접 쏘지 마십시오.
♦ 가연성, 폭발성 가스 또는 유사한 분위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본 장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개체 표면이 반짝거리거나 윤택이 나는 경우, 부정확한 결과 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는 표면에 테이프를 바르거나 검정색
페인트를 칠하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온도측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개체표면이 레이져
점보다 최소한 두배 이상 넓어야 합니다.
♦ 당사의 서비스 요원 이외에는 본 장비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일반사양
측정 온도 범위
분

해

능

정

확

도

- 20℃ ~ 520℃
0.1℃ (0.2 ℉)
-20 ~ 300℃ ± 2% of reading
or ± 2℃
300 ~ 520℃ ± 3% of reading

측정거리(D) : 측정면적(S)비율

8 : 1

응답시간 (95%)

0.8 Sec

작 동 온

도

0 ℃ ~ 50 ℃

보 관 온

도

-20 ℃ ~ 50 ℃

자 동 꺼

짐

15초

전

원

6F22(9V) × 1

크 기 (mm) 및 무 게

172×118×46mm, 220g(건전지포함)

측정방법
1) 손잡이를 잡고 방아쇠①를 잡아당겼다 놓으면 표시부가 나타난다.
(단, 이때 밧데리 전압부족표시⑧가 나타나면 밧데리 커버②를 열고
새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2) 방아쇠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레이져 선택버턴④을 누르면 표시부에
삼각형의 레이져 심불⑥이 표시됩니다.
3) 레이져광선으로 측정포인트를 마킹하고 방아쇠를 당기면 얻고져하는
측정치가 표시부 화면에 나타날 것 입니다.
4) 자동으로 마지막에 측정한 온도를 방아쇠를 놓은 후 표시부 화면에

각부 명칭 및 설명

그때의 측정치를 정지된 상태로 15초 동안 보여줍니다.(HOLD기능)
5) 본 기기는 사용후 15초 이내에 재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
로 전원이 꺼집니다.(AUTO OFF기능)

유지 및 보수
♦ 청소 할때는 솔벤트나 시너, 알코올 등 화공품으로 세척하지 마시고,
부드럽고 마른 헝겊 등으로 청소해 주십시오.
♦ 고열의 장소나 습기가 많은 곳, 진동이 심한 곳은 피하여 보관
하십시오.
♦ 장시간 사용치 않을 때에는 건전지를 빼서 보관하십시오. 누액이
흘러나와 장비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거리대 측정물체 사이즈 표( Optical Chart)
온도측정을 위해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 표면의 측정점에 온도계의
① 방아쇠

적외선 센서를 향하게 하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측정점(SPOT)주변

② 밧데리커버

표면의 값이 측정값에 영향을 주어 오차가 발생할수 있으니 적외선

③ ℃ / ℉ 선택버턴

센서의 방향을 정확하게 측정점 안으로 향하게 하여야 합니다.

④ 레이져 선택버턴

본 적외선 온도계의 측정거리 대비 측정점(SPOT)크기의 비율은 8:1

⑤ 빽라이트 선택버턴

입니다. 예를들면, 측정기기가 800mm(80Cm)에서 측정할 경우

⑥ 레이져광선표시

적외선은 100mm의 원형면적(물체)을 측정합니다.

⑦ 측정치 홀드(HOLD)표시

아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⑧ 밧데리 전압부족표시
⑨ 섭씨,화씨 온도표시

1) 배터리 교체 방법
배터리커버②를 밑으로 당기면 커버가 열립니다. 이때 9V 건전지
를 교체하면됩니다.
2) ℃ / ℉ 선택
℃ / ℉ 선택버턴③을 한번씩 누르면 섭씨 / 화씨로 변경됩니다.
3) Backlight(빽라이트) 기능
빽라이트 선택버턴⑤을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빽라이트가ON/OFF
됩니다. 측정장소가 어두운 곳에서 측정할때 사용하면 용이합니다.
4) Laser (레이져 포인트)
레이져포인트 ON/OFF버턴④을 누르면 레이져포인트가 변경됩니다.

★레이져포인트 ON/OFF 하는 방법
방아쇠①를 당긴상태에서 레이져 선택버턴④을 1초 동안
한번씩 누르면 레이져포인트가 변경됩니다.

앞선 기술로 신뢰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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