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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110 : Standard hotwire probe VT115 : Telescopic hotwire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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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버튼 설명

백라이트 키

Select 키

On/Off/Esc 키

OK 키

Hold/min/max 키

On/Off/Esc 버튼을 눌러 제품을 켭니다.

이라는 제품명이 뜨는 것을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위치에 프로브를 놓아 주세요.

측정 방법

풍속과 풍량 그리고 온도가 디스플레이이 될 것 입니다. 

Standard hotwire 프로브 또는 telescopic hotwire 프로브 사용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 전 보호 덮개(1)를 내려 주세요.

Standard hotwire probe 사용시 빨간점을 풍향의 방향으로 위치하여 주싶시오.

Telescopic hotwire probe 사용시 흰색점을 풍향의 방향으로 위치하여 주싶시오.

열선 풍속 풍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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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풍속

평균 풍속 기능은 측정 간 작동이 가능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문구가 화면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다시      버튼을 누르면 평균값 계산이 시작되며         가 깜빡이게 됩니다 . 그리고         문구가 화며면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버튼을 다시 누르면 평균값이 계산되고 디스플레이 됩니다. 

     버튼을 다시 누르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측정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평균값 모드에서 나오게 됩니다. 

풍량 측정

풍속을 대신하여 풍량측정이 가능합니다. 
전원을 켜시면 풍속과 온도 측정이 화면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가 깜빡이게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화면의 하단에 현재 적용 모드가 깜빡이게 됩니다.

         버튼을 누르고           모드를 선택합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이 깜빡이게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과          이 화며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버튼을 눌러          ,          그리고          풍량 데이터 타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나          를 선택하면 측정 사각과 원형 타입으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를 눌러서 측정 단위를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m, inch 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원형 타입(CIRC)을 선택한 경우:        이 디스플레이 되고 첫번째 자리가 깜빡이게 됩니다. 

           버튼을 눌러서 값을 선택 후      버튼을 눌러서 완료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자리의 값을 입력 합니다 (                 를 누르면 이전의 데이터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자리까지 
데이터 설정이 끝나면        버튼을 눌러서 완료합니다. 완료하면 풍속과  온도 측정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사각 타입(RECT)을 선택한 경우:           가 디스플레이 되고 첫번째 자리가 깜빡이게 됩니다. 
           버튼을 눌러서 값을 선택 후      버튼을 눌러서 완료합니다. 원형 타입과 같은 방법으로 각 자리의 데이터를  

조정합니다. (                 를 누르면 이전의 데이터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자리까지 조정까지 완료 후         을 눌러
완료합니다.              메뉴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 Width 조정이 가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모든 자리의 값을 조정한 후

OK      눌러 완료합니다. 설정이 끝나면 풍속과 온도 모드로 돌아갑니다.

원형 타입(         )을 선택한 경우:          이 디스플레이 되고 콘 타입이 깜빡이게 됩니다. : K35, K75, K120, K150

          를 눌러서 콘 타입을 선택하고        버튼을 눌러서 완료합니다. 완료되면 풍속과 온도 측정 모드로 돌아 갑니다. 

홀드 모드

홀드 기능은 측정 간 작동이 가능합니다.

                  를 눌러서 측정값을 홀드 합니다. 

       가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고 풍속 풍량과 온도 측정모드에서 홀드가 가능합니다. 

On/Off/Esc 누르면 측정값 기본 화면이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확인

최대값 최소값 확인은 측정값 홀드일때 가능합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측정되었던 풍속 또는 풍량의 최대값을 화면의 상단에 최소값을 화면의 하단에 디스플레이 합니다. 

Hold/min/max                   버튼을 누릅니다. 

측정되었던 풍속 또는 풍량의 최대값을 화면의 상단에 최소값을 화면의 하단에 디스플레이 합니다. 

측정되었던 온도의 최대값을 화면의 상단에 최소값을 화면의 하단에 디스플레이 합니다. 

Length 와 Width 의 조절 범위는 지름 1~3000 mm 입니다.

On/Off/Esc               버튼을 누르면 최대값 최소값 확인 모드에서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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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설정

장치 설정 메뉴

풍속 측정 단위 설정
전원을 켜시고 풍속 모드로 실행합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가 깜박입니다.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가 깜박입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현재 측정단위가 화면 하단부분에 깜박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유닛 변환이 가능합니다. : 

fpm, km/h, m/s.

유닛을 선택후       버튼을 누릅니다. 

       이 화면에 깜빡이게 됩니다.

On/Off/Esc 누르면 측정값 기본 화면이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량 측정 단위 설정
전원을 켜시고 풍량 모드로 실행합니다. 

       이 깜박일때까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을 누릅니다.OK
현재 측정단위가 깜박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유닛 변환이 가능합니다. : m

OK유닛을 선택후       버튼을 누릅니다. 

UNIT       이 화면에 깜빡이게 됩니다.

.On/Off/Esc 누르면 측정값 기본 화면이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도 측정 단위 설정

전원을 켜시고 온도 측정 모드로 실행합니다. 

 Select  UNIT       이 깜박일때까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Select

     버튼을 누릅니다.OK
현재 측정단위가 깜박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유닛 변환이 가능합니다.

OK유닛을 선택후       버튼을 누릅니다. 

UNIT       이 화면에 깜빡이게 됩니다.

.On/Off/Esc 누르면 측정값 기본 화면이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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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 returned to KIMO, required waste collection will be assured in the respect of the environment in accordance to 2002/96/CE guidelines relating to W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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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꺼짐 설정
자동꺼짐 설정은 측정 간 작동이 가능합니다.

AUTO OFF 문구가 깜박이는 화면이 나타날 때 까지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auto shut-off 가 깜박이기 전에  눌러야 합니다.

Select 버튼을 눌러 원하시는 자동꺼짐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 가능 시간 : 15, 30, 45, 60, 75, 90, 105, 120, 설정OFF

OK 원하는 자동꺼짐 시간 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완료 됩니다.

On/Off/Esc .누르면 측정값 기본 화면이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비프음 활성화 / 비활성화

비프음 설정 기능은 측정 간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 깜박일때까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OK     버튼을 누릅니다.

      와       이 화면에 깜박이게 됩니다.

ON OFFSelect 버튼을 통해,      은 비프음 활성화,        는 비프음 비활성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OK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On/Off/Esc 누르면 측정값 기본 화면이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백라이트 활성화는 측정 간 작동이 가능합니다.

제품 왼쪽 위의 백라이트 버튼을 누르면 백라이트가 켜집니다.

켜져있는 상태에서 다시 백라이트 버튼을 누르면 백라이트가 꺼집니다.

백라이트 기능 활성화

➢ 
➢ 
➢ 

 AAA LR03 1.5 V.
측정기 뒷부분의 덮개를 밀어서 제거 합니다.

배터리를 교체 합니다.

배터리 교체가 완료되면 덮개를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교체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