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사용

전원 켜기

신선한 대기가 있는 장소에서 testo 317-2의 전원을 켜시기 바랍니다.

작동 준비가 완료되면 측정기기에서 소리가 발생합니다.

가스 누출의 탐지

측정기의 센서(황색)를 깨끗한 대기 상에서 조심스럽게 여십시오. 
이 때, 센서의 표면을 비닐, 기타 물체로 밀폐시키지 마십시오.

- 8개의 눈금이 탐지된 가스의 농도에 따라 상승하며, 알람의 발생 
    주기 역시 증가합니다.

- 알람값이 초과되면, 알람 표시(     )가 디스플레이 되며 연속적인 
     경고음이 발생합니다.

전원 끄기

유지 보수

배터리 교체

1 배터리 커버를 엽니다.

2 소모된 배터리를 분리한 후, 
새 배터리를 장착합니다. 
(극성에 주의하십시오)

3 배터리 커버를 닫습니다.

청소 방법

측정기가 오염되었다면 비눗물을 뭍인 부드러운 천으로 가볍게 
닦아주십시오. 솔벤트나 기타 화학물질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
문제                             문제의 원인                          문제의 해결

디스플레이에                배터리 잔여 수명이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표시가 반짝입니다.       15분 이하입니다.

측정기가 켜지지           배터리가 소모되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않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에러      측정기가 장시간 높은 농도의      측정기의 전원을 끈 후, 재 기동
표시가 출력됩니다.     가스에 노출되었거나, 먼지로      합니다.
                                 센서가 더럽혀졌습니다.             위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테스토 대리점
                                                                                이나, 테스토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서에 관하여

제품을 사용 전 본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완전히 숙지한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도록 본 설명서를 보관하십시오.

안전 정보

감전 피해예방:

제품이 파손된 상태에서 측정하지 마십시오.

기기 보호안내:

솔벤트(아세톤)와 함께 보관하지 마십시오.

안전한 사용법/warranty claims:

기술 데이터에 명시된 파라미터(측정대상, 범위)내 에서만 사용하십
시오.

제품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
시오.

제품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유지와 보수활동은 본 설명서에 기재된 방법만 참고하셔야 합니다.

눈금 점검전원 꺼짐
(1초 누름)

대기단계

1초 60초

3초

전원 꺼짐작동대기상태

testo 317-2
가스 누출 탐지기

kr 한글 사용 설명서 예열 준비/
자가진단 단계

폐기 방법안내:

수명이 다 한 배터리는 지정된 장소에 폐기하십시오.

기기의 수명이 다 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해당 기기를 저희
테스토코리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테스토코리아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제품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사용 대상

testo 317-2 가스 누출 탐지기는 (C3H8메탄(CH4)가스와 프로판(C3H8)
가스를 탐지 합니다.

테스토 가스 누출 탐지기를 작업자 안전 목적의 모니터링 
측정기기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기술 데이터
Featur                           범위

측정범위                        0~20,000ppm 메탄가스, 0~10,000 ppm 프로판가스

디스플레이                     8문자 디스플레이
알람 발생 10,000ppm CH4 (최소폭발한계 20%), 
                                    5,000ppm C3H8 (최소폭발한계 20%)

최소 반응범위               100ppm CH4, 50ppm C3H8

t90반응시간                 <5초

예열준비시간                60초

전원공급                       1.5V 배터리(LR03) AAA 2개

배터리 수명                  약 4시간

보관온도                      -20~+50℃

대기온도                      -5~+45℃

청각 알람 크기              85dB(A)

EU 기준준수                 89/336/EEC 

보증기간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