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ATOMIK R/C MIRCOTEMP      #####   
#####     적외선 온도계 사용설명서       #####  
=======================================  
 
마이크로템프는 컴팩트하고 사용하기 쉬운 도구입니다. 
 
목표물을 향해 겨냥하고 1초 이내에 온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버튼을 누르고, 마이크로템프를 엔진의 헤드를 지나치면 온도가 가장 높은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애완용 파충류의 환경관리(비어디드레곤 등의 바스킹스팟), 애완동물 등의 환경/체온관리를 위해서도 매우 유효한 
도구입니다. 
 
 
 
[ 섭씨(℃) or 화씨(℉) 모드 ] 
 
1) 섭씨 또는 화씨로 바꿀 때 사용합니다. 
2) 측정버튼(scan button, 중앙의 가장 큰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켭니다. 
3) 모드버튼(mode button, 아래쪽 작은 버튼, 손톱을 사용하지 마시고 손끝으로 꾹 누르면 됩니다.)을 네번  
   누르면 표시창 우측의  ℃ 또는  ℉ 표시가 깜박거립니다.   
4) 이 때 측정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 최저, 최고점 측정 모드 ] 
 
1) 대상물의 최저 또는 최고 온도부위를 찾기 위해 사용합니다.  
2) 측정버튼(scan button, 중앙의 가장 큰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켭니다. 
3) 모드버튼(mode button, 아래쪽 작은 버튼)을 한번 누르면 최저온도 모드를 나타내는 'MIN'표시가, 
   또 한번 누르면 최고온도 모드를 나타내는 'MAX'표시가 표시창 윗부분에 나타납니다. 
4) 원하시는 표시가 보일때 측정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5) 이어서 측정버튼을 누른 채로 측정대상 부위를 겨낭하여 움직여주면 새로운 최저/최고점이 계속 업데이트 
   되어 표시됩니다. 
6) 모드버튼(mode button)을 한번 누르거나, 약15초 이상 측정버튼을 누르지 않아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면  
   기본모드로 되돌아 갑니다. 
 
 
[ 록(lock) 모드 ] 
 
1) 이 모드는 대상물의 온도를 계속해서 측정할 때 편리합니다. (측정버튼을 누르지 않고 온도 계속 표시) 
2) 측정버튼(scan button)을 눌러 전원을 켭니다. 
3) 모드버튼(mode button)을 세번 누르면 표시창에 록(lock)아이콘이 깜박거립니다. 
4) 이 때 측정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측정이 시작됩니다. 
5) 이 모드를 해제하려면 측정버튼을 한 번 눌러줍니다.  만일 그대로 방치하면 60분간 측정하고 이후에 자동 
   으로 꺼집니다. 
 
 
[ 방사율 선택 ] 
 
1) Atomik RC MICROTEMP 는 0.95의 (적외선)방사율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출고됩니다. 
2) 본 제품은 특수한 대상물을 위하여 방사율을 0.05(5E) 에서 1(100E)까지 폭넓게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3) 이 방사율의 변경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특수목적으로만 행하여야 합니다. 
4)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측정버튼(scan button)을 눌러 전원을 켭니다. 
5) 모드버튼(mode button)을 다섯번 누르면 표시창 중앙에 '95E' 표시가 깜박거립니다. 
6) 측정버튼을 눌러 값을 변경합니다. 
7) 모드버튼을 눌러 셋업모드에서 빠져나옵니다. 
8) 이후의 측정치는 이해하기 어려운 값이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95E'로 사용하세요 
 
 
[ 에러 메시지 ] 
 
1) LCD 표시창에 각종 자기진단 결과 에러메시지가 표시됩니다. 
2) 'Hi' : 측정온도가 +215 ℃ (+420 ℉)를 넘었을 때 
3) 'Lo' : 측정온도가 -32 ℃ (-27 ℉) 이하일 때 
4) 'Er2' : 주변온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되었을 때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5) 'Er3' : 주변온도가 -10 ~ 50℃ 범위를 초과했을 때 (정상 사용범위 = 0 ~ 40℃) 
6) 'Er2', 'Er3' 표시가 나타났을 때에는 MICROTEMP를 리셋(reset)시켜야 합니다. 
7) 리셋을 위해서는 뒷커버를 열고 배터리를 꺼낸 다음, 1분 이상 기다렸다 다시 끼워넣으면 됩니다. 
 
 
[ 배터리 잔량표시 ] 
 
1) 배터리 잔량표시 아이콘을 표시창 좌측상단에 있습니다. 
 
 
[ 배터리 교환 ] 
 
1) 배터리 잔량표시창에 잔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새로운 CR2032 리튬버튼 배터리로 바꾸어 주십시오. 
2) 배터리는 뒷면의 비틀어열기(동전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엽니다) 커버 안쪽에 있습니다. 
3) 배터리를 교환할 때에는 반드시 MICROTEMP가 전원이 OFF 상태이어야 합니다. 
   ON 상태에서 배터리를 교환하면 오동작 할 수 있습니다.  
4) 사용한 배터리는 어린이가 가지고 놀거나 먹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 사용상의 주의사항 ] 
 
1) MICROTEMP는 인덕션 히터(induction heater)나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전자레인지)등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로부터 멀리하여 주십시오. 
2) 광택이 나거나 반짝이는 측정대상물의 온도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외선 온도측정방식의 고유 
   특성으로서 모든 적외선 온도계는 이러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3) 투명유리, 플라스틱을 통하여 건너편 물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투명창 표면의 온도가 
   반영되어 표시됩니다. 
4) 증기,먼지,연기 등의 광학적 장애물은 온도 측정의 정확도를 떨어뜨립니다. 
 
 
[ 주의 ] 
 
1) MICROTEMP의 측정 영역은 광학비(d:s) 1:1 입니다.  이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과의 거리와 측정되는  
   범위에 속하는 원의 지름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2cm 의 거리에서 측정하면 대상물 표면의 지름 2cm 원 안쪽의 평균온도값이 표시 됩니다. 
   따라서, 보다 작은 부분의 온도를 세밀하게 특정하려면 그만큼 가까이 대고 측정해야 합니다. 
  
2) 물에 젖었을 경우 즉시 물기를 닦아내십시오. 
3)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4) 측정렌즈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천과 물(또는 의료용 알콜)을 사용하여 가볍게 
   닦아 주십시오. 
 
[ 보증 ] 
 
1) 옥션을 통해 구입하신 이 제품의 한국 내 보증기간은 정상적인 사용에 의한 고장에 한하여 구입 후 3개월간 
   입니다. 
 
 
 
[ 연락 및 문의처 : ] 
 
제트에어로 모델링 (Jet Aero Modelling, Inc.) 
경기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04-3 
전화 : 011-315-7714 
Web site : www.jetaero.co.kr 
e-mail : younglee@jetaero.co.kr 
 
★ 제트에어로 모델링(Jet Aero Modelling, Inc.)은 미국 Atomik RC사의 한국 내 공식대리점 입니다. 
 
★ 제트에어로 모델링은 각종 실제 제트엔진탑재 실물축소 제트항공기(전투기,여객기, 헬리콥터), 실물축소  
   우주항공기, 취미용 모형항공기, 제트엔진 개발, 무인정찰기, 지대공/공대공 표적기 등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게 사용하세요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