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설명서 배터리 장착과 교체
사용 용도

배터리 아이콘이 “
”면, 새 배터리로 즉시 교체하십시오.
2*AAA 배터리를 양극과 음극을 맞춰 장착하십시오.

장치 설명

저희 적외선 온도계(SM40-1, 40-2)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리한 사용을 위해 본 메뉴얼을 가지고 계십시오.
-본 메뉴얼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다른 정보가 필요하다면, 제조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제품 정보를 확인하세요)

프로브

표시화면

측정
온/오프

Set 버튼

간단사용 설명(초기사용 시)
1. 건전지(AAA x 2개)를 극성에 맞춰 삽입함.
2. 전원 버튼( )을 살짝 누르면 00 ℃ 표시가 나타남.
3. 전원 버튼을 살짝 누른후 손을 떼면 온도가 표시된다.

기기 몸체

배터리 덮개

※주의:
2. 배터리 교체 방법
-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면 LCD 화면에 “베터리교체 형상”기호가 표시된다.
이때 배터리 커버를 열고 기존 배터리를 꺼내고 새로운 AAA 배터리를
넣은 다음 배터리 커버를 그대로 닫는다.

초기
건전지(AAA)
삽입

(전원버튼)
누르면 00 ℃표시

측정

화면 정보
인체온도측정표시
주위환경 온도표시

연속 사용방법
한번 측정 하여 온도가 표시된 후, 다시 측정할 경우 측정 부위에서 간격을
떨어뜨려 버튼을 살짝 누르면 “삐”소리와 함께 온도표시가 나타난다.
연속 사용할 경우 이 동작을 반복한다.
(전원버튼)을
살짝(딸깍) 누른다.

"

“(전원버튼)을
살짝 누른다.

전원끄기
전원스위치를 3초간 누르면 전원이 꺼진다.
(사용 후 그대로 두면 1분 후 자동으로 꺼짐)

00 ℃표시가
나타나면
측정

온도 단위표시
온도 데이터표시

배터리 용량표시

메모리 기호표시

-측정 위치 표시: 측정자의 이마모드표시
-온도 단위 표시: 섭씨나 화씨의 측정온도 표시
-온도 데이터 표시: 측정 완료 후 온도 수치를 표시
-배터리 용량표시: 배터리 용량이 부족할 때 배터리를 교체하라는 메시지를 표시
-메모리 기호 표시: 이전 측정 메모리를 부를때 나나타는 기호

온도계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배터리를 분리하여 주십시오.
폐배터리 폐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측정 전
1. 사용방법을 잘 알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외부 환경 탓으로 기기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온 16℃-35℃의 장소에서 사용전 최소 30분 정도는
놔두십시오. 부정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측정자는 상온에서 적어도 20분 동안은 머물러 온도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4. 격동적인 운동을 한 후에는 측정 전 적어도 30분 정도 휴식하십시오.
5. 시작하기 전에 피부를 건조하게 닦고 머리카락을 옆으로 치우십시오.
6. 반복적으로 측정을 계속할 시에, 각각의 측정 사이에 프로브를 멀리하고
다음 측정까지 최소 5초간 휴식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으십시오.
7. 정상 판독 값은 35.5℃~37.8℃입니다. 사용자는 정확한 온도를 알기 위
해 여러 번 측정해야 합니다.
8. 정확성을 위해 측정 전 프로브가 깨끗한지 확인하십시오.

1. 사용방법(조작방법)
1) 온도 측정시 기기의 프로브를 측정대상(이마나 물체)에 겨냥하여 3~5cm
거리를 유지하고 Power 버튼을 누른후 사용한다.
2) 건전지(AAA X 2개)극성에 맞춰 삽임함(베터리 커버내측 -, 외측이 +임)
3) 초기상태에서 전원버튼 1회누름면 부저음 2회발생하면서 ___℃ 가 나타남.
4) 전원버튼을 1초간 누른 후 손을 떼면 온도가 표시된다.
5) 이때 32℃ 이하면 부저가 두 번 울리면서 fnd창에 Lo가 나타나고, 32.1℃
~ 37.8℃ 정상일 때 부저가 1회 울리면서 온도표기 , 37.9℃ ~ 42.5
일때(부저2회 울리며 경보 적색 fnd 창에 적색램프로 점등)
6) 연속사용 시 한번 측정하여 온도가 표시된후, 다시 측정할 경우
측정부위에서 간격을 떨어뜨려 버튼을 1초를 누른후 다시 측정할수 있다
7) 측정후 전원버튼을 3초간 꾹 누르면 수동으로 전원 off, 전원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60초후 자동 off가 됩니다.
- 세트기능 설정시중앙의 “SET”버튼 1회 1초정도 꾹 누르면 메모리 표시
(32번 측정온도 저장가능
전원버튼을 한번 누를때마다 32번 측정한 온도를 순차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때 온도측정 기록순서는 마지막 사용한 온도부터
순서대로 01~32까지 순차적으로 저장되어 표시됨
“SET”버튼 2회 부저음 전원버튼으로 on/off변환

세팅 후 체온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3초후 처음기능으로 나타남.

“SET”버튼 3회 인체온도 측정모드“-8-”되며 이상태에서 전원버튼 1회누르면
환경온도 모드 "-E-"로 변환.

주의

에러 메시지

기술 사양
문제

에러 메시지

[마크와 기호 풀이]
다음 기호들은 메뉴얼과 적외선 온도계 그리고 그 부분품에 나타납니다.
Prohibition는 마크 내 혹은 그 옆에 단어 또는 그림으로 표현된
세부항목으로 금지된 것을 말한다. 왼쪽의 그림은 금지를 나타낸다.
Must observe는 마크 내 혹은 그 옆에 단어 또는 그림으로
표현된 세부항목으로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것을 말한다. 왼쪽의
그림은 의무를 나타낸다.
매뉴얼/책자를 참조하라.
주의: 동봉 서류를 참고하라
이 기기를 분류되지 않은 시의 쓰레기로 처리하지 마시오.
이러한 폐기물의 개별적인 수집은 특별한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

극한의 온도(16℃ 이하 혹은 35℃ 이상)나 극한의 습도(15%RH 이하 혹은 80%RH 이상)
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을 시 부정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극한의 온도(-20℃ 이하 혹은 55℃ 이상)나 극한의 습도(15%RH 이하 혹은 93%RH 이상)
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을 시 부정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온도계 프로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매업자에게 즉시 문의하십시오.
적외선 센서를 만지거나 불지 마십시오.
*오염되거나 망가진 적외선 센서는 부정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매뉴얼에 따라 올바른 위치에 장착하십시오.
*부정확한 교체는 배터리 과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본 기계는 방수가 안됩니다.

운송 패키지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운송 패키지의 내용물은 깨지기 쉬우므로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

작동할 때 휴대폰을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휴대용 모바일 소통기기는 전자의료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시 부정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프로브 유리는 쉽게 깨지지 않는 특수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손상이 있을 시, 사용을 중지하고 소매업자에게 즉시 문의하십시오.

운송 패키지를 보관하고 취급해야 하는 온도 한계를 표시한다.

이 기기를 제조업자의 허가없이 개조하지 마십시오
*소매업자에게 즉시 문의하십시오.

전원 on/off , 측정

이 기기는 수리가 불가하고 사용자 서비스 가능한 부품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시, 소매업자에게 즉시 문의하십시오.

재활용

이 기기는 보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시, 소매업자에게 즉시 문의하십시오.

친환경 사용 횟수

해당 기기의 개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시, 소매업자에게 즉시 문의하십시오.

굴리지 말 것.

해당 기기를 개조할 시, 장비를 안전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검사와 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시, 소매업자에게 즉시 문의하십시오.

셋팅 키
로트 번호
제조일자

Lo

조작자는 기계를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배터리나 보호 필름을 실수로 삼킨 경우, 즉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보관 장소와 측정 장소 간의 온도 차이에 대해 30분 정도 실온(측정장소)에서 조절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을 시, 부정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40℃보다 높다

온도가 32.0 ℃보다 낮다

변수

사양

온도계를 지정 온도 사이에서만 작동시
키십시오.
오류 메세지가 반복될 경우 소매업자나
고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측정 모드

이마

측정 단위

섭씨와 화씨

작동 조건

16℃-35℃ 와 15%-93%의 상대 습도

온도계를 지정 온도 사이에서만 작동
시키십시오.
오류 메시지가 반복될 경우 소매업자
나 고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보관 조건

-20℃-+55℃ 와 15%-93%의 상대 습도

측정 거리

측정지점으로부터 15mm에서 50mm

이마 온도
측정 범위와 정확도

측정 범위: 32.0℃ ~ 40℃
측정 정확도: ±0.2℃(35.0℃ ~ 40℃)
±0.3℃(그 외 범위온도)

메모리 복구

32개의 측정 복구 가능

치수

144mm×78mm×37mm

중량

배터리 제외 75g

Err

센서가 작동되지 않음

소매업자나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
하십시오.

ErE

비정상적이다

소매업자나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
하십시오.

오염된 적외선 센서를 마른 수건으로 부드럽게 닦으십시오.
*휴지나 키친타올로 닦는 것은 적외선 센서에 스크래치를 내어 부정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송 패키지는 비를 맞지 않게 한다.

운송 패키지의 올바른 직립 위치 표시

Hi

해결방법

전력 부족

배터리교체

ErH

측정 환경 온도가 매우 높다.

주변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배터리

2xAAA 배터리(DC 3V)

ErL

측정 환경 온도가 매우 낮다.

주변 온도가 너무 낮습니다.

전원종료

미사용시 약 1분 후

유지, 보관 및 수리
유지:
1. 부드럽고 마른 수건으로 본체에 묻은 얼룩을 제거하십시오.
2. 프로브를 다음과 같이 청소하십시오: 임상 알코올로 적신 면봉이나 부드
러운 수건으로 약하게 표면을 닦고, 알코올이 완벽히 마른 후에 온도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브가 망가졌을 시, 유지 보수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3. 물이나 연마제 또는 벤젠을 함유한 세제로 세척하지 마십오.
4.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보관:
1. 기기는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온도나 습도, 햇빛 아래, 그리고 전류가 흐르
거나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 사용 및 보관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
우 부정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를 제거하십시오.
수리:
해당 온도계는 제조 당시 교정되었습니다. 지시에 따라 온도계를사용했다
면주기적으로 재보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측정의 정확성에 의문이 생길
경우, 즉시 소매업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온도계를 개조하거나 재조립하지 마십시오.

보증
품질보증서는 구매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아래에 나열된 사용
자의 실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1) 허가 받지 않은 개조 및 수리를 해 고장 난 경우
(2) 사용 및 이동 중 실수로 떨어트려 고장 난 경우
(3) 사용자 매뉴얼에 있는 적절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작동시켜 고장 난경우

내장된 부품
적외선 체온계
사용설명서
2*AAA 배터리

CE200428K001
FD200428K001
3013525965

[A/S]
- 3개월이내 불량 발생: 새제품으로 교환
- 3개월에서 1년미만: 무상 A/S
- 1년이내의 A/S 택배비: 판매업체(본사) 부담
- 제조사 및 A/S센터는 매월 판매업체(본사)에 택배비 청구
- 제품문의 : (주)상온 T. 031-314-3140
버전: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