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TL Data Logger
User Manual
TTL 데이터�로거�사용자�매뉴얼

DISPLAY INFORMATION
BUTTON AND LED

사용자�인터페이스

START 버튼�짧게 LED-green (blink x �)

START 버튼�길게 LED-green (blink x �)
STOP 버튼�길게 LED-red (blink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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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LCD Display

START 버튼

STOP 버튼

LED Display 상태안내 :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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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거�시스템�오류�발생�시
WARNING (오류) 가�발생하고
각�디스플레이�영역에�하기와
같이�표시됩니다. 

오류�발생�원인 해결�방법

아이콘�표시�영역

온도�표시�영역
상태�표시�영역

인증서�만료CERTI

저장용량�부족STORAGE

배터리�부족BATTERY

프로브�연결�이상

시스템�타이머�이상

PROBE

TIMER

WARNING 아이콘�표시 BAD 아이콘�표시

현재�온도�정보가�표시됩니다.

모바일�앱 /PC 앱으로�로그�다운 ➡로그�삭제➡ 
화면�업데이트 ➡ 상태정보영역 READY 표시�확인

배터리�충전을�실시한다.

프로브�교체를�한다.

폰에서�전용�앱�실행 ➡ 데이터로거를 NFC 태깅한다.

제품의�수명�종료 ➡ 제품�교체

Display 상태안내 : READY

01 상태�정보�영역에서 READY 가�표시됩니다.

02 START 버튼을�짧게�눌러�정보�확인하세요.
● START 버튼을�짧게�누르면�녹색 LED가 �번�깜빡입니다.
● 현재�설정된�알람�온도가�표시됩니다.

03 READY 화면에서�조작할�수�있는�내부동작은
다음과�같습니다.
● Auto Start 온도조건�검사
● 각종�시스템 WARNING 조건�검사

아이콘�표시�영역

온도�표시�영역
상태�표시�영역

기타�상태
READY 표시

알람설정�온도범위를�벗어났을시

현재�온도�정보가�표시�된다.
알람설정�온도범위�안에�있을시

SLEEP 모드�시�화면이�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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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INFORMATION
SEGMENT LCD �� x �� mm

Display 영역�표시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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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표시�영역

온도�표시�영역

아이콘  표시�영역 (상)

(좌)

온도�표시�영역

상태�표시�영역

아이콘�표시�영역

현재�온도�또는�알람�온도�표시
READY, STARTED, STOPPED, DELAYED, AUTO
PROBE, CERTI, TIMER , BATTERY, STORAGE 
예) � / -��
예) �� / -��
CHECK��, CHECK��

동작�상태
주의�표시
설정�온도
최대/최소

체크포인트

CHECK POINT OUT OF THRESHOLD RUNNING WARNING STOP RECORDING

START DELAY NO LTE BATTERY LEVEL VIBRATION DETECTION LIGHT DETECTION

DISPLAY SCENARIO
데이터�로거의�시작과�종료�설정�방법

짧게 길게

01 상태�정보�영역에서 READY 가�표시됩니다.

02 START 버튼을�짧게�눌러�화면을�업데이트합니다.
● START 버튼을�짧게�누르면�녹색 LED가 �번�깜빡입니다.
● 온도표시에서�현재온도가�표시되는지�확인합니다.
● 상태표시에서�설정온도가�표시되는지�확인합니다.

04 사용을�종료하려면 STOP 버튼을�길게�누르세요.
● STOP 버튼을�길게�누르면�적색 LED가 �번�깜빡입니다.
● STARTED 가 STOPPED 로�바뀐�것을�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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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START 버튼을�길게�눌러 TTL 데이터�로거를
시작합니다.
● START 버튼을�길게�누르면�녹색 LED가 �번�깜빡입니다.
● 상태정보영역에서 READY 가 STARTED 로�바뀐�것을�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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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용�종료�후�다시�사용하려면 START 버튼을
길게�누르세요.
● START 버튼을�길게�누르면�녹색 LED 가 �번�깜빡입니다.
● 이후�상태�정보�영역에서 STOPPED 가 READY 로
   바뀐�것을�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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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의�아이콘바에서 RUN과�딜레이�아이콘이�표시됩니다.
● 상태표시창에  DELAYED 글씨가�표시됩니다.
● 딜레이�시간이�경과한�후�상단에�딜레이�아이콘이
   사라지고�상태영역에 STARTED 가�표시됩니다.

딜레이�기능 (START DELAY)

START 딜레이

01 START 버튼을�길게�누릅니다.

START 딜레이가�설정되어있으면 START 버튼을�길게�눌러서
START할때에�딜레이�타임�이후에�정상 START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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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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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알람�상태에서�사용을�중지하려면 STOP 버튼을
길게�누릅니다.
● STOP 버튼을�짧게�누르면�적색 LED 가 �번�깜빡입니다.
● 상단�아이콘바에 STOP 아이콘이�표시됩니다.
● 상태정보영역에 STOPPED 가�표시됩니다.
● 현재온도창에는�마지막�알람온도가�표시됩니다.

● 온도표시창에는�현재�온도 /  최소 / 최대�온도가�표시됩니다.
● 상태표시창에는 CUR / MIN / MAX 가�표시됩니다.
● �초�후에 STARTED 로�바뀝니다.

CHECK POINT 기능�설정 / 알람�기능�확인

체크포인트�기능

01 상태�정보�영역에서 START 표시를�확인하세요.

01 상단의�아이콘바에서�상하표시�아이콘, 
좌측�아이콘바에서 BAD 글씨, 현재온도창에는
마지막�알람온도가�표시됨을�확인합니다.

02 START 버튼을�짧게�누릅니다. 

02 START 버튼을�길게�누릅니다.
이때, 녹색 LED가 �번�깜빡입니다.

03 이후�상태�정보�영역에서 CHECK�� 과�같은
체크포인트�개수가�표시됨을�확인합니다.

사용�중�중요한�지점의�온도를�기록할�필요가�있을�때�체크포인트�기능을
사용하여�현재의�상태를�저장합니다.  ��개까지�저장�가능합니다.

알람�기능�확인

알람�상태�사용�중지�방법

사용�중�측정�온도가�설정한�온도를�벗어나는�경우�알람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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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TART 버튼을�짧게�누르면�현재�온도 / 최소 /
최대�온도가�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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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도 최대 온도최소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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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STOP 상태일때 READY 상태�변경
  ➡ 이후�상태정보영역 PROBE 표시
● START 상태였을�때�프로브가�이상이�생기기�직전까지의
   온도가�로깅
● 온도표시영역에는  -.-  가�표시

프로브�이상�확인

프로브�이상�오류�발생�시�하기와�같이�표시됩니다.
하기�표시사항일�경우�프로브를�교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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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파일�다운로드 / 환경설정
READY, STOP 상태에서�로그파일을�다운로드�받거나�환경설정을�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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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중 상태
(버튼 동작 안함)

다운로드 가능 상태

앱을�통한�로그파일�전송
화면�상태가 READY, STOP 상태인지�확인하세요.
➡ 모바일�앱을�구동합니다.
➡ NFC 로 TTL 을�태깅�합니다.
➡ 앱에서 TTL 과�연결되는지�확인합니다.
➡ 로그파일이�전송될�때까지�대기합니다.

좌측�화면�및�아래�증상일�경우�프로브를�교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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