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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방법 
키패드 기능 
ON/OFF 키 키를 눌러 전원을 제어합니다. 전원이 켜질 때 화면에는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기종번호, 제품고유번호, 소프트웨어 버전, 마지막으로 교정한 날짜 

화살표(▲▼) 키 파라미터 설정 시 선택항목을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 키를 동시에 누르면 키

패드를 잠금상태로 만들어 기기상태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잠금상태를 해

제하려면 다시 한번 ▲▼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Enter) 키 설정값 또는 현 상태를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화살표(  또는 ) 및 Menu 소프트 키 화살표 키를 눌러 파라미터 설정 시 선택항목을 변경합니다. Menu 키를 누르고 메

뉴선택에 들어가면 다음 항목들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Display Setup(화면설정), 

Pressure Zero(기압재설정), Settings(설정), Flow Setup(기류설정), Actual/Std 

Setup(실제/표준설정), Data Logging(데이터로거), Applications(응용프로그램), 

Calibration(영점교정), Printer(프린터). 

 

 

메뉴 
DISPLAY SETUP(화면설정) 

Display Setup 에서는 사용 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도록 설정합니다. 강조된 파라미터에서 ON 키를 누르

면 측정 시 해당항목이 화면에 표시되고, OFF 키를 누르면 반대로 파라미터 표시가 해제됩니다. PRIMARY(1차 파라미터) 키

를 누르면 해당항목이 화면에 커다랗게 표시됩니다. 1차 파라미터는 오직 한 개만 설정할 수 있으며, 한번에 4개의 2차 파라

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PRESSURE ZERO(기압 재설정) 

기압 지시치를 ‘0’으로 재설정하려면 Pressure Zero 메뉴를 선택하고, 화면에 재설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표시가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SETTINGS(설정) 

Settings 메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설정이 가능합니다: Language(언어), Beeper(음향경보), Select Units(단위선택), Time 

Constant(시상수), Set Time(시간설정), Set Date(날짜설정), Time Format(시간형식), Number Format(숫자형식), Backlight(배

경조명), Auto Off(자동전원해제).   키를 사용하여 각 옵션을 변경하고,  키를 눌러 설정을 확인합니다. 

 

 

FLOW SET UP(기류설정) 

Flow Setup 모드에서는 다음 5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Round Duct(원형덕트), Rectangle Duct(직사각형 덕트), Duct Area(덕트

면적), Horn(뿔), K-Factor(K-요소).   키를 사용하여 각 타입으로 이동하고,  키를 눌러 원하는 설정을 확인합니다. 설정 

값을 변경하려면 Enter Setting(설정 들어가기) 옵션을 을 강조한 뒤  키를 누릅니다. 

참고: Horn 번호는 Horn 의 기종번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 은 Horn 기종번호 AM 100 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 기능
은 고유번호가 있는 Horn 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Horn 의 기종번호가 선택되었으면 기기는 측정모드로 돌아오고 내
장된 커브를 사용하여 유속으로부터 유량을 계산합니다. 
 

 

ACTUAL/STANDARD SETUP(실제/표준설정) 

실제/표준 측정치 및 파라미터를 Act/Std Setup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사용자는 Standard 

Temperature(표준온도), Standard Pressure(표준기압), 및 실제온도의 출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9555 기종은 실제 기압을 

측정합니다. 

 

 

DATA LOGGING 

측정 

기록되는 측정치는 화면상에 나타난 지시치와는 독립적이며, 따라서 DATA LOGGING  Measurements 에서 선택해야 합니

다. 

 

 

LOG MODE/LOG SETTINGS(로그모드/로그설정) 

 Log Mode 를 Manual(수동), Auto-save(자동저장), Cont-key(연속-키), Cont-time(연속-시간), Program 1(프로그램 1) 

또는 Program 2(프로그램 2)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Manual 모드에서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측정치를 저장할지 여부를 묻습니다. 

 Auto-save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지정한 측정치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Cont-key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키를 누르면 측정을 시작하고 측정치를 저장합니다. 기기는  키를 다시 한번 누를 

때까지 측정을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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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time 모드에서는  키를 누르면 측정을 시작하고 측정치를 저장합니다. 기기는 설정된 시간에 맞춰 측정을 계속 

진행합니다. 

 Auto-save, Cont-key 및 Cont-time 모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로그설정이 가능합니다: 

 MODE(모드) Log Settings(로그설정) 

 Auto-save Log Interval(기록주기) 

 Cont-key Log Interval(기록주기) 

 Cont-time Log Interval(기록주기) 

  Test Length(측정주기) 

 ▲▼ 키를 동시에 누르면 키패드를 잠금상태로 만들어 기기상태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잠금상태를 해제하려면 

다시 한번 ▲▼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Delete Data(데이터 삭제) 

본 기능을 선택하여 시험데이터 및 샘플정보를 포함한 모든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 Memory(잔여 메모리 표시) 

본 기능은 잔여메모리 량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Delete Data(데이터 삭제) 내에 있는 Delete All(전체 삭제)은 메모리 내의 정

보를 모두 삭제하고 잔여메모리를 재설정합니다. 

 

 

APPLICATIONS(부가기능) 
Applications 메뉴에서 Draft Rate(외풍속), Heat Flow(열류량), Turbulence(난류) 및 % Outside Air(외부 공기비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측정을 시작하거나 각 라인마다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휴대용 프린터로 데이터 출력 
기록된 데이터를 출력하려면, 우선 DATALOGGING 메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CHOOSE TEST(측정치 선택)로 출력할 데이

터를 선택합니다. 측정치를 선택한 뒤 VIEW STATS(통계보기) 및 VIEW SAMPLES(측정데이터보기)를 이용하여 통계자료 또는 

원하는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한 뒤 PRINT(출력)키를 눌러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TRAKPRO® 데이터 분석용 소프트웨어 
VELOCICALC 기종 9555는 TRAKPRO® Data Analysis Software 라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함께 제공되며, 이는 사용자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TRAKPRO 소프트웨어는 강력한 도움말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CD-ROM 형식으로 제공되며, TSI 웹사이트(http://software.tsi.com/)에서 업데이트

를 찾을 수 있습니다. 

 

9555 기종으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동봉된 컴퓨터 인터페이스 USB 케이블의 단자를 각각 기기와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이 때 어떤 USB 포트를 사용하던지 상관 없습니다. 

 

 

증상 및 해결방법 
증상 원인 해결방법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 

전원이 켜지지 않은 상태 기기 전원을 켬 

건전지의 전력부족 또는 방전상태 건전지 교체 또는 AC 어댑터 연결 

건전지 접지부 오염 건전지 접지부 청소 

풍속 지시치가 변동하며 불안정함 풍속의 변동이 심함 
Probe 를 난류가 적은 위치로 재설정하거나 

시상수 증가 

키패드를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음 키패드 잠금상태 ▲▼ 키를 동시에 눌러 잠금상태 해제 

기기 오류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남 
메모리 포화 데이터를 다운로드 한 뒤 메모리를 전체 삭제함

기기이상 판매업체에 통보하여 수리요청 

Probe 오류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남 Probe 이상 판매업체에 통보하여 수리요청 

 

 

 

* * * * * 감 사 합 니 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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