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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비 구조 

 

 
 

 1. 표시기 화면                     2. 조작 키보드 

 3. 너트                        4. 스핀들 보호대 

 5. 스핀들 연결 고정부           6. 스핀들 

 7. 시료 용기 (미포함 : 통상 비이커 사용) 

 8. 장비 받침대                 9. 높이 조절 장치 

 

 

 
 

 1. 장비 라벨                   2. 주의 사항 표시 

 3. 전원 스위치                 4. 전원코드 연결부 

 5. 수평 지시계 



7.1 장비 설치 

장비케이스또는상자에서모든구성품을꺼내어놓는다 

장비받침대아래에높이조정용볼트개를끼워조립합니다 

장비받침대에장비고정용막대C)를끼우고고정용너트D)로고정합니다 

장비고정용막대C)에 높이 조절 장치(F)를 끼웁니다. 높이 조절 장치(F)와 연결하는 고정  

  막대(E)를 점도계 본체에 끼워 장착합니다. 

높이 조절 장치(F)에 이미 점도계에 장착한 고정 막대(E)를 수평으로 끼워 고정합니다. 

점도계가적당한높이가되도록높이조절장치F)를이용하여조절합니다 

점도계 전원 연결부에 전원 코드를 끼워 연결합니다. 

높이 조절용 보트(B) 3개를 돌려서 수평 지시계의 기포가 중앙에 오도록 수평을 조절합니다. 

 

 

7.2 키보드와 스크린 

기기는 정면 부분에 6키 키보드 (그림 6)과 4줄 알파벳 디스플레이 화면 (# 1 그림 2.)이 있고 사

용자가 기계와 상호 작용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은 사용자의 작업수행상황을 보여줍니다.기기에 

의해 수집 된 측정은 나중에 매뉴얼에서 설명한다. 키보드는 사용자에게 메뉴, 다양한 옵션의 선

택과 생성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점도 측정 구성의 변경의 이동성을 제공합니다. 

 

키보드는 다음의 구성으로 되어있다 : 

 
Fig. 6 ADVANCE 점도계 키보드 

 

다른 번호 키는 항상 당신이 적절한 값을(수정 필드가 선택되어있는 경우) 입력 할 수 있습니다. 

„‟             이전 단계 옵션 이동; 필드 선택 시 값을 증가 

„‟            다음단계옵션이동; 필드 선택시 값을 감소 

„TAB‟         일부 메뉴에서 필드 선택 변경  
„QUIT‟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 측정하는 동안 모터를 정지  

„ENTER‟      필드에 옵션 또는 값을 수락하고 또한 수정 될 수 필드에 편집 할 수 
있습니다. 

„ON‟           측정중 모터 정지/시작 

 

다음 섹션에서 해당 메뉴의 각 키의 기능은 일반 작업에 대한 예외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다. 



7.3 시작 

점도계 뒷면 (번호 4 그림 3.)의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이 작업을 수행 후에 하면 켜지지 않습니

다 : 

 

전원케이블(뒷부분,번호5,그림3)이 장비에연결되어있고전원케이블이전원에연결되어

있는지확인합니다 

기계는시작하는 것을알리는신호음이울리며다음과같은화면이표시됩니다 

 

 
화면이 선택한 언어 외에도 버전과 기기 모델을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몇 초 후 시작 화면이 

사라지고 점도계에 대한 자동 측정 화면 (이 설명서의 8.1 절) 표시됩니다. 

 

기기는 즉시 다음을 설정합니다: 

  

-영어 

-섭씨온도단위 (ºC) 

-cp점도단위 (cP). 

  

만약 이것이 원하는 기본 구성이 아닌 경우,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들과 다른 매개 변수를 변경하여 장치를 구성하는 방법은 "설정 메뉴"(8.2 절)에서 자세히 설명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설정 메뉴에서 만든 마지막으로 수정하도록 구

성 유지하고 다시 시작 후 공장초기 설정으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일단 구성 정보가 제공되면 자동 테스트를 위해 시스템에 보내진다.  

 

 

7.4 자동 테스트 

자동 측정 메뉴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모터 고장의 검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점도계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화면이 표시된다: 

 
 



매우 중요 : Autotest는 스핀들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히 수행 되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면, 스핀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ENTER"버튼을 누르고 자동 검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테스트가 실행되는 동안 화면에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테스팅 아래에 나타나는 점은 매0.5 초마다 진행 방식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자동 측정이 완료한 경우, 두 가지 가능한 메시지가 진단 테스트의 종류에 따라 표시됩니다. 

기기가 이상을 감지하면 화면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이 메시지가 나타나면 기기는 휘슬을 울리고 공급 업체 나 제조업체의 서비스로 연락해야 합니다. 

제조자 연락처는, <Enter> 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시스템 오류가 있을 경우, 기기의 모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다시 시작하면 같은 화면이 다시 나타납니다. 

 

성공적으로 검사한 경우 메인 메뉴가 나타납니다. 

 
 

 

 

 



8. 메뉴시스템 

8.1 주 메뉴 

 

Fungilab의 점도계는 사용자가 신속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메뉴 시스템을 작동합니다. 

메뉴의 기본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 and „‟키) 옵션을 통해 이동 옵션 ( "Enter"키)를 선택

하거나 이전 메뉴 ( "QUIT"키)로 돌아 갑니다. 

 

시작 화면 후 나타나는 것이 주메뉴 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테스트 실행에서 만족스러운 결

과를 수행후 접근 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화면이 표시됩니다 : 

 
기본적으로 커서 ">"는 "기기 설정"옵션에 배치됩니다. 

메뉴는  „‟and „‟ 사용하여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고 "ENTER"키를 눌러 하위메뉴로 이동할 수 있

다.( 각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 

 

시스템을 처음 사용할 때, 그것은 같은 언어 및 측정 단위로 점도계의 특정 매개 변수에 대한 값

을 설정하기 위해 첫 단계로 "기기 설정"옵션에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호는 메뉴가 표시된 거보다 더 많음을 나타냅니다. 당신이 메뉴의 첫번째 옵션에서 „‟또는 

같은 메뉴의 마지막 옵션에서 „‟ 누를 때 화면이 변경되고 표시됩니다 : 

 

"↑"기호는 „‟or „‟키를 사용하여 당신이 메인 메뉴의 첫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 장에서, 메인 메뉴의 각 3개의 하위 메뉴의 구성으로 시작하는걸 볼 수 있습니다. 

 

8.2 기기 설정 메뉴 

구성 메뉴는 장비의 작업이 표준화 되어있지 않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nter"키를 눌러 "기기 설정"옵션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or „‟키를 사용하여 옵션 사이를 이동하고 "Enter"키와 하위 메뉴를 선택합니다. 

 "↓"기호는 메뉴가 표시보다 더 광범위함을 나타냅니다. „‟or „‟키를 사용하여 다음 화면으로 변



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r „‟를 사용하여 원래의 하위 메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메인 하위메뉴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작업 언어변경 

  -측정 단위 선택(점도 및 온도) 

  -교정수행 (기계는 공장에서 교정 되서 오기 때문에 기계 수취 시 교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시간조정 

  언어, 시간, 단위는 제대로 작용하도록 장비와 함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8.2.1 언어  (언어변경하위메뉴) 

설정 메뉴에 들어가면 첫 번째 옵션은 커서 ">"가 언어를 가리킵니다. 

언어를 변경하려면 이 옵션은 반드시 "Enter"키를 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 하위메뉴에 들어오면 점도계는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 

 
 

 „‟or „‟ 를 사용하면 다음의 언어가 표시됩니다: 

English 

French 

German 

Italian 

Japanese 

Portuguese 

Spanish 

Dutch 

Polish 

Catalan 

 

언어가 선택되면, "ENTER"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자동으로 메뉴의 언어를 변경하고 설정 메인 메

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사용자가 언어를 변경하지 않고 나가려면 , "QUIT"키는 메인 메뉴로 갈 

것입니다. 

 

 

 

 



8.2.2 단위 (단위변경하위메뉴) 

 

ADVANCE-형 점도계는 사용자가 점도와 온도 측정에 사용되는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적 점도 가능한 선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국제 시스템단위 (PA • s 또는 MPA •s) 

- Centimetre-gram-second system of units (포이즈 또는 센티포이즈)  

 

온도단위: 

 -섭씨Celsius (ºC) 

-화씨Fahrenheit (ºF) 

 

 커서 키 ">"가 단위 하위 메뉴를 포인트 하면 "Enter"키를 눌러 액세스 할 수 있으며, 점도계는 

다음과 같은 화면을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이 "단위"메뉴 화면은 온도 단위 필드와같이 선택하여 구성되어 제공됩니다. 

점도 단위로 변경하려면 "TAB"키를 누릅니다. 온도로 돌아가려면 다시 "TAB"를 누르십시오 

 
 

원하는 필드를 선택하고 나면, 점도계와 함께 사용되는 단위는  „‟or „‟키를 사용하여 옵션을 변

경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단위를 선택한 후, "Enter"키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설정 메인 메뉴 화면으로 돌아

갑니다 

 

8.2.3 교정 (교정 하위 메뉴) 

 

이 메뉴는 사용자가 기기 재 교정하기 위해 활용 할 수 있는 점도교정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 

점도계는 제조 공정 중에 설치되는 기본 교정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기기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질 기준은 장비를 일년에 한 번 재교정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유저가 공급자 또는 FUNGILAB에게 다시 점도계를 보낼 필요 없이 교정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FUNGILIAB SA은 개인적으로 점도계를 재조정 한 것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으며 

재교정시 Fungilab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교정기준: 

• 점도 교정을 하려면 샘플의 항온 유지를 위해 최소한 약간의 표준 교정 오일과 탈온도 시스템

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기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좋은 사후 교정 값은 보장 할 수 없습니다 

FUNGILAB은 요청시 표준 교정에 필요한 오일뿐만 아니라 오일 탈온도용 액세서리를 제공합니다. 

 

• 두 가지 교정법이 있습니다: 

참조 스핀들의 교정 :이 스핀들은 액세서리 APM 또는 APM / B와 LCP 또는 LCP / B를 사용 해야

되는 동축 스핀들입니다. 이 스핀들 교정을 하면 "점도계의 모든 스핀들 교정을 변경하게됩니다." 

참조 스핀들 : 

Model L TL5 

Model R TR8 

Model H TR8 

 나머지스핀들의 교정 : 참조 스핀들과 다른 그외 스핀들의 교정은 해당 개개 스핀들의 값만을 

수정합니다. 나머지 장비의 스핀들은 이 교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스핀들을 교정하려면 그리고 참조 스핀들로 하지 않을 경우, 스핀들은 하나씩 

교정해야 합니다. 각 스핀들에 사용되는 오일도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스핀들은 표준 실리콘오일

이 있어야 함 

 

•표 5, 6, 7 (47,48 페이지)은 각 스핀들에 필요한 표준 오일을 지정 

  

이 하위 메뉴는 교정 메뉴를 선택 "ENTER"키를 눌러 주 설정 메뉴를 통해 액세스 할 수 있습니

다.  

일단 하위 메뉴에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or „‟를 사용하여 각 옵션을 통해 '>'커서를 위치하고 선택하기 위해 "ENTER"키를 눌러 이 하

위 메뉴의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or „‟ 키를 사용하여 오리지날 교정메뉴화면과 다음화면을 변경 할 수 있다 



 
 

8.2.3.1 재설정 

 

이 하위메뉴는 재설정옵션을 포함함 

 

재설정은 장비의 원래 점도 교정을 회복합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면 다음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을 계속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이전 메뉴로 돌아가려면 "종료"키를 누릅니다. 

 

"ENTER"키를 누르면 보안을 위하여 재확인을 물어봅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ENTER"키를 누르면, 공장 단계 교정이 (교정, 언어) 복원됩니다, 메모리뿐만 아니라 프로

그래밍도 삭제되며 기본 구성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8.2.3.2 점도 (점도 교정) 

 

만약 „‟or „‟를 메뉴를 통해 점도 옵션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점도계의 모델에 따라 다음 

화면에 접근합니다: 

Model L 

 
 



Models R and H 

 
사용 가능한 스핀들의 목록은 귀하의 점도계(L, R 또는 H)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테이블 8-17(페이지 49)에서 각 모델에 대한 다른 스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필드를 선택하고 해당 스핀들의 목록에 자리 잡게되면, „‟or „‟를 사용하여 교정 하고자 하는 

스핀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핀들이 선택되면, "TAB"키를 사용하여 "점도"필드로 이동합니다. 엔터를 눌러 필드를 동의하고 

점도 교정에 해당하는 표준 오일의 값을 보냅니다. 데이터를 보내려면, 

„‟or „‟키는 각 자리의 값을 증가하거나 감소 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의 숫자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려면 다시 "TAB"을 누르십시오. 

 

오일 값이 결정되면, 엔터 키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ON‟ 키를 누르면 다음화면이 나타납니다 

 
 

스핀들이 장치에 위치되면, 다시 "Enter"키를 누르면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는 당신이 장치가 교정 과정을 시작하는 순간에 교정을 시작하는 명령을 제공한 순간

부터 필요한 시간을 도입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경과가 샘플과 실제 교정을 시작하기 전

에 열 안정성에 도달하는 스핀들에 사용됩니다 

 

NOTE: 이 필드의 숫자가 선택되지 않은 경우, 전체 라인은 점멸됩니다.  "Enter" 키를 사용하여 

필드를 선택하면 수정 할 자리의 숫자만 점멸됩니다 

필드변경은 영구적으로 될 것입니다. 값을 수정하려면, „‟or „‟키로 각 자리의 값을 증가하거나 

감소 합니다. 그 다음 하나의 숫자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려면 다시 "TAB"을 누르십시오. 

다시 "ENTER"키를 눌러 최종적으로 필드 수정을 완료 할 수 있으며 "ON"을 눌러 교정 과정을 시



작합니다. 

 

 „ON‟ 누르면 0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시작 시간을 확인 시 스핀들은 이미 액체에 잠겨 있어야 합니다. 

 

 

카운트 다운이 제로에 도달하면, 점도계는 교정 순서를 시작합니다. 교정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예) : 

 
 

이 화면에서 교정 프로세스의 각 단계가 표시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교정의 각도와 직선의 값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만약 곡률이 2 %까지 낮은 경우 "Enter" 키를 눌러 교정을 확인하고 기본 교정 화면으로 돌아갑

니다. 

 

참고 : 중간에 교정을 종료하면 적절한 교정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정확한 결과를 보장 할 수 없습니다. 

 

8.3 측정 설정 

측정 설정 메뉴는 기기의 기본 기능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 유체 점도를 측정.  

이 옵션을 선택하려면 메인 메뉴 화면에서 '측정'필드 위에 ">"커서를 위치하고   "ENTER"키를 

누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한 후,  점도계 모델에 따라 다음 화면 중 하나가 표시됩니다 : 

Model L 

 
 

Model R and H 

 



필드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TAB"키, "ENTER", „‟or „‟키를 사용하여 

각 필드를 수정 할 수 있습니다. 각 필드가 무엇을 나타내는 지 살펴보고 수정하는법에대해 알아

보자. 

  

SP: 측정에 사용되는 스핀들 나타내는 필드 

RPM: 작업 속도를 나타내는 필드. 

d: 샘플의 밀도를 나타냅니다 

Max: 속도와 선택한 스핀들을 결정하는 최대 점도.  

 

 

선택한 속도와 함께 SP 필드는 최대 및 최소 점도 값 (8-17,49페이지)뿐만 아니라 전단 응력 측정

의 존재("동축 스핀들을 사용하는 경우)를 결정합니다.스핀들을 수정하려면, 먼저 "Enter"키를 사용

하여 필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점도계는 모델과 호환되는 스핀들을 보여줍니다.스핀들 필드가 선

택되면, 이전 점도 교정에 관한 섹션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중요 : 귀하의 모델에 맞지 않는 스핀들을 선택하면 측정 문제가 발생합니다. 

 

RPM 필드 (분당 회전 수)는 이 테스트가 완료 될 속도를 나타냅니다. 

adv 시리즈는 18개의 미리 정해진 속도를 포함한다.0.3, 0.5, 0.6, 1, 1.5, 2, 2.5, 3, 4, 5, 6,10, 12, 20, 

30, 50, 60, 100 RPM   

액체의 점도와 스핀들은 속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표 8-17 참조) 

속도 수정 : 일단 해당 필드가 선택되면 "TAB '키로 사전에 구축 된 속도를  „‟or „‟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한 속도를 유지하려면, 매개 변수를 변경할 수있는 "TAB"키를 누르십시오. 

 

속도 변경은 더 빠른 옵션이 있습니다. 속도 필드가 선택되면 (점멸됩니다),이 옵션에 액세스 하기

위해 "Enter"키를 누릅니다. 모든 숫자는 점멸되며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

다. „‟or „‟를 사용하여 0과 9 사이에 주기적으로 각 숫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은 소수점으로 

사용됩니다. 이 쉼표가 실수로 입력되면, 값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값은 저장

되지 않습니다. 

이 때, 당신은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숫자 변경을 하려면 "TAB"키를 사용하여 입력 된 값을 확

인(일관되고 유효하다는 한)하고 "ENTER"키를 다시 누름. 

 

참고 : 수정하는 동안, 미리 프로그램 된 속도 중에 존재하지 않는 속도를 보내면 

기계는 미리 정해진 속도 중에 가까운 것으로 당신이 보낸 속도로 자동으로 대체합니다. 

 

참고 : 밀도를 수정하는 경우, 점도계는 기기의 측정을 CST (centiStokes)으로  

제공합니다. 반면 초기 밀도를 보존하는 경우 (기본밀도고려)  

측정은 CP (centipoises), P (poise) 또는 MPA•S,Pa•s가됩니다. 

 



필드의 모든 값이 확정되면, "ON"키를 누르면 측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대신 "QUIT"키를 누르면 측정 구성에 보낸 모든 데이터를 손실하고 메인 메뉴 화면으로 돌아갑니

다. 

 

8.3.1 측정 화면 

측정 매개 변수의 도입 후 "0N"키를 눌러 이 화면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점도계는 스핀들을 이

동하기 시작합니다.즉 기기가 데이터 수집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 화면에 표시되는 데이터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 

 
 

장비는 점도 데이터 (스핀들의 회전 각에 대한 데이터의 한 부분)를 수집해감에 따라, 화면의 정

보가 업데이트됩니다. 화면에서 다음을 볼 수 있습니다 : 

  

SP: 이전 화면에서 선택한 현재 스핀들. 

RPM: 분당 회전수. 이전 화면에서 선택한 값. 

V: 점도. CP 나 MPA • S, 또는 CST로 값이 표시 (기본 하나에서 다른 밀도가 도입되는 경우) 

%: 기본 규모의 특정 비율. 동일 규모의 기본과 관련하여 스프링 곡률의 비율 값입니다. 

T: 샘플의 온도 (º C 또는 º F) 

  

참고 : 모터 속도가 안정 될 때까지 속도 필드가 깜박일 것입니다.  

그 동안 Viscosimeter는 메모리에 어떤 값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NOTE: 선택한 속도에 따라 속도 읽기는 수초 또는 수분 정도 소요됩니다.  

기기가 안정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측정이 유효하다고 생각되기 전에 

점도계가 최소 5번 회전(5회측정과동일)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된 샘플의 온도만 고려한다는 점도 역시 중요하다. 

 

샘플에서 만든 측정을 시각화하는 것 외에 사용자는 이 화면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or „‟키를 사용하여 스핀들의 회전 (RPM)의 속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두 키중 하나를 누를 때 회전 속도가 증가 ( "") 또는 감소 (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편안하게 측정 화면을 종료하지 않고도 회전 속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터 속도가 안정화 될 때까지 당신은 속도 변경하면 필드가 다시 점멸 시작됩니다. 

 

점도나 온도이던지 단위를 변경하려면 기기의 안정된 회전을 고려해야 합니다.(속도필드 (RPM)는 

깜박이지 않음).'TAB'키를 사용해 점도 필드가 5 초 동안 깜박입니다. 그런 다음„‟or „‟키를 사용

하는 경우, 단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ENTER"키를 누릅니다. 당신이 5초 내에 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변

경 사항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온도 필드의 단위는 동일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지

만 점도 필드를 선택 시(점멸됩니다) "TAB '키'를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 : 기본규모의 특정%가 15%보다 낮거나 또는 100 %만큼 높다면 측정은  

유효한 값으로 간주 될 수 없습니다. 기기는 이러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회전에 경고 신호음을 방출합니다  

 

동축 스핀들 (TL 또는 TR) 또는 저점도 스핀들 (LCP / SP)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측정 정보 화면

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측정 화면에서 "ENTER"키를 눌러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 

 
이 화면은 이전 화면에 표시 된 스핀들, 분당회전수, % 및 샘플의 온도와 동일한 값을 보여줍니다.  

추가로 이 화면을 보여줍니다 : 

 

SR: 쉐어률. 

SS: 쉐어스트레스. 

  

"Enter"키를 사용하면 다시 원래 측정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중지시간이 정의되어있는 경

우 당신은  (자세한 내용은 섹션 8.4.1.1.1 참조) "TAB"키를 눌러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

다 

 
 

반면에 만약 동축 스핀들 (TL 또는 TR) 또는 저점도 스핀들 (LCP / SP)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러

나 프로그래밍을 중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ENTER"키를 누르면 카운트다운 화면이 나타납

니다. 

 

"ON"키를 사용하면 실험 중에 일시 정지가 되는 모터를 중지하거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키를 

누르면 장비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당신이 "ON"키를 누르면 장비는 동일한 구성과 측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실험도중 언제든지 "QUIT"키를 누르면, 점도계는 측정을 포기하고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