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 연결방법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URL을 이용하여 다운로드합니다.

(http://biochemifa.kikkoman.co.jp/e/support/dl/smart.html)

▶ USB 연결

▶ 기기 동기화(수동 측정)

① SMART 기기(왼쪽 상단)와

USB 케이블, PC와 연결합니다.

② 다운받은 소프트웨어를

PC에서실행합니다.

③ 정상 연결의 경우 기기와 PC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ID와 P/W를 입력하여 로그인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

측정ID가 동일하면 자동으로 동기화 됩

니다.)

② 검사포인트를 설정하여 다음으로를

클릭합니다.

③ 작성 완료 후 X표시를 클릭하여 창을

닫습니다.

▶ 측정 결과 해석

① 그래프 클릭 시 

: 기존 데이터의 적합, 부적합 % 확인

가능

② 가장 마지막에 측정한 검사 포인트

결과 값 확인 가능

③ 모든 데이터 클릭 시 검사 시간순으로

확인 가능

① 로그인 후 Lumitester 소프트

웨어 화면 중 좌측 하단 데이

터로딩을 클릭합니다.

인쇄하기

▶ ◀

저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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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매뉴얼

▶ Lumitester Smart 제품구성 ▶ 건전지 커버 개폐

① 뒷면의 PUSH 눌러 거치대를 위로 꺼냅니다.

② 거치대 안쪽의 뒷면 화살표 마크를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밑으로 내려

커버를 분리합니다.

▶ 건전지의 장착 ▶ Bluetooth ON/OFF 스위치 전환

① 건전지 장착 왼쪽에 Bluetooth ON/OFF 스위치를 ON

으로 합니다.

②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Bluetooth를 켭니다.

③ Lumitester 화면에 Bluetooth 표시를 확인합니다.

※ 컴퓨터 접속은 Bluetooth로 하실 수 없습니다. USB케이

블을 사용해 주십시오.

AA사이즈 알카라인 건전지

2개 또는, AA사이즈 니켈 수

소 충전지 2개의 극을 확인

하여 장착합니다.

위생관리를 Smart 하게!

ㆍ더욱 쉬워진 위생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ㆍ손쉬운 데이터 공유

측정 어플 연동 클라우드 관리 데이터 공유

Lumitester 1대

스트랩 1개 AA건전지 2개

USB케이블 1개 청소용 브러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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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iring 초기화

기기모드 변경[SMART 기기 오른쪽 전원버튼을 5초동안 누릅니다.]

BLE pairing Mode
Connected 1

BLE pairing Mode
Connected 1

New connection
⇒All Clear

BLE pairing Mode
All clear
No
⇒ Yes

BLE pairing Mode
Connected 0〉 〉 〉

〉

ATP 검사 방법(기기 사용)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 기기 모드 변경

▶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초기 설정 (로그인, 검사 장소, 포인트, 측정자 설정)

▶ 안전 및 사용상의 주의

① 측정기 우측 상단의 전원 버튼을 2초간 눌러 작동시킵

니다.

(OFF: 2초, 5초 이상 누를 경우 Mode 변경 됨)

②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검사 포인트를 지정합니다.

③ ATP 검사를 실행합니다.

④ 본체상단의 커버를 열고  Lucipac(시약)을 넣습니다.

⑤ 기계의          를 터치합니다.

⑥ 측정이 완료되면 Lucipac을 반드시 꺼내주십시오,

※ 측정 후 Lucipac을 제거하지 않으면 알람이 울립니다.

⑦ 사용 후 Lucipac은 지역 규정에 따라 폐기합니다.

① SMART 기기 오른쪽 전원버튼을 5초동안 누릅니다.

② 다른 모드 변경은 ∧∨를 터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를 터치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을 청정도 검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BLE pairing Mode
Connected 1
Bluetooth와

연결된 기기 수

Contrast
10

화면 밝기

Temperature
Compensation

온도보상

Information
1905 05313 0197S
Ver.FW120 BLE101

기기 정보

Self-Check

자기진단

Data Clear

데이터 삭제

Switch sensitivity

스위치 감도

Initialization

초기화

Organic

solvent

본 제품을 분해·개조 하지
마십시오.

발화·감전·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표시부, 조작부는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누르거나
문지르지 마십시오.

상처·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 시에는 유기용제로 닦지
마십시오.

화재·감전·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직사 광선, 먼지, 고온 다습한
장소에서의 사용, 보관은 피해
주십시오.

발화·화재·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감전이나 고장의 원인이 됩
니다.

지정된 건전지(AA사이즈 알카
라인 또는 AA사이즈 니켈 수소
충전지)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부상·고장의 원인이 됩
니다.

장기간으로 보관할 때에는
건전지를 제거해 주십시오.

액체가 새거나 파열 등 위험이
있습니다.

고온인 장소(불 주변, 난로 주변,
불볕더위)에 두지 마십시오.

발화·화재·화상·고장의 원인
이 됩니다.

등록된 이메일에서 받은

임시 비밀번호로 Login

합니다.

ID (이메일 주소)

PW (비밀번호)

편집 (검사포인트 

추가 및 삭제)

삭제 (검사포인트 

삭제하기)

수정 (숫자 부분 터치 시

검사 기준치 수정 가능)

추가 ( + 터치 시 검사포인트

ex)손, 도마, 칼 등) 추가 가능)

ID등록

① Google Play 또는 App Store에서 Lumitester를 검색 후 다운로드 합니다.

② URL을 이용하여 다운로드합니다.

(http://biochemifa.kikkoman.co.jp/support/dl/smart)

③ QR코드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합니다.

① 왼쪽 상단의                버튼 클릭     〉〉 〉〉 블루투스 연결

▶ Bluetooth 연결하기

※  ① 과 동시에 SMART기기에서 Pairing모드

※ 기기모드 변경[SMART 기기 오른쪽 전원버튼을 5초 동안 누릅니다.]

BLE pairing Mode
Connected 0

BLE pairing Mode
Connected 0

New connection
⇒All Clear

BLE pairing Mode
Please Connect

60
〉 〉 〉

새로운 연결 시도 60초 이내 연결 기계 화면의 블루투스 연결
확인

▶ Bluetooth 연결이 실패될 경우



▶ ATP 측정하기

▶ 그룹간 공유하기(초대)

▶ 그룹간 공유하기(수락)

▶ 그룹간 공유 측정 결과 분석

초대할 사람 이메일주소 입력

관리자

초대자1

초대자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