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SD 81i 간단 조작법 

 

   ⦁ 대기 시간/자동종료 (일정시간 미사용 시 대기온도 설정 ) 

   - 미사용 시 온도가 150°C (300°F)가 됩니다 

- 오른쪽 상, 하 버튼 2개를 동시에 2초간 눌러 대기모드로 전환시킨 

후, Setback Time을 0분에서 99분 사이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Setback 상태일 때 150°C가 되어 깜빡이며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 Setback 상태는 오른쪽 상, 

하 버튼 둘 중 하나를 눌러 취소 시킬 수 있습니다. 

- 자동 종료란 기능은 Setback Time기능이 3번 작동한 후에 활성화가 되며, 자동 종료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납땜 도구가 자동적으로 비활성화가 됩니다. (자동 종료 기능 활성화 시 화면에 

깜빡이는 점멸라인 표시 "-") 

EX) 30분 설정 시 – 총90분(30분+30분+30분 총 3번) Setback Time 작동 후 비활성화 “-“표시) 

    ⦁ 온도 보정 (calibration) 

- 오른쪽 상, 하 버튼 2개를 동시에 4초간 누른 후 설정이 

가능하며, 온도보정을 통해 ± 40 °C의 온도편차의 보정가능 

합니다. 

 

⦁ 온도 버전 °C(섭씨)/°F(화씨) (온도 단위) 

- 오른쪽 상, 하 버튼 2개를 동시에 6초간 누른 후, 오른쪽 상, 하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온도 단위를 °C에서 °F또는 °F에서 °C로 

변경이 가능 합니다. 

⦁ 비밀번호 (잠금 기능)  

- 오른쪽 상, 하 버튼 2개를 동시에 8초간 누른 후, 잠금 기능을 

설정 할 수 있으며, 활성화 되었을 시 온도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 잠금/잠금 해제 납땜 스테이션: 비밀번호를 (1-999)까지 오 

오른쪽 상, 하 버튼을 사용해 입력 하실 수 있습니다. 

- 원하시는 비밀번호로 맞추셨다면 오른쪽 상, 하 버튼을 동시에 3초 동안 눌러 비밀번호 설정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를 분실 하셨을 시, DHS 고객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51 325 0777 

 

⦁ 온도 창 (윈도우) 

- 오른쪽 상, 하 버튼 2개를 동시에 10초간 누른 후 설정하며, 

온도의 최소/최대한도를 두어 온도조절에 있어 제한을 합니다.  

- 잠금 기능(비밀번호 설정)을 기반으로 활성화 되며 온도 설정 

범위는 ± 99 °C (178 °F) 입니다. 

- 현재 기준치 온도에서 설정온도의 ±만큼 변경이 가능합니다. 

EX) 현재 200도 ±20도 설정 = 180~220도 까지만 변경 가능 *잠금 기능 활성화 상태 여야 함 

 

                          ⦁ 공장 초기화 

- 모든 설정 값을 0으로 재설정 합니다. (초기온도 350°C / 660°F) 

- 오른쪽 상, 하 버튼 2개를 동시에 12초간 누른 후, 오른쪽 상, 하 

버튼을 동시에 3초 동안 눌러 초기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