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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토의 다양한 측정 솔루션을 만나보세요.



초미세먼지 측정 솔루션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액체 또는 고체 형태의 입자(파티클) 

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에어로졸 

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도로 교통, 산업 현장, 가정의 연소시설 등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될 수 있습니다. 

테스토는 나노 입자 크기의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에 집중합니다. 

이를 나노파티클이라고 부릅니다. PM0.1의 나노파티클 즉 초미세 

먼지는 크기가 0.1 μm 미만 즉 100 nm 미만인 입자를 말합니다.

나노파티클을
측정해야 하는 이유

1. 인체기관에 축적되어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입자는 최대 10 μm로 건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크기가 10 μm인 미세먼지는 머리카락보다 5~8배 

정도 얇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 호흡기관을 통해 걸러지고, 기관지까지 침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0.1 μm 보다 작은 크기인 

나노파티클, 즉 초미세먼지는 폐포에 축적될 뿐 아니라 혈류에 침투됩니다. 이는 모든 인체기관으로 전달되어 축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만약 미세먼지 내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 있다면, 인체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2. 미세먼지 배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배출과 연소 시스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연소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세먼지가 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 

입니다. 미세먼지를 최소로 배출하는 친환경적인 연소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측정해야 합니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파티클 즉 미세먼지 배출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미세먼지 배출 

필터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미세먼지 측정 및 점검을 통해 대기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미세먼지 연구과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즉 파티클의 측정방법에 따라 구성요소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가 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또는 파티클의 변질 속도는 어떤지 등 추가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즉 나노파티클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것은 나노물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 누출원인 및 노출경로 확인, 

노출억제 방법 결정,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무척 중요합니다. 또한 나노물질을 제조하는 작업장에서 나노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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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나노파티클이란
무엇일까요?

PM10

PM2.5
PM0.1

10 μm

2.5 μm

크기 10 μm 미만
조립자(Course Particle)

상부 호흡기
PM 10 = 0.01 mm

크기 2.5 μm 미만
미세먼지(Fine Particle)

하부 호흡기
PM 2.5 = 0.0025 mm

크기 1μm 미만
흡입성 입자(Inhalable particle)

폐포
PM 1 = 0.001 mm 

크기 0.1μm 미만
초미세먼지(Ultra Particle)

혈류 및 전체 조직기관
PM 0.1 = 0.0001 mm

PM10 : 미세먼지 / 입자 지름 10 μm 미만

PM2.5 : 미세먼지 / 입자 지름 2.5 μm 미만

PM0.1 : 초미세먼지 (나노파티클) / 입자 지름 0.1 μm 미만 (100 nm 미만)

미세먼지 입자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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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측정 솔루션

2. 파티클 무게

파티클 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파티클 측정 방법 중 가장 잘 알려진 방식입니다. 파티클로 겹겹이 쌓인 가스의 부피를 측정한 뒤, 이후 필터를 

통해 걸러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으로 다시 건조 작업을 거쳐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러므로 무게의 차이는 샘플이 필터를 통해 걸러진 

파티클의 질량과 일치하게 됩니다.

만약 혼합물 내 크기가 다른 파티클이 질량과 관계가 있다면 여과기가 분석에 사용됩니다. 파티클의 무게를 먼저 측정한 뒤, 그물망의 크기가 

줄어 든 여과기에 쌓이게 됩니다. 차단된 물질의 양을 측정한 후, 여과기는 진동하며 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다시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러므로 

파티클 혼합물은 크기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본 물질과 여과기의 그물망 크기에 따라, 작은 파티클이 더 작은 마이크로 밀리미터(μm)의 파티클로 쪼개질 수 있는 습식 여과기와 공기분사 

여과기 등이 있습니다. 파티클의 질량은 충격기로 중량을 측정합니다. 공기흐름이 오른쪽 각도로 방향이 바뀌는 디플렉터 플레이트에서 바람의 

방향이 수직으로 움직입니다. 만약 파티클의 질량이 충분하다면, 바람의 방향을 따르지 못하고, 디플렉터 플레이트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파티클이 축적되고, 이 무게를 측정합니다. 파티클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격장치의 표면은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 필름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캐스캐이드 충격기 (다단 충격기)는 단계별로 분류된 용량이 다른 충격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파티클의 질량을 각각 다른 사이즈로 분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 파티클 수

나노 파티클 측정에 있어 100nm 미만 크기의 파티클의 경우, 무게 측정 방식은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파티클은 측정되어야 하고, 크기에 따라 분류되어야 합니다. 또한 나노 

측정에 있어 파티클의 물리적 구성요소를 측정하려면 농도개수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응축 방식의 파티클 카운터는 고체 형태의 파티클 내 가스의 응축에 영향을 받습니다. 파티클이 

쌓인 공기의 흐름은 액체로 증발되며,① 과포화상태 대기의 가열된 포화 블록(saturation block)을 

통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②

응축 블록(condensation block)의 열을 식혀주는 과정에서 액체는 가스 흐름 내 포함되어 있는 

파티클로 응결됩니다.④ 광학방식의 디텍터를 사용해 떨어지는 물방울의 숫자를 셉니다.⑥ 벤젠, 

아이소프로판올, 물 등과 같은 액체③는 분야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 측정 후, 응축된 액체는 

파티클과 함께 가스와 샘플 가스로 쪼개집니다.⑦ 이 때 사용된 공기는 바깥쪽으로 배출됩니다.⑧ 

광학방식의 디텍터는 빛 산란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것은 가스 샘플이 광속을 통해 쌓이고 

빛줄기의 산란이 가스 샘플에 포함된 파티클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빛의 

산란이 광전자 센서를 통해 감지되고, 일단 신호가 분석되면, 파티클의 농도 개수와 관련된 정보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이저의 산란은 일반적으로 나노 파티클보다 큰 사이즈의 파티클인 

경우, 발생합니다. 즉 응축 블록(condensation block) 내 파티클의 지름이 커지면 이러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④

파티클의 크기가 작은 것과 관계 없이, 계속해서 쌓이지만, 

측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파티클을 측정하기 

위해 테스토는 확산 충전의 특성을 이용합니다.(6페이지 - 

'확산 하전 방식' 참고) DiSC 센서는 이 원리에 의해 작동 

합니다. 이는 파티클이 전기 자기장이 충전되고, 센서를 

이용해 이 전하량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센서들이 작동할 때, 어떠한 추가 작동 물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석 중인 파티클의 전하를 중화할 수 있는 

방사능의 방사선 물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센서가 휴대하기에 적합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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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이 있다면, 파티클은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단분산된 파티클은 

없어지고, 파티클 카운터에 쌓입니다. 이것은 사이즈에 따라 파티클 

의 수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전극의 압력이 전하될 수 있다면, 분류될 가능성이 있고, 단계에 

따라 파티클을 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얻어진 측정값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면, 샘플의 파티클 사이즈 

분포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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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티클 무게

파티클 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파티클 측정 방법 중 가장 잘 알려진 방식입니다. 파티클로 겹겹이 쌓인 가스의 부피를 측정한 뒤, 이후 필터를 

통해 걸러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으로 다시 건조 작업을 거쳐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러므로 무게의 차이는 샘플이 필터를 통해 걸러진 

파티클의 질량과 일치하게 됩니다.

만약 혼합물 내 크기가 다른 파티클이 질량과 관계가 있다면 여과기가 분석에 사용됩니다. 파티클의 무게를 먼저 측정한 뒤, 그물망의 크기가 

줄어 든 여과기에 쌓이게 됩니다. 차단된 물질의 양을 측정한 후, 여과기는 진동하며 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다시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러므로 

파티클 혼합물은 크기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본 물질과 여과기의 그물망 크기에 따라, 작은 파티클이 더 작은 마이크로 밀리미터(μm)의 파티클로 쪼개질 수 있는 습식 여과기와 공기분사 

여과기 등이 있습니다. 파티클의 질량은 충격기로 중량을 측정합니다. 공기흐름이 오른쪽 각도로 방향이 바뀌는 디플렉터 플레이트에서 바람의 

방향이 수직으로 움직입니다. 만약 파티클의 질량이 충분하다면, 바람의 방향을 따르지 못하고, 디플렉터 플레이트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파티클이 축적되고, 이 무게를 측정합니다. 파티클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격장치의 표면은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 필름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캐스캐이드 충격기 (다단 충격기)는 단계별로 분류된 용량이 다른 충격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파티클의 질량을 각각 다른 사이즈로 분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 파티클 수

나노 파티클 측정에 있어 100nm 미만 크기의 파티클의 경우, 무게 측정 방식은 사실상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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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 방식의 파티클 카운터는 고체 형태의 파티클 내 가스의 응축에 영향을 받습니다. 파티클이 

쌓인 공기의 흐름은 액체로 증발되며,① 과포화상태 대기의 가열된 포화 블록(saturation block)을 

통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②

응축 블록(condensation block)의 열을 식혀주는 과정에서 액체는 가스 흐름 내 포함되어 있는 

파티클로 응결됩니다.④ 광학방식의 디텍터를 사용해 떨어지는 물방울의 숫자를 셉니다.⑥ 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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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클과 함께 가스와 샘플 가스로 쪼개집니다.⑦ 이 때 사용된 공기는 바깥쪽으로 배출됩니다.⑧ 

광학방식의 디텍터는 빛 산란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것은 가스 샘플이 광속을 통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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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센서들이 작동할 때, 어떠한 추가 작동 물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석 중인 파티클의 전하를 중화할 수 있는 

방사능의 방사선 물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센서가 휴대하기에 적합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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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하전 방식은 파티클이 전하 운반장치로 사용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브라운 운동의 원리에 따라 파티클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욱 민첩하게 움직이므로 

필터에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크기가 큰 파티클은 이러한 문제없이 필터를 통과 

하게 됩니다. 크기가 큰 파티클은 움직임이 더디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첫번째 단계의 필터에서 분리되는 작은 파티클은 전하가 전도성의 

필터로 빠져나갑니다. 결국 흐르는 전류가 측정되고 파티클 숫자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가스 샘플의 큰 파티클은 필터 가장 끝단인 제로필터에 쌓입니다. 즉 이쪽 

으로 흘러 나가는 전하의 현재 강도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두 단계로 나뉘는 테스토의 센서는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필터 단계 

사이의 전하차는 중앙값(모달값)을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앙값(모달값)은 가장 

높은 파티클 농도 개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분포곡선의 중앙값(모달값)은 파티클 

개수의 최대치에 도달하는 값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확산 하전 방식은 나노 파티클을 

측정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합니다. 

휴대용 나노 파티클 측정기 testo DiSCmini와 휴대용 배출가스 관리 시스템 
testo NanoMet3는 확산 하전 원리를 이용하여 나노 파티클을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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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토 파티클 측정기 라인업 및 측정 원리

1. 확산 하전 방식  Diffusion charging

일반적으로 연소가스를 샘플링하고, 측정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동펌프를 사용하여, 몇 번의 펌프질과 몇 개의 필터 시트를 거쳐 연소 

가스의 양을 판단했습니다. 검정색으로 바뀐 필터 시트로 파티클을 판단할 수 있고, 

비교표를 이용해 흑화된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트의 흑화된 정도는 빛의 

흡수에 따른 파티클의 농도가 높을수록 빛을 더욱 많이 흡수하여, 필터 종이가 

더욱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프로세스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으로 진행하는 분석은 

주관적인 요소에 의존할 뿐 아니라, 재현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측정기를 이용해 

자동으로 샘플링을 진행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진공펌프는 스스로 

작동할 수 있고, 필터 시트를 통해 연소가스의 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정된 광원에 의해 빛이 비춰진 필터 종이의 표면이 검게 변한 것으로 파티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 종이의 반사도는 검게 바뀐 도의 전과 후로 측정되며, 

계산된 필터 스모크 넘버(Filter smoke number, FSN)을 표시합니다. 일단 측정이 

시작되면,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도움을 받아 샘플링한 것과 반사된 빛의 양 둘 다 

자동으로 측정됩니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재생산성을 보장하며, 샘플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 인한 측정 결과의 

곡해를 줄여줍니다.

2. 광학 분석  Optical method

충격기를 이용한 측정은 측정 후, 디플렉터 플레이트를 이용해 무게를 측정하거나 

디플렉터 플레이트가 파티클이 쌓인 전기적으로 반응한 것에 대한 신호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수정 발진기와 디플렉터 플레이트가 통합될 때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파티클이 측정 과정에서 디플렉터 플레이트 표면에 쌓이면, 누적되는 양이 증가함에 

따라 수정이 진동하는 횟수가 변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호를 판단하고 실시간 

으로 파티클 배출량이 계산됩니다.

3. 중량 측정법  Gravimetric measurement

침투

확산 하전 방식의 작동 방법

동작 전압 그리드 전압

코로나 확산 확산 단계 제로 필터

Ilon Idiff Ifilt

나노 파티클의 농도개수를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나노 파티클 측정기 testo DiSCmini

디젤엔진에서 나오는 연소가스의

흑화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디지털 매연 측정기 testo 338

연소가스 내 매연 측정기

(테스토 연소가스 분석기와 연결하여 사용)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testo 380

차량에서 배출되는 나노 파티클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배출가스 관리 시스템 testo NanoMet3

스모크 넘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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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됩니다. 크기가 큰 파티클은 움직임이 더디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첫번째 단계의 필터에서 분리되는 작은 파티클은 전하가 전도성의 

필터로 빠져나갑니다. 결국 흐르는 전류가 측정되고 파티클 숫자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가스 샘플의 큰 파티클은 필터 가장 끝단인 제로필터에 쌓입니다. 즉 이쪽 

으로 흘러 나가는 전하의 현재 강도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두 단계로 나뉘는 테스토의 센서는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필터 단계 

사이의 전하차는 중앙값(모달값)을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앙값(모달값)은 가장 

높은 파티클 농도 개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분포곡선의 중앙값(모달값)은 파티클 

개수의 최대치에 도달하는 값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확산 하전 방식은 나노 파티클을 

측정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합니다. 

휴대용 나노 파티클 측정기 testo DiSCmini와 휴대용 배출가스 관리 시스템 
testo NanoMet3는 확산 하전 원리를 이용하여 나노 파티클을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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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토 파티클 측정기 라인업 및 측정 원리

1. 확산 하전 방식  Diffusion charging

일반적으로 연소가스를 샘플링하고, 측정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동펌프를 사용하여, 몇 번의 펌프질과 몇 개의 필터 시트를 거쳐 연소 

가스의 양을 판단했습니다. 검정색으로 바뀐 필터 시트로 파티클을 판단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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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할 수 있고, 필터 시트를 통해 연소가스의 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정된 광원에 의해 빛이 비춰진 필터 종이의 표면이 검게 변한 것으로 파티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 종이의 반사도는 검게 바뀐 도의 전과 후로 측정되며, 

계산된 필터 스모크 넘버(Filter smoke number, FSN)을 표시합니다. 일단 측정이 

시작되면,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도움을 받아 샘플링한 것과 반사된 빛의 양 둘 다 

자동으로 측정됩니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재생산성을 보장하며, 샘플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 인한 측정 결과의 

곡해를 줄여줍니다.

2. 광학 분석  Optical method

충격기를 이용한 측정은 측정 후, 디플렉터 플레이트를 이용해 무게를 측정하거나 

디플렉터 플레이트가 파티클이 쌓인 전기적으로 반응한 것에 대한 신호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수정 발진기와 디플렉터 플레이트가 통합될 때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파티클이 측정 과정에서 디플렉터 플레이트 표면에 쌓이면, 누적되는 양이 증가함에 

따라 수정이 진동하는 횟수가 변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호를 판단하고 실시간 

으로 파티클 배출량이 계산됩니다.

3. 중량 측정법  Gravimetric measurement

침투

확산 하전 방식의 작동 방법

동작 전압 그리드 전압

코로나 확산 확산 단계 제로 필터

Ilon Idiff Ifilt

나노 파티클의 농도개수를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나노 파티클 측정기 testo DiSCmini

디젤엔진에서 나오는 연소가스의

흑화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디지털 매연 측정기 testo 338

연소가스 내 매연 측정기

(테스토 연소가스 분석기와 연결하여 사용)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testo 380

차량에서 배출되는 나노 파티클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배출가스 관리 시스템 testo NanoMet3

스모크 넘버 등급

휴대용 나노 파티클 측정기

testo DiSCmini
휴대용 배출가스 관리 시스템

testo NanoMet3
디지털 매연 측정기

testo 338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testo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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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

파티클 크기

파티클 크기 (절대값)

정확도

크기

무게

전원 공급

배터리 수명

대기압

온도

습도

농도 개수

10 ~ 300nm (중앙값)

10 ~ 700nm

파티클 크기의 ±30% / 파티클 개수의 ±30%

180 x 90 x 42.5 mm

700g

전원 케이블 또는 충전용 배터리 (100-120V / 200-240V, 50/60Hz)

8시간 (측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절대압: 800 ~ 1,100 mbar / 공기 흡입구 최대 Δp ±200 mbar

10 ~ 30℃

상대습도 90% 미만 (비응축)

파티클 농도의 측정값은 파티클 사이즈의 분포 및 평균 측정 시간에 따름.

일반적인 값: 1,000 ~ 1,000,000 particles/cm3

기술 데이터

측정 대기

조건

액세
서리

액세서리

제품번호

SD 카드

SD 카드 리더기

배터리 충전기 (장시간 측정용)

본체 보호 커버

임팩터와 연장 호스 연결을 위한 어댑터

연장 호스 연결을 위한 노즐 

샘플링 호스

0554 8803

91078

6051

91068

91070

91071

9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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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나노 파티클 측정기 testo DiSCmini 본체

본체 보호 커버

SD 카드

SD 카드 리더기

충격기(임팩터) 연결을 위한 연장 호스

충전 케이블

국가별 전용 전원 케이블

공장 성적서

휴대용 나노파티클 측정기
testo DiSCmini
휴대용 나노 파티클 측정기 testo DiSCmini는 나노파티클 수를 측정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파티클 농도, 숫자, 크기를 측정하여, 

파티클 면적(폐포 침적도, LDSA)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파티클 수 농도 (pt/cm3)

b. 파티클 지름 평균 (nm)

c. 배터리 잔량 표시 (배터리 수명 기본 8시간)

d. 파티클 면적(폐포 침적도, LDSA) 표시를 위한

    기록(REC) 버튼

적용분야

•인간 노출 환경 및 대기 환경 모니터링

•파티클로 인한 업무 환경의 위험성 감지

•필터 효율 검증

•클린룸 등 초미세먼지가 제품의 품질을 주는 환경 모니터링

제품 특징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측정이 가능한 휴대용 측정기

•사전 설정이나 교정 없이 즉각적인 측정값 확인 가능

•폐포 침적도(LDSA, Lung Deposited Surface Area) 측정 가능

•1Hz 의 측정 빈도로 모든 측정 항목 변화의 빠른 감지 가능

•기준 CPC(응축핵계수기) 측정값 대비 15-20% 내에서 측정값이

   형성 되는 높은 정확도

•최대 8시간의 배터리 수명으로 장시간 측정 가능

•모든 측정 데이터 SD 카드 저장 및 PC 전송 가능

파티클 농도 파티클 크기 LD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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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파티클 면적(폐포 침적도, LDSA) 표시를 위한

    기록(REC) 버튼

적용분야

•인간 노출 환경 및 대기 환경 모니터링

•파티클로 인한 업무 환경의 위험성 감지

•필터 효율 검증

•클린룸 등 초미세먼지가 제품의 품질을 주는 환경 모니터링

제품 특징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측정이 가능한 휴대용 측정기

•사전 설정이나 교정 없이 즉각적인 측정값 확인 가능

•폐포 침적도(LDSA, Lung Deposited Surface Area) 측정 가능

•1Hz 의 측정 빈도로 모든 측정 항목 변화의 빠른 감지 가능

•기준 CPC(응축핵계수기) 측정값 대비 15-20% 내에서 측정값이

   형성 되는 높은 정확도

•최대 8시간의 배터리 수명으로 장시간 측정 가능

•모든 측정 데이터 SD 카드 저장 및 PC 전송 가능

파티클 농도 파티클 크기 LDSA



•PC 연결 인터페이스

•SD 카드 슬롯

•전원 공급 (12V/24V 배터리)

•샘플링된 배출 가스의 가열 처리가

   가능한 가열식  호스

•빠른 측정 가스 흡입을 위한 커플러

•연결된 모니터를 통한 측정값 표시

초미세먼지 측정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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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배출가스 관리 시스템
testo NanoMet3
휴대용 배출가스 관리 시스템 testo NanoMet3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연소가스 내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컴팩트한 크기의 

장비입니다. 배출가스는 가열된 샘플링 호스를 통해 흡입되고, 파이프를 거쳐 측정기로 유입됩니다. 휴대용 배출가스 관리 시스템 

testo NanoMet3는 다음을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배출가스 관리 시스템의 장점
(Portable Emission Measurement System)

휴대용 배출가스 측정기는 연소되는 엔진의 배출량을 

연구실 내에서의 기준 측정보다 실제 환경에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휴대용 배출가스 관리 시스템은 실제 

차량이 운전하는 환경에서 무거운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측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적용
분야

•운전 차량의 배출 가스 측정

•디젤 밀 가솔린 엔진의 연구개발

•디젤 파티클 필터의 연구개발

제품
특징

•526 x 409 x 216mm 의 컴팩트한 사이즈로 차량 배출가스 측정

•Euro 6c을 준수하는 RDE에 따라 파티클 측정

•휘발유 및 디젤 엔진 차량 측정을 위한 설정 메뉴 지원

•UN/ECE의 운송 부서의 PMP(Particle Measurement Program)를

   준수하는 열희석 기능 내장으로 안정적인 배출가스 측정 준비

•PC와 연결을 통한 측정값 확인 및 기록 가능

•SD 카드 장착을 통한 측정값 추출 및 분석 가능

기술
데이터

액세
서리

액세서리

OBD

어댑터 세트

제품번호

333

N3001

N1602

6424

전화 문의

6425

68010

N3509

4444

4447

4448

testo NanoMet3 전용 센서

testo NanoMet3 전용 이동식 케이스

testo NanoMet3 전용 가열식 샘플링 호스

배터리 케이블 (전원 공급)

USB-무선랜 어댑터

아날로그 출력을 위한 외부 신호용 케이블

실리콘 호스

연결 호스

USB 블루투스 어댑터

Navilock GPS

INCA 연결 장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에어로졸

농도 범위

파티클 크기

평균 파티클 크기(중앙값)

생가스 흡입

희석 기능

측정가스 흡입

전원 공급

전력 소비량

증발 파이프 온도

크기

무게

센서 교정

시스템 교정

작동 환경

배출가스 및 대기 중의 나노파티클

센서: 1,000 – 1,000,000 pt/cm3

희석: 10,000 ~ 300,000,000pt/cm3

10 ~ 700nm (0.01 ~ 0.70μm)

10 ~ 300nm (0.01 ~ 0.30μm)

4.0 IN/min (내장 펌프의 희석기능에 따라 전달)

기본: 10배, 100배, 300배 (측정기 내에서 선택 또는 자동 설정)

1.0 IN/min

12 - 24 VDC, 최대 60A / 90-240V AC 50/60Hz 

기본 650W, 일반 대기 환경 300W

일반 대기 온도부터 300℃ (정확도 ±3℃)

526 x 409 x 216 mm

약 18kg (모든 액세서리 장착 시 약 23kg)

NaCl 파티클을 이용한 표준 교정

GMD 60 ~ 80nm의 파티클 생성장치를 통한 PMP 시스템 교정

대기온도: 5 ~ 35℃

습도 조건: 0 ~ 80%RH (30℃에서 최대 80%, 35℃에서 점차 50%까지 감소, 비응축)

기술 데이터

testo NanoMet3 기본 세트 I 제품번호 444

휴대용 나노 파티클 측정기 testo NanoMet 3 본체

이동식 케이스

가열식 샘플링 호스

랜(LAN) 케이블

USB-무선 랜 어댑터

SD 카드

USB 연장 케이블

외부 신호용 케이블

배터리 케이블

배출가스용 호스

충전 케이블

공장 성적서

파티클 크기파티클 수 파티클 질량 LDSA



•PC 연결 인터페이스

•SD 카드 슬롯

•전원 공급 (12V/24V 배터리)

•샘플링된 배출 가스의 가열 처리가

   가능한 가열식  호스

•빠른 측정 가스 흡입을 위한 커플러

•연결된 모니터를 통한 측정값 표시

초미세먼지 측정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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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배출가스 관리 시스템
testo NanoMet3
휴대용 배출가스 관리 시스템 testo NanoMet3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연소가스 내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컴팩트한 크기의 

장비입니다. 배출가스는 가열된 샘플링 호스를 통해 흡입되고, 파이프를 거쳐 측정기로 유입됩니다. 휴대용 배출가스 관리 시스템 

testo NanoMet3는 다음을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배출가스 관리 시스템의 장점
(Portable Emission Measurement System)

휴대용 배출가스 측정기는 연소되는 엔진의 배출량을 

연구실 내에서의 기준 측정보다 실제 환경에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휴대용 배출가스 관리 시스템은 실제 

차량이 운전하는 환경에서 무거운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측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적용
분야

•운전 차량의 배출 가스 측정

•디젤 밀 가솔린 엔진의 연구개발

•디젤 파티클 필터의 연구개발

제품
특징

•526 x 409 x 216mm 의 컴팩트한 사이즈로 차량 배출가스 측정

•Euro 6c을 준수하는 RDE에 따라 파티클 측정

•휘발유 및 디젤 엔진 차량 측정을 위한 설정 메뉴 지원

•UN/ECE의 운송 부서의 PMP(Particle Measurement Program)를

   준수하는 열희석 기능 내장으로 안정적인 배출가스 측정 준비

•PC와 연결을 통한 측정값 확인 및 기록 가능

•SD 카드 장착을 통한 측정값 추출 및 분석 가능

기술
데이터

액세
서리

액세서리

OBD

어댑터 세트

제품번호

333

N3001

N1602

6424

전화 문의

6425

68010

N3509

4444

4447

4448

testo NanoMet3 전용 센서

testo NanoMet3 전용 이동식 케이스

testo NanoMet3 전용 가열식 샘플링 호스

배터리 케이블 (전원 공급)

USB-무선랜 어댑터

아날로그 출력을 위한 외부 신호용 케이블

실리콘 호스

연결 호스

USB 블루투스 어댑터

Navilock GPS

INCA 연결 장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에어로졸

농도 범위

파티클 크기

평균 파티클 크기(중앙값)

생가스 흡입

희석 기능

측정가스 흡입

전원 공급

전력 소비량

증발 파이프 온도

크기

무게

센서 교정

시스템 교정

작동 환경

배출가스 및 대기 중의 나노파티클

센서: 1,000 – 1,000,000 pt/cm3

희석: 10,000 ~ 300,000,000pt/cm3

10 ~ 700nm (0.01 ~ 0.70μm)

10 ~ 300nm (0.01 ~ 0.30μm)

4.0 IN/min (내장 펌프의 희석기능에 따라 전달)

기본: 10배, 100배, 300배 (측정기 내에서 선택 또는 자동 설정)

1.0 IN/min

12 - 24 VDC, 최대 60A / 90-240V AC 50/60Hz 

기본 650W, 일반 대기 환경 300W

일반 대기 온도부터 300℃ (정확도 ±3℃)

526 x 409 x 216 mm

약 18kg (모든 액세서리 장착 시 약 23kg)

NaCl 파티클을 이용한 표준 교정

GMD 60 ~ 80nm의 파티클 생성장치를 통한 PMP 시스템 교정

대기온도: 5 ~ 35℃

습도 조건: 0 ~ 80%RH (30℃에서 최대 80%, 35℃에서 점차 50%까지 감소, 비응축)

기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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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나노 파티클 측정기 testo NanoMet 3 본체

이동식 케이스

가열식 샘플링 호스

랜(LAN) 케이블

USB-무선 랜 어댑터

SD 카드

USB 연장 케이블

외부 신호용 케이블

배터리 케이블

배출가스용 호스

충전 케이블

공장 성적서

파티클 크기파티클 수 파티클 질량 LD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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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매연 측정기
testo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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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매연 측정기 testo 338은 별도의 분석장치 없이 배출가스의 흑화 정도를 빠르게 판단해 주는 최초의 휴대용 측정장비입니다. 

흑화정도는 FSN (Filter Smoke Number) 또는 Bosch Number로 표시되며, 그을음의 농도(mg/m3)도 표시됩니다.

적용
분야

•디젤엔진의 그을음 수준 판단

•선박 회사 및 조선소

•산업용 엔진

•기계 설비 및 운송 차량 

제품
특징

•단 세 개의 버튼으로 간편하고 쉬운 측정 가능

•일반 공구처럼 가벼운 휴대 가능

•테스토 블루투스 프린터(옵션) 연결을 통한 측정값 현장 출력 가능

•전용 PC 소프트웨어 easyEmission을 통한 측정값 분석 및 보고서 생성

1

2

3

4

5

6

7

8

가스 샘플링 프로브를 통해 가스가 측정기로 들어옵니다.

필터 종이는 매연입자와 배출 가스 샘플을 분리합니다. 필터 종이에

침적된 파티클은 측정되며, 측정값은 FSN 또는 보쉬 넘버로 표시됨과

동시에 mg/m3의 농도 값으로도 표시됩니다.

응축 트랩은 가스 샘플로부터 수분을 제거합니다. 이는 펌프 내 수분이

응축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파티클 필터는 가스의 순도를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연입자를 걸러

주며, 펌프와 차압 센서 내에 어떤 분진도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펌프는 샘플링 프로브를 통해 배출 가스를 흡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측정기로 가스를 보내줍니다.

차압 센서는 압축 과정을 거쳐 압력을 측정합니다. 이는 유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스 배출구는 대기 중으로 배출 가스를 내보냅니다.

포토다이오드와 백색 LED로 구성된 광학식 센서는 규정된 빛의 강도로

검정색으로 변한 필터 종이를 감지합니다. 반사가 적게 될수록 더욱

검게 그을립니다.

기술
데이터

액세
서리

기본 구성품

정보

액세서리

제품번호

0516 0002

0554 1096

0600 7570

0554 1103

0554 0208

0173 0147

0554 0549

0554 0568

0554 0569

0554 3334

0515 5107

0554 1101

0554 0146

testo 338 전용 케이스

충전 케이블

가스 샘플링 프로브 (호스 길이 1.6m, 침투 깊이 240-285mm)

충전 케이블

프로브 핸들용 열 보호 장치

프로브 샤프트용 열 보호 장치

테스토 고속 프린터 (프린터용지 1롤, AA배터리 4개 포함)

프린터 용지 (1팩 6롤입) / 독일

프린터 용지 (1팩 6롤입)

PC 소프트웨어 ‘easyEmission’ (USB 연결 케이블 포함)

예비 배터리 (2,600mA)

예비 파티클 필터(10개입)

예비 필터 종이

측정 단위

측정 범위

분해능

재현성

테스트 샘플량

유속 측정

광학식 센서

충전 배터리

배터리 수명

메모리

측정 주기

작동 온도

보호 등급

연소가스 온도

양압

데이터 인터페이스

FSN(스모크 넘버 등급) / Bosch Number(보쉬 넘버) / 그을음 농도(mg/m3)

FSN(스모크 넘버 등급) / Bosch Number(보쉬 넘버)①: 0 ~ 2.5 / 그을음 농도: 0 ~ 70 mg/m3

FSN(스모크 넘버 등급) / Bosch Number(보쉬 넘버)①: 0.01 / 그을음 농도: 0.01 mg/m3

FSN(스모크 넘버 등급) / Bosch Number(보쉬 넘버)①: 0.08 미만

그을음 농도: 1.5 mg/m3 미만(0 ~ 5mg/m3), 1.25 mg/m3+측정값의 5% 미만(5 ~ 70mg/m3)

0.2 리터 (범위: 0.2 ~ 2 FSN) / 0.4 리터 (범위: 0 ~ 0.3 FSN)

내장된 차압 센서 이용

필터 적재량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

리튬 이온 배터리

약 4시간 (지속 측정시)

측정값 200개까지 저장 가능

측정 주기 60초 이내

+5 ~ +45℃

IP40 (보호케이스 장착 시)

개별 측정 시 최대 +500℃

최대 300mbar②

적외선 (IrDA) / 블루투스 (옵션)

센서 타입

일반 기술

데이터

① 1,000 mbar 및 +25℃의 대기조건에서 측정 시

② 압력이 높아질수록 측정값의 불확도는 높아질 수 있음

testo 338 기본 세트 I 제품번호 0632 3381

디지털 매연 측정기 testo 338 본체

가스 샘플링 프로브

보호 케이스(TopSafe)

충전 케이블

전용 케이스

testo 338BT 기본 세트 I 제품번호 0632 3382

디지털 매연 측정기 testo 338 본체 (블루투스 기능 추가)

가스 샘플링 프로브

보호 케이스(TopSafe)

충전 케이블

전용 케이스FSN 보쉬 넘버 파티클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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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매연 측정기 testo 338은 별도의 분석장치 없이 배출가스의 흑화 정도를 빠르게 판단해 주는 최초의 휴대용 측정장비입니다. 

흑화정도는 FSN (Filter Smoke Number) 또는 Bosch Number로 표시되며, 그을음의 농도(mg/m3)도 표시됩니다.

적용
분야

•디젤엔진의 그을음 수준 판단

•선박 회사 및 조선소

•산업용 엔진

•기계 설비 및 운송 차량 

제품
특징

•단 세 개의 버튼으로 간편하고 쉬운 측정 가능

•일반 공구처럼 가벼운 휴대 가능

•테스토 블루투스 프린터(옵션) 연결을 통한 측정값 현장 출력 가능

•전용 PC 소프트웨어 easyEmission을 통한 측정값 분석 및 보고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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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샘플링 프로브를 통해 가스가 측정기로 들어옵니다.

필터 종이는 매연입자와 배출 가스 샘플을 분리합니다. 필터 종이에

침적된 파티클은 측정되며, 측정값은 FSN 또는 보쉬 넘버로 표시됨과

동시에 mg/m3의 농도 값으로도 표시됩니다.

응축 트랩은 가스 샘플로부터 수분을 제거합니다. 이는 펌프 내 수분이

응축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파티클 필터는 가스의 순도를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연입자를 걸러

주며, 펌프와 차압 센서 내에 어떤 분진도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펌프는 샘플링 프로브를 통해 배출 가스를 흡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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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센서는 압축 과정을 거쳐 압력을 측정합니다. 이는 유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스 배출구는 대기 중으로 배출 가스를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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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게 그을립니다.

기술
데이터

액세
서리

기본 구성품

정보

액세서리

제품번호

0516 0002

0554 1096

0600 7570

0554 1103

0554 0208

0173 0147

0554 0549

0554 0568

0554 0569

0554 3334

0515 5107

0554 1101

0554 0146

testo 338 전용 케이스

충전 케이블

가스 샘플링 프로브 (호스 길이 1.6m, 침투 깊이 240-285mm)

충전 케이블

프로브 핸들용 열 보호 장치

프로브 샤프트용 열 보호 장치

테스토 고속 프린터 (프린터용지 1롤, AA배터리 4개 포함)

프린터 용지 (1팩 6롤입) / 독일

프린터 용지 (1팩 6롤입)

PC 소프트웨어 ‘easyEmission’ (USB 연결 케이블 포함)

예비 배터리 (2,600mA)

예비 파티클 필터(10개입)

예비 필터 종이

측정 단위

측정 범위

분해능

재현성

테스트 샘플량

유속 측정

광학식 센서

충전 배터리

배터리 수명

메모리

측정 주기

작동 온도

보호 등급

연소가스 온도

양압

데이터 인터페이스

FSN(스모크 넘버 등급) / Bosch Number(보쉬 넘버) / 그을음 농도(mg/m3)

FSN(스모크 넘버 등급) / Bosch Number(보쉬 넘버)①: 0 ~ 2.5 / 그을음 농도: 0 ~ 70 mg/m3

FSN(스모크 넘버 등급) / Bosch Number(보쉬 넘버)①: 0.01 / 그을음 농도: 0.01 mg/m3

FSN(스모크 넘버 등급) / Bosch Number(보쉬 넘버)①: 0.08 미만

그을음 농도: 1.5 mg/m3 미만(0 ~ 5mg/m3), 1.25 mg/m3+측정값의 5% 미만(5 ~ 70mg/m3)

0.2 리터 (범위: 0.2 ~ 2 FSN) / 0.4 리터 (범위: 0 ~ 0.3 FSN)

내장된 차압 센서 이용

필터 적재량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

리튬 이온 배터리

약 4시간 (지속 측정시)

측정값 200개까지 저장 가능

측정 주기 60초 이내

+5 ~ +45℃

IP40 (보호케이스 장착 시)

개별 측정 시 최대 +500℃

최대 300mbar②

적외선 (IrDA) / 블루투스 (옵션)

센서 타입

일반 기술

데이터

① 1,000 mbar 및 +25℃의 대기조건에서 측정 시

② 압력이 높아질수록 측정값의 불확도는 높아질 수 있음

testo 338 기본 세트 I 제품번호 0632 3381

디지털 매연 측정기 testo 338 본체

가스 샘플링 프로브

보호 케이스(TopSafe)

충전 케이블

전용 케이스

testo 338BT 기본 세트 I 제품번호 0632 3382

디지털 매연 측정기 testo 338 본체 (블루투스 기능 추가)

가스 샘플링 프로브

보호 케이스(TopSafe)

충전 케이블

전용 케이스FSN 보쉬 넘버 파티클 농도



적용분야

•대기 오염 예방을 위한 굴뚝의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측정

•배기가스 내 미세먼지 측정

•연소시스템의 연소 효율 점검

초미세먼지 측정 솔루션

14 15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testo 380
고체연료 사용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testo 380은 연소 중 배출되는 O2, CO 등의 연소 

가스와 미세먼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술
데이터

측정 범위

정확도

분해능

메모리

보관 온도

작동 온도

보호 등급

크기

무게

하우징 재질

전원 공급

전력 소비

프로브 길이

프로브 샤프트 지름

프로브 샤프트 재질

프로브 케이블 길이

연소가스 온도

프로브 샤프트 가열

회전 희석장치

0 ~ 300mg/m3

VDI 4206-2에 따름

0.1 mg/m3 (5mg/m3 초과) 

측정값 최대 500,000개까지 저장 가능

-20 ~ +50 ℃

+5 ~ +40 ℃

IP40

475 x 360 x 190 mm

약 7.9 kg

ABS

전원 케이블을 통한 전원 공급 (100V AC/0.45A ~ 240V AC/0.2A(50-60Hz)

최대 100W

270mm

12mm

스테인리스 스틸

2.2m

최대 +500 ℃

+120 ℃까지

+80 ℃까지 가열 가능

기술 데이터

본체 기본

정보

미세먼지

측정 프로브

기본 정보

액세
서리 예비 부품

액세서리

제품번호

0394 0001

0394 0002

0554 3381

0554 9356

0554 0228

0554 0549

0554 0553

0554 0568

0554 0569

0554 3332

0449 0047

미세먼지 센서 모듈

예비 JET

분석기 박스용 필터(20개입)

프로브 부착 체인

프로브 청소용 브러쉬

테스토 고속 프린터 (프린터용지 1롤, AA배터리 4개 포함)

테스토 블루투스 / IrDA 프린터 (프린터 용지 1롤, 충전 케이블 포함)

프린터 용지 (1팩 6롤입) / 독일

프린터 용지 (1팩 6롤입)

PC 소프트웨어 ‘easyHeat’

USB 연결 케이블 (2m)

위 목록 외 연소가스 분석기 testo 330-2LL과 호환되는 모든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소가스 분석기 testo 330-2LL 브로슈어 및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전용 프로브 지원

미세먼지 전용 프로브는 생가스가 회전 희석장치를 

통해 신선한 공기와 섞여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을 

돕습니다.

연소가스 분석기 testo 330-2LL 장착

측정값 디스플레이와 연소가스 측정을 목적으로 

연소가스 분석기 testo 330-2LL이 장착되어 있습 

니다.

7.9kg의 무게로 간편하고 편리한 측정

모든 측정 업무가 단 7.9kg의 무게의 케이스 안에서 

이뤄집니다. 측정 업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집약 

되어 있습니다.

O2, CO 등 연소가스 및 미세먼지 동시 측정

미세먼지부터 O2, CO 등 연소가스까지 모든 측정 

값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 가스 내 파티클 농도 측정

미세먼지 센서는 측정 가스 내 파티클 농도를 측정 

합니다. 연소가스가 분출구를 거쳐 진동하는 미세 

먼지 센서로 전달됩니다. 즉 진동의 빈도에 따라 

파티클의 양이 결정됩니다.

회전 희석장치로 믿을 수 있는 미세먼지 측정

생가스가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회전 희석장치를 

통과하여 믿을 수 있는 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합 

니다.

testo 380 기본 세트 I 제품번호 0632 3801

testo 380 본체 (미세먼지 프로브 및 클리닝 세트 포함)

testo 330-2LL 본체 (O2, CO(H2 보상) 센서 장착)

연소 공기 온도 측정 프로브, 침투 깊이 190mm

모듈형 연소가스 프로브, 300 mm, Ø 8 mm, 최고온도 +500°C

(부착용 콘, NiCr-Ni 열전대, 2.2m 호스, 프로브 필터 포함),

TÜV 승인

연소가스 파티클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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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o Particle
Measurement Solution
초미세먼지 측정 솔루션

휴대용 나노 파티클 측정기

testo DiSCmini
휴대용 배출가스 관리 시스템

testo NanoMet3
디지털 매연 측정기

testo 338
고체연료를 위한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testo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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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토코리아(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1 KT&G빌딩 5층
대표전화 02-2620-8100  팩스 02-2679-9853
이메일 testo@testo.co.kr

www.testo.com
측정기술 분야의 전세계 선두기업

테스토의 다양한 측정 솔루션을 만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