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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를 꼼꼼하게 읽고, 제품에 대하여 숙지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은 테스토 웹사이트의 로그인 페이지(www.testo.com/log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안전 및 폐기 처분 

1.1 사용설명서 소개 
 

사용 

• 사용설명서는 측정기의 일부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 신체 부상 및 제품 손상 예방을 위해 안전 설명과 경고 내용에 주의하십시오. 

• 사용설명서를 측정기의 작동 수명이 다할 때까지 보관 및 활용하십시오. 

• 항상 완전한 상태의 원본 사용설명서를 사용하십시오.  

• 측정기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 시 사용설명서도 함께 전달하십시오. 

 
본 측정기의 특정 기능 (측정 데이터 관리)은 테스토 클라우드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은 다음 사이트에서 

적용 분야에 맞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사이트: www.testo.com/login  

1.2 기호 및 표시설명 
 

기호 표시설명 

 
도움말: 기본 또는 추가 정보 

1. 
2. 
… 

행동: 여러 단계 및 아래의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행동 결과 
 요구조건 

http://www.testo.com/login


 

 

1.3 주의사항 
 

일반 안전 지침 

• 측정기를 본래 용도와 기술 데이터에 명시된 측정 범위에 맞게 사용하십시오. 

측정기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 하우징이나 주요 본체 또는 연결 케이블에 손상의 흔적이 있을 경우에는 

측정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 측정 시 해당 지역의 유효 안전 규정을 준수합니다. 측정 대상이나 측정 

환경이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프로브/센서에 표시된 온도는 센서의 측정 범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프로브 

핸들과 연결 선을 70°C(158°F) 이상의 온도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단, 이보다 

높은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전기가 흐르는 비절연 상태의 부품에 직접 대고 측정하지 마십시오. 

• 측정기를 용제와 함께 보관하지 마십시오. 건조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상황일 때만 유지 보수 및 수리를 하십시오. 예비 

부품은 테스토 정품만 사용하십시오. 
 

배터리 관련 지침 

• 배터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전기 합선, 화재 또는 내부 화학물질의 누출로 

측정기가 파손되거나 사용자 신체에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배터리만 사용하십시오. 

• 배터리를 단락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를 분리 및 개조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에 강한 충격을 가하거나 물, 화기 또는 60°C 이상의 고온 환경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를 금속 물체 근처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산이 피부에 닿았을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필요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 배터리액이 누출되거나 손상된 배터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1.4 경고 
 

다음과 같은 그림 기호와 경고 표시에 항상 주의하십시오! 해당 표시에 따른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주의 

측정기가 손상될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1.5 폐기 처분 

• 사용한 배터리는 유효한 법적 절차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 수명이 다한 측정기는 전자기기의 분리수거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폐기 처분하거나 테스토 본사로 보내주십시오.  

2 제품 개요 

2.1 제품 사용 
 

무선(WiFi) 데이터 로거 testo 160 시리즈는 온도, 습도, CO2, 조도 및 UV 를 

측정하는 스마트한 측정기입니다. 

 

무선(WiFi) 데이터 로거 testo 160 시리즈의 자세한 사용방법은 다음 

사이트에서 적용 분야에 맞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사이트: www.testo.com/login 

2.2 제품 개요 

2.2.1 testo 160 TH, 160 THL 
 

 
testo 160TH 는 온도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무선(WiFi) 데이터 

로거입니다. 
 
 



 

 

 
testo 160 THL 는 온도, 습도, 조도 및 UV 를 측정할 수 있는 무선(WiFi) 

데이터 로거입니다.  
 
 

testo 160 TH testo 160 THL 

  
1 온도 및 상대습도 측정용 내장 센서 

2 USB 연결부 

5 UV 센서 

6 조도 센서 
 
 

2.2.2 testo 160 IAQ 
 
 

 
testo 160 IAQ 는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CO2) 및 대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무선(WiFi) 데이터 로거입니다. 
 

 

 설명  설명 

1 상태 LED 2 디스플레이 

3 공기질 표시등 4 CO2 센서 

5 QR 코드 6 새로고침 버튼 



 

 

7 USB 연결부 8 온도 및 상대습도 측정용 내장 

센서 
 

 

3 제품 작동 

3.1 벽걸이용 브라켓 장착 / 해제 

1 - 잠금 해제 구멍에 잠금 해제 도구를 

삽입합니다.  

 
 

2 - 잠금 해제 도구를 사용하여 잠금 핀을 뒤로 밉니다. 
 

3 - 무선(WiFi) 데이터 로거를 위로 당겨 

벽걸이용 브라켓을 뺍니다. 

 

3.2 무선(WiFi) 데이터 로거 작동 
 
 

 

무선(WiFi) 데이터 로거를 수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때 연결부가 

아래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디스플레이가 있는 무선(WiFi) 데이터 

로거에 경우 데이터를 읽는 방향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측정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 배터리 칸 커버를 엽니다. 

 



 

 

 

2 - 배터리 안전 스트립을 제거합니다. 
 

3 - 배터리 칸 커버를 닫습니다. 
 

3.3 테스토 클라우드 로그인 
 

 
테스토 클라우드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계정이 없는 경우, 다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필히 수행하십시오. (www.museum.saveris.net) 
 

무선(WiFi) 데이터 로거 testo 160 시리즈를 테스토 클라우드에 연결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1. 클라우드 계정 ID - 설정 - 계정 ID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WLAN(SSID): 네트워크 이름 - 무선(WiFi) 데이터 로거를 인터넷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3. 네트워크 비밀번호 

무선(WiFi) 데이터 로거에 위 정보를 저장하여 설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3.3.1 설정 도우미(Setup Assistant)를 통한 설정 
 

테스토 클라우드 사이트에는 testo 160 시리즈를 처음 작동할 때 방법을 

알려주는 설정 도우미(Setup Assistant)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 도우미(Setup 

Assistant) 기능을 통해 설정 및 로그인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이트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 로그인 

사이트: www.testo.com/login 
 

1 - 메뉴 표시줄 위에 있는  기호를 클릭합니다. 
 

 설치 도우미(Setup Assistant) 가 실행되며, 설정 방법을 알려줍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기기를 설정합니다. 

http://www.museum.saveris.net/


 

 

3.4 상태 LED 신호 
 

다음 표에는 무선(WiFi) 데이터 로거 testo 160 시리즈의 다양한 상태 LED 신호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표시 표시설명 

LED 가 깜박이지 않음(TH, THL) 기기 휴면 상태 

LED 가 30 초마다 녹색으로 

깜박임(IAQ) 

기본 상태 (정상) 

LED 가 1 초마다 녹색으로 깜박임 

(5 분 동안, 이후 적색으로 1 회 길게 

깜박임) 

설정 모드: 핫스팟 상태에서 버튼을 

3 초 이상 누름 

LED 가 200ms 마다 녹색으로 

깜박임(10 초 동안) 

설정 모드: 핫스팟 상태에서 버튼을 

3 초 이내로 누름 

LED 가 적색으로 2 번 깜박임 WLAN 연결 실패 (SSID, SSID 

비밀번호, 계정 ID 또는 계정 

비밀번호가 잘못된 경우이니 외장 

프로브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클라우드에 로그인하십시오.) 

XML 이 맞으면, LED 가 녹색으로 길게 

한번 깜박임 

XML 이 맞지 않으면, LED 가 적색으로 

3 회 깜박임 

USB/PDF 를 통한 설정 

LED 가 녹색으로 2 회 깜박임 WLAN 및 클라우드 연결 성공  

LED 가 적색으로 1 회 길게 깜박임 설정한 한계값을 벗어나 알림 작동 

LED 가 녹색으로 5 회 깜박임 무선(WiFi) 데이터 로거 공장 초기화 

- 새로고침 버튼을 20 초 이상 

누르십시오. 



 

 

표시 표시설명 

LED 가 녹색으로 1 회 깜박임 (측정값 

저장) 

 

LED 가 녹색으로 2 회 짧게 

깜박임(측정값 전송) 

측정값을 테스토 클라우드로 

전송하려면: 새로고침 버튼을 3 초 

이내로 누르십시오.  

측정값을 테스토 클라우드로 

성공적으로 전송 

LED 가 적색으로 4 회 깜박임 배터리 소진 

LED 가 녹색과 적색으로 번갈아 

깜박임 

USB 또는 무선으로 펌웨어 업데이트 

 
 

3.5 교정 

무선(WiFi) 데이터 로거 testo 160 시리즈는 공장 성적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대부분의 적용 분야에서 12 개월마다 교정을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품의 

검교정은 TIS(Testo Industrial Services) 또는 교정기관에서 실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테스토코리아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4 기술 데이터 
 

측정별 데이터 

 
습도 센서는 온도 +5°C ~ +60°C, 습도 20% ~ 80%RH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이보다 높은 습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측정값이 최대 3% RH 까지 잘못 표시될 수 있습니다. 50% RH(± 

10%RH) 및  +20°C (± 5°C)에서 48 시간 이상 제품이 노출될 경우, 

센서가 자동으로 재설정됩니다.  
 

주의 

습도 프로브 손상 

- 프로브를 +100%RH 의 환경에 3 일 이상 노출하지 마십시오. 
 

 



 

 

 testo 160 TH testo 160 THL testo 160 IAQ 

제품 번호 0572 2021 0572 2024 0572 2014 

온도 측정 

측정 범위 -10°C ~ 50°C 0 ~ 50°C -10°C ~ 50°C 

정확도 ± 0.5°C 

분해능 0.1°C 

습도 측정 

측정 범위 0 ~ 100% RH (비응축) 

정확도 ± 2% RH (25°C 및 20 ~ 80%RH) 

± 3% RH (25°C 및 20% RH 미만, 80%RH 초과 시) 

± 1% RH (이력현상) 

± 1% RH (연간 변동) 

분해능 0.1% RH 

조도 측정 

측정 범위  0 ~ 20,000 Lux  

정확도  DIN 5032-7 Class 

C 준수 또는 

± 3Lux 또는 

측정값의 ± 
3%( DIN 5032-7 

Class L 기준) 

 

분해능  0.1 Lux  

UV 측정 

측정 범위  0 ~ 10,000 
mW/m2 

 

정확도  ± 5 mW/m2 또는 

측정값의 

5%(22°C 에서) 

 

분해능  0.1 mW/m2  

CO2 측정 

측정 범위   0 ~ 5,000 ppm 



 

 

 testo 160 TH testo 160 THL testo 160 IAQ 

정확도   ± (50 ppm + 

측정값의 2%)(25°

C 에서) 

배터리 작동시: 

± (100 ppm + 

측정값의 
3%)(25°C에서) 

분해능   1 ppm 

압력 

측정 범위   600 ~ 1100 mbar 

정확도   ± 3 mbar 

(22°C 에서) 

분해능   1 mbar 
 

 
시스템 경고 "배터리 거의 없음" 상태에서 실제 측정이 정지되기까지의 

기간은 기본 작동 시(측정 및 통신 주기: 1 분으로 설정시) 하루 

정도입니다.  
 
 

WiFi 별 데이터 

 testo 160 TH testo 160 THL testo 160 IAQ 

제품번호 0572 2021 0572 2024 0572 2014 

WLAN   

기준 802.11 b/g/n 

보안 WPA2 엔터프라이즈: EAP-TLS, EAP-TTLS-TLS, EAP-
TTLS-MSCHAPv2, EAP-TTLS-PSK, EAP-PEAP0-TLS, 
EAP-PEAP0-MSCHAPv2, EAP-PEAP0-PSK, EAP-PEAP1-
TLS, EAP-PEAP1-MSCHAPv2, EAP-PEAP1-PSK, 
WPA Personal, WPA2(AES), WPA(TKIP), WEP   

 
 
 

보안을 위한 무선 LAN 용 기술 데이터 

 
포트(Ports) 



 

 

무선(WiFi) 데이터 로거 testo 160 시리즈는 MQTT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TCP 1883 및 8333 포트를 통해 통신합니다. 

다음 UDP 포트의 승인도 요구됩니다. 

• 포트 53(DNS 이름 확인) 

• 포트 123(NTP 시간 동기화) 

모든 포트는 외부에서 클라우드와 통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방향 

승인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최초 설정 시 DHCP 또는 정적 IP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위한 전문가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설정 도우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testo 160 적용 

일반 최신 브라우저(www)를 통해 testo 160 시리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본 TCP 포트 http(80) 및 https(443)가 사용됩니다. 
 
 

일반 기술 데이터 

 testo 160 TH testo 160 THL testo 160 IAQ 

제품 번호 0572 2021 0572 2024 0572 2014 

작동 온도 -10°C ~ 50°C -10°C ~ 50°C 0°C ~ 50°C 

보관 온도 -20°C ~ 50°C -20°C ~ 50°C 0°C ~ 50°C 

보호 등급 IP20 



 

 

 testo 160 TH testo 160 THL testo 160 IAQ 

측정 주기 클라우드 라이선스에 따라 다름  

Basic: 15 분 ~ 24 시간 / Advanced: 

1 분 ~ 24 시간,  

사용자 설정 가능 

클라우드 

라이선스에 따라 

다름 

 Basic: 15 분 ~ 

24 시간 / 

Advanced: 1 분 ~ 

24 시간 (충전기 

연결시), 5 분 ~ 

24 시간 (배터리 

작동 시) 

통신 주기 클라우드 라이선스에 따라 다름  

Basic: 15 분 ~ 24 시간 / Advanced: 1 분 ~ 24 시간,  

사용자 설정 가능 

메모리 측정값 32,000 개까지 저장 가능(모든 채널의 합) 

전원 공급 AAA 배터리(1.5V) 4 개 또는 USB 연결부를 통한 전원 연결 

배터리 수명 18 개월 

+25°C 에서, 측정 주기 15 분 및 통신 주기 6 시간 설정 시 

(WLAN 구조에 따라 다름) 

크기 64 x 76 x 22mm 64 x 92 x 24mm 82 x 117 x 32mm 

무게 (배터리 포함) 94g 113g 9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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