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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기업들의 측정 파트너 testo
testo는 1957년 창립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계측기 전문회사로, 연 매출의 10%를 R&D 분야에 재투자
하여 최신 기술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esto는 고객에게 단순히 계측기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측정 솔루션과 그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서비스와 최상의 품질로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환경
파트너

고객 서비스
테스토코리아는 가능한 모든 제품에 대한 A/S(After Sales Service)를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수리가 어려운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독일 본사 서비스 센터(신제품 생산 후 15년간 동일 품목의 모든
부품 재고 확보)로 제품을 보내 완벽하게 교체 수리한 후 국내 고객에게 보내드립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수리가 매우 시급한 경우 Express로 A/S 발생 당일 발송도 가능합니다.

무상 A/S 2년, 프로브 1년
제품 보증기간은 구입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 일자 확인은 당사 제품 관리 전산시스템을 기준으로 합니다.
testo는 전세계 동일하게 제품 판매 이후 본체는 2년간, 측정 프로브는 1년간 무상 A/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스토 기술부 : TEL 02-2672-7200 / FAX 02-2679-8799

A/S
시스템

▶

▶

▶

▶

01

02

03

04

05

기기 결함 발견

수리품 입고

수리품 등록

수리

발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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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는
여러분의 업무를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해줍니다.

01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는 고압 압력계와 복합 압력계가 같이 붙어 있어
냉매를 충전하거나 빼내는 데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는 압력, 온도, 과열도 및 과냉도를 실시간으로 점검
할 수 있어 냉매 충전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기
내 다양한 냉매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전용 스마트폰 앱(App)과 소프트
웨어를 이용해 냉매 정보 업데이트가 간편합니다.

에어컨 및 냉동기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02

테스토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testo 550과 testo 557은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며 블루투스로 연결된 스마트폰을 통해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직접 측정 보고서를 보여주고 전송함으로써 설치 엔지니어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성능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03

새로워진 테스토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는 기존 제품에 비해 압력 범위가
60bar까지 늘었습니다. 또한 배터리 수명은 최대 250 시간으로 장기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기 내 60개의 일반 냉매 정보가 내장돼 있어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기능은 설치 엔지니어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
입니다.

Bluetooth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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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한 눈에
보기
기능

과열도/과냉도 연산

진공 작업

2개의 외장 온도 센서를 이용하여 과열도
(Δtoh)와 과냉도(Δtcu)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냉매 완전 충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토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는 진공
압력을 디스플레이 해주고, 진공 상태까지
도달했을 때 최종 진공 압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App
전용 스마트폰 앱(App) 제공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전용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신 냉매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히트 펌프 모드

기밀 테스트

히트 펌프 모드로 설정하면, 냉매 호스의
위치 교환 없이 에어컨디셔닝 공정의
과열도와 과냉도를 자동 전환해 줍니다.
또한 저압 측의 압력이 고압 측의 압력
보다 높아질 경우 디스플레이가 자동
전환됩니다.

냉매 누설 여부를 점검하는 기밀 테스트
기능을 지원합니다.
특히 기밀 테스트 중 주변 온도의 영향
으로 압력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온도 보상 기능이 내장
되어 있습니다.

매니폴드 게이지

제품
라인업

여러분의 작업 환경에 맞는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를
찾아보세요.
아날로그 게이지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testo 549

testo 550
Bluetooth
+App

불가능
가능

온도 측정 여부
압력 측정 정확도

전체 범위의 1% 이상

압력 측정 범위
4 way 밸브 블록

온도 프로브 최대 2개까지 연결 가능

온도 프로브 최대 2개까지 연결 가능

전체 범위의 0.5%

전체 범위의 0.5%

최대 60bar

최대 60bar

기기에 따라 다름

메모리 내장(측정 데이터 문서화)
앱(App) 이용 현장 업데이트 가능

냉매 정보 업데이트
자동 절대압 측정
히트펌프 모드
온도 보상 기밀 테스트
진공 측정
PC 소프트웨어(EasyKool) 지원
앱(App) 및 블루투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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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가능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디지털 진공 게이지

testo 557

testo 570

testo 552

+

Bluetooth
+App

진공을 정확하게 잡고싶다면
testo 552를 추가로 사용하세요.

■ 고장 걱정 없는 효율적인 디지털 진공 게이지
■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testo 570에 연결해
사용 가능
■ 측정값의 명확한 표시
■ 내장된 접이식 갈고리 설계로 언제 어디서나
걸어두고 사용 가능

온도 프로브 최대 2개까지 연결 가능

온도 프로브 최대 3개까지 연결 가능

전체 범위의 0.5%

전체 범위의 0.5%

최대 60bar

최대 50bar

testo refrigeration App
다운로드를 한번에!

앱(App) 이용 현장 업데이트 가능

외부 프로브 연결 시
높은 정확도의 진공 측정 가능

가능

안드로이드 전용

iOS 전용

장비 하나로
측정이
가능한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testo 549
핵심 기능

기술데이터
온도

진공

-1 ~ 60bar

-50 ~ +150℃

-1 ~ 0bar

정확도

전체범위의 ±0.5%

±0.5℃

-

분해능

0.01bar

0.1℃

-

7/16″
UNF 3개

NTC 플러그인 2개

-

-

-

측정 범위

프로브 연결 방식
과부하
작동 온도
보관 온도
배터리 수명

대형 디스플레이와 직관적인
메뉴 구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압력

65bar

-10 ~ +50℃
-20 ~ +60℃
250시간(디스플레이 조명 off)

크기

200×109×63mm

무게

1,060g

보호등급

냉매 정보

IP42
R11, R12, R123, R1234yf, R1234ze, R125, R13B1, R134a, R14, R142B, R152a,
R161, R22, R227, R23, R290, R32, R401A, R401B, R401C, R402A, R402B,
R404A, R406A, R407A, R407B, R407C, R407D, R407F, R408A, R409A, R410A,
R411A, R412A, R413A, R414B, R416A, R417A, R420A, R421A, R421B, R422A,
R422B, R422C, R422D, R424A, R426A, R427A, R434A, R437A, R438A, R502,
R503, R507, R508A, R508B, R600, R600a, R744(CO2), R718(H2O)
※ 테스토 서비스센터에서 냉매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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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냉동 서비스 엔지니어를 위한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접이식 후크
접이식 후크 장치로
파이프에 간편하게 걸어두고 사용 가능

냉매 정보 저장
기기 내 60개의 냉매 정보 저장

디스플레이 조명 기능
측정값 확인이 쉬운 대형 디스플레이
어두운 환경에서 용이한 디스플레이 조명 기능

실시간 계산
과열도 및 과냉도 실시간 계산

간편한 작동
직관적인 메뉴 구성으로 간편한 작동

배터리 수명
250시간의 배터리 수명

I 0560 0550 I

bar

psi

kPa

MPa

°
C/°
F

사이트 글라스
냉매 흐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글라스

호스 연결부
2way 밸브 블럭 및 3개의 호스 연결부

testo 549 세트

I testo 549 세트 I 0560 0550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testo 549
•배터리
•교정 성적서

앱(App)을
통한 간편한
측정 관리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testo 550
핵심 기능

기술데이터
진공

-1 ~ 60bar

-50 ~ +150℃

-1 ~ 0bar

전체범위의 ±0.5%

±0.5℃

-

분해능

0.01bar

0.1℃

-

7/16″
UNF 3개

NTC 플러그인 2개

-

-

-

프로브 연결 방식
과부하
작동 온도
보관 온도
배터리 수명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도

정확도

측정 범위

Bluetooth
+App

압력

65bar

-10 ~ +50℃
-20 ~ +60℃
250시간(디스플레이 조명 및 블루투스 off)

크기

200×109×63mm

무게

1,060g

보호등급

냉매 정보

IP42
R11, R12, R123, R1234yf, R1234ze, R125, R13B1, R134a, R14, R142B, R152a,
R161, R22, R227, R23, R290, R32, R401A, R401B, R401C, R402A, R402B,
R404A, R406A, R407A, R407B, R407C, R407D, R407F, R408A, R409A, R410A,
R411A, R412A, R413A, R414B, R416A, R417A, R420A, R421A, R421B, R422A,
R422B, R422C, R422D, R424A, R426A, R427A, R434A, R437A, R438A, R502,
R503, R507, R508A, R508B, R600, R600a, R744(CO2), R718(H2O)
※ testo Refrigeraion App을 이용해 냉매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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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블루투스 기능이 추가된 냉동 서비스 엔지니어를 위한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접이식 후크
접이식 후크 장치로
파이프에 간편하게 걸어두고 사용 가능
냉매 정보 저장
기기 내 60개의 냉매 정보 저장

디스플레이 조명 기능
측정값 확인이 쉬운 대형 디스플레이
어두운 환경에서 용이한 디스플레이 조명 기능
실시간 계산
과열도 및 과냉도 실시간 계산

간편한 작동
직관적인 메뉴 구성으로 간편한 작동

배터리 수명
250시간의 배터리 수명

사이트 글라스
냉매 흐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글라스
I 0563 1550 I

bar

psi

kPa

MPa

°
C/°
F

호스 연결부
2way 밸브 블럭 및 3개의 호스 연결부

블루투스
스마트폰 앱(App)을 통한
실시간 측정값 확인 및 냉매 정보 업데이트

testo 550 세트
I testo 550 세트 I 0563 1550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testo 550
•온도 클램프 프로브 2개
•배터리
•케이스
•교정 성적서

설비
엔지니어를
위한 최고의
선택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testo 557

핵심 기능

기술데이터
온도

진공
-1 ~ 0bar

-1 ~ 60bar

-50 ~ +150℃

정확도

전체범위의 ±0.5%

±0.5℃

-

분해능

0.01bar

0.1℃

10micron

7/16″
UNF 3개
5/8″
UNF 1개

NTC 플러그인 2개

플러그인 1개
(외부 진공프로브)

-

-

측정 범위

프로브 연결 방식
과부하

65bar

작동 온도

-10 ~ +50℃

보관 온도

-20 ~ +60℃

배터리 수명

외부 진공 프로브 연결을 통해
진공 측정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압력

250시간(디스플레이 조명 및 블루투스 off / 진공프로브 연결 X)

크기

220×125×70mm

무게

1,200g

보호등급

냉매 정보

IP42
R11, R12, R123, R1234yf, R1234ze, R125, R13B1, R134a, R14, R142B, R152a,
R161, R22, R227, R23, R290, R32, R401A, R401B, R401C, R402A, R402B,
R404A, R406A, R407A, R407B, R407C, R407D, R407F, R408A, R409A, R410A,
R411A, R412A, R413A, R414B, R416A, R417A, R420A, R421A, R421B, R422A,
R422B, R422C, R422D, R424A, R426A, R427A, R434A, R437A, R438A, R502,
R503, R507, R508A, R508B, R600, R600a, R744(CO2), R718(H2O)
※ testo Refrigeraion App을 이용해 냉매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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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냉동 서비스 및 시운전을 위한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접이식 후크
접이식 후크 장치로
파이프에 간편하게 걸어두고 사용 가능
냉매 정보 저장
기기 내 60개의 냉매 정보 저장

디스플레이 조명 기능
측정값 확인이 쉬운 대형 디스플레이
어두운 환경에서 용이한 디스플레이 조명 기능
실시간 계산
과열도 및 과냉도 실시간 계산

간편한 작동
직관적인 메뉴 구성으로 간편한 작동

배터리 수명
250시간의 배터리 수명

사이트 글라스
냉매 흐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글라스
블루투스
스마트폰 앱(App)을 통한
실시간 측정값 확인 및 냉매 정보 업데이트
I 0563 1557 I

inch Hg

psi

MPa

kPa

°
C

°
F

hPa

micron

bar

프로브 연결
외부 진공 프로브 연결로 보다 정확한 진공
측정 가능
효율적인 작업
4way 블럭 방식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
가능

testo 557 세트
I testo 557 세트 I 0563 1557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testo 557
•온도 클램프 프로브 2개
•진공 프로브
•배터리
•케이스
•교정 성적서

PC로
측정
데이터를
관리하는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testo 570

핵심 기능

기술데이터
온도

진공

50bar

-50 ~ +150℃

-1 ~ 0bar

정확도

전체범위의 ±0.5%

±0.5℃

전체범위의 ±1%

분해능

0.01bar / 0.1psi

0.1℃

-

프로브 연결 방식

7/16″
UNF 3개

5/8″
UNF 1개

플러그인 3개

과부하

-

52bar

-

저/고압 한계치

-

50bar

-

측정 범위

작동 온도
보관 온도
배터리 수명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를
PC에 연결해 전용 소프트웨어
EasyKool로 측정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압력

-20 ~ +50℃
-20 ~ +60℃
40시간(디스플레이 조명 off)

크기

280×135×75mm

무게

1,200g

보호등급

냉매 정보

IP42
R12, R22, R123, R134a, R227, R290, R401A, R401B, R402A, R402B, R404A,
R406A, R407A, R407C, R408A, R409A, R410A, R411A, R413A, R414B, R416A,
R417A, R420A, R421A, R421B, R422A, R422B, R422D, R424A, R427A, R434A,
R437A, R438A, R502, R503, R507, R600, R600a, R718(H2O),
R744(50bar까지만 측정 가능), R1234yf
※ EasyKool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냉매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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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접이식 후크
접이식 후크 장치로
파이프에 간편하게 걸어두고 사용 가능

냉매 정보 저장
기기 내 40개의 냉매 정보 저장

디스플레이 조명 기능
측정값 확인이 쉬운 대형 디스플레이
어두운 환경에서 용이한 디스플레이 조명 기능

실시간 계산
과열도 및 과냉도 실시간 계산

간편한 작동
직관적인 메뉴 구성으로 간편한 작동

효율적인 작업
4way 블럭 방식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
가능
I 0560 0570 I

inch Hg

psi

MPa

kPa

bar

°
C

°
F

hPa

micron

모든 데이터 저장
하나의 기기에 압력, 온도, 진공까지 모든
데이터 저장 가능

측정값 저장
측정값 최대 999개까지 저장 가능

testo 570 세트
I testo 570-1 세트 I 0563 5701

I testo 570-2 세트 I 0563 5702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testo 570
•온도 클램프 프로브 1개
•배터리
•교정 성적서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testo 570
•온도 클램프 프로브 2개
•USB 케이블
•PC 전용 소프트웨어(EasyKool)
•케이스
•배터리
•교정 성적서

효율적인
진공 측정이
가능한

디지털 진공 게이지

testo 552
핵심 기능

기술데이터
진공
측정 범위

정확도

1,100 ~ 0mbar
825,080 ~ 0micron

최대 ±10micron(0 ~ 1.33hPa / 0 ~ 1,000micron)
전체값의 ±0.3% = ±0.6hPa(0 ~ 200hPa / 0 ~ 150,000micron)
전체값의 ±0.3% = ±3.3hPa(200 ~ 1,100hPa / 150,000 ~ 825,080micron)

견고한 설계로 언제 어디서나
신뢰할 수 있는 진공 측정값을
제공합니다.

분해능

0.01hPa / 10micron

과부하

절대압 : 6bar / 87psi
상대압 : 5bar / 72psi

작동 온도

-20 ~ +50℃

보관 온도

-20 ~ +50℃

배터리 수명

20 I 21

2,400시간

크기

250×165×55mm

무게

500g

보호등급

IP42

주요 기능
히트펌프와 냉동 시스템 측정이 가능한 디지털 진공 게이지

견고함
먼지와 수분에도 끄떡없는 견고함

측정값 제공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측정값 제공

알림 기능
한계값 초과시 시각 알림 기능

긴 배터리 수명
2,400시간의 긴 배터리 수명
I 0560 5520 I

hPa

micron

mmHg

Torr

mbar

inH2O

inHg

Pa

testo 570과 연결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testo 570과 연결
가능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testo 570과 연결하면
디지털 진공 게이지 testo 552에서 측정한 값을 testo 570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testo 570

testo 552

디스플레이

기본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표시

내용
난방 시스템 측정 모드
냉방 시스템 측정 모드
히트 펌프 모드

Pabs, Prel 또는
psia, psig

선택된 압력 단위 기준
절대압 및 상대압 디스플레이 전환

Δtoh

Sh/ 과열도

Δtcu

Sc/ 과냉도

to

Ev/ 냉매 증발 온도

tc

Co/ 냉매 응축 온도

에러 메시지
디스플레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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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센서 및 케이블 결함

uuuu

측정 범위보다 측정값이 낮음

oooo

측정 범위보다 측정값이 높음

EEP FAIL

Eeprom 결함

액세서리
프로브

액세서리
액세서리 종류

제품번호

testo 550 / 570 전용 케이스

0516 5505

testo 570용 플러그인 어댑터, 유럽기준 5VDC 500mA, 100 ~ 250 VAC, 50 ~ 60Hz

0554 0447

testo 570용 USB 연결 케이블(PC 연결용)

0449 0047

testo 570용 소프트웨어 EasyKool(USB 연결 케이블 포함)

0554 5604

무선 적외선 방식 테스토 고속 프린터(감열지 1롤, AA배터리 4개 포함)

0554 0549

MiniDIN 연결 케이블(testo 552와 testo 557 연결용)

0554 5520

프로브
프로브 종류

프로브 이미지

측정 범위

정확도

제품번호

-50 ~ +125℃

±0.2℃(-25 ~ +80℃)
±0.4℃(나머지 범위)

0613 1712

-40 ~ +125℃

±1℃(-20 ~ +85℃)

0613 5505

-40 ~ +125℃

±1℃(-20 ~ +85℃)

0613 5506

-50 ~ +70℃

±0.2℃(-25 ~ +70℃)
±0.4℃(-50 ~ -25.1℃)

0613 4611

-50 ~ +120℃

±0.2℃(-25 ~ +80℃)

0613 5605

-50 ~ +150℃
장시간 최대 125℃까지,
단시간 최대 150℃까지
측정 가능(2분)

측정값의 ±0.5℃
(+100 ~ +150℃)
±0.2℃(-25 ~ +74.9℃)
±0.4℃(나머지 범위)

0613 1912

대기용 프로브
견고하고 효율적인
NTC 대기 온도 프로브

115mm

50mm

Ø5mm

Ø4mm

연결 : 고정 케이블

표면용 프로브
파이프(지름 : 6 ~ 35mm)
측정용 클램프 NTC 온도 프로브

연결 : 고정 케이블 1.5m

파이프(지름 : 6 ~ 35mm)
측정용 클램프 NTC 온도 프로브
벨크로 타입의 파이프 랩 프로브
(파이프 지름 최대 75mm,
최대 온도 +75℃)

연결 : 고정 케이블 5.0m
300mm
30mm
연결 : 고정 케이블 1.5m

파이프 클램프 NTC 온도 프로브
(지름 : 5 ~ 65mm)

연결 : 고정 케이블

방수 기능을 갖춘 평평한 표면
온도 측정용 NTC 온도 프로브
연결 : 고정 케이블 1.2m

115mm

50mm

Ø5mm

Ø6mm

우수한 독일
기술력으로
누설을 쉽게
찾아내는

냉매가스 누설 검지기

testo 316-3
제품특징
•0.15 oz/a의 높은 감도
•R134a, R410a, R438A, R22 등 일반적인 냉매 누설 탐지
•간편한 원버튼 작동
•누설에 대한 LED 경보

기술데이터 및 액세서리
기술데이터

I 0563 31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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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g/a

작동 온도

-20 ~ +50℃

감도

4g/a(0.15oz/a)

작동 습도

20 ~ 80%RH

R22, R134a, R404A,
R410A, R507, R438A,
모든 CFC, HFC, HCFC

보관 온도

검출가스

0 ~ 50℃

크기

190×57×42mm

배터리 타입

D 2개

무게

500g

배터리 수명

16시간

재질

ABS

센서 수명

약 80 ~ 100시간

보증기간

2년

액세서리

제품번호

316-3 전용 센서 헤드

0554 2610

반영구적
센서로
센서 교체가
필요없는

냉매가스 누설 검지기

testo 316-4
testo 316-4 세트

제품특징
•고감도로 아주 미세한 누출까지 검지
•반영구적인 센서 수명
•청각 및 시각 알림 기능
•시끄러운 현장에서 필요한 이어폰 소켓
•최고점 지시 기능을 통한 최대 누출 지점
확인 가능

I testo 316-4 일반 냉매용 세트 I 0563 3164
testo 316-4 본체, 케이스, 충전용 어댑터, 이어플러그
일반 냉매용 센서(CFC, HCFC, HFC, H2)

I testo 316-4 암모니아용 세트 I 0563 3165
testo 316-4 본체, 케이스, 충전용 어댑터, 이어플러그
암모니아용 센서(NH3)

기술데이터

I 0563 3164 I
I 0563 3165 I

g/a

파라미터

g/a

누수 감지 냉매

기동 시간

R134a, R22, R404A, H2,
CFC, HCFC, HFC, NH3
(센서 헤드 분리)

50초 미만(0 ~ +50℃)
80초 미만(-20 ~ 0℃)

작동 온도

-20 ~ +50℃

작동 습도

20 ~ 80%RH

최저반응임계치

3g/a

보관 온도

-25 ~ +70℃

반응시간

1초 미만

전원공급

블럭 배터리 1개

누출 알림

청각 및 시각 알림

배터리 수명

6시간

관련 규정

1g/year sensitivity
EN 14624와 E 35-422에 의거

크기

190×57×42mm

무게

348g

구스넥 길이

370mm

보증기간

2년

과열도 및
과냉도
측정 방법

과열도와 과냉도를 측정해야 하는 이유
에어컨 등 냉동 시스템에 냉매량이 적거나 많으면 냉동능력 저하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냉매량을 적당하게 충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열도와 과냉도를 측정하면 정확한 양의
냉매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01 I 과열도 측정 방법

02 I 과냉도 측정 방법

냉매 충전 시 저압 측(청색)에 나타난 온도가 -30℃일 때, 압축기
직전 흡입관 온도가 -25℃라고 한다면,
과열도는 -25℃ - (-30℃) =Δt 5℃ 입니다.
이 경우 적당량의 냉매가 충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냉매 충전 시 팽창변 직전 액관의 온도가 25℃일 때, 고압 측(적색)
온도가 30℃라고 하면, 과냉도는 30℃ - 25℃ =Δt 5℃입니다.
이 경우 적당량의 냉매가 충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3 I 냉매 충전량이 너무 많을 때 조치 사항

04 I 냉매 충전량이 너무 적을 때 조치 사항

•팽창변 직전 액관 온도 : 33℃
•고압측 게이지(적색) 온도(응축 온도) : 41℃
•과냉도 : 41℃ - 33℃ = Δt 8℃(과충전)

•압축기 직전 흡입관 온도 : 12℃
•저압측 게이지(적색) 온도(증발 온도) : 3℃
•과열도 : 12℃ - 3℃ = Δt 9℃(저충전)

응축기의 하단부에 차 있는 액체 냉매가 3℃ 과냉되어 있는 것
으로, 온도가 36℃가 될 때까지 냉매를 빼내야 합니다.

증발기 윗부분에서 증발이 끝나 기체 상태의 냉매가 되고, 이 윗
부분이 열교환이 아닌 흡입관으로 쓰이면서 기체 냉매가 4℃
과열되어 있는 것으로, 온도가 7℃가 될 때까지 냉매를 더 충전
해야 합니다.

과열도/과냉도 측정
팽창변 직전 액관
•온도 : 25℃

고압(적색) 과냉도 측정
•응축 온도 : 30℃
•측정 온도 : 25℃
•과냉도 : 5℃ 정상

게이지 압력 측정
•온도(증발 온도) : -30℃

게이지 압력 측정
•온도(응축 온도) : 25℃

저압(청색) 과열도 측정
•증발 온도 : -30℃
•측정 온도 : -25℃
•과열도 : 5℃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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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 직전 흡입관
•온도 : -25℃

기밀
테스트

기밀 테스트 이론
•기밀 테스트는 압축강도가 확인된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압력용기, 밸브 등이 조립된 상태
•에서 누설이 없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질소가스, 탄산가스를 사용합니다.
•기밀 테스트는 누설 확인이 쉽도록 가스압 시험으로 합니다. 사용가스 중 공기를 사용하면
•수분이 남아 운전시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냉동기는 공기를 압축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므로 공기를 압축하면 토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냉동기유의 인화점 이상이 되어 냉동
•기유의 소손 또는 폭발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기밀 테스트는 냉매 배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방열공사의 시공 및 냉매를 충전하기 전에
•냉매 배관 전계통에 걸쳐 누설시험을 해야 합니다.

기밀 테스트 절차

01 I 고압질소를 사용하는 경우 질소 용기를 직접 연결 시키지 않고 중간에 감압밸브를 사용합니다.
02 I 질소 봄베의 메인 밸브와 게이지 조정 밸브를 이용해 압력을 적당히 유지합니다.
03 I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testo 557의 연결법을 정확히 숙지한 뒤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testo 557의 고압(적색), 저압(청색), 서비스(황색) 호스를 연결합니다.(그림 참조)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testo 557의 서비스 호스를 질소가스 실린더 연결부에 연결합니다.
 냉동 장비의 고·저압 측에 호스를 연결합니다.(그림 참조)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testo 557의 고·저압 밸브를 열어서 질소를 냉동 장치에 유입시킵니다.
 장치내에질소압력이완전히걸릴때까지기다리고규정압력까지상승하면질소용기밸브및 testo 557의 밸브를 잠급니다.
 약 10분 이상 유지하여 압력 강하의 유무를 조사합니다.
 압력 이상이 발생하면 냉매 누설 탐지기로 누설 부위를 파악합니다.
 기밀 테스트가 완료되면 질소 용기의 메인 밸브를 닫고 서비스 밸브를 분리시켜 질소 가스를 방출시킵니다.

기밀 테스트 계통도
testo 557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testo 316-4
냉매 누설 탐지기
고압호스(고압측 연결)

저압밸브
고압밸브
냉동장치

저압호스
(저압측 연결)

서비스 호스
질소가스

진공 측정
이론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진공 측정의 필요성
냉매가 흐르는 냉매 라인에 공기 또는 먼지 등의 이물질이 냉매와 혼합되어 있으면 불응축 가스
발생, 냉동 능력저하, 장치의 고장 등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진공 상태에서 냉매 충전을 해야합니다.

진공 테스트 절차
기밀 테스트에서 누설 부위가 없으면 장치 내의 공기 및 수분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냉매를 주입하기 위해서 진공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진공 테스트 중 누설 여부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I 진공 펌프,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testo 557을 준비합니다.
02 I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testo 557의 고·저압 호스를 냉동 장치의 고·저압측, 서비스 호스를 진공 펌프의 흡입측에 연결시킵니다.
03 I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testo 557의 고압측 밸브를 잠그고, testo 557의 저압측 밸브를 개방합니다.
04 I 전자 밸브, 수액기 서비스 밸브, 팽창 밸브를 열어 냉동 장치의 냉매 계통이 막힌 곳이 없도록 합니다.
05 I testo 557의 저압측 센서의 진공 펌프 측정값이 760mmHg 정도가 되는지 확인하거나 진공 펌프의 배출측 호스를 소형 기름용기에
넣어 거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펌프를 가동시켜 진공 작업을 계속합니다.

06 I 진공이 끝난 것이 확인되면 testo 557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의 고압측 밸브를 닫습니다.
07 I 서비스 밸브를 닫고 진공 펌프를 정지 시킨 후 호스 연결을 해제합니다.
08 I 진공이 끝난 후 24시간 동안 방치하여 압력 상승이 5mmHg 이상일 경우 압력 테스트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진공 측정 계통도
testo 557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고압호스
(고압측 연결)

저압밸브
고압밸브
냉동장치

저압호스
(저압측 연결)
서비스 호스
진동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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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진공 게이지
testo 552를 이용한 진공 테스트 절차

01 I 전원 ON/OFF“전원(

02 I 백라이트 ON/OFF“

)”버튼을 누릅니다.

”모양의 버튼을 누릅니다.

04 I 자동 꺼짐(auto-off)기능

03 I 단위 변경 설정
전원을 켠 후에“SET”버튼을 누릅니다. Torr, Pa, micron 등 단위가
표시되면 사용자 환경에 맞는 단위를 선택한 후“Δ”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SET”버튼을눌러서원래화면으로빠져나옵니다.

사용자가 아무런 조작이 없을 경우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SET”버튼을 눌러서 auto-off 기능이 나오면
“Δ”버튼을 눌러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05 I 측정 온도
testo 552는 두 포인트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첫째는 대기의 온도를 측정하고, 두번째는 진공 작업시 배관내의 압력을 계산하여 증발
온도로 환산하여 표시해 줍니다. 이 두 값을 비교하여 온도 차이를 확인 후 정확한 진공 상태에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I 영점 조정 방법
 영점 조정은 6개월에 한번씩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사용 빈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외 : 누설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압력값이 떨어지지 않을 시 영점 조정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진공 게이지 전원을 켜면 디스플레이에 현재 대기압인 760torr가 표시됩니다.
 진공게이지두개의포트중에서한포트에는진공 펌프를연결하고나머지한포트는마개로막습니다.
 진공 펌프를 가동하면 압력이 서서히 떨어지는데 0torr까지 떨어지면 3 ~ 5분 정도의 안정화 시간을 거친 후“SET”과“Δ”버튼을 동시에
이라는 표시가 나오게 되고 영점 조정이 완료됩니다.
3초간 누르게 되면“P = 0”

디지털 진공 게이지 압력 영점 조정의 장점
디지털 진공 게이지 testo 552는 타사 장비 대비 빠른 반응속도가 장점입니다.(4 ~ 5분 정도)
압력센서의 특성상 잦은 사용으로 인하여 영점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점 조정을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영점 조정 후 진공 측정을 수행하면 정확한 측정값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진공 펌프의 용량 및 공조기 종류가 다르더라도 항상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진공 측정 계통도
testo 552
디지털 진공 게이지

고압호스
(고압측 연결)

냉동장치

저압호스
(저압측 연결)

진동펌프

Q&A

자주 묻는 질문
Q1 I 영점 교정 후 진공 압력이 0torr까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 인가요?(testo 552 만 해당)

Q5 I 디스플레이 조명이 깜박거리며 버튼 조작이 되지 않는
데 무엇이 문제인가요?(testo 552 만 해당)

A1 I 디지털 압력 계측 장비에서 영점 교정 기능은 초기 참값에
도달하는 데 있어 정확도와 측정 반응 속도를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1 I 타 장비의 경우 일정 압력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반면 디지털 진공 게이지 testo 552의 경우 대기압
상태에서 0torr일 때 자체 교정을 했기 때문에 측정값이 0.0 ~
0.3torr가나오면정확한진공상태라고볼수있습니다.

A5 I 디지털 진공 게이지 testo 552 기중 중 조명 알림 기능이 있습
니다. 기능에서 알림 값을 설정해 놓으면 설정된 수치 이상
으로 측정값이 상승할 경우 디스플레이 조명이 깜박거리게
됩니다. 이 기능 설정을 OFF로 바꾼 후 다시 측정을 시작하면
됩니다.

Q6 I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의 영점이 이상합니다.
Q2 I 진공 압력이 타사 장비보다 빨리 떨어지는데 정확히
진공이 완료된 것인가요?
A2 I 압력센서의 가격 및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빠른
반응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타 브랜드 장비와 비교 테스트
결과, 테스토 장비를 이용했을 때 작업시간이 4 ~ 5분 정도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공은 정확히 잡힌 것으로 확인되
었습니다.
A1 I 또한 0.2 ~ 0.4torr 정도는 오차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한 수치
이기 때문에 0.0까지 떨어졌다고 해도 진공이 완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Q3 I 진공 완료 후 펌프 가동을 멈추게 되면 압력이 상승
합니다.
A3 I 진공 펌프와 연결된 상태에서 제품을 가동했을 경우 압력이
정상적으로 떨어지면 진공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디지털
진공 게이지의 경우 미압을 측정하는 장비기 때문에 펌프에서
당기는 유량이 없을 경우 누설이 되지 않더라도 압력은 상승합
니다. 이러한 문제는 테스토 장비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장비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Q4 I 디지털 진공 게이지 testo 552 화면에 나오는 TH2O,
Tamb는 무엇을 의미하나요?(testo 552 만 해당)
A4 I TH2O는 증발 온도를 나타내며 Tamb는 주변 대기온도를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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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I 절대압과 상대압 설정을 잘못할 경우에 영점이 이상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대압, 절대압의 경우 대기압 기준으로 표현을
하는데 상대압은 표준 대기압인 1기압을 0기압으로 설정한
것을 말합니다.
예 : pabs(절대압), prel(상대압)
psi 기준, psia(절대압), psig(상대압)

Q7 I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testo 570의 Charging,
Emptying 기능은 무엇인가요?
A7 I Charging : 냉매 주입량입니다.
A7 I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는 실제 냉매 주입량을 측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한 냉매 주입량이 기록
됩니다.
A7 I Emptying : 냉매 배출량입니다.
A7 I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는 실제 냉매 배출량을 측정하지는
못합니다. 이 또한 사용자가 입력한 냉매 배출량이 기록됩니다.

Q8 I 냉매마다 게이지를 바꾸지 않아도 되나요?
A8 I 테스토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는 기존 아날로그 게이지와
달리 냉매에 따라 게이지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A7 I 냉매 호스만 냉매 별로 교환해 사용하시면 되고, 이물질이 발생
하거나 같은 호스로 다른 냉매를 사용할 경우, 질소가스를
이용해 제품을 청소하거나 블록 부분을 에어기를 이용해 청소
하시면 됩니다.

제품
사용 후기

삼성전자 동서울물류센터 기술강사

(주)에이티이엔지 기술연구소 과장

서성모

이정호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보고서 작성 가능해
고객 만족도 개선에 도움
여러 브랜드의 매니폴드 게이지를 사용해 본 결과, 테스토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가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장비 자체가 튼튼하고,
정밀도가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를 담당하는 기사들에게 테스토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사용을 권장했고, 현재 약 200여 명의
에어컨 기사들이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측정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근거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본사 서비스센터와
마찰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 만족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주)우현기술 기술팀 과장

이승희
아날로그 게이지로는
대체할 수 없는 차별화된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주)우현기술은 냉동기 전문 제작 업체입니다.
테스토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를 발견하기 전에는 주로 아날로그
게이지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게이지는 파손이 쉽고,
측정값 신뢰도가 낮은 편입니다.
테스토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는 다양한 냉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고압에서도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또 기밀
테스트, 진공 작업 등 아날로그 게이지로는 대체할 수 없는 차별
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CS 담당자에게 딱 맞는 장비입니다.

테스토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는
믿고 추천합니다
(주)에이티이엔지는 제습기를 생산하는 회사로 친환경 고효율 제습
기를 제조하는 국내 업체 중 가장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제습기
특성 상 냉매의 압력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매 압력 측정을 위해 다수의 압력 센서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테스토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는 냉매의 압력을 정확히 측정해
주기 때문에 아주 유용합니다. 또한 냉매의 압력 측정값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테스토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가 없는 작업 현장은 상상할 수가 없네요.
그만큼 믿고 추천합니다.

삼성전자 서서울물류센터
기술강사 겸 CS 마스터

김도선
더운 여름철 작업,
측정값 확인은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에어컨 설비의 특성 상, 더운 여름철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블루투스 기능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비는
실외기 근처에 걸어두고, 측정값은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보고서 작성까지 가능하다니 놀랍
습니다. 보고서 작성 후 고객에게 보내주면 더 좋겠죠?
기본적으토 테스토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는 미세한 진공 작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정확도도 무척 높다는 점!
매년 찾아오는 여름, 테스토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로 시원하게
보내세요.

테스토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사용 후기
테스토코리아 공식 카페 테스토 사용자 모임
(cafe.naver.com/testoman)에 고객이 직접 올린
사용 후기를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테스토 사용자 모임을 확인하세요.

ID : sjk9****
testo 557은 4밸브로 고·저압, 진공 냉매 작업이 쉽고
라이트 기능이 있어 어두운 곳에서 작업이 수월합니다!

ID : i972****
금액이 약간 부담되지만, 작업 편의성이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ID : rapu****
testo 550은 psi 단위를지원하기때문에현장에서유용합니다.
새롭게에어컨일을시작하는분들에게적극권장하고싶습니다.
압력단위 및 과열도 등 팔방미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ID : arha****
과열/과냉도를 자동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무척 편리합니다.
이건 쓰면 쓸수록 잘 만들었다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ID : kny0****
역시 테스토입니다!
백라이트기능이 있어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능을 더 익혀서 다양하게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EVENT

테스토 사용자 모임 바로가기

테스토 제품 사용 후기 이벤트
테스토 제품을 사용 후,
테스토 공식 카페 <테스토 사용자 모임>에
사용 후기를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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