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easure it.

육류용 중심 온도계

testo 105

식품 분야 측정에 이상적임

℃

간편하게 교체 가능한 측정 팁
한계값 임의 조정 가능(2개)
소리 알람 및 디스플레이 알람
어두운 곳에서 편리한 백라이트 디스플레이
견고한 외장과 IP65 등급의 방수처리
EN 13485에 의거하여 제작된 제품

testo 105는 식품산업 분야에서 사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또한 IP65 등급의 방수처리로 흐르는 물에도 청소할 수 있어 특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세 가지 종류의 측정 팁을

히 위생적이며, 견고한 외장으로 어떤 용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

가진 견고한 식품용 온도계입니다. 냉동 식품용으로 프로브 교

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한계값을 설정가능하며, High/Low 알람

환이 가능한 특수 측정 팁이 함께 제공됩니다. 하나의 온도계로

기능이 있어 소리 알람 및 디스플레이 알람으로 상태를 알려줍

세 가지 분야를 측정할 수 있고 사용 프로브에 따라 요식업소,

니다.

냉동실, 대형 주방, 슈퍼마켓 및 제품 생산, 입고, 검수 등 빈번
한 사용에 아주 이상적입니다.

www.testo.co.kr

We measure it.

testo 105

기술데이터/액세서리

testo 105
간편 조작이 가능하고 표준 측정 팁을 포함.
배터리, 벨트/벽걸이 홀더

제품번호 0563 1051

센서 타입

NTC

측정범위

-50 ~ +275 ℃

정확도
±1 digit

±0.5 ℃(-20 ~ +100 ℃)
±1 ℃(-50 ~ -20.1 ℃)
측정값의 ±1 %(+100.1 ~ +275 ℃)

분해능

0.1 ℃

기술데이터
작동온도

-20 ~ +50 ℃

보관온도

-40 ~ +70 ℃

배터리 타입

리튬배터리(LR44)

배터리 수명

80시간

자동 꺼짐

10분

크기(LxHxW)

145 x 38 x 195 mm

디스플레이

LCD, 1 line

무게

139 g

보호등급

IP65

보증기간

2년

세트

제품번호

본체, 표준 측정 팁, 냉동 식품용 팁, 긴 측정 팁, 벨트/벽걸이 홀더, 알루미늄 케이스

0563 1052

본체, 냉동 식품용 팁, 벨트/벽걸이 홀더, 배터리

0563 1054

액세서리

제품번호

측정기용 액세서리
표준 측정 팁, 100 mm

0613 1051

냉동 측정 팁, 90 mm

0613 1052

긴 측정 팁, 200 mm

0613 1053

ISO 교정 성적서/온도; 대기/침투용 프로브, 교정 포인트 -18 ℃; 0 ℃

0520 0041

배터리, LR 44, 1.5 V(4개)

0515 0032

테스토코리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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