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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2 /TD/Überschriften/2. Sicherheit und Umwelt @ 0\mod_1173774719351_79.doc @ 292 @ 1 

2 안전 및 사용 환경 
Pos: 3 /TD/Überschriften/2.1 Zu diesem Dokument @ 0\mod_1173775252351_79.doc @ 346 @ 2 

2.1. 본 설명서에 대하여 
Pos: 4 /TD/Sicherheit und Umwelt/Zu diesem Dokument/Verwendung (Standard) @ 0\mod_1173775068554_79.doc @ 337 @ 5 

측정기를 사용하기 전에 본 설명서의 내용을 자세히 정독하

시고 제품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체 부상과 제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관련 설명과 경고 내용을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서는 필요 시 언제나 참조할 수 있도록 보관 및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측정기를 다른 사용자에게 인계 시 본 설명서를 함께 인계하

시기 바랍니다. 

Pos: 5 /TD/Sicherheit und Umwelt/Zu diesem Dokument/Symbo

기호 및 표기 설명 

표시 설명 

 
주의 문구, 경고 메시지에 따른 위험도: 

경고! 심각한 물리적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의! 본 기기에 의해 약간의 물리적 상처나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정 예방책을 행하십시오.

 
Note: 기본 정보 및 상세 정보. 

1. ... 

2. ... 

실행: 다음 단계를 위해 따라야 하는 단계입니다.

> ... 실행: 기본 단계 또는 추가 단계 

- ... 실행에 대한 결과 

Menu 측정기 작동메뉴, 측정기 디스플레이 또는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의 구성 요소 

[Set] 본 장비의 제어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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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설명 

... | ...  메뉴 내 기능 또는 경로  

“...” 입력 예시 

Pos: 6 /TD/Überschriften/2.2 Sicherheit gewährleisten @ 0\mod_1173780783960_79.doc @ 366 @ 2 

2.2. 주의사항 
Pos: 7 /TD/Sicherheit und Umwelt/Sicherheit gewährleisten/Nicht mit Lösungsmitteln lagern @ 0\mod_1175692375179_79.doc @ 583 @ 

 측정기를 용제와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건조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Pos: 8 /TD/Sicherheit und Umwelt/Sicherheit gew ährleisten/Nur in geschlossenen, trockenen R äumen betreiben @ 0\mod_1186985797828_79.doc @ 2243 @  
 

 본 제품은 밀폐되고 건조한 실내에서만 사용하시고 비나 습기로 

부터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 9 /TD/Sicherheit und Umwelt/Sicherheit gew ährleisten/Produkt bestimmungsgem äß verwenden @ 0\mod_1173781261848_79.doc @ 386 @  
 

 측정기를 본래의 용도와 기술 데이터에 명시된 파라미터 범위에 

맞게 사용하십시오. 또한 어떠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Pos: 10 /TD/Überschriften/2.3 Umwelt schützen @ 0\mod_1173780843645_79.doc @ 375 @ 2 

2.3. 환경 보호 
Pos: 11 /TD/Sicherheit und Umwelt/Umwelt schützen/Akkus/Batterien entsorgen @ 0\mod_1175693637007_79.doc @ 619 @  

 고장 난 배터리나 수명이 다 된 배터리는 지정된 장소에 폐기하 

시기 바랍니다. 
Pos: 12 /TD/Sicherheit und Umwelt/Umwelt sch ützen/Produkt entsorgen @ 0\mod_1173780307072_79.doc @ 357 @  
 

수명이 다 된 제품은 전기 및 전자 제품의 분리수거 규정에 의거  

처리하거나, 폐기 처분을 위하여 테스토 본사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 13 /TD/Überschriften/3. Leistungsbeschreibung @ 0\mod_1173774791554_79.doc @ 30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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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사양 
Pos: 14 /TD/Überschriften/3.1 Verwendung @ 0\mod_1176211016437_79.doc @ 695 @ 2 

3.1. 제품의 사용 
Pos: 15 /TD/Leistungsbeschreibung/Verwendung/testo 622 verwendung @ 3\mod_1232711983771_79.doc @ 23507 @  

testo 622는 테스트 셋업 및 교정하는 동안 연구실에서의 대기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개발된 디스플레이 장비입니다.  

온습도 및 압력 디스플레이를 통해 볼 수 있으며 벽에 장착하거

나 작업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Pos: 16 /TD/Leistungsbeschreibung/Lieferumfang/testo 622 Lieferumfang @ 4\mod_1254465079034_79.doc @ 50953 @ 2 

3.2. 구성품 

testo 622 제품 본체, 사용 설명서, 교정 성적서, 벽걸이용 브라켓, 

보증서, AA 배터리 4개  
Pos: 17 /TD/Überschriften/3.2 Technische Daten @ 0\mod_1176211088437_79.doc @ 704 @ 2 

3.3. 기술 데이터 
Pos: 18 /TD/Leistungsbeschreibung/Technische Daten/testo 622 Technische Daten @ 3\mod_1232712162691_79.doc @ 23526 @  

특성    값  

파라미터   온도 / 습도 / 절대압 

단위  ℃ / ℉  

% RH, td, wb 

hPa, mbar, kPa, in Hg, in H2O, psi  

분해능   온도: 0.1 ℃  

습도: 0.1 %RH  

절대압: 0.1 hPa 

측정 범위                온도: -10 ~ +60 ℃  

습도: 0 ~ 100 % RH (이슬맺힘 없음) 

절대압: 300 ~ 1200 h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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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값  

정확도

(± 1 digit) 

온도:  

± 0.4 K 

습도:  

±2 %RH (10 ~ 90 %), 25 ℃에서 측정시 

±3 % RH(나머지 범위) 

절대압:  

±3 hPa   

측정 주기   10 초 

사용 온도 -10 ~ +60 ℃ 

보관 온도 -20 ~ +60 ℃ 

배터리 타입 AA 배터리 4개 

배터리 수명  최소 12개월 

본체 재질 ABS 

보호 등급 IP 30 

무게 약 240 g (배터리 제외) 

크기 

(LxWxH / mm) 

185x105x36 

185x112x47 (고정 클립 펼쳐져 있음) 

보증 기간  24개월 

EC 지령 2004/108/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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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19 /TD/Überschriften/4. Produktbeschreibung @ 0\mod_1173774846679_79.doc @ 310 @ 1 
 

4 제품 정보 
Pos: 20 /TD/Überschriften/4.1 Übersicht @ 0\mod_1176379946003_79.doc @ 733 @ 2 
 

4.1. 개요 
Pos: 21 /TD/Produktbeschreibung/Übersicht/testo 622/testo 622 Bedienelemente @ 3\mod_1233908816085_79.doc @ 23743 @  
 
 

 

① 키패드 

키  기능 

 최대값을 디스플레이 합니다. 

 최소값을 디스플레이 합니다. 

 습도용 단위를 설정합니다. 

 압력 설정을 디스플레이 합니다. 

 설정을 변경합니다. 

 설정을 변경합니다. 

 설정을 확인합니다. 

 입력을 취소합니다. 

알람 승인 

②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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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착 장치  

④ 배터리 덮개 및 장비 인터페이스  

⑤ 고정 클립 및 거치대(본체에 일체화) 
Pos: 22 /TD/Überschriften/4.2 Grundlegende Eigenschaften @ 0\mod_1176380399692_79.doc @ 742 @ 2 

4.2. 기본 특성 
Pos: 23 /TD/Produktbeschreibung/Grundlegende Eigenschaften/testo 622/testo 622 Stromversorgung @ 3\mod_1233922706909_79.doc @ 23763 @ 5 

전원 공급 

본 장비의 전원에는 다음 배터리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배터리 / 충전식 배터리, AA 타입 
Pos: 24 /TD/Produktbeschreibung/Grundlegende Eigenschaften/test o 622/testo 622 Wandmontage @ 4\mod_1254468245886_79.doc @ 5098 4 @ 5 
 

벽 고정 

상하부 드릴 구멍간 거리는 63 mm입니다. 
Pos: 25 /TD/Überschriften/5. Erste Schritte @ 0\mod_1173774895039_79.doc @ 31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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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첫 단계 
Pos: 26 /TD/Erste Schritte/testo 622/testo 622 Schutzfolie entfernen @ 3\mod_1233927965698_79.doc @ 23802 @ 5 

보호 필름 벗겨내기 

 제품 디스플레이의 보호 필름을 벗겨냅니다. 
Pos: 27 /TD/Erste Schritte/testo 622/testo 622 Batterie einlege n @ 3\mod_1233927372010_79.doc @ 23783 @ 5 
 

배터리/충전식 배터리 연결하기 

1. 본  제품의  뒷면에  있는  배터리  덮개를  엽니다. 

2. 배터리  /충전식  배터리를  넣습니다. (+/- 극성 확인!) 

3. 배터리 덮개를 닫습니다. 
Pos: 28 /TD/Überschriften/6. Produkt verwenden @ 0\mod_1173774928554_79.doc @ 32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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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 사용 
Pos: 29 /TD/Produkt verwenden/testo 622/testo 622 Inbetriebnahme @ 4\mod_1254471440026_79.doc @ 51077 @ 2 

6.1. 초기작동 

초기작동시에 날짜와 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1.  [Set]에서 필요한 기능을 선택합니다. 

30초 이상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testo 622는 측정 모드로 변 

 경됩니다. 추가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Set]를 2초 동안 누르십  

 시오. 

 조정 가능한 파라미터는 깜박거립니다. 

2. [ ] 또는 [ ]로 값을 설정하고 [Set]로 입력값을 확인합니다.

(설정 시 다음 표를 참조)

[ ] 또는 [ ]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각각의 메뉴에서 앞

뒤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Esc]를 누르면 설정을 저장하지 않고 취소합니다.

[Set]를 2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이전 설정값을 저장하고

그 메뉴에서 빠져 나갑니다.

- 장비는 디스플레이로 복귀합니다. 

디스플레이 기능 설정 옵션 

DD.MM.YYYY가 깜박임

또는 

MM.DD.YYYY가 깜박임

날짜 표시 설정 DD.MM.YYYY = 일, 

월, 년 

MM.DD.YYYY = 월, 

일, 년 

연도가 깜박임 연도 설정 2009~2099

월이 깜박임 월 설정 01~12

일이 깜박임 일 설정 01~31

24H 또는 12H (AM/PM) 

가 깜박임  

시간 표시 설정 24h/12h

시간이 깜박임  시간 설정  00~23 또는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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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기능 설정 옵션 

분이 깜박임  분 설정  00~59 

초가 깜박임  초 설정  00~59 

℃가 깜박임  온도 단위 설정 ℃/℉ 

Update date & time flashes 활성 Yes / 비활성 No 활성 Yes / 비활성 No 
 

 
설정은 전원에 문제가 있어도 최소한 3분 동안 저장되어 

있습니다. 
Pos: 30 /TD/Produkt verwenden/testo 622/testo 622 Grenzwerte einstellen @ 4\mod_1254472450530_79.doc @ 51108 @ 2555 

6.2. 제한값 설정 

온도 

온도 단위를 ℃에서 ℉로 변경하면, 설정된 제한값도 전환됩니다.

습도 

습도 단위를 변경하면(%, td, wb), 설정된 제한값은 전환되지 않

습니다. 제한값은 Setup 메뉴를 통해 재설정해야 합니다.

압력 

제한값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Pos: 31 /TD/Produkt verwenden/testo 622/testo 622 -Einstellungen vornehmen @ 3\mod_1234168105590_79.doc @ 23845 @ 2 
3.

6.3. 설정하기  

1. [Set]를 2초 동안 누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깜박입니다. 

2. [Set]로 필요한 기능을 선택합니다. 

  조정 가능한 파라미터는 깜박입니다. 

3 [ ] 또는 [ ]로 값을 설정하고 [Set]로 입력값을 확인합니다.

(설정 시 다음 표를 참조) 

[ ] 또는 [ ]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각각의 메뉴에서 앞

뒤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Esc]를 누르면 설정을 저장하지 않고 취소합니다 .

[Set]를 2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이전 설정값을 저장하고 

그 메뉴에서 빠져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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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p 메뉴 전체를 설정했다면 행해진 설정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30초 내에 키를 누르지 않으면 스크린은 현재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로 자동으로 복귀합니다. 이때 설정은 저장되

지 않습니다.

Pos: 32 /TD/Produkt verwenden/testo 622/testo 622 Ablauf_Ablaufdiagramm @ 4\mod_1254471256989_79.doc @ 51046 @ 2 

6.4. 제품 설정 순서  

- 장비는 다음 디스플레이 기능으로 변경합니다. 

현재값 디스플레이  

[set] 버튼 2초간 누르기  

[set] 

[set] 

[set] 

[set] 

[set] 

현재값 디스플레이

한계값 설정

(온도, 습도)

압력 설정

(고도 단위)

교정 상기

기능 설정

날짜/시간

설정

온도 단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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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의 상세한 설명은 다음 표에서 볼수  

있습니다.

번호 디스플레이 기능 옵션/값 설정 

 및 ℃/℉를 

켜면, ON 또는 

OFF가 깜박임  

온도 상한 알람 

활성 또는 비활성 

디스플레이 

비활성: OFF 

활성: ON 

ON 선택시 

  

상한값이 

깜박임 

온도 상한 알람값 

설정 

- 

 및 ℃/℉를 

켜면, ON 또는 

OFF가 깜박임  

온도 하한 알람 

활성 또는 비활성 

디스플레이 

비활성: OFF 

활성: ON 

ON 선택시 

하한값이 

깜박임 

온도 하한 알람값 

설정 

- 

 및 %를 켜면, 

ON 또는 OFF가

깜박임 

습도 상한 알람 

활성 또는 비활성 

디스플레이 

비활성: OFF 

활성: ON 

ON 선택시 

상한값이 

깜박임 

습도 상한 알람값 

설정 

- 

 및 %를 켜면, 

ON 또는 OFF가

깜박임 

습도 하한 알람 

활성 또는 비활성 

디스플레이 

비활성: OFF 

활성: ON 

ON 선택시 

 

하한값이 

깜박임 

습도 하한 알람값 

설정 

- 

압력 단위가 

깜박임  

압력 단위 선택 mbar, hPa, kPa,  

inHg, inH2O, psi 

①,②,③,④,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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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디스플레이        기능   옵션/값 설정 

Altitude를 

켜면, 높이 

단위가 깜박임 

해발고도 높이 

단위 선택 

m, ft 

2가 깜박임  해발고도 높이값 

설정 

m 단위:  

0 ~  9000 m 

ft 단위: 

0 ~ 29,527 ft 

Calibration!을 

켜면,  

ON 또는 OFF가

깜박임  

교정 상기 기능의 

활성 또는 비활성 

비활성: OFF 

활성: ON 

ON 선택시

 

Calibration!을 

켜면,  

연도가 깜박임 

연도 설정 2009 - 2099 

ON 선택시 

 

Calibration!을 

켜면,  

월이 깜박임 

월 설정    01 - 12 

Update date &

time?을 켜면,  

No가 깜박임 

날짜와 시간 설정  

바뀌지 않음 

Yes선택 

 

No선택 

Yes 선택시 

 

DD.MM.YYYY 

가 깜박임 

또는 

MM.DD.YYYY 

가 깜박임  

 

 

날짜 표시 설정 

 

 

DD.MM.YYYY =  

일, 월, 년 

 

MM.DD.YYYY = 

월, 일, 년 

③

④



6 제품 사용 

16

번호 디스플레이   기능   옵션/값 설정 

Yes 선택시 

 

연도가 깜박임 

 

 

연도 설정 

 

 

2009 - 2099  

Yes 선택시 

 

월이 깜박임 

 

 

월 설정 

 

 

01 - 12  

Yes 선택시 

 

일이 깜박임 

 

 

일 설정 

 

 

01 - 31  

Yes 선택시 

 

24H 또는 12H 

(AM/PM)가 

깜박임 

 

 

시간 표시 설정 

 

 

24h/12h 

Yes 선택시 

 

시간이 깜박임 

 

 

시간 설정 

 

 

00 - 23 또는  

01 - 12 

Yes 선택시 

선택하면 

분이 깜박임 

 

 

분 설정 

 

 

00 - 59 

Yes 선택시 

 

초가 깜박임 

 

 

초 설정 

 

 

00 - 59 

℃가 깜박임   온도 단위 설정 ℃/℉ 

설정은 전원에 문제가 있어도 최소 3분 동안 저장됩니다.  

Pos: 33 /TD/Überschriften/6.3 Messungen durchführen @ 0\mod_1184584650078_79.doc @ 1872 @ 2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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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측정하기 
Pos: 34 /TD/Produkt verwenden/testo 622/testo 622-Funktionen @ 3\mod_1234876894124_79.doc @ 26482 @ 55555 

max./min.에 있어서 발생하는 시간과 측정값(℃/% RH)

을 보여줍니다. 

최대값 디스플레이하기 

 [Max]를 누릅니다. 

최대값을 재설정하기: 

1. 최대 온도값 또는 최대 습도값을 선택합니다. 

2.  2초 동안 [Max]를 누르고 있습니다. 

- 최대 온도값 또는 최대 습도값이 재설정됩니다. 

[Max] 키를 30초 이상 누르지 않으면 스크린이 현재의 

디스플레이로 자동으로 복귀합니다. 

최소값 디스플레이하기 

 [Min]를 누릅니다. 

최소값 재설정하기: 

1. 최소 온도값 또는 최소 습도값을 선택합니다. 

2.  2초 동안 [Min]를 누릅니다. 

- 최소 온도값 또는 최소 습도값이 재설정됩니다. 

 
[Min] 키를 30초 이상 누르지 않으면 스크린이 현재의 

디스플레이로 자동으로 복귀합니다. 

습도값 디스플레이하기 

상대습도(% RH), 이슬점과 습구(wet bulb) 사이의 디스플레이 변경

하기: 

 [%RH]를 누릅니다. 

 
상대습도의 한계값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RH] 키를 눌렀을

때 이슬점 및 습구의 한계값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슬점 또는 습구의 한계값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RH] 키를

눌렀을 때 % 상대습도의 한계값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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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값 디스플레이 및 해발고도 높이 설정하기 

절대압과 기압 간의 디스플레이를 변경하고 해발고도 설정하기: 

 [hPa]를 누릅니다. 

알람 승인 

알람 활성화: 

- LED가 깜박입니다. 

- 초과했거나 미치지 못한 측정값이 깜박입니다. 

알람 종료: 

  [Alarm]을 누릅니다. 

-  알람이 종료됩니다. 

 알람 활성 및 Setup 메뉴에 있어, 현재의 알람이 승인 됩니다.

Pos: 35 /TD/Überschriften/7. P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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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품 유지보수  
Pos: 36 /TD/Produkt instand halten/testo 622/testo 622 Batteriewechsel @ 3\mod_1235383272827_79.doc @ 26544 @ 5 

배터리/충전식 배터리 교체하기 

주의 

배터리/충전식 배터리를 잘못 넣으면 본 기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충전식 배터리를 넣을 때 +/- 극성을 잘 확인하여

주십시오.

1. 본  장비의  뒤쪽에  있는  배터리  덮개를  엽니다. 

2. 다  쓴 배터리/ 충전식  배터리를  배터리  덮개에서  빼내고 새로운  

배터리/ 충전식  배터리(AA 타입)를 넣습니다. 

- 기기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3. 배터리  덮개를  닫습니다. 

 
 

 
설정은 전원에 문제가 있어도 최소 3분 동안 저장됩니다. 

 

 
본 기기를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려면, 배터리/

충전식 배터리를 본 기기에서 빼주시어 본 기기와 배터 

리/충전식 배터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 주십시오. 
5946_79.doc @ 51542 @ 5 

본 기기 청소하기 

 본 기기의 본체가 더러워지면 젖은 천으로 잘 닦아주십시오.  

절대 부식성 세정제나 용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순한 가정용 세정제나 

비눗물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센서가 손상될 수 있으니 본 기기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청소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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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38 /TD/Überschriften/8. Tipps und Hilfe @ 0\mod_1173789887985_79.doc @ 406 @ 1 

8 도움말 
Pos: 39 /TD/Überschriften/8.2 Zubehör und Ersatzteile @ 0\mod_1177402058734_79.doc @ 1102 @ 2 

8.1. 액세서리 및 부품 
Pos: 40 /TD/Tipps und Hilfe/Zubehör und Ersatzteile/Ersatzteile testo 622/623 @ 4\mod_1248869120355_79.doc @ 46473 @  

 호번품제 명설

DKD 습도 교정 성적서(전기습도계)

교정점: 11.3% RH 

0520 0206 

75.3% RH (25 ℃에서 측정시) 
 

ISO 습도 교정 성적서  

교정점: 11.3 % RH 75.3 % RH(25 ℃에서 측정시) 

0520 0006 

Pos: 41 /TD/Überschriften/8.1 Fragen und Antworten @ 0\mod_1177402017078_79.doc @ 1093 @ 2 

8.2. Q&A 
Pos: 42 /TD/Tipps und Hilfe/Fragen und Antworten/testo 622 Fragen un d Antworten @ 4\mod_1254486946825_79.doc @ 51139 @  

  예상되는 원인    문질

LO가 기기에 디스플레이됨     -20 ℃  이하 

HI가 기기에 디스플레이됨     +70 ℃

가 디스플레이됨 남아있는 배터리 수명 약1개월 
미만 

 이상 

그 외 질문 사항이 있다면 테스토 고객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연락처는 보증서나 테스토 홈페이지 

(www.testo.co.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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