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easure it.

식품용 온도계
testo 108 시리즈 –
쉽게, 빠르고 실용적인 온도 측정

쉬운 작동과 조작

℃

방수 보호등급(IP67)
HACCP와 EN 13485에 의거한 제품
다양한 분야에 적용

온도 측정은 식품 분야에서 매일 실행해야하는 과제 중 하나

testo 108 시리즈 온도계는 식품을 운송하고 보관하거나

입니다. 제품의 품질은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만 모니터링 하고

레스토랑, 대형 주방, 체인 레스토랑에서 언제 어디서나 몇 초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측정이 HACCP 지침을 충족

안에 무작위 추출 검사를 위한 측정을 수행합니다. testo 108

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은 습기와 물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보호 케이스인 소프트케
이스로 보호되어 충격 손상이나 먼지로부터 안전합니다.

www.testo.co.kr

testo 108

We measure it.

기술데이터

센서 타입

testo 108
testo 108, 식품 중심 온도계, 연결 가능한
T/K 타입의 표준 침투형 프로브, 소프트케이스,
프로브와 장비 보호 종류 IP67, 배터리 포함.

제품번호 0563 1080

측정단위

℃

프로브

열전대 T타입, K타입(testo 108)
열전대 T타입(testo 108-2)

측정범위

-50 ~ +300 ℃

정확도(기기)
(대기온도 +23 ℃
±3 ℃)

±0.5 ℃(-30 ~ +70 ℃)
±0.5 ℃ 측정값의 ±0.5%(나머지 범위)

정확도(프로브)

±0.5 ℃(-40 ~ -20 ℃)
±0.2 ℃(-20 ~ +70 ℃)
±0.5 ℃(+70 ~ +125 ℃)
측정값의 ±0.4%(+125 ~ +300 ℃)

분해능

0.1 ℃

testo 108-2
testo 108, 식품 중심 온도계, 잠금 기능이 가능
한 T타입의 표준 침투형 프로브, 소프트케이스,
프로브와 장비 보호 종류 IP67, 배터리 포함.

제품번호 0563 1082

testo 108-2
• 프로브 잠금 나사 장치로
안전하게 부착
• 자동 홀드, 최소/최대 홀드 기능

기술데이터
작동온도

-20 ~ +60 ℃

보관온도

-30 ~ +70 ℃

보호등급

IP67(연결 프로브 공급)

측정주기

초당 2 측정

조정시간 t99

10초(액체 이동 시에)

디스플레이

LCD, one-line, status line

표준

EN 13485

EC 지침

2004/108/EG

배터리 타입

3 x AAA 타입 배터리

배터리 수명

2500시간(보통 23 ℃에서)

특징

자동 홀드, 최소/최대 홀드 기능
(testo 108-2)

보증기간

2년
보증 조건: www.testo.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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