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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data I°gger

test° 데이터 로거 시리츠

L쁘 174/175/176 시리츠

testo 174, 175, 176 시리즈는 온도 및 습도 관리에 탁월한 제품이며,

상황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션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testo 176P는

온습도 뿐 아니라 압력까지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편리하면서도 보안이 한층 강화된 테스토 데이터 로거는

총 13종류로 고객의 요구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보든 데이터 로거는 기본적으로 USB와 sD 카드 인터페이스가 있어

촉정 데이터를 빠르고 손쉽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용량 메모리 저장이 가능하며 원버튼식 메뉴 탐색으로 쉽고

펀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 델 l∵ testo 174     testo 175     testo 176

메모리 1  16,000걔    1,OOO,000개   2,000,OOO개

捕●<는

test° 184운송용데이터 로거

운송용 데이터 로거 testo 184 시리츠는 제약 및 식픔 분야의 윤송 증

온도와 습도 및 충격을 모니터링하는데 적합한 데이터 기록 장치입니다.

운송용 데이터 로거 testo 184는 생산부터 저장, 운송, 배송까지 전

과정을 기록하고,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로거 자체에 내장된 UsB

인터페이스는 추갸적인 인터페이스 없이 PC에 연걸해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esto 184 Tl ( testo 184 T2 L(es10184 T3/T4 ∥es!0184 Hl/Gl

40,000걔

작동기간

2

40,000걔 64,000걔

90일(1회용) ∥50일(1회용) ;    반영구사용

wHO
OOmpI ia巾

CFR ready

제품 사이츠 = 1:1 실제크기(WXHXD)

38 × 60 × 18.5mm

53×89×27mm

63 × 103 × 33mm

testo 1 84 T2/T3/T4/H l /G l

testo 184Tl

START  STOP

● 시arm

● B8¨아y

● Mod°

33×74×9mm

44×97×12mm



We measure it.

test° 데이터 로거 척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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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모니터링

  공조실 몇 인큐베이터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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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실

 식료품

●의약품

. 온도에 민감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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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o data logger

testo 174T

0572 1560

기술데이터

1채널 미니 온도 로거

(NTC 내부센서 내장)

벽걸개, 때터리, 데스토 교정성적서

포함

  콜드체인이나 운송 보관 시 신뢰할

수 있는 온도 측정 데이터 제공

  데이터를 쉽게 읽을 수 있으며 USB

를 사용하여 PC에 전송하기도 간면함

측정 범위   -30 〔J +70℃      배터리 타입  리튬 배터리 (CR2032) 2개

정확도    ±0.5 ℃ (一30 … +70℃) 보호등급   IP 65

분해능    0.1℃         측정 주기   1분 … 24시간

배터리 수명(25℃에세 500일 (15분 간격 촉정시)  메모리    16

작동 은도   -30 ~ +70℃     쇼프드웨어   ComSOft Basic 5

보관 은도   -40 - +70℃

사이츠    60 x38x 18.5m

testo 174H

0572 6560

기술데이터

측정범위

정확도

분해능

배터리 수명(25℃에세

4

C°mSoft Pro(essiona1 4

ComSoft CFR 21 F)art ll

2채널 미니 온습도 로거

(NTC 내부센서와 습도센서 내장)

벽걸개, 배터리, 데스토 교정성적서

포함

  자등화 창고나 운송. 보관시 신뢰할

수 있는 온습도 촉정 데이터 제공

 데이터를 쉽게 읽을 수 있으며

USB를 사용하여 PC에 전송하기도

간꾄함

一20 〔´ +70℃ 내장   사이츠    60 x 38 x 18.5 m

O … 100 %RH     배터리 타입  리륨 배터리 (CR2032) 2개

±0.5℃ (-20 -+70℃) 보호등굽   肝20

±3%RH(2…98%RH) 촉정주기

+0.03 %RH/K

1년 (15분 간격

작등 은도   -20 - +70℃

보관 은도   -40

소프토웨어

1분 … 24시간

ComSo" Pro(essiona1 4

testo 174T 세트

0572 0561

1채널 미니 온도 로거 세트

(USB 인터페이스 포함)

USB 인터페이스, 벽걸개, 배터리,

테스토 교정셩적서포함

  Pc를 등한 쉬운 데이터 분석 가능

. 세트구성 - PC로 측정값을 전송할

수 있는 USB 인터페이스 포함

testo 174H 세토

蚓___

0572 0566

c

%

2채녈 미니 온습도 로거 세트

(USB 인터페이스 포함)

벽걸개, 배터리, 데스토 교정성적서

포함

.오랜 시간 안정적이면서 확실한

측정값을 제공하는 습도 센서

● PC를 통한 쉬운 데이터 분석 가능

● 세트구성 - PC로 측정값을 전송할

수 있는 USB 인터페이스 포함



We measure it.

test° 175 Tl

거술데이터

c

1채녈 온도 로거

(NTC 내부셴서 내장)

벽걸걔, 자물쇠, 배터리, 테스토 교정

셩적서 포함

  냉장이나 굽속 냉등실 등에서 전문

적인 온도 관리

● 상품의 운송기간 등안 장기간 온도

모니터링에 펀리한 컴꽥트 사이즈의

로거

측정 범위   一35 ´〕 +55℃ 내장

정확도    ±0.5 ℃ (-35 ~ +55℃)

분해눙    01℃

배터리 수명(25℃에세 3년 (15분 간격

착동 은도   -35 - +55℃

보관 은도   一35 - +55℃

측정시)

사이즈    89x53x27m

testo 175 T3

기술데이터

측정 범위   -50 ´〉

量釐葺 ●<는

배터리 타입  AAA배터리 3개

보호등굽    IP 65

10초 - 24시간

메모리1
comSoft Basic 5

ComSof( Professiona1 4

comSoft CFR 21 par( 11

2채별 욘도 로거

(옅전대 T/K타입 외부센서 옵션)

벽걸걔, 자물쇠, 배터리, 테스토 교정

성적서포함

. 2개의 온도를 등시에 관리

. 히팅 시스뎀 분야 등에서 손쉬운

온도 관리 몇 문서화

捕●∠는

-50 ’} +1000℃ (K 타입)

정확도    ±0.5 ℃ (一50 … +70℃)

촉정값의 ±0悌 (†7에 … †1에0℃)

분해능    01 ℃

배텨리 수명(25℃에서) 3년 (15분 간격 측정시)

작동 은도   一20 -

보관 욘도   -20 … +55℃

사이츠    89x53x27m

배터리 타입  AM배터리 3개

보호동급   IP 65

측정 주기   10초 - 24시간

메모리1
소프트웨어   comSoft Basic 5

ComSott Professiona1 4

ComS에 CFR 21 parⅡ1

testo 175 T2

麻一≡三÷떪

0572 1 752

기술데이터

측졍범위

2채닐 온도 로거

(NTc 내부센서 내장, 외부센서 옵션)

벽걸개, 자믈쇠, 배터리, 테스토 교정

성적서포함

  주면 대기 온도와 제품 온도를 등시에

측정

 외부 프로브 간편히 연걸, 상품의

중심 온도 측정

sI禳 ●∠는

-35 ,、 +55℃ 내장   사이즈    89x53x27m

-40 ~ t120℃ 외장  매터리 타입  AAA배터리 3개

±0.5℃ (-35 ’〕 +55℃)

외장 프로브선택에

뼈리 수명(25℃에세 3년 (15분 간격

작동 은도   -35 … +55℃

보관 은도   -35 - +55℃

testo 175 Hl

기숱데이터

0572 1 754

측정 범위   一20 ~ +55℃

셔0 - +50° ctd

0 -100 %RH

보호등급    IP 65

측정 주기   10초 - 24시간

메모리

소프트웨어

1,OO이OOO개

ComSo" Basic 5

ComSof( ProfessionaI 4

ComSoft CFR 21 part ll

2채별 습도 로거

(NTc 내부센서와 숩도센서 내장)

벽걸개, 자물솨 배터리, 테스토 교정

성적서 포함

● 온도와 습도를 등시에 관리

● 히팅 시스렘 분야 등에서 손쉬운

은습도 관리 멎 문서화

  빠른 반응을 위한 외장 타입의 온습도

센서

露 <는

사이츠     149x53x27m

배터리 타입  AAA배터리 3개

정확도    ±0.4℃ ←20 ~ +55℃)

+0.03 %RH/K     메모리

±2%RH (2…98%RH) 소프트웨어

분해능    OJ

뼈리 수명(25℃에세 3년 (15분 간격 측정시)

작동 온도   -20 … +55℃

一20 ~ +55℃

10초 - 24시간

1,000,OOO개

comSoft Basic

ComSoft Pro(essiona! 4

comSoft CFR 21 parⅡ1

5



test° data I°gger

testo 176 Tl

「￣￣ ￣￣「
.  1°s!o       I)●▼ Ⅰ  Ⅰ

0572 1761

기숱테이터

측정범위 -35 - +70

메탈 하우징의 고정밀 1채녈

온도로거

(PtloO 내장)

벽걸걔, 자틀쇠, 배터리, 데스토 교정

성적서 포함

. 은도 변호뻬 민감한 현장 훅은 고정밀

온도 측정 시 적합

● 견고한 메탈 하우징으로 충걱에 강함

분해능    0.01℃

배터리수명(25℃에세 8년 (15분 간격

보관온도   -40 - +85 ℃

사이즈    103x63x33 mm

testo 176 T3

국■■
0572 1763

기숱데이터

6

捕●<는

배터리 타업  리톱 (TLH-5903) 1개

보호등급    IP 68

측정주기   1초- 24시간

메모리    2,OOO,000개

소프트웨어   comso" Basic 5

Comso" Pro†essionaI 4

comSott CFR 21 Part =

c

메팔 하우징의 고정밀 4채녈

욘도로거

(열전대 T/K/J 타입 외장센서 옵션)

벽걸개, 자물쇠, 매터리, 테스토 교정

성적서 포함

● 다양한 적용 분야에서 여러 개의

열전대 프로브를 사용하여 온도

등시측청

. 견고한 메탈 하우징으로 충격에

강함

捕●<는

측졍 범위   -200 ^J +400 ℃ (T 타입)

-195 /、 미000 ℃ (K 타剖

100 〔´ +750 ℃ (J 타입)

정확도    측정값의 놔玔一200   -10에 ℃)

±0.3 ℃ HOO - +70℃)

촉정값의 ±0侊 圖〕山 †10얘 ℃)

분해능    0.1 ℃

배터리 수명(25℃에세 8년 (15분 간격 촉정시)

-20 ~ +70 ℃

보관 은도   一40 … +85 ℃

사이즈     103x63x33mm

배터리 타입  리툽 (TLH-5903) 1개

보호등굽   IP 65

측정주기   1초… 24시갼

메모리    2,000,000개

소프트웨어   comSoft Basic 5

ComSot\ ProiessionaI 4

ComS에 CFR 21 ParⅡ1

testo 176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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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2 1 762

기숱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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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2채녈 온도 로거

(PtloO 외장타입 옵션)

벽걸개, 자물쇠, 매터리, 테스토

교정성적서 포함

.식품 섹션이나 연구실 등에서

고정밀 온도 측정 시 적합

. 정확한 PtloO 프로브 사용으로

냉장분야에서 온도 관리에 용이

측정 범위   100 -+400 ℃

정확도    ±0.2 ℃ (100 ~+200 ℃)

±0.3 ℃ (200.1 ~ +400 ℃)

분해능    O.01 ℃

배터리 수명(25℃에세 8년 (15분 간격 측정시)

작동은도   一35 … +70 ℃

보관은도   -40 - +85 ℃

사이츠     103x63x33mm

testo 176 T4

0572 1 764

기술데이터

측정범위

정확도

量釐禳 ●<는

배터리 타입  리튬 (TJH-5903) 1개

보호등급    IP 65

측정주기   1초-24시간

메모리    2,000,000개

소프트웨어   comSott Basic 5

ComS에 Professiona1 4

ComS에 cFR 21 Part ll

一
이

외장 온도셴서 열결이 가능한

고징밀 4채녈 온도 로거

(옅젼대 T/K/J 타입 외장셴서 웁션)

벽걸개, 자물쇠, 배티리, 데스토 교정

성적서 포함

  다양한 적용 분야에서 여리 개의

열전대 프로브를 사용하여 온도

등시측정

捕{는

一200 ~ +400 ℃ (T 타입)

195 ′〉 卄000 ℃ (K 타입)

-100 nJ +750 ℃ (J 타입)

촉정값의 ±1% (一200 ~ -10에 ℃)

±0.3 ℃ (-100 - +70 ℃)

측정값의 士0雕(†7에 … †1000 ℃)

문해능    0.1℃

배터리 수딩(25℃에세 8년 (15분 간격 측졍시)

… +70 ℃

￣쟈햐츠

보관은도 -40 - +85

103 x 63 x 33 mm

매터리 타입  리튬 (TLH-5903) 1개

보호등굽    IP 65

촉정주기   1초-24시간

메모리    2,000,000개

소프트웨어   ComSoft Basic 5

ComSo(t Pro†essiona1 4

ComSoft CFR 21 ParⅡ1



We measure it.

test° 176 Hl

0572 1 765

기숱데이터

외창 온습도센서 연결이 가능한

고정밀 4채녈 욘습도 로거

(NTC/습도센서 웁션)

벽걸개, 자불쇠, 배터리, 데스토 교정

성적서 포함

● 다양한 적용분야에서 여러 개의

프로브를 사용하여 온습도 등시

측정

s葺 ●<는

측정 범위   -20 -+70 ℃

0 -100 %RH

정확도    ±0.2 ℃ (-20 … +70 ℃)

±O.4 ℃ (나머지 법워)

분해능    0.1 ℃, 0.1 %RH

뼈리 수명(25℃에세 8년 (15분 간격 촉정시)

작동 은도   -20- +70℃

보관 은도   一40 … +85 ℃

testo 176 Pl

돌■量
0572 1 767

샤이츠     103x63x33 mm

배터리 타업  리륨 (TLH-5903) 1개

보호등급   IP 65

측정주기   1초…24시간

메모리    2,000,OOO개

소프트웨어   Comsoft Basic 5

comSo" Prolessiona1 4

ComSott CFR 21 ParⅡ1

쩔대압 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외장

은습도센서 연결이 가능한 고정밀

5채닐 온습도 멎 압력 로거

(NTC/습도센서 옵션, 압력센서 내장)

벽걸개, 大幢 쇠, 배터리, 테스토 교정

성적서 포함

● 연구실 등과 같이 주변 대기은도

의 정확한 촉정과 문서화

● 내부 압력 센서와 외부의 2개의

습도 센서와 연걸

s葺 ●<는

기술데이터

측정 범위   一20…+70℃

0 … 100 %RH

600 mbar ‘、 1100 mbar

±0.2 ℃ (-20 ~ +70℃)

±0.4 ℃ (나머지 범위)

±3 mbar (0 ~ +50 ℃)

배터리 수명惚5℃에세

L쁘쁘

8년 (15분 간격 측정시)

작퉁온도   -20 … +70 ℃

보관욘도   -40 … +85 ℃

사이츠     103x63x33 mm

배터리 타업  리튬 (TLH-5903) 1개

보호등굽    IP 54

측정주기   1초- 24시간

몌모리    2,000,000개

소프트웨어   ComS°ft Basic 5

ComSoft Pro(essiona1 4

ComSoft CFR 21 Part tl

7

二÷풀
0572 1 766

메탈 하우징의 외장 온습도센서

연걸이 가능한 고징밀 4채널

은습도 로거

(NTC/습도센서 옵션)

벽걸걔, 자뷸쇠, 배텨리, 테스토 교정

성적서 포함

● 다양한 적용분야에서 여리 개의

은습도 프로브를 사용하여 온습도

동시측정

. 견고한 메탈 하우징으로 되어 있

어 충격에 강함

擺●∠는
기술데이터

측졍 범위   -20 ~+70 ℃     사이즈    103x63x33mm

O ~ 100 %RH     배터리 타입  리튬 (TLH-5903) 1개

정확도    ±0.2 ℃ (一20 ~ +70 ℃)  보호등굽   IP 65

±0.4℃(나머지 범위)   측정 주기   1초 - 24 시간

분해능    0.1 ℃, OJ %RH    메모리    2,000,000개

매터리수명(25℃에세 8년 (15분 간격 측정시) 소프트웨어   ComSoft Basic 5

작동욘도   -20 - +70 ℃

보관은도   一40 … +85 ℃

ComSoft Pro(essionaI 4

ComSo" CFR 21 ParⅡ1



test° data I°gger

의징 프로브

확도반

짧온프로브,IP54 
`「■■■■■▼ 

-20…+70℃ ±O.2℃(-20-+40℃) 15초 06287510 

±0.4℃(+40.1…+70℃) 

설처형프로브,알루미늄술리브,lP65 -30…+90℃ 

±0.2℃(0…+70℃) ±0.5℃(나머지범위) 

190초 06287503* 

식품용프로브,lP65,스테인레스스털 

- 

-50-+150℃圖 촉정값의±0.5%(+100-+150℃) 8초 0613221十 

재절.PUR케이블 

±O.2℃(-25-+74.9℃) ±0.4℃(나머지범위) 

정확한첨투용프로보,1.5m케이블, 
■■■■■= 

-35-+80℃ ±0.2℃(-25-+74.9℃) 5초 06280006睿 

lP67 ±O.4℃(나머지범위) 

방수NTc침투용프로브 -50…+150℃ 측정값의±0.5%(+100-+150℃) 10초 06131212 

±O.2℃(-25-+74.9℃) ±O.4℃(나머지범위) 

산입용프로브,스테인레스스털sleeve, K타입 -50-+205℃ Ⅰ 

Class2柑m 20초 06287533 

파이프프로보.벨크로처리,파이프상온도 측정용,직경최대120mm.+120℃까지, 열전대K타입 

-50…+120℃ classl뺘枓 

書O초 
06280020 

파이프측정옹프로브,파이프칙경 5-65mm교체가능한측징헤드포함, 측정범위단시간+280℃까지. 옅전대K타입 

-60…+130℃ class2柑柑 5초 06024592 

자석프로브금속표면측정용, 열전대K타업 

-50-+400℃ cIass2巾뺘 06024892 

어밉터를포함한열전태,유연함, 800mm길이,옅전대K타압유리섬유 

1■,- 

-50…+400℃ Class2枓枓 5초 06020644 

어멉터를포함한열전대,유연함, 
一 

-50-+400℃ class2柑柑 5초 06020645 

1500mm길이,열전대K타입,유리심유 

:■I、>蠱←’ 

바늘모양의프로브,열전대丁타입. -50…+250℃ ±O.2℃(O…+70℃) 2초 06280030 

빠론반응의프로보로오본의내부온도 측정 

cIassl(나머지범위)粃뺘 

견고한PtloO스데인레스스털 -50…+400℃ 

C C 

assA(-50~+300℃),帥뺘 

식품용프로브.1P65 assB(나머지범위)Ⅲ뺘 

견고한방수PtloO첨투용프로브. 
一 紬邁縕雖逾■■■ 

-50-+400℃ 

c C 

assA(-50-+300℃),뺘巾 

lP65 assB(나머지법위)柑*柑 

유리관(침투프로브용).부식올막기위한 -50-+400℃ 

C C 

assA(-50-+300℃)∵Ⅲ뺘 

연구실용프로브 lassB(나머지범위)*柑柑 

8

※ 데이터 로거 장치의 프로브 정확도 및 측정범위는 하단의 명기된 사랑을 준수해야함

膏 프로보 데스트는 저장. 운송 상황에 적합한 EN12830 규격에 따룸. 단기간 +150℃까지 측정 가능(2분)

뺘 유리 보호막 없음

… +125℃까지 장시간 측정가능, +150℃ 또는 +140℃까지는 2분간 측정가능

”” 열전대 센서의 정확도는 EN 60584-2에 의거하여 걸정. CIass l의 경우, 최대 허용 오차범위가 ±1.5℃를 의미하따 온도에 따라 측정값의 ±0.004배로 보기도 함.

Class 2의 경우, 최대 허용 오차 범위가 ±2.5℃를 의미하따 은도에 따라 측정값의 ±0.0075배로 보기도함. class 3의 경우. 최대 허용 오차 범위가 ±2.5℃

(167-+40℃)룰 의미하며. 은도에 따라 측정값의 ±0.아5배(-200-167.1℃)로 보기도 함. (열전대 K타입) 옅전때 丁타입의 class l은 고정적으로 ±0.5℃를 의미하미

온도에 따라 측정값의 ±0.001배로 보기도 함.(열전대 丁타입)

林un P(100센서의 정확도는 EN60751에 의거하여 결정. CIass A는 ±(O.15 + 측정값의 0.002배)를 의미하고, class B는 ±(O.3 + 축정값의 O.OO5배)를 의미함.



We measure it.

testo 174/175∧76 소프트웨어

데이터 로거 셜정시, 저장 데이터를 뷸러 둘일 빠 측정 데이터 분셕 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testo Comsoft basic 5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에게 단계별로 안내하며,

이해하기 쉬운 메뉴 작동으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여러 곳에서 측정된 데OI터들 갼의 샹호 통합분셕을 위해서는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testo Comso卄 Professiona1 4를 추천합니다.

제약시장과 같이 특별한 관리의 요구에는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이 가능한

testo Comsoft CFR 21 part l l 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testo Comso卄 Basic 5

● 엑셀이나 PDF 파일로 면환 생셩하여 분셕을 위한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추츨

  로거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기능 실행

  소프트웨어 한굴 지원

● 소프트웨어 무로 제공

테스토 웸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로드 하세요.

제품먼호: 0572 0580

더 많은 정보는 :

www.testo.co. kr

」___

testo Comsoft Professiona1 4

. 기뵨 소프트웨어에 기능을 추가하여 데이터 분석이나 프리젠테이션 시 펀리하게 사용 가눙

예) 여러 장소의 촉정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상호관계 분석 및 정리를 위한 트리 구조 폴더 섕성

제품변호: 0554 1704

testo Comso卄 CFR 21 Part 11 一 톡볕한 사항을 요구하는 제약 시장용

. testo Comsoft CFR 21 parⅡ1 은 validation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FDA규정 요구 사항에 적합한 문서 제작에 사용 가능(전자기록, 전자서명)  통

제품번호: 0554 1705

9



testo data logger

testo 184 Tl

tosIo 184Tl

s†岫T  s「°'

●씨Im

● β●¨●ly

● ¨°d●

0572 1841

기술데이터

1회용 UsB 온도 로거(90일)

(NTC 센서 내장)

  화물 운송 중 은도 측정에 적합

● PC를 통한 측정값 보고서 작성 가능

● 모든 데이터를 안전하게 기록 저장

●EN 12830과 HACCP에 의거하여

제작

  근거리무선동신(NFC) 기능 지원

● 자등 PDF섕성

● 1개, 10게 50개 묶음주문 가능

작동기간    90일(배터리 교채 블가능) 메모리

촉정범위    一35℃ ~ +70 ℃    보호등급

분해능    0.1 ℃

정확도     ±0.5℃

보관은도 一55 … +70℃

촉정주기    1분 … 24시간

testo 184 T3

(Osto  184 丁3

匿壟圍
● ▲blm

● a|n●Ⅳ

● I¨d●

e

0572 1 843

기솔데이터

10

16.000걔

소프트웨어 ComSoft Pro†essional

ComSoft CFR 21 Part =

반영구 UsB 온도 로거

(NTC 센서 내장)

  화블 운송 중 온도 측정에 적합

● 모든 데이터를 안전하게 기록 저장

● PC를 퉁한 측정값 보고서 작성 가능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여 반영구적

사용가능

● EN 12830과 HACCP에 의거하여

제작

  근거리무선퉁신(NFC) 기능 지원

● 자등 PDF생성

.1개, 10개. 50개 묶음주문 가능

작동기간   제한읽음뻬터리교체 7愕) 촉정주7

측정범위    -35℃ … +70℃

배터리 수명  500일(15분 간격 측정사

+25℃에서)

1분 … 24시간

메모리     40.000개

보호등굽    IP 67

배 터 리타업   리륩배티리(CR2450)

알람     LED, 디스풀테이

소프트웨어   Comsoft Pro(essional

ComSott CFR 21 Part H

testo 184 T2

璽떰
●씨●m

● B대|'y

● ¨bd●

⑧

0572 1 842

기술데이터

c

1회용 UsB 온도 로거(150일)

(NTC 센서 내장)

. 화묻 운송 중 온도 측정에 적합

 teSto 184 Tl보다 긴 작등 기간과

많은 데이터 저장 가능

. EN 12830과 HACCP에 의거하여 제작

. 근거리무선등신(NFC) 기능 지원

  자등 PDF생성

● 1개, 10게 50개 묶음주문 가능

작등기간    150일(배터리 교체 불가능) 메모리

측정범위    一35℃ - +70℃     보호등굽

문해능    OJ℃

정확도    ±0.5℃

보관은도    -55 - +70℃

1분 … 24시간

test° 184 T4

빤   .以抛珤  . 、쟌프

圍펴∵圍

●씨●m

●耽¨빠
● 用〕。●

⑧

0572 1842

소프트웨어

디소풀레이

ComSoft Professional

ComSo" CFR 21 Par1 11

저온측정용 반영구 USB 온도 로거

(円100 센서 내장)

● 화물 운송 중 온도 측정에 적합

. testo 184 Tl, T2, T3보다 넓은 촉정

범위

  PC를 통한 측정값 보고서 작성 가능

.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여 반영구적 사용

가능

  EN 12830과 HACcP에 의거하여 제작

●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 지윌

● 자등 PDF생성

.1개, 10개, 50개 묶음주문 가능

기술데이터

작통기간    제한엾음(배터리교체 가능) 측정주기

측정범위    一80℃ ~ +70℃

1분 - 24시간

배터리 수명  100일(15분 간격 측정시)  보호등굽   IP 67

리튬배터리(TL[ 2450)분해능    OJ℃

정확도     ±0.8℃ (-80 … -35.1℃) 알람     LED

±O.5℃ (一35 ~ 70℃)  소프트웨어   ComSoft Pro(essional

보관온도    一80 ~ +70℃              ComSoft CFR 21 ParⅡ1



We measure it.

testo 184 Hl

匯娶圍
●시●闖

● mmy

● ¨

: ⑬

0572 1 845

기술데이터

반영구 UsB 온숩도 로거

  화물 운송 중 온도/습도 촉정에 적합

● 모든 데이터를 안전하게 기록 저장

. PC를 동한 측정값 보고서 작셩 가눙

.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여 반영구적 사용

가능

  EN 12830과 HACCP에 의기하여 제작

●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 지원

.1개, 10게 50개 묶음주문 가능

작동기간   제한 없음(배터리 교체 가눙) 보관온도   -55 … +70℃

측징범위   -20℃ … +70℃    흑정주기   1분 … 24시간

0… 100%RH     메모리    64,000개

배터리 수명  500일(15분간격 측정사 보호등급   憎30

±25℃에서)       배 터 리 타임   리튬배터 리(CR2450)

붇핸트

정환도

test°

0.1℃ / 0.1%RH    알람     LED, 디스풀레이

±0.5℃ (0 ~ +70℃)    소프트웨어   ComSOft Professional

±0.8℃ (-20 … 0℃)

il雕R[ 측정값의 †捌†2眈일메)

(5 … 80%R[)

±0.03%R[ / K (0 ´> 때0℃)

184 소프트웨어

ComSoft CFR 21 Part ll

驢寓
● 섀●lm

● 血1龜轟▼

● ¨

: ⑧

0572 1846

기술데이터

반영구 USB 온숩도 빛 충격 로거

● 화믈 운송 중 온도/습도 및 충격을 모두

측정가능

  충격에 약한 제품 이등 과정에 적합

  식품위생법에 적합

  EN 12830과 HACCP에 의거하여 제작

● 근거리무선등신(NFC) 기능 지윕

● 자동 PDF섕성

작등기간    졔한 없음(바터리 교체 7助 -55 … +70℃

측정범위    -20℃ ′나70℃ / 0씨00%R[ /  촉정주거    1분 … 24시간

0 書7g        메모리    빠00뻬은도 습도)生00(깨충쫴

배터리 수명  120얼岫분간격촉정사 ±25에새 보호등급   IP 30

분해능    에℃ / 애%RH / 에g   배터리타입  리튬배터리(CR2450)

정확도    ±0.5℃ (0 ′> +70℃)    알람     LED, 디스풀레이

±0.8℃ (一20 ~ 0℃)    소프트웨어   ComSoft Pro(essional

±1雕Rl 측정값의 †捌†25℃일몌)         ComSot‘ CFR 21 Pa山1

(5 ′〕 80%R[)

±0.03%R[ / K (0 ~ +60℃)

±애g 측정값의 +5%

로거 자체에 내장된 USB 인터페이스는 추가적인 인터페이스 없이 PC에 연걸되는 순간, PDF파일이 자등 생성되어

촉정값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testo 184는 소프트웨어를 셜치할 꾈요가 없어 바이러스로부터 PC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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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Soft Professional 과 comSoft CFR 21 Part ll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는 9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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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o data Iogger

주문청보

데이터 로거

testo174T       l채널 미LI 온도 로거 (NTC 내부센서 내장)

제품번호

0572 1560

testo 174T 세트    1채널 미니은도 로거세트. 로거셜정 및 측정정보 읽기가 가눙한 USB 인터몌이스, 벽걸개. 매터리(CR2032 리튬 배터리 2개), 테스토 교정셩척서 포함 05720561

testo 174 H       2채널 미니 온습도 로거 (NTc 내부셴서와 습도센서 내장)                                  0572 6560

testo174H세트    2채널 미니 은습도 로거세톡 로거설정 잊 촉정징보 읽기가 7L=한 USB 인터페이스. 벽걸개, 배터리(CR2032 리튬 배터리 2걔). 테스토 교정성적서 포함 05720566

test° 175Tl       l채널 온도 로거 (NTc 내부셴서 내장)                                             0572 1751

testo175세트     1체널 온도 데이터 로거세독 로거 설정이 가능한 USB 케이블, Coms에 basic5 CD. SD-Card, 벽결걔. 배터리, 테스토 교정셩적서 포함   05721750

testo 175T2      2체널 온도 로거 (NTc 내부센서 내장, 외부센서 웁션)                                   0572 1752

testo 175T3       2채널 욘도 로거 (열전대 T/K타입 외부셴서 웁션)

testo 175 H1      2채널 온습도 로거 (NTC 내부센서와 온습도센서 내쟝)

0572 1 753

0572 1 754

testo176Tl       매탈 하우징의 고정밑 1채널 온도 로거 (P=00 내장) 0572 1 761

test° 176T2      고정밀 2채널 온도 로거 (PtloO 외장타입 옵션)                                       0572 1762

testo176T3      메탈 하우징의 고정밀 4채널 은도 로거 (열전대 T/K/J 타입 외부센서 옵션)                           0572 1763

testo176T4      외장 온도 센서 열결이 가눙한 건고한 데달 하우징의 고정밑 4채널 온도 로거 (열젼태 T/K/J 타입 외부센서 웁션)           0572 1764

testo 176 Hl       외장 은습도 셴서 연걸이 가능한 고정벌 4체널 은습도 로거 (NTC/습도셴서 읍션)                         0572 1765

testo 176 H2      몌달 하우징의 외장 온습도 센서 연결이 가눙한 고정빌 4채널 온슘도 로거 (NTC/습도센서 율션)                  0572 1766

testo 176 Pl      졀대압 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외장 은습도센서 연걸이 가능한 고정밀 5채널 온습도 및 압력 로거 (NTc/습도셴서 읍션, 압력센서 내장)   0572 1767

testo 184Tl       l회용 USB 온도 로거(90일) (NTc 셴서 내장)                                        0572 1841

testo 184T2      1회용 USB 온도 로거(150일) (NTC 센서 내장)                                      0572 1842

testo 184T3      반영구 USB 욘도 로거 (NTC 센서 내장)                                        0572 1843

testo 184T4      저은축정용 반영구 UsB 은도 로거 (PtloO 셴서 내장)                                    0572 1844

test° 184 Hl      뱐영구 UsB 은습도 로거                                                 0572 1845

testo184Gl       반영구 UsB 은습도 및 충격 로거

액세서리

testo 174D       (esto 174T. (esIo 174H용 USB 인텨몌이스

0572 1 846

0572 0500

USB 케이블       계기와 Pc를 연결하는 USB 연결 케이볼                                             0449 0047

벽걸이용 보라켓     Ies(° 175용 벽걸이용 브라켓 (검정)                                         0544 1702

벽걸이용 보라켓     tesIo 176용 벽걸이용 보라켓 (검정)                                         0554 1703

testo174용 배터리    리튬 배터리 cR 2032 버톤석 전지 (로거당 2개의 매터리 주문 요청)                               05150028

testo 175용 배터리    AAA (로거당 3걔의 배터리 주문 요힁)                                              0515 0009

testo175용 배터리    AAA (로거탕 3개의 배터리 주문 요청)

testo 176용 매터리    리튬 (TLH-5903)

소프토웨어

Coms°ft Basic 5    기뵨 소프트웨어

0515 0042

051 5 1 760

0572 0580

Comsoft ProfessionaI 4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0554 1704

ComSoftCFR21 Part = 제약시장용 소프트웨어

교청성척서

0554 1 705

ISO온도 교정셩적서   욘도一온도 데이터 로거 교정 모인트 ; -18° c; 0° c; +40℃                                 05200153

DKD은도교정성적서   은도一온도 데이터 로거 교정 포인트 ; -180 c; OO c; +60℃

ISO습도 교정성적서   습도一습도 데이터 로거; +25℃에서 교징 포인트 ¨.3%RH 과 75.3%RH

0520 0261

0520 0076

DKD 습도 교정셩적서   습도一습도 데이터 로게 +25℃에서 교졍 포인트 =.3%RH 과 75.3%RH                             O5200246

lsO절대압 교정셩적서  압락 절대압: 5 포인트로 측정범위룰 나누어 기기 성눙 테스트                               05200025

DKD절대압 교졍성적서  압력. 절대압Ⅱ1 포인트의 축정 범위를 나누어 기기 성능 테스트                               05200215

테스토코리아(유)

서울본사

서울톡별시 영등모구 선유로 11 KT&G빌딩 5충

TEL : 02) 2672-7200 FAX : 02) 2679-9853

E-ma" . testo@tes(O.cO.kr

챵원사무소
경남 창윈시 마산합모구 합포로 250 씬프라자빌딩 B등 209호

TEL : 055) 222-2470 FAX : 055) 222-2570

WWW.test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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