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 pros rely  
on Smart Probes.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한 측정기 testo Smart Probes
케이블 없이 단 하나의 버튼 클릭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측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단 하나의 앱(APP)으로 

8개의 측정기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프로브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에서 측정값 확인 가능

•동시에 최대 6개의 스마트 프로브 연결 가능

•측정값을 그래프나 표로 실시간 변환

•특수 작업 환경에 최적화된 메뉴 구성

- 증발 및 응결 온도 자동 계산

- 과열도 및 과냉도 자동 계산

- 덕트나 배출구의 풍량 계산 등

• PDF 또는 엑셀 파일 형태의 측정 보고서  

실시간 작성 및 전송 가능

•측정 보고서 내 이미지 삽입 가능

testo Smart Probes

Smart Probes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작고 혁신적인 측정기

testo Smart Probes를 사용하면 측정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집니다. 컴팩트한 측정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무선 조작할 수 있고 전용  

케이스(testo Smart case)에 넣어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측정값은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 앱(testo Smart App)으로 직접 전송되며,  

모바일 장치로 읽고, 보고서로 변환하고, 최종적으로 이메일로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앱은 실용적인 측정 메뉴와 특수 기능을 통해 측정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testo Smart Probes
특장점 한눈에 보기

100m

실용성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프로브 지원

간편한 측정

측정 가이드 및  

측정값 자동 분석으로  

오류 없이 빠른 결과  

확인 가능

최대 유연성

측정 장소에서 최대  

100m 거리에서도  

완벽한 측정 작업 가능

(작업 환경에 따라 상이)

신속한 데이터 분석

모바일 기기와  

블루투스 통신으로 

측정값의 신속한 확인 및  

분석 가능

현장 보고서 작성 및  

이메일 발송

측정 데이터, 고객 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 생성 및  

실시간 이메일 발송

전용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측정 및  

고객 데이터 관리  

이메일로 발송

The right Smart Probe 
for every application

testo Smart App

모바일 기기와  

블루투스 통신으로 

측정값 확인 및  

분석 가능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무선으로  

측정값 확인 가능

동시에 최대 6개의 

스마트 프로브  

측정값 표시

PC 소프트웨어 

Data-Control에 의한  

데이터 동기화

테스토의  

다양한 측정기와  

호환 가능

(testo 400/440/557s)



testo Smart Probes Line up

온도 측정

센서 열전대 K타입

측정 범위 -50 ~ +400°C

정확도
±1.0°C(-50 ~ +100°C)  
측정값의 ±1%

분해능 0.1°C 

보관 온도 -20 ~ +60°C

작동 온도 -20 ~ +50°C 

배터리 타입 AAA 배터리 3개

배터리 수명 150시간 

크기 129×31×31mm (핸들 기준)

프로브 전선타입, 대기용, 침투용, 표면용

센서 적외선

측정 범위 -30 ~ +250°C

정확도

±1.5°C 또는 측정값의  
±1.5%(0 ~ +250°C)
±2.0°C(-20 ~ -0.1°C),  
±2.5°C(-30 ~ -20.1°C)

분해능 0.1°C 

보관 온도 -20 ~ +60°C

작동 온도 -10 ~ +50°C 

초점비 10 : 1

방사율 0.1 ~ 1.0 조정 가능

배터리 타입 AAA 배터리 3개

배터리 수명 30시간 

크기 140×36×25mm

센서 NTC

측정 범위 -40 ~ +150°C

정확도 ±1.3°C(-20 ~ +85°C)

분해능 0.1°C 

보관 온도 -20 ~ +60°C

작동 온도 -20 ~ +50°C 

배터리 타입 AAA 배터리 3개

배터리 수명 250시간 

크기 183×90×30mm

°C °C °C

파이프 클램프 온도 측정기

testo 115i
적외선 온도 측정기

testo 805i
온도 측정기

testo 915i

testo Smart Probes



습도 측정 풍속 측정

센서 NTC 습도 센서

측정 범위 -20 ~ +60°C 0 ~ 100%RH

정확도

±0.8°C 
(-20 ~ 0°C),
±0.5°C 
(0 ~ +60°C),

±3.0%RH  
(10 ~ 35%RH)
±2.0%RH  
(35 ~ 65%RH)
±3.0%RH  
(65 ~ 90%RH)
±5%RH  
(<10%RH or> 
90%RH)

분해능 0.1°C 0.1%RH

보관 온도 -20 ~ +60°C

작동 온도 -20 ~ +50°C 

배터리 타입 AAA 배터리 3개

배터리 수명 250시간 

크기
243×30×24mm,  
100mm 프로브 샤프트

센서 NTC 열선(Hot wire)

측정 범위 -20 ~ +60°C 0 ~ 30m/s

정확도 ±0.5°C

±(0.1m/s +  
측정값의 5%)
(0 ~ 2m/s)
±(0.3m/s +  
측정값의 5%)
(2 ~ 15m/s)

분해능 0.1°C 0.01m/s

보관 온도 -20 ~ +60°C

작동 온도 -20 ~ +50°C 

배터리 타입 AAA 배터리 3개

배터리 수명 15시간 

크기
200×30×41mm,  
최대 400mm까지 연장 가능

센서 NTC 베인

측정 범위 -20 ~ +60°C 0.4 ~ 30m/s

정확도 ±0.5°C
±(0.2m/s +  
측정값의 2%)
(0.4 ~ 20m/s)

분해능 0.1°C 0.1m/s

보관 온도 -20 ~ +60°C

작동 온도 -20 ~ +50°C 

배터리 타입 AAA 배터리 3개

배터리 수명 200시간 

크기
154×43×21mm,  
베인 지름 400mm

°C
WB

%RH

°C
DB

°C

°C

m/s

°C

m/s

온습도 측정기

testo 605i
열선 풍속 측정기

testo 405i
베인 풍속 측정기

testo 410i



차압 측정기

testo 510i
고압 게이지 측정기

testo 549i
진공 게이지 측정기

testo 552i

센서 압력

측정 범위 0 ~ 26.66mbar / 0 ~ 20,000microns

정확도
±10microns + 측정값의 10%. 
(100 ~ 1,000microns) 

분해능

1micron(0 ~ 1,000microns) 
10microns(1,000 ~ 2,000microns) 
100microns(2,000 ~ 5,000microns)  
연결방식 7/16" UNF

과부하 6.0bar

보관 온도 -20 ~ +50°C

작동 온도 -10 ~ +50°C 

배터리 타입 AAA 배터리 3개

배터리 수명 39시간 

크기 150×32×31mm

센서 압력

측정 범위 -1 ~ +60bar

정확도 측정값의 0.5%

분해능 0.01bar

연결 방식 7/16" UNF

과부하 65bar

보관 온도 -20 ~ +60°C

작동 온도 -20 ~ +50°C 

배터리 타입 AAA 배터리 3개

배터리 수명 130시간 

크기 150×32×31mm 

센서 차압

측정 범위 -150 ~ +150hPa

정확도
±0.05hPa(0 ~ 1hPa)
±(0.2hPa + 측정값의 1.5%) 
(1 ~ 150hPa)

분해능 0.01hPa

보관 온도 -20 ~ +60°C

작동 온도 -20 ~ +50°C 

배터리 타입 AAA 배터리 3개

배터리 수명 150시간 

크기 148×36×23mm

압력 측정

bar barm/s

hPa

testo Smart Probes



냉동·공조 시스템, 

시운전 서비스용

• 파이프 클램프 온도 측정기 testo 115i 2개

• 고압 게이지 측정기 testo 549i 2개

• 테스토 스마트 케이스

testo Smart Probes Set

testo Smart App
testo Smart App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블루투스 측정기와 

함께 연동해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관적인 측정메뉴와 디지털 

측정 보고서 생성 및 전송이 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testo Smart App 무료 다운로드 가능



테스토코리아(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1 KT&G 빌딩 5층

Tel | 02-2620-8100   E-mail | testo@test.co.kr

Website | www.testo.com

측정기술 분야의 전세계 선두기업

테스토의 다양한 측정 솔루션을 만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