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sto 106

식품 검수 중심온도계  - 알람기능 추가 

HACCP 식품 위생 온도 측정 -50 to + 275 °C

°C

NEW!



알람 기능이 있는 식품 검수 온도계

얇지만 견고한 측정팁을 가진
testo 106 은 슈퍼 마켓,호텔
대형 주방,요리장에서 빠르게
식품의 중심온도 측정에 매우 
적합합니다.
 

소리 알람과 불빛 알람(LED 불빛 깜빡임)

방수케이스,방수 기능과 식기세척기 사용에도 
안전한 보호케이스(보호등급 IP67)

빠른 측정, 반응속도의 증가 
(초당 2번 측정)  

특별히 식품용으로 디자인된 프로브 팁 덕분에 
측정 후 생긴 구멍은 거의 티가 나지 않음.

언제나 휴대하기 좋은 작고 가벼운 디자인.

최종 안정값 자동 인식 기능 
(Auto-Hold ; 측정값이 안정되면 자동으로 고정됨)

testo 106

특수 식품  프로브 사용으로 측정 후 

침투구멍은 거의 보이지 않음.

소리 알람과 불빛 알람 (LED 불빛 깜빡임)

충격 보호 기능과 침수 방지 기능의 
방수 케이스 

빠르고 견고한 측정 팁 

액세서리 주문 정보 

냉동 식품용 드릴, 벨트 클립에 부착이 가능함               0554 0826

방수 케이스(충격에 깨어지지 않음) 방수 기능을 
가지며 식기 세척기 사용에도 안전한 보호케이스(IP67)

0516 8265

프로브 보호 캡과 고정 클립         0554 0825

Part no.

ISO 교정 성적서/ 온도,대기/침투 프로브 
교정 점 ; +60°C 

0520 0063

ISO 교정 성적서/ 온도,대기/침투 프로브 
교정 점 ; -18°C

0520 0061

ISO 교정 성적서/ 온도,대기/침투 프로브
교정 점 ;  0°C

0520 0062

ISO 교정 성적서/ 온도,대기/침투 프로브
교정 점 ; -18°C ;  0°C

0520 0041

ISO 교정 성적서/ 온도,대기/침투 프로브
교정 점 ; -8°C   ;  0°C  ;  +40°C

0520 0181

기술 정보 

측정범위.       50 to +275 °C

정 확 도. 
±1 digit

±1 °C (+100 to +275 °C)
±0.5 °C (-30 to +99.9 °C)

±1 °C (-50 to -30.1 °C)

분 해 능.           0.1 °C
작동온도.

동작온도.     -40 to +70 °C
-20 to +50 °C

배터리 수명   350 h
규       격

중       량 80 g
215 x 34 x 19 mm

주문 번호.  .0560 1063

testo 106, 중심 온도계.

프로브 보호캡 과 배터리 포함.

testo 106

액세서리

방수케이스(충격에 깨어지지
않는 보호케이스)
식기 세척기 사용에도 안전한
방수케이스(IP67)

프로브 보호 캡,
프로브 끝에 상처입는 것을 

실용적인 벨트 클립,
벽이나 벨트에 고정하여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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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번호.  0563 1063

testo 106 세트, 중심온도계

방수케이스(충격 및 침수 방지 IP67)

벨트클립, 프로브 보호 커버 와

배터리 포함.

testo 106 세트 

냉동 식품용 드릴 (옵션)

벨트 클립 옆에 부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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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1: 휴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