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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래래를를 약약속속하하는는 차차세세대대 측측정정기기

냉난방,열관리,환기 및 에어컨디
셔닝에 이상적인 측정기기

전전문문가가의의 필필수수 휴휴대대품품
포포켓켓 측측정정기기

전매 특허를 받은 테스토 습도
센서는높은신뢰성을보장하며
안정적인 측정 결과값을 도출
할 수 있도록 최상의 요구조건
을 만족하는 센서를 채용하였
습니다.

모든측정기기는휴대와사용이
간편합니다. 밝은 디스플레이
조명과자동꺼짐기능이테스토
제품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완
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실제사용에필수요소인보호캡,
손목 스트랩, 벨트 케이스 등의
기본 액세서리를 제공합니다.

큰기술이작은측정기를만듭니다.

휴대용 계측기의 선두!
테스토에서언제어디서나손쉽게
사용할수있는신속하고견고한
포켓사이즈의 측정기를 출시했
습니다:

-- tteessttoo 881100 적적외외선선온온도도계계
대기온도 및 적외선식
표면온도 측정

-- tteessttoo 661100 습습도도계계
대기 온습도 측정

-- tteessttoo 660066 수수분분측측정정기기
재료수분, 대기 온습도 측정

-- tteessttoo 551100 차차압압계계
차압 측정

-- tteessttoo 551111 절절대대압압력력계계
절대압, 대기압, 고도 측정

-- tteessttoo 446600 RRPPMM 측측정정기기
무선 RPM 광학식 측정

-- tteessttoo 554400 조조도도계계
조도 측정

-- tteessttoo 441100 풍풍속속계계
풍속 및 대기 온습도 측정

· 50 YEARS OF TE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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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innovative than ever
· 50 innovations in the anniversary year



미미래래를를 약약속속하하는는 차차세세대대 측측정정기기

수수분분측측정정기기 tteessttoo 660066--11//22

기기술술데데이이터터

재재료료수수분분
측정범위:        0 ~ 90%
분해능:           0.1
정확도:           ± 1% (전도도)

대대기기 습습도도 (testo 606-2만 가능)
측정범위:        0 ~ 100%RH
분해능:           0.1%RH
정확도:           ±2.5%RH (5 ~ 95%rF)
단위:              %RH, web bulb(습구온도), 

dew point(노점) 
대대기기 온온도도 (testo 606-2만 가능)

측정범위:        -10 ~ 50°C
분해능:           0.1°C
정확도:           ± 0.5 °C
단위:              °C/°F

작동온도:        -10 ~ 50 °C
배터리타입:     알카라인전지(2xAAA)
배터리수명:     606-1: 200 시간

606-2: 130 시간
(디스플레이조명 없을
시의 평균)

크크기기
((보보호호캡캡 포포함함))::   111199 xx 4466 xx 2255 mmmm

재재료료수수분분,, 
대대기기 온온습습도도 측측정정

상품 제공시 포함:
자체 교정성적서 · 손목 스트랩
벨트 케이스· 보호캡 · 배터리

- 정밀한 목재 수분 측정

- 미리저장된다양한재료의특성곡선

e.g)너도밤나무, 전나무, 낙엽송,

떡갈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 건조 공정 모니터링을 위한 대기

온습도 측정(606-2만 해당)

- 건축 재료의 특성곡선: 시멘트, 

콘크리트, 회반죽, 석고, 경석고,

시멘트몰타르, 석회몰타르, 벽돌

- 측정값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홀드기능

- 자가 측정 기능

660066--11:: 제제품품번번호호.. 00556600 66006611

660066--22:: 제제품품번번호호.. 00556600 66006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