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반정보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제품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제품 설명서를 가까이 두고
제품 사용에 친숙해진 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제품 설명 

3. 안 전 수 칙 

전원부 주위에서 측정하시 마시오.

제품 안전 수칙 / 보증 클레임 처리

기기 본 목적 사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아세톤과 같은 용해 물질과 함께 사용 및 보관하지 마시오.

제품 유지 관리 목적을 위해 기기를 열어볼 경우 설명서에 
언급된 대로만 사용하십시오. 

안전하고 올바른 처리

다 사용한 충전지나 밧데리 처분 시 일정 장소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수명이 다하여 본체기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테스토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사 용 목 적

testo 105 는 반고체 물질 등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견고한 
식품 측정용 온도계입니다. 사용하는 프로브에 따라 요리, 
냉장, 산업업체용 취사장, 슈퍼마켓,입출고 , 검수,HACCP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5. 기술 데이타 
Feature Values

측정 범위 -50 to +275°C
분해능 0.1°C
정확도 ±0.5°C at -20 to +100°C 

±1°C at -50 to -20.1°C
±1% at +100.1 to +275°C

 반응 시간  t99* 일반형/ 롱타입 : 10 초 ,냉동 식품용 :15초( 냉동육
                                 에서는 약 60초)

측정 주기 2  데이터 / 초

작동 온도 -20 to +50°C
보관 온도 -40 to +70°C
배터리 타입 4 x round cell type LR44
배터리 수명 80h (일반적으로 )

하우징 (외장 재질) ABS (손잡이 부분 소프트 코팅) 

보호 등급 IP65 (프로브 부착된 상태에서)

규격 ( 프로브 제외) 145 x 95 x 38 mm
CE guideline 89/336/EEC
보증기간 본체 2년

* 유동적인 액체에서의 측정

기본 정보 
이제품은               표준 가이드라인을 모두 충족한다. EENN 1133448855 
적합성: S, T (storage, transport)
측정 환경 : E (transportable thermometer)
정확도 클래스: 0.5
측정 범위 : -50 to +275 °C
EN 13485 에따르면 측정기는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교정
받는것이 바람직하다.(EN 134856 권장 : 1 년)
좀더 자세한 정보는 문의하세요.

6. 초기 작동 

1 전지함 빼기 

2 +/- 를 유의하여 전지를 
넣는다 (4X LR44)

3 전지함을 다시 넣기 .

7. 작 동  
만약 시그널 알람스위치가 켜진 경우,       단추를 누르거나 
알람 한계값 초과시 매번 소리가 납니다. 

라이트 스위치가 켜진 상태에선 한계값 초과 또는 버턴이 
눌러진 상태에서 매 5초간 디스플레이 라이트가 점등됩니다.

자동 오프 기능이 켜진 경우  10분뒤에  자동적으로 스위치가
꺼집니다. 

자동 홀드 기능이 켜져 있으면                   플래쉬가 깜박이며                  AUTO HOLD
일단 데이터가 일정기간 안정적이 되면                   가  고정 
됩니다.  

AUTO HOLD
 

새로 측정하기    : .

7.1 스위 치  On/Off
기기 스위치를 켤때 : .

기기 스위치를 끌때 :  버튼을 누른채 유지한다.

7.2 측 정 

정확한 측정 결과를 위해서 필요한 프로브 길이 선택을 하십
시오. 프로브   short/long:    >  35 mm ,  냉동 식품용 프로브 :   

> 50 mm

기기 스위치를 켠다.

프로브를 측정 하고자 하는 부위에 찔러서 측정 한다.

- 데이터가 디스플레이에 보여집니다. 

수동으로 데이타 홀드 기능 사용하기

측정값 홀드하기 :      버튼을 누른다.

- 데이타가 고정되면              가 켜집니다. HOLD

새로 측정 하기   :   버튼을 누른다.

알람 값 초과 시 

- ALAR M          (상한 한계값 초과시) (하한 한계값
초과시  ) 표시가 나타난다.

7.4 알람 값 설정
기기의 스위치를 켠다. 

1 상위 알람값 보기  ( ): . 
-oor-
하위 알람값 보기  ( ): .

2 알람값 셋팅 하기 :          또는       버튼을 누른채 
유지하면 셋팅 속도가 증가합니다.    

3 측정 모드로 돌아오기 : .

필요 시 상, 하위 알람키로 위과정을 반복하여 설정하십시오.

8. 기기 설정 

기기의 스위치를 끕니다.

1 설정 모드 열기 :     버튼을 계속 누르시오 

2 온도 단위 선택  (                ) :°C 또는  °F
선택 단위 확정 : .

3 자동 홀드기능 (Auto Hold) 켜기 (     ) 끄기 (        ):
선택 값 확정  :  

만일 자동 홀드기능이 켜진 상태라면 

데이터가 안정될 때 까지 지속 시간 (5, 10, 15, 20초)
을 선택 :  
선택 값  확정 :  

4 사운드 스위치 (     )켜기 (     ) 또는 끄기 (       ) :
선택 값 확정 : 

5 라이트 스위치 (     ) 켜기(     ) 또는 끄기(        ) : 
선택 값 확정 : 

6 자동 꺼짐 기능 (Auto Off) 켜기 (     ) 또는 끄기 (      ) :
선택 값 확정 : 

- 모든 셋팅이 설정되었습니다. 이제 기기는 측정모드로 
전환 합니다.  

9. 서비스와 유지보수 

9.1 프로브 교환

우선 반드시 기기 스위치를 끄십시오.

1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연결 링을 풀어서 프로브를 제거 합니다.

2 새 프로브로 부착한뒤 시계 방향으로 나사를 돌려 프로브를
고정 시키십시오.

9.2 배터리 교환
1 배터리함을 빼내십시오.

2 소모된 배터리를 제거한후 새로운
배터리를 넣으세요 
극성 주의 (+ / - ) 

3 배터리 함을 다시 삽입하십시오.

9.3 기기 청소 

연마제 , 세척제 또는 용해제 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기를 청소하기 위해 부드러운 천등을 이용하십시오. (비눗물)

10. 자주 접하는 질문과 답
질문 문제 원인 해결책 

 표시 나타날때 배터리 경고 배터리 교환

- - -     표시 나타날때 측정범위 기기는 특정 범위
에서만 측정 가능함.초과. 

기기 스위치가 배터리 소진. 배터리 교환
안켜질때 

기기 스위치가 
저절로 꺼질때 

자동 꺼짐 기능
활성화 되어있슴.

자동꺼짐 기능 해제
(기기 설정 부분 참조)

만일 위의 문제 이외의 에러가 발생하거나 해결이 않될 때에는 
가까운 지역대리점이나 테스토 서비스센터로 연락 주십시오.

11. 악세서리 
픔명 주문 번호 

testo 105 용 침투용 팁 (100 mm) 0613 1051
testo 105 용 깊은 침투 깊이용 측정팁 0613 1053
testo 105 용 냉동 식품용 측정�L 0613 1052
testo 105  (기본 칩투용 팁,벨트홀더 포함 ) 0563 1051
testo 105  ( 기본 팁, 긴 측정팁, 냉동식품용 측정팁,알루미늄케이스)
testo 105 용 알루미늄 케이스

0563 1052
05541051

제품 메뉴얼 한글

testo 105
Food Thermometer

알람값 설정
기능 설정키

On/Off
스위치,

건전지 

탈착식 프로브 

냉동 식품용  

일반형 롱타입액정표시부

프로브
소켓

전기 위험을 피하시오 :

표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