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sto Data Logger 온습도 자동 기록의 필수 아이템

We measure it.

무료 한글소프트웨어 동영상 메뉴얼 제공

testo 174, 175, 176

타사제품
 대비 최대 메모리 용량
& 최장 배터리 수명!!



testo 174, testo 175, testo 176

USB 연결과 메모리 저장카드로 간편한 데이터 백업

안정성
•배터리 소진 시에도 데이터 분실의 염려가 없음
•자체 파일저장으로 데이터 백업 용이
•도난방지를 위한 자물쇠가 있어 안전하게 이용가능
•testo 176 시리즈는 고정밀 환경 측정에 적합(연구소 및 실험실)

편이성
•간편하게 설정 및 데이터 읽기가 가능한 인터페이스(USB, SD 카드)
•커다란 액정화면과 백라이트로 어두운 곳에서도 편리하게 측정
•Go버튼 클릭으로 편리하게 작동이 되는 원버튼식
•엑셀, PDF, HTML 보고서 변환 가능
•장시간 측정이 유리한 대용량 메모리
•장기적인 수명의 배터리

보증성
•testo 한국지사 기술부 A/S센터 운영
•보증기간 2년

원버튼 메뉴

USB 인터페이스

(우측면 이미지)

SD 카드

testo 174 시리즈                      1만 6천개 메모리 저장 가능

 프로브타입               NTC 내부센서 내장               NTC 내부센서와 습도센서 내장
 측정 단위                ℃, ℉                             ℃, ℉, %rF, %RH 
 측정 범위                -30 ~ +70℃                     -20 ~ +70℃
                                                                  0 ~ 100 %RH 
                           
 보호등급                 IP 65                              IP 20

 제품번호                  0572 1560                                     0572 6560

1채널 미니 온도 로거 2채널 미니 온습도 로거

testo 174 T testo 174 H



We measure it.

testo 174 T testo 174 H

testo 175 시리즈 

testo 176 시리즈 

 프로브타입              NTC 내부센서 내장              NTC 내부센서 내장, 외부센서 옵션 서모커플 T/K타입 외부센서 옵션 NTC 내부센서와 온습도센서 내장
 측정 단위               ℃, ℉                           ℃, ℉ ℃, ℉ ℃, ℉, %rF, %RH td, g/m3

 측정 범위               -35 ~ +55℃ 내장              -35 ~ +55℃ 내장 -50 ~ +400℃ (T 타입) -20 ~ +55℃
                                                               -40 ~ +120℃ 외장 -50 ~ +1000℃ (K 타입) -40 ~ +50℃td
                                                            0 ~ 100 %RH 
 보호등급                IP 65                            IP 65 IP 65 IP 54

 제품번호                 0572 1751                                  0572 1752 0572 1753 0572 1754

1채널 온도 로거 2채널 온도 로거

testo 175 T1 testo 175 T2

2채널 온도 로거

testo 175 T3

2채널 온습도 로거 

testo 175 H1

testo 174 T testo 174 H

 프로브타입              PT100 내장                     PT100 외장타입 옵션 서모커플 T/K/J 타입 외장센서 옵션 서모커플 T/K/J 타입 외장센서 옵션
 측정 단위               ℃, ℉                           ℃, ℉ ℃, ℉ ℃, ℉
 측정 범위               -35 ~ +70 ℃                  -50 ~ +400 ℃ -200 ~ +400 ℃ (T 타입) -200 ~ +400 ℃ (T 타입)
                                                               -195 ~ +1000 ℃ (K 타입) -195 ~ +1000 ℃ (K 타입)
                                                            -100 ~ +750 ℃ (J 타입) -100 ~ +750 ℃ (J 타입) 
 보호등급                IP 68                            IP 65 IP 65 IP 54

 제품번호                 0572 1761                                  0572 1762 0572 1763 0572 1764

메탈 하우징의 고정밀 1채널
온도 로거

고정밀 2채널 온도 로거

testo 176 T1 testo 176 T2

메탈 하우징의 고정밀 4채널  
온도 로거 

testo 176 T3

외장 온도센서 연결이 가능한 
고정밀 4채널 온도 로거 

testo 176 T4

testo 174 T testo 174 H

 프로브타입              NTC/습도센서 옵션              NTC/습도센서 옵션 NTC/습도센서 옵션, 압력센서 내장
 측정 단위               ℃, ℉, %rF, %RH, td, g/m3, WB    ℃, ℉, %rF, %RH, td, g/m3, WB ℃ , ℉, %rF, %RH, td, g/m3, hPa, mbar, in Hg, in H20, psi 
 측정 범위               -20 ~ +70 ℃                  -20 ~ +70 ℃ -20 ~ +70 ℃
                            -40 ~ +70 °Ctd                -40 ~ +70 °Ctd -40 ~ +70 °Ctd
                          0 ~ 100 %RH                 0 ~ 100 %RH 0 ~ 100 %RH / 600 mbar ~ 1100 mbar 
 보호등급                IP 65                            IP 65 IP 54

 제품번호                 0572 1765                                  0572 1766 0572 1767

외장 온습도센서 연결이 가능한 
고정밀 4채널 온습도 로거

메탈 하우징의 외장 온습도센서
연결이 가능한 고정밀 4채널
온습도 로거

          testo 176 H1 testo 176 H2

절대압 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외장 온습도센서 연결이 가능한 
고정밀 5채널 온습도 및 압력 로거

testo 176 P1

100만개 메모리 저장 가능

200만개 메모리 저장 가능



고객 요구 사항에 맞는 올바른 솔루션 제공

testo ComSoft Professional 4

• 기본 소프트웨어에 기능을 추가하여 데이터 분석이나 프리젠테이션 시 편리하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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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o ComSoft Basic 5

•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에게 단계별로 안내   
• 엑셀이나 PDF 파일로 생성하여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추출
• 로거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기능 실행 
• 소프트웨어 한글 지원 

testo ComSoft CFR 21 Part 11 – 특별한 사항을 요구하는 제약 시장용 

• testo Comsoft CFR 21 part 11 은 validation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FDA규정 요구 사항에 적합한 문서 제작에 사용 가능(전자기록, 전자서명)

제품번호: 0554 1704

제품번호: 0572 0580

제품번호: 0554 1705

We measur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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