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56
종합 TPMS 서비스 툴

가장 빠른 TPMS 툴,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용 방법, TPMS 리셋 절차, 센서 파트 넘버, OBD2 위치등 모든 기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TPMS
재학습을
2분안에
CHECK
SENSOR DATA

각 휠의 센서 ID와 차량 ECU에 저장된 ID정보는 동일
해야만 합니다. 많은 차량에서 OBD2를 통한
재학습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가장 빠른 재학습
방법입니다.
아래 3 단계를 통해, TPMS 재학습을 실시하세요:
1. 제조사, 모델명, 연식을 선택
2. TPMS센서를 인식
3. OBD2 모듈을 툴과 차량 OBD포트에 연결한 후 새
로운 센서 ID를 차량에 전송

VT56은 북미, 유럽, 아시아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올인원 TPMS
툴로써 완벽한 TPMS 관리가 가능합니다. 수시 업데이트를 통해
신차 및 새로운 TPMS 센서에 대응 가능합니다.

VT56 특징
• 제조사, 모델명, 연식 순 선택
• 차량별 재학습 절차
• 센서 프로그램 기능
• OBD2 위치 표시

THE
모든 FIND
주요 애프터마켓
RIGHT REPLACEMENT
센서를 프로그램 가능
멀티 브랜드를 취급하는 정비샵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TPMS센서가 필요합니다. 아텍
TPMS툴은 대부분의 애프터마켓 센서를 지원합니다.

• 60%이상의 차량에 OBD2를 통한 재학습 지원
• TPMS DTC 인식 및 소거
• 리모콘키 테스트
• 도요타, 렉서스 ECU 언락

PROGRAM
AND RELEARN

• TPMS 센서 품번 조회
• 서비스 내역 저장 ( 툴 & PC )
• 도움말 내장

모든 센서 정보가
한 화면에
Transfer to OBD2, wirelessly
to PC or print the sensor details
right away.

• 다양한 언어 지원
• 전 세계 기술 지원

VT56 종합 TPMS 서비스 툴

구성품

VT56 툴
24V wall charger
Quick start guide
CD (with user manual and
software/WebVT)

툴

사이즈 (HXWXD)

171 mm x 120 mm x 89 mm (6.74’’ x 4.72’’ x 3.5’’)

무게

0.7 kg (1.6 lbs.)

화면

109.2 mm (4.3’’)

전원

리튬–폴리머 충전식 배터리

케이스

보호용 고무 케이스

수신 주파수

315 and 433 MHz

언어 지원

18 languages: English, Spanish, French, German, Italian, Czech, Danish, Dutch,
Finnish, Hungarian, Norwegian, Polish, Portuguese, Romanian, Slovak,
Slovenian, Swedish, Turkish

무상보증기간

1 year

센서 지원범위

All OE sensors worldwide and most aftermarket sensors including Schrader EZ Sensor,
Alcar by Schrader, Alligator Sens-it, Continental Redi Sensor, John Dow DVT, Hamaton
U-Pro, T-Pro and EU-Pro, Huf IntelliSens, Italmatic Italsensor, Mobiletron, Orange
Universal and DirectFit, Qwik Sensor, Steelman.

차량 지원범위

100% of all light vehicles worldwide equipped with indirect and direct-type TPM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1년 무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포함

Americas

TS56-1000 (with printer and docking station）
TS56-1001 (with docking station）
TS56-1002

Europe

MEA 6660123

데이터 베이스 내용

파트 넘버

액세서리

문의하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USA: SW56-0001
EU: 6660218

미국

1-888-621-TPMS (8767) English

TTD
USA: TD01-0000
EU: 6660231

캐나다

1-877-666-5325
English/Français

TPMS 체크 박스
USA: VB01-0000

유럽

+33-1-30 80 10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