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렴한 가격 및 손쉬운 사용법

고객 차량에 장착 하기 전에 TPMS 센서를 테스트 하세요

주요 애프터마켓 센서 프로그램 가능

VT36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TPMS TOOL로 고무 케이스와 충전식 배터
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최신 TPMS 센
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 모델명, 연식 순서로 조회

• 현존하는 모든 TPMS 센서 인식 가능

• TPMS 정보(ID, 압력, 온도, 배터리 상태, 주파수) 표현

• 주요 애프터마켓 센서 프로그램 가능

• 제조자, 모델명, 연식 및 재학습 방법

• TPMS센서 품번 조회

• 다양한 언어 지원

• 전 세계 기술 지원

VT36 특징

센서 정보 확인

센서 관련
정보 조회

프로그램 및
재학습

호환 가능한 센서 및 품번 조회가 가능하며 적
절한 토크값이 표시됩니다.

애프터마켓용 센서를 빠르게 프로그램 하십시오. 재학습 시, 매뉴얼상의 자동/수동 
재학습 지침에 따라 VT36 단독 혹은 진단기와 함께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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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VT36 TPMS툴
USB 2.0 케이블
충전기
CD (매뉴얼 및 WebVT포함)
1년 무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툴 사이즈 (HxWxD) 165 mm x 94 mm x 38 mm
(6.5’’ x 3.7’’ x 1.5’’)

무게 0.4 kg (0.8 lbs.)

화면 2.8 inches (71 mm) 

전원 리튬-폴리머 충전식 배터리

케이스 보호용 고무 케이스

수신 주파수 315 and 433 MHz

인터페이스 23 languages: English, German, Italian, French, Spanish, Chinese, Croatian, 
Czech, Danish, Dutch, Finnish, Hungarian, Korean, Norwegian, Polish, 
Portuguese, Russian, Romanian, Slovak, Slovenian, Swedish, Turkish.

보증기간 1 년

데이터베이스 센서 지원범위 모든 순정 센서 및 주요 애프터마켓 센서
Schrader EZ Sensor, Alcar by Schrader, Alligator Sens-it, 
Huf IntelliSens, Continental Redi Sensor, Hamaton T-Pro 
and EU-Pro, Orange, Qwik Sensor, John Dow DVT, Steelman.

차량 지원범위 직접식 TPMS 가 장착된 모든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1년 무상 업데이트 포함

파트 넘버 US: VT36-0000 
EU: 6660223 

액세서리 
TPMS 체크 박스

1
년 무상 업데
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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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미국 
1-888-621-TPMS (8767) English
1-210-451-1074 Español

         캐나다
1-855-455-TPMS (8767)
English/Français

         유럽
+33-1-30 80 10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