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장점] 

 독일의 최고 품질 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제조된 제품임 

 온도, 대기습도, 함수율, 공기유량, 가스누설 등을 재기 위한 감지기를 연결

할 수 있음 

 격자 도형 측정 기능이 있음 

 태양광에서도 측정값을 선명히 볼 수 있도록 블랜뷰 특수 강화유리를 사용

하여 긁힘이 생기지 않고 쉽게 닦아낼 수 있는 유리를 채택함 

 자료 이력기 기능이 있어서 5, 10, 30 또는 60분 마다 중단 없이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 

 이중 단추 접촉화면 제어 

 여러 가지 특별 기능을 가진 직관적인 목록 찾기 

 2,160,000 측정자료 까지 기억 

 측정자료를 “멀티메저 스튜디오” 소프트웨어로 자료관리(표준판 포함) 

 

[ 측정 항목 - 감지기 별도 연결 ] 

T3000 복합기능 측정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최신 기종 T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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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000형 복합기능 측정기는 최신 측정  
기술을 사용하여 측정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기종입니다. 

 습도 
 목재 함수 
 건물 함수 
 재료 습도 

 

 표면 온도 
 목재 온도 
 재료 온도 
 공기 온도 

 

 이슬점 
 절대 습도 
 혼합비 
 가스온도 

 

 공기 흐름도 
 미량가스 누설감지 

[ 시간 단축형 도형 격자 측정 기능 ] 
 

T3000에는 도형 격자 측정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쉽게 감지하고 가시화하여 습도 분포를 분석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모든 측정값을 정상적인 순서대로 자동으로 

T3000에 저장되게 됩니다.  

단일 격자 측정 방식에서는 2000개의 측정 

자료가 도형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기록 자료는 T3000에서 PC로 전송되어 

스프레드쉬트나 여러 분석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T3000은 스마트폰과 같은 혁
신적인 이중 단추 접촉화면 
기능이 있어 사용자가 쉽게 
목록을 찾아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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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000 

기능 동작 방식 접촉식 화면이나 단추 

표시기 2.7인치 천연색 TFT, 240× 320픽셀 

표시판 유리 고강도 블랜뷰 특수 유리- 고선명 천연색 표시기로 일사광에서도 표시됨, 화학적으로 강화된 경도 7급 

연결 SDI 감지기들이 5핀 플럭으로 연결, 전극들을 BNC연결구, USB단자로 연결 

목록 언어 독어, 영어, 불어, 터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폴란드어, 화란어, 덴마크어, 스웨덴어, 필랜드어, 노르웨이어 

기능 목재 수분 측정용, 건축 수분 측정용, 공기 흐름, 대기습도, 온도, 수소(추적 가스 누설 검출), 격자 측정 기능, 
자료 이력기 기능, 경보 기능, 탈수 바닥재와 시멘트 바닥재질 선택, 목재 수분을 측정하기 위한 수백가지의 
복합 재질 특성, 자료 정리와 정리 자료표시, 언어와 단위 체계 선택, 2099년 까지의 실시간 달력, 밝기 조절이
되는 후광 기능 

격자 측정 최대 격자 50× 40 까지 설정 측정 

자료 저장 측정 자료 2,160,000 측정값; 약 200 측정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당 3× 3600(=10,800) 측정값 저장 

전원 
건전지 4개의 LR6AA 알카라인 건전지 1.5V 

별매 전원 5V USB 

전원 입력(능동) 약 400mW 

건전지 수명(수동) 약 1년 

건전지 수명(능동) 최소 24시간 

감지기 전원 5.5V ±10%DC, 최대 200mA 

크기와 무게 크기 34(L)× 62(W)× 170mm(H) 

무게 약 300g 

구성품 표준 본체,  USB연결선, 건전지, 화면 보호 막, 설명문, 공장시험 성적서,  

표준 MultiMeasure Studio 소프트웨어 내려 받기 

별매 별매의 MultiMeasure Studio 소프트웨어, SDI 감지기들, 전극들과 그의 부속품들 

T3000 복합기능 측정기  

[ 소프트웨어] 
 

표준판  소프트웨어인 MultiMeasure Studio는 기본

으로 제품과 함께 무료로 제공되며 별매로 전문가

용 소프트웨어도 유상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판은 측정자료를 바로 읽을 수가 있으며 자동

으로 소프트웨어나 펌웨어를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별매 전문가용 소프트웨어는 전문 건축행정이나 사

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무제한 저장해 둘 수 있

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사전 입력된 조건을 가지

고 기능을 발생시켜 자동으로 보고하게 할 수도 있

습니다. 여기에는 보일러판(독일어) 서식과 건축물 

진단, 수분 측정, 누수 검사, 그리고 열진단과 같은 

기능들입니다. 

마루바닥이나 타일이나 페인트나 목공작업자들이 바닥이나 

벽이나 나무의 수분 함유량을 재어서 산업현장이나 건축진단

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감지기나 전극이나 

부속품들을  T3000에 연결하여 복합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교체 가능한 감지기들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혁

신적인 설계로 사용자는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계측기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구매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간단히 감지기만 교체하게 되면 여러분의 T3000은 바로 정확

히 여러분이 필요로하는 계측기로 변하게 됩니다. 

T3000 본기는 지능형 기술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연결된 감지

기를 자동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20가지가 넘는 각기 다른 SDI 감지기들을 여기에 연결하여 

재질이나 목재나 빌딩의 함수율을 잴 수가 있습니다. 

 

[ 최상의 복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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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TS 131  

SDI 
TS 210 
 SDI 

TS 230  
SDI 

TS 250  
SDI 

TS 410 
SDI 

TS 430 
 SDI 

TS 470  
SDI 

TS 610  
SDI 

TS 660 
 SDI 

TS 800 
SDI 

품번 3.510.225.110 3.510.220.510 3.510.220.220 3.510.220.235 3.510.220.250 3.510.220.260 3.510.220.265 3.510.220.270 3.510.220.275 3.510.220.211 

감지기형 온도 환경 풍속 재료 수분 미량 가스 

선정 가능한  
측정값(측정단위) 

표면온도 
(℃,℉) 

대기온도(℃,℉), 상대습도(%, R.H), 
절대습도(g/㎥), 이슬점(dp℃, dp℉) 

복합비율(g/kg 건조 공기) 

대기온도(℃,℉),  
공기유속(m/s) 

표면 습도 
[디지트] 

근표면 
습도 

[디지트] 

수소 농도 
[디지트] 

표면 
온도 

측정 원리 NTC 

측정 범위 -50~ +150℃ 

분해능 0.1℃ 

정확도 
±0.1℃ 

(@0~ +70℃) 

대기 
온도 

측정 범위 -20~ +50℃ 

-40~ 
+140℃/ 

일시적으로 
+180℃까지 

-40~ 
+100℃/ 

0~ 50℃ 

분해능 0.1℃ 0.1℃ 

정확도 

±0.4℃ 
(@-10~ 
+50℃), 

기타 ±0.5℃ 

±0.2℃ 
(@20℃), 
±0.7℃ 

 (@-40℃ 
~ +140℃) 

±0.2℃ 
(@20℃), 
±0.7℃ 

 (@-40℃ 
~ +100℃) 

+0.7℃ 
(@ V＞0.5m/s) 

+1.0℃ 
(@ V＞
0.5m/s) 

대기 
습도 

측정 범위 0~ 95%r.H 0~ 100%r.H 0~ 95%r.H 

분해능 0.1% r.H 

정확도 ±2% r.H ±2% * ±2% r.H 

함수 

측정 원리 극초단파 유전체 

측정 범위 0~ 200 디지트 

분해능 0.1 디지트 

정확도 0.1 디지트 

침투 깊이 ~300mm ~40mm 

공기 
흐름 

측정 범위 0~ 20m/s 0~ 2m/s 0~ 20m/s 

분해능 0.01m/s 

정확도 
측정 값의 
±(0.2m/s 

+2%) 

측정 값의 
±(0.04m/s 

+1%) 

측정 값의 
±(0.2m/s 

+3%) 

수소 
함량 

측정 범위 
0~ 1,000 
ppm  H2 

반응 감도 1ppm  H2 

감지  
소자 

재질 S.S 
폴리 

카보네이트 
S.S S.S S.S S.S 

폴리 
카보네이트 

복합 Al 
설명서 

 82쪽 누설 
검색장을  
참조요 

길이/￠ 
150mm/ 
3.5mm 

108mm/ 
12mm 

250mm/ 
12mm 

250mm/ 
5mm 

210mm/ 
6mm 

210mm/ 
6mm 

200mm/ 
12mm 

45mm/ 
32mm 

55mm 

감지기 손잡이 환경 온도 0~ 50℃(손잡이 속에 전자회로 영향) 

 * @0~ 90% r.H, ±3%@90~ 100%r.H 

[ 선택 목록 ]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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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3000의 SDI 감지기 ] 
 

① TS 210  

   환경 측정 감지기: 온·습도용 

② TS 230  

   고온환경 측정 감지기: 통상 140℃,  

   일시적으로 180℃ 

③ TS 250  

   환경 측정 감지기: 고감도 온습도 감지기,  

   감지기 직경 5mm 

④ TS 410  

   공기유량 측정기용: 풍속 감지기 

   기체 유량 분포 점검용,  

    공기 순환 점검용, 

   공조체계의 공기 누설 점검용 

⑤ TS 430  

   풍속 감지기: 고정밀도용 2m/s  범위에서 

   정확도 0.04m/s의 정밀도 

⑥ TS 470  

   풍속 감지기: 경제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⑦ TS 610 

   극초단파 습도 감지기: 30cm 이내의 

   깊이에서 측정 

⑧ TS 660  

   재료 함수율 감지기: 유전체 습도 감지기 

[경보 설정 가능] 

환경 측정용 

비파괴 함수율 측정용  

표면 온도  측정용 미량 가스 농도 측정용 

⑨ TS 131 

   표면온도 감지기 
⑩ TS 800    

   미량 측정 감지기: 수소농도 

   1ppm H2를 비파과적인 방법 

   으로 농도 측정 

   - 탱크나 파이프 등에서 

공기 유량  측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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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와 건축물 측정용 전극] 
 

① TS 4/200과 ②TS 4/300 둥근 모양 극세 전극 

   ⓐ TS 4/200(길이 200mm) 

       품번: 3.510.226.110 

   ⓑ TS 4/300(길이 300mm) 

       품번: 3.510.226.115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③ TS 8/200과 ④TS 8/300 둥근 모양 4mm 전극 

   ⓐ TS 8/200(길이 200mm) 

       품번: 3.510.226.120 

   ⓑ TS 8/300(길이 300mm) 

       품번: 3.510.226.125 

⑤ TS 12/200과 ⑥TS 12/300 둥근 모양 4mm 절연 

   ⓐ TS 12/200(길이 200mm) 

       품번: 3.510.226.130 

   ⓑ TS 12/300(길이 300mm) 

       품번: 3.510.226.135 

 

⑦ TS 16/200과 ⑧TS 16/300 1mm 평판 전극: 절연 구조형 

   ⓐ TS 16/200(길이 200mm) 

       품번: 3.510.226.410 

   ⓑ TS 16/300(길이 300mm) 

       품번: 3.510.226.145 

⑨ TS 24/250 층 깊이 전극 

   층습도 측정용 최대: 250mm깊이,  

   250mm,  8mm 두께의 절연 감지기 

  ⓐ 품번: 3.510.266.155 

⑩ TS 20/110 붓형 전극  

    110mm길이 7mm직경 절연축 

   ⓐ 품번: 3.510.226.150 

 

⑪ TS 60 손잡이형 전극: 침판이나 파이 17판 건축 자재 측정용 

   20mm(최대 침투 깊이: 14mm) 

   40mm(최대 침투 깊이: 34mm) 

   60mm(최대 침투 깊이: 54mm) 

 ⓐ 품번: 3.510.226.101 

 

 

 
⑫ TS 70 램 전극: 망치부 손잡이  

    목재 부위마다 다른 습도 측정 

     45~ 60mm깊이 전극 사용 

    ⓐ 품번: 3.510.22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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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속품 ] 
 

이동용 상자 

품번: 3.510.200.920 

⑩ TS 20/110 붓형 전극 

   ⓐ 품번: 3.510.226.150 

 

1 

5 

9 

13 

2 

6 

10 

14 

3 

7 

11 

15 

4 

8 

12 

16 

1 

2 

3 

4 

5 

6 

7 

8 

3mm 총집 

품번: 3.510.200.228 

5mm 총집 

품번: 3.510.200.219 

TS 800 SDI용 충전기 

품번: 3.510.200.209 

망원 막대 

품번: 3.510.200.221 

T3000  

본체 표시기 보호막  

품번: 3.510.200.220 

테플론 피막 전극 팁 

깊이 품번: 3.510.200.212 

길이 품번: 3.510.200.213 

S.S 소결 필터: 흙이 많은 곳

에서 측정시 사용 

품번: 3.510.200.211 

9 

10 TC 20 연결선 

품번: 3.510.200.024 

부속 전극팁: 비절연 

품번: 3.510.200.214 

11 TC 30 연결선 

품번: 3.510.200.027 

12 

13 T200, T250,, TS210 SDI와 TS 

230 SDI 용 교정 앰플: 

35, 50, 80%습도 

길이 품번: 3.510.200.215 

교정블럭: 교정 앰플 사용 

품번: 3.510.200.216 

14 

15 접촉제 

품번: 3.510.200.217 

시험편 V1: 저항체 

품번: 3.510.200.226 

16 측정점 부착물 스티커 

100장에 1롤 

품번: 9.110.000.100 

http://www.gilw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