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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은 좋은 도구로부터, MT-900
목재의 수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합니다.
                                                                                                                                                                                      

목재는 건조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건조가 

불충한 목재를 가공이나 시공을 하면 차후에 일그러짐이 생

기거나, 균열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목재는 역사적

인 건축물에 사용 사례로부터 볼 수 있듯이 시공방법과 관리

만 게을리 하지 않으면 수백년 동안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온다습한 기후풍토에 적합해 온도의 증감

에 목재자체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산 소재라고 말해

지고 있습니다. 목재를 살리기 위해서도 수분관리를 바르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도구로부터, MT-900

 사양         MT-900

측정방식 전기저항식

측정대상 단판, 목재전반

검량선
활엽수, 침엽수용 *1 (표준법:ISO 31310)

수종별용 16종류 *2

측정범위*3

6 ~ 80%(활엽수), 7 ~ 80%(침엽수)

4 ~ 40%(수종번호 1~16을 선택했을 경우, 

수종마다 다릅니다.)

측정정도 20%미만 ±0.5%, 20%이상 ±2.0%

표시방법 디지털(LCD, 표시최소항0.1%)

● 16종의 수종의 데이터와 「활엽수」,「침엽수」의 검량선

    16종의 수종의 데이터에 포함해 이른바「활엽수」,「침엽수」

    의 검량선을 메모리에 보존할 수 있습니다.

● 고수분의 목재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활엽수」,「침엽수」의 검량선을 이용하면 저수분부터 고수

    분까지의 넓은 범위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 상한치의 알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분치가 설정한 상한치를 넘어서면 알람이 울립니다.

   설정범위는 10~79% 사이입니다.

● 수분치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표시 수분치를 -9.9~+9.9% 사이에 보정 하

   는 것이 가능하고, 실정에 적학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 온도보정기능 내장

   측정장소의 실온과 건조 직후의 목재와 같이 온도차가 나타날

   경우는 측정 후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자동적으로 보정해줍

   니다.

● 자동절전 기능을 내장

   5분간, 동작을 하지 않으면 전원이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사용온도범위 0 ~ 40℃

부가기능

자동온도보정, 평균치표시, 자동절전기능(약5

분후 자동OFF)

상한치 알람 설정(10 ~ 79% 또는 OFF)

수분치보정(-9.9 ~ +9.9%)

전원 전지 1.5V(AA알카리) × 6

소비전력 약0.45W

수치ㆍ질량 110(W) × 210(D) × 50(H)mm, 0.5㎏

부속품

4침센서, 예비침 × 10, 도체고무 × 2, 린

치, 전지1.5V(AA알카리) × 6, 운반케이스, 

수종번호표(일문ㆍ영문) × 각1

옵션 프린터(VZ-330), 프린터 연결케이블(VZC26)
*1 최신 목재, 측정 수치를 사용해 작성한 검량선입니다. 수종별 16종

   류의 검량선에 따른 수치를 표시합니다.

*2 당사의 목재수분계 「TURKU, TURKU-H, MT-8S, MT-8K,

    MT-700 」와 같은 검량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20℃에서 측정하였을 경우의 범위입니다. 20℃이하의 경우 측정 가

   능한 하한치가 1℃일 때 0.1% 높게 측정됩니다.

● 표준부속품 운반케이스

● 옵션 프린터 VZ-330의 출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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