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MOISTURE METER GUIDE

검사 및 측정



벽 뒤에 발생한 습손 문제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루 밑이라면? 천장 안이라면? FLIR와 함께라면, 습기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쉬운 작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FLIR에서는 기존 수분계 제품과 더불어 IGM™(적외선 안내 

측정)이라 불리는 열화상 기능까지 탑재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적외선 안내 측정 (IGM)은 각종 작업 시간을 절약하고 추가 검사나 조사가 

필요한 지점으로 사용자를 정확히 안내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적외선 안내 측정 (IGM)을 활용하면,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기 전에 

잡아낼 수 있습니다.

FLIR는 고품질의 수분계 제품을 고객 여러분의 용도에 맞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분계 (IGM™ 기술 탑재)

작업을 더욱 빠르게, 스마트하게 처리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 갈 수 있습니다.



내장형 열화상 센서를 기반으로 구동되는 적외선 안내 측정 (IGM) 기술을 탑재한 MR176과

MR160은 습기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점으로 사용자를 정확히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80 x 60 FLIR LeptonⓇ 열화상 센서를 

이용해 습도를 정확히 측정 가능

•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핀형 프로브 또는 
외장형 핀 프로브를 이용해 비침습성 또는 
침습성 측정 가능

• 레이저 포인터와 십자선을 이용하여 손쉽게 
목표물 조준 가능

• 무료로 제공되는 FLIR Tool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미지 검토 및 보고서 작성 가능

MR176 전용 특징/기능
• 온도 및 상대 습도 측정 (작업 현장에서 교체 가능한 센서가 

환경 측정 값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표시) 가능

• “이미지 잠금”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극한의 온도 값이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방지

•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정확한 측정 가능(Progressive 
Environmental Stability Indicator는 상대 습도 수치가 
안정화된 시기를 알려줌)

MR176/MR160
IGM™ 기술을 탑재한 수분계 제품

컬러 LCD 디스플레이

이미지 촬영 및 저장 최대 건수:
9999 개 이미지

3 미터 낙하충격 시험 완료

현장에서 직접 교체가
가능한 온도/상대 습도 
센서* 채택

핀 수분 센서용 외장 커넥터

레이저 포인터 기능

무핀형 습도 센서

80 x 60 열화상 센서

* Mr176 만 적용

마이크로 USB 커넥터
RJ45 커넥터



MR77

습손 복구 또는 HVAC 작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하나의 미터계에 담았습니다: 

블루투스Ⓡ METERLiNK 기능, 무핀형 습도 센서 

및 핀 프로브, 온도 및 상대 습도 측정 센서, 

적외선 온도계

METERLiNKⓇ 기술을 탑재한 

5-in-1 수분계

주요 특징
• 모바일 기기에서 측정 값 조회 및 공유 가능 

• 호환 가능한 FLIR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열화상에 
무선으로 습도 측정 값 전송 및 적용 가능

• 온도 및 상대 습도 측정 (작업 현장에서 교체 가능한 
센서가 환경 측정 값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표시)가능

• 최대 20 개의 측정 값을 수동으로 저장,          
불러오기 가능

MR60
사용자가 여러 현장에서 

수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풀-피처급

건축용 문제 해결 기기

주요 특징
•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핀형 프로브, 혹은 외장형 

핀 프로브를 사용하여 비침습성 또는 침습성 
측정 가능

• PC/USB로 전송 및 조회가 가능한 스크린샷   
및 측정값 최대 10,000 개 저장 가능

• 목재, 석고 판, 콘크리트 등을 포함한 11가지 
소재 그룹으로 구성된 자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미터계를 검사 대상에 맞게 조정 가능

• 무료로 제공되는 FLIR Tools 를 이용해,   
손쉽게 보고서 작성 가능 PC 소프트웨어

• 필요에 따라, 미터계 확장 가능 – MR60은 
FLIR 에서 판매하는 모든 외장형 습도 프로브 
제품과 호환 가능

수분계 프로

현장에서 직접 교체가
가능한 온도/상대 습도 
센서 채택

최대 99 개의 측정 값 저장, 
불러오기 가능

무선 데이터 전송을 위한 
블루투스 연결 기능

무핀형 습도 센서

2 미터 낙하충격 시험 완료

비접촉식 온도 측정을 위한
적외선 온도계

RJ45 커넥터

무핀형 습도 센서

대형 문자/숫자 디스플레이 
및 컬러 막대 그래프

IP54 급 방수 등급

최대 10,000 개의 스크린샷 
및 측정 값 저장 가능

3 미터 낙하충격 시험 완료

핀 수분 센서용 외장형 커넥터

마이크로 USB 커넥터
RJ45 커넥터



MR55
무선 연결 기능과 11개 그룹으로 소재를 

구분하는 자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업무 흐름을 최적화하고 더욱 정확한 

측정 값 수집 가능

주요 특징
• 무선 기기를 FLIR Tools 모바일 앱에 무선으로 

연결하면, 모바일 기기에서 측정 값을 원격으로    
조회 가능 

• 목재, 석고 판, 콘크리트 등을 포함한 11가지       
소재 그룹으로 구성된 자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미터계를 검사 대상에 맞게 조정 가능

•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로 미터계의 뒷면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검사 대상 물질이 속한     
정확한 그룹 번호 조회 가능

블루투스 기능을 갖춘 핀 수분계

경제적인 가격에 판매되는 블루투스 

무핀형 미터계, 볼-팁 센서를 활용하면,  

넓은 지역을 별도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단시간에 측정 가능

주요 특징
• 구석이나 걸레받이 주변도 볼-팁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 가능

• 무선 기기를 FLIR Tools 모바일 앱에 무선으로 
연결하면, 모바일 기기에서 측정 값을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 피해 지역의 히트맵을 만들어 숨어 있는 원인 지점과 
이동 경로 탐색 가능

• 표면 아래 최대 100mm 깊이에 있는 잠재적 습손     
요인 감지 가능

블루투스 기능을 갖춘 볼 프로브 수분계

MR59
작업 현장에서 교체 
가능한 전극 핀

IP40 등급

캡에 통합 설치된 
보정/핀 검사 기능

 
무선 데이터 전송을 위한
블루투스 연결 기능

3 미터 낙하충격 시험 완료

11개 그룹으로 소재를 구분하는 
자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검사 
대상에 맞게 미터계 조정 가능

강력한 LED 작업등

 
무선 데이터 전송을 위한
블루투스 연결 기능 

후면광 디스플레이

IP40 등급

강력한 LED 작업등

2 미터 낙하충격 시험 완료

비침습성 측정을 위한 
커패시턴스 볼 센서



MR40 MR55 MR59 MR60 MR77 MR160 MR176

열화상

적외선 해상도 (적외선 — — — — — 80 × 60 80 × 60

시야각 (FOV) — — — — — 51° × 38° 51° × 38°

열화상 팔레트 — — — — — 아이언, 레인보우, 아이스, 그레이 아이언, 레인보우, 아이스, 그레이

디스플레이

LED 후면광식 LCD LCD(후면광 없음) 네 네 — 네 — —

컬러 QVGA — — — 2.3” 64K TFT 그래픽 — 2.3” 64K TFT 그래픽 2.3” 64K TFT 그래픽

습기 감지

습도 측정 핀 핀 무핀 핀 및 무핀 핀 및 무핀 핀 및 무핀 핀 및 무핀

핀형 습도 범위 5% - 30% MC (±2% MC) 
30% - 60% (참고 전용)

목재 그룹(1-9):
7% - 30% MC (±2% MC)
30% - 99% (참고 전용)
건축 자재 그룹(10-11):
1 - 99% 그룹 10 (참고 전용)
1 - 35% 그룹 11 (참고 전용)

— 목재 그룹(1-9):
7% - 30% MC (±1.5% MC)
30% - 100% (참고 전용)
건축 자재 그룹(10-11):
0 - 20% (참고 전용)

목재 그룹(1-9):
7% - 30% MC (±1.5% MC)
30% - 100% (참고 전용) 

목재 그룹(1-9):
7% - 30% MC (±1.5% MC)
30% - 100% (참고 전용) 

목재 그룹(1-9):
7% - 30% MC (±1.5% MC)
30% - 100% (참고 전용)

무핀형 습도 범위 — — 0 to 100% 상대성 0 to 100% 상대성 0 to 99.9% 상대성 0 to 100% 상대성 0 to 100% 상대성

상대 습도 — 0% - 20% (±5%) 
20% - 80% (±3.5%) 
80% - 100% (±5%)”

— — 0% - 10% (±3%) 
10% - 90% (±2.5%) 
90% - 99% (±3%)”

— 10%- 90%(±2.5%)

무핀형 습도 심도 — — 최대 100 mm (4 in)* 최대 19 mm (0.75 in)* 최대 19 mm (0.75 in)* 최대 19 mm (0.75 in)* 최대 19 mm (0.75 in)*

핀형 습도 소재 유형 그룹 9 / 빌딩 자재:
합판, 석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9 목재 그룹,
2 건축 자재 그룹

— 9 목재 그룹,
2 건축 자재 그룹

9 목재 그룹 9 목재 그룹 9 목재 그룹

일반 정보

레이저 포인터 기능 — — — — 네, IR 온도 포함 네 네

저장 이미지 파일 형식 — — — BMP, 측정 값 이미지 위 — BMP, 측정 값 이미지 위 BMP, 측정 값 이미지 위

CSV 저장 데이터 — — — 네 — 네 네

저장 이미지 용량 — — — 9999 개 이미지 자체 저장 공간에 20 개 9999 개 이미지 9999 개 이미지

적외선 온도 — — — — -20 ~ 200°C — —

연결 기능 — 블루투스(BLE) 블루투스(BLE) — 블루투스 — —

온도/상대 습도 센서
산출(결과)

— — — — 증기압, 상대 습도, 온도,
GPP, 이슬점

— 증기압, 상대 습도, 온도,
GPP, 이슬점

배터리 2× AAA 2x 1.5 V AA 1x 9 V 내장형 충전식 리튬이온 1x 9 V 내장형 충전식 리튬이온 내장형 충전식 리튬이온

낙하 시험 3 m 2 m 2 m 3 m 2 m 3 m 3 m

*검사 대상 소재에 따라 상이
**그룹 9 이외의 소재는 MR40 소재 전환표(문서번호 MR40-AN01) 다운로드: http://flir.custhelp.com/app/account/fl_download_manuals

기술 사양

캡에 통합 설치된 
보정/핀 검사 기능 등급

IP54 급 방수

3 미터 낙하충격 
시험 완료                                                  

강력한 손전등

교체형 핀

MR40
목재나와 일반 건축 자재 내의 수분을 

찾아내고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견고한 

휴대형 수분계/손전등 콤보 제품입니다.

주요 특징
• 2 핀형 단일 스케일 수분계를 활용하여              

정확한 측정 값 수집 가능

• 미터계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며, 좁은 지역에서도 
수분 값 측정 가능

• 별도의 손전등을 휴대하고 다닐 필요성 제거

• 수분 값 확정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도 병행 사용

습도 펜 + 손전등



FLIR 액세서리를  이용하여
수분계  업그레이드
MR01 교체형 온도 / 상대 습도 센서 
정확한 온도, 습도 값 측정을 위해 FLIR MR77 또는 MR176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MR01은 공장 보정이 완료된 상태로 출고되며, 보호용 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속 재질의 나사가 프로브를 자리에 고정시킵니다.

MR01-EXT 온도 / 상대 습도 센서 및 확장용 조립부 
건조기 / 제습기 배기구 등 환경 순화 공정에 활용하거나, 수분계에 내장되어 있는 온도 / 상대 습도 프로브의 측정 범위를 확장 시키는데 활용할 수있습니다. 

MR11 휴대형 온도 및 습도 센서 액세서리  
즉각적인 습도 측정을 위해 제습기 배기구에 미리 설치하거나, 벽체 내부의 작은 구멍 등 접근이 어려운 지점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MR04 확장용 폴
최대 52 인치까지 늘어나는 이 신축식 폴을 활용하면, 손이 닿지 않는 지점도 쉽게 측정 할 수 있습니다.                                                                                             
혹은, MR77 또는 MR176 제품이 사용하는 상대 습도 / 온도 프로브의 측정 범위를 확장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체 내부 등.

MR05* 임팩트 프로브 
작업이 어려운 지점, 거칠거나 불규칙적인 표면, 구석, 원목 또는 고밀도 소재, 참조 할 건조점이 없는 지역 등에서도 손쉽게 습도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MR06* 벽체 내부용 프로브 
벽체 내부, 외벽 내면을 대상으로 단열재의 습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MR07 해머 프로브 
표준 핀 프로브로는 측정이 어려운 카페트, 원목 마루, 경질 소재 등 아래 있는 바닥의 습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MR08 해머 / 월 프로브 
해머 프로브를 활용하면 수직형 구조물의 표면, 경사진 표면, 뒤집어진 표면 뿐만 아니라, 카페트 패드, 바닥 속까지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MR09 베이스보드 프로브 
걸레받이 뒤, 월 트림, 크라운 몰딩, 기타 접근이 어려운 지점의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도 측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MR10 보호용 케이스
튼튼한 EVA 소재의 보호용 케이스를 활용하면, 소중한 FLIR T&M 기기를 흙먼지, 찍힘, 거친 환경 요소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MR12 볼 프로브 습도 센서 액세서리 
표면 아래 최대 100mm(4in) 깊이까지 비침습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 빌딩 소재를 측정하는 경우, FLIR는 MR05 또는 MR06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분계 
액세서리 호환성
액세서리 / 수분계 MR40 MR55 MR59 MR60 MR77 MR160 MR176

MR01 온도 / 상대 습도 센서 - - - - x - x

MR01-EXT 온도 / 습도 센서 (확장선 포함) - - - - x - x

MR11 휴대형 온도 / 습도 센서 - - - - x - x

MR02 핀 프로브(여분) - - - x x x x

MR04 확장용 폴 - - x - - - -

MR05 임팩트 핀 프로브 - - - x x x x

MR06 벽체 내부용 프로브 - - - x x x x

MR07 해머 프로브 (가방 포함) - - - x x x x

MR08 해머 및 벽체 내부용 프로브 콤보 (가방 포함) - - - x x x x

MR09 베이스보드 프로브 - - - x x x x

MR10 EVA 보호용 케이스 - - - x x x x

MR12 볼형 습도 센서 - - - x - x x

MR01 MR11 MR04 MR05 MR06

MR07 MR08 MR09 MR10 MR12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FLIR 습도 측정 
제품 키트

FLIR 습도 측정 제품 키트는 빠르고 정확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FLIR MR160-KIT5
전문가용 화상 습도 측정 제품 키트
해당 키트에는 FLIR MR160 화상 수분계와
FLIR MR08 해머 / 벽체 내부용 프로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LIR MR176-KIT5
전문가용 화상 습도 측정 제품 키트
해당 키트에는 FLIR의 프리엄급 MR176 화상 수분계, 
FLIR MR08 해머 / 벽체 내부용 프로브 콤보 액세서리, 
여분의 FLIR MR01 교체형 온도 / 상대 습도 센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R160-KIT2 
건물 준공 검사 키트
해당 키트에는 FLIR MR160 화상 수분계, 
FLIR C2 열화상 기기, FLIR MR06 벽체 내부용 프로브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R176-KIT6 
전문가용 복구 키트
해당 키트는 FLIR MR176 화상 수분계, 
FLIR E6 열화상 기기, FLIR MR08 해머 / 벽체 내부용 프로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장비의 수출은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에  적용되는 관련 미국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진은 예시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표시된 사양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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