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 실험실(연구소),  
• 자동화된 생산라인, 
• 특수 작업장. 
• 각종 규격인증시험

표준: 
기능
• IEC 60335 가정과 유사 전기용품 
• 61439 저전압 개폐장치와 제어장치
  의 조립품 
• IEC 60598 조명기구
• IEC 60950 정보통신 기술 장비 안전
• IEC 61010 전기 설비용 안전 요구
  사항 
• VDE 0701-702 전기기구의 수리 및
  변경 후 점검
   - 전기기구의 정기검사
전기 안전 일반 요건 
• EN 50191 전기 시험 장비의 설치와 
  작동

안전(LVD): 
EN 61010-1; EN 61010-2-030;   
EN 61010-031; EN 61557 

EMC: 
EN 61326-1 
 

 
  
 

 
 

    
 

 
 

  
     

 
     

 
    

    
     

    
 

      
  

     
   

 

 

MI 3394 CE MultiTesterXA

MI 3394 CE MultiTesterXA는 생산을 하는 동안 전기 장치, 기계 그리고 배전반의 전기 안전
시험과 CE 보증을 위해 고안된 휴대용 계측기이다. 강력한 데이터관리 설비의 계측기 
특징은 사용자가 성공/실패 평가를 위해 미리 정의된 제한치로 사용자 지정 자동시험을 
하거나 시험시퀀스를 포함하는 미리 정의된 구조를 가져오기 하거나 PC 소프트웨어와 
강력한 메모리 구성자로 부터 프로젝트를 마무리가 가능하게 한다. PC 소프트웨어 MES-
Manager는 자동 시험시퀀스와 프로젝트의 업로드, PC로 시험 결과값 다운로드, 파일로 
자동 데이터 저장, 그리고 시험 보고서 출력 등을 가능하게 한다. 선택된 시험 기능 때문에 
지속적인 구축과 PC SW 패키지 CE MultiTesterXA의 수반은 연구소, 자동화된 생산라인 또는
특수 작업장과 같은 환경이 가장 요구되는 곳의 전기 안전 시험을 위한 완벽한 계측기이다.

주요 특징
•  데이터 관리: 계측기는 아트 메모리 구성자의 독특한 친-사용자 데이터관리 설비와 상태를 
   특징으로 한다.
•  다중 시험 단말기: 다른 시험 단말기가 사용자가 단일 시험 수행 또는 단일 시험 콘센트로
   부터 자동시퀀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  자동 시험: 자동시퀀스는 계측기의 직관적인 시퀀스 구성자를 통해 구성될 수 있다.
•  MicroSD: 32GB까지 microSD 메모리 카드 지원(계측기에 8-GB 제공)
•  컬러 화면: 터치 스크린 기능의 3.4˝컬러 LCD 화면 
•  Hi-pot: 고전압 교류(5kV @ 500VA) 와 직류 (6kV)  시험
•  연속성: 선택가능한 시험전류(0.2 A, 4 A, 10A, 25A)로 4선 연속성 시험은 정밀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  통신: 4 - RS232, USB, 이더넷과 블루투스 통신 포트는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가능하게 하고
   계측기에 대한 원격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  다중 시스템 시험: 계측기는 TT, TN, IT 그리고 115 V 공급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하다.

측정 기능: 
•  프로그램된 고전압 (AC/DC) 
•  고전압 단선 시험
•  연속성 시험
•  절연저항 측정
•  대체 누설전류
•  차동 누설전류
•  접촉 누설전류
•  PE-누설전류
•  방전 시간
• 기능 시험 (전력 P/S/Q, 전압, 전류, cos￠, 주파수, ThdU, ThdI,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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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ing information 

Standard set                                 MI 3394

Technical data: 
 

Function Measuring range Resolution Accuracy

HVAC, Programmable HVAC (100 V ... 5000 V); 10 V step

Test current 

HVDC, Programmable HVDC (500 V ... 6000 V); 50 V step

Discharging time

t

Continuity (0.2A, 4A, 10A, 25A)

Insulation resistance (250 V, 500 V, 1000 V), Insulation resistance – S (250 V, 500 V, 1000 V)

Insulation resistance (50 V, 100 V), Insulation resistance – S (50 V, 100 V)

Substitute leakage (open circuit voltage <50 V a.c.)   

Differential Leakage current

PE leakage current

Touch leakage current

Itou

Power

S

I

Power supply

Overvoltage category

Protection class I

HV output

COM port

Dimensions (w×h×d):

Weight:

Optional accessories

Photo Order No. Decription

reader

내전압 (플래시), 
접지 (접지 본드), 
절연저항과 
기타 특정 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