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용
•  전원 변압기
•  분배 네트워크의 트랜스듀서 측정

•
 
회전 기계 및 케이블의 절연 저항 시험

•

 

생산 라인 정기 테스트 및 유지
보수

•

 

모든 종류의 절연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및 분석; 

•

 

고전압 발생기
•

 

서지 피뢰기

표준
계측기 작동:
•  IEC/EN61557-2

전자기 호환성:
•  EN 61326 class A

안전:
•  EN 61010-1 (instrument)
•  EN 61010-2-030
•  EN 61010-2-033
•  EN 61010-031(accessories)

MI 3210 TeraOhmXA 10kV

MI 3210 TeraOhm XA 10kV는 최대 10kV의 높은 DC 테스트 전압을 사용하여 절연
저항을 진단하기 위한 우수한 IP 보호 (IP65) 기능을 갖춘 휴대용, 배터리 또는 주전원
테스트 장비입니다. 견고성(CAT IV 보호)과 방출된 RF 필드에 대한 높은 내성으로 
인해 산업 환경에 가장 적합합니다.

측정기능:
•  절연 측정
•  진단 테스트 (PI, DAR, DD)
•  단계 전압 테스트
•  내전압 시험(DC) 최대 10 kV
•  전압 및 주파수 측정 최대 550 V TRMS

주요 특징:
•  절연저항 최대 20 TΩ
•  조정 가능한 테스트 전압 (50 V...10 kV) 50 V and 100 V 단계;
•  프로그래밍 가능한 타이머
•  정전 용량 측정
•  용량성 부하의 충전 속도 10kV에서 3 s / µF 미만
•  측정 완료 후 시험 대상의 자동 배출
•  터미널 보호
•  고전압 고장 탐지
•  사용자 정의 테스트
•  자동 조정 기능
•  수치 및 그래픽 형태의 측정 결과
•  PC 소프트웨어 HVLink PRO는 테스트 결과의 다운로드 및 분석 및 테스트 보고서 

인쇄를 지원합니다. 
•  절연된 RS232 및 USB 통신 포트, BT 인터페이스
•  표준 세트의 차폐 테스트 리드를 포함한 고품질 액세서리
•  높은 EM 간섭 방지 : 입력 AC 전류 잡음 제거 (1 mA ∞ 600 V) 및 추가 평균 결과

(5, 10, 30, 60) 
•  CAT IV / 600 V
•  전원 및 충전식 배터리 전원 공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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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도구로 
전문 절연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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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카탈로그의 사진은 배송 당시의 도구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 통보없이 기술적인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문 정보    
Standard set                                                MI 3210

기술 사양
절연

테스트 전압 범위 50 V ... 10 kV

측정 범위 10 kΩ ... 20 TΩ
전압 단계 50 V (50 V ... 1 kV)와 100 V (1 kV ... 10 kV)

전압 테스트 단계 5단계

타이머 최대. 100 분

단락 / 충전 전류 5 mA ±10 %

용량성 부하의 충전 속도 < 3 s / µF at 10 kV

용량성 부하의 방전율 < 0,25 s / µF at 10 kV

전압 및 주파수

전압 AC/DC 5 V ... 550 V

주파수 10 Hz ... 500 Hz

정확성

절연
±(5 % of reading + 3 digits) 최대 1T

±(15 % of reading + 1 digits) 1T ... 20T 에서

테스트 전압 -0%, +10% ± 10 V

Trms 전압 ±(2 % of reading +2 digits)

주파수 ±(0.2 % of reading +1 digit)

정전 용량 ±(5 % of reading +3 digits)

디스플레이

그래픽 디스플레이 320 x 240 dot matrix LCD 백라이트 포함

메모리, 소프트웨어와 통신

USB와 RS232 COM ports galvanic separated, 9600 bps

Bluetooth interface 115 kbps

Memory size 4 MB

Software HVLink PRO PC Software

안전 및 보호

IP 65 (case closed)

안전 카테고리 CAT IV / 600 V

전원 공급장치

충전식 배터리 Lead-Acid, LC-R123R4PG

베터리 수명 4 h at 10 kV

치수

중량 6.5 kg

치수 (w x h x d) 360 x 160 x 330 mm

•  Instrument MI 3210 TeraOhmXA 10kV
•  10 kV shielded test lead with probe, 2 m
•  10 kV shielded test lead, 2 m, 2 pcs (black, red)
•  10 kV crocodile clip, 2 pcs (black, red)
•  Guard test lead, green, 2 m
•  Crocodile clip, green
•  Mains cable
•  PC SW HVLink PRO with USB and RS 232 cable
•  Handbook “Guide to modern insulation testing” on CD
•  Instruction manual on CD
•  Calibration certificate

옵션 악세서리(별도구매)

PC software HVLink PRO

일반적인 측정 절차

Photo Order No. Acc. decription

S 2029
10 kV shielded  
test lead, 8 m, 2 pcs  
(black, red)

S 2030
10 kV shielded test 
lead, 15 m, 2 pcs 
(black, red)

S 2036
10 kV crocodile clip, 
2 pcs (black, red)

사용자는 수동으로 테
스트를 설정하거나 사
전 정의된 테스트 목록
에서 테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동적으로 
표시되며 숫자 또는 그래
픽 형식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

표준 세트에 포함된 HVLink PRO 덕분에 저장된
결과를 PC로 다운로드하여 검토, 분석 및 보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