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 3123 SMARTEC Earth / Clamp   

적합 :
• 접지 저항 테스트  
• 객체의 메인 접지 테스트    
• 대형 시스템에서 개별 접지 막대의    

저항 테스트    
• 번개 시스템 테스트  
• 토양 저항력의 확인   
• 접지 시스템의 설계   
• CAT IV 설치 테스트    

(외부 설치, 주 배전반, 산업플랜트)    
   

표준:
기계:
IEC/EN 61557 Parts 1,5,10
IEC/EN 61010-1
IEC/EN 61326

응용:
IEC/EN 60364
VDE 100
BS 7671 17th edition
CEI 64.8

주요 특징 :
• 모든 유형의 접지 저항 측정 지원 :     
     - 표준 접지 저항    
     - 하나의 전류 클램프로 선택적 접지 저항 테스트     
     - 두개의 전류 클램프로 선택적(비접촉) 접지 저항 
     - 특정 접지 저항 측정  
• 전류 클램프로 누설 전류 테스트    
• 전류 클램프로 부하 전류 테스트  
• 고정밀, 외부 잡음에 대한 높은 내성
• 사전프로그래밍된 한계
• 측정 결과의 PASS / FAIL 평가   
• 밝은 녹색 / 적색 표시기는 결과의 평가를 시각적으로 표현   
• CAT IV 설치 테스트에 적합  
• 핸즈프리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마그네틱 홀더  
• 내장된 배터리 충전기
• 테스트  결과  및  파라미터를  저장하기  위한  2 단계  메모리  구조  
• EuroLink PRO PC SW 패키지를 통한 기본 다운로드      
• EuroLink PRO Plus PC SW 패키지와 호환 가능  
• USB, RS232 포트 
• 견고하고 인체 공학적 디자인  

 스마트 운영자를 위한
전문 솔루션

스마트 운영자를 위한
전문 솔루션  

TN 시스템에서 대상의 접지 저항을 테스트하는 
두 개의 클램프 방법    

백라이트 및 PASS / FAIL 표시등이 있는     
대형 LCD 화면 



Measuring and Regulation Equipment Manufacturer  
METREL d.d.
Ljubljanska 77
SI-1354 Hor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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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metrel@metrel.si
http://www.metrel.si

알림! 본 카탈로그의 사진은 배송 당시 제품과 약간 다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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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정보

MI 3123                                                           Standard set

Instrument MI  3123 Earth / Clamp
Soft hand strap
Earth test lead 4,5 m (blue)
Earth test lead 4,5 m (red)
Earth test lead 20 m (green)
Earth test lead 20 m (black)
Earth test rod, 4 pcs
Power supply adapter + 6 NiMH rechargeable AA batteries
Instruction manual on CD
Short instruction manual
Product  data
Handbook “Guide for testing and  of low  
voltage installations” on CD

Photo Order No. Decription

A 1018
Current clamp 
(low range, leakage)

A 1019 Current clamp

A 1160

Fast battery charger 
with a set of 6 pcs 
NiMH rechargeable AA 
batteries

A 1271 Small soft carrying bag

A 1289 Soft carrying bag

A 1290
PC SW EuroLink PRO 
Plus with USB and 
RS232/PS2 cable

A 1291
PC SW EuroLink PRO 
with USB and RS232/
PS2 cable

S 2041 Earth test set 50 m

S 2009
Test lead set 2 m,  
4 colours, 4 pcs

옵션 악세서리(별도구매)

사양
 
접지 저항
※접지 저항 4선 방식과 접지 저항 1클램프 방식         
EN61557에 따른 측정 범위는 9999Ω ~ 0.67Ω       

측정범위R   (Ω) 분해능  (Ω) 정확성

0.00 ~ 19.99 0.01 ±(3 % of reading + 3 digits)

20.0 ~ 199.9 0.1 ±(3 % of reading + 3 digits)

200 ~ 1999 1 ± 5 % of reading

2000 ~ 9999 1 ± 10 % of reading

프로브 저항의 자동 테스트  예
전압 잡음의 자동 테스트   예
개방 터미널 테스트 전압  40 VAC
테스트 전압 주파수   125 Hz
단락 회로 테스트 전류   < 20 mA
낮은 클램프 전류 표시   예  
낮은 클램프 전류 표시   예

※접지 저항 두개의 클램프 방식

측정범위   (Ω) 분해능  (Ω) 정확성

0.00 ~ 19.9 0.01 ± (10 % of reading + 10 digits)

20.0 ~ 30.0 0.1 ± (20 % of reading)

30.1 ~ 39.9 0.1 ±( 30 % of reading)

테스트 전압 주파수  125 Hz
잡음 전류 표시   예
낮은 클램프 전류 표시   예  

※대지/비 저항

측정범위   (Ωm) 분해능  (Ωm) 정확성

0.0 ~ 99.9 0.1

Calculated value, consider earth 
resistance 4-wire method

100 ~999 1

1.00k ~ 9.99k 0.01k

10.0k ~ 99.9k 0.1k

>100k 1k

Wenner method principle with equal distances between test probes:
ρ = 2·π·distance·R, with R as measured resistance in 4-wire method.
 
※TRMS 클램프 전류

측정범위   () 분해능  (mA) 정확도

0.0 mA ~  99.9 mA  0.1mA ±(3 % of reading + 3 digits)

100 mA ~999 mA 1 mA ±(3 % of reading + 3 digits)

1.00 A ~ 19.99 A 0.01 A ±(3 % of reading + 3 digits)

입력 저항 100 Ω 
최대 입력 전류  30 mA (=30 A ∞ current clamp with ratio 1000:1)
측정원리  current clamp, ratio 1000:1
공칭 주파수 40 Hz ~ 500 Hz
 
일반 정보
Power supply voltage  6 x 1.5 V battery or rechargeable battery, size AA
Operation   typical 20 h
Overvoltage category  50 V CAT IV
Protection double insulation
Pollution degree  2
Protection degree  IP 40
Display   128 x 64 dots matrix display with backlight
Communication transfer speed 115200 baud (RS 232) / 256000 baud (USB)
Memmory   1900 measurements
Dimensions (w x h x d)  14 cm x 8 cm x 23 cm
Weight   without battery cells 0,85 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