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정 기능:

• TRMS AC, DC 전압 측정  

• TRMS
 
AC,

 
DC

 
전류 측정

  • 정전용량 측정

 
• 저항 측정

 
• 다이오드 시험

 
• 주파수 측정

 
• 전기장 검출

  
• 연속성 시험 (음향 신호)

  
 

• 온도 측정

 

응용:

• 태양광 및 풍력 시스템 테스트 

• UPS 시스템 테스트
 • 유틸리티 스케일 배터리 시스템

     테스트

• 높은 수준의 산업 테스트
   • 높은 수준의 전기 테스트
   

MD 9250 산업 TRMS AC/DC CAT IV 
1000 V

MD-9250은 과전압 카테고리 CAT IV 1000V를 충족하는 클램프 미터입니다.
한 손으로 작동, 내장된 측정 기능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고품질 클램프 미터입니다.   
: TRMS AC / DC (전류, 전압), 정전용량, 온도 및 전범위 저항은 이 계측기를 산업  
분야에서 가장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에 이상적인 도구로 만듭니다.
직경이 최대 55mm인 구경으로 최대 2000 A의 AC/DC전류 측정이 가능합니다. 

높은 분해능과 정확성, 신속한 데이터 수집 및 전송(광 인터페이스를 통한), 비접촉식 
전압 감지 및 자동 확인 기능은 계측기의 주요 특징입니다. 

 

주요 특징
• 큰 구경: 55mm 도체 측정을 위한 사이즈      
• TRMS: 정현파와 비정현파 신호에 대한 정확한 측정        
• VFD: 기기가 주파수에 따라 실제 값을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 높은 전류:
 

2000A DC & AC 클램프 측정
    • Lo-Z:

 
AutoCheck® 모드는 고스트 전압 흘려보내 낮은 (램프 업) 입력 임피던스를 
제공합니다.  

• 자동 확인 기능:
 

AC 전압, DC 전압 또는 저항의 자동 감지
       • 자동 범위 지정:

 
사용자는 자동 및 수동 범위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과도 보호:
 

낙뢰 또는 최대 12 kV의 서지 스위칭시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 상대 영점 모드:

 

신호의 차이를 비교하거나 배경 잡음을 제거하는 상대 기능

      
 

• PC Link:

 

테스트 결과는 옵션 PC 소프트웨어를 통해 컴퓨터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돌입:  돌입 전류를 포착하기 위한 빠른 5ms Crest-MAX 모드.

 

• 온도:  섭씨 1000 °C 까지의 온도와 화씨 1832 °F 까지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 Hold: 데이터 홀드 기능은  볼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를 정지시킵니다. 
• 백라이트: 크고 밝은 3-5/6숫자 6,000 카운트 + 1,999 카운트 어두운 조건에서 작동

하는 백라이트가 있는 듀얼 LCD 디스플레이.

 

  
• 안전: CAT IV / 1000 V 과전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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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배송받은 제품과 카탈로그의 사진의 제품은 달라질 수 있
습니다. 통지없이 기술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문 정보
Standard set                                 MD-9250

• Current clamp MD 9250

• Test lead with probe, 2 pcs

• Thermocouple probe, type K

• Pouch

• 1.5 V battery, type AAA, 2 pcs

• Instruction manual

• Warranty

기술 사양

기능 범위 정확도

DC Voltage 6.000 V…1000 V ±(0.5% of reading + 5 digits)

Autocheck (DCV) 6.000 V…1000 V ±(1.3% of reading + 5 digits)

AC Voltage
(50 Hz ∼ 400 Hz)

6.000 V…1000 V ±(1.2% of reading + 5 digits)

AC+DC Voltage 
(DC, 50Hz ∼ 400 Hz)

6.000 V…1000 V ±(1.4% of reading + 7 digits)

Autocheck (ACV) 6.000 V…1000 V ±(1.5% of reading + 5 digits)

Variable Frequency 
Drive AC

10 Hz…400 Hz
From ±(4.0% of reading + 80 digits) 
to ±(7.0% of reading + 80 digits)

DC Current 200.0 A…2000 A
From ±(2.0% of reading + 5 digits) 
to ±(2.5% of reading + 5 digits)

AC Current
(50 Hz ∼ 400 Hz)

200.0 A…2000 A
From ±(2.0% of reading + 5 digits) 
to ±(3.5% of reading + 5 digits)

Diode Test 
1.000 V ±(1.0% of reading + 3 digit)

Open-circuit voltage < 1.8 V DC, Test current 0.56 mA

Resistance &  
Autocheck

600.0 Ω … 40.00 MΩ From ±(0.5% of reading + 5 digits) 
to ±(2.3% of reading + 5 digits)

Capacitance 60.00 nF…2000 µF
From ±(2.0% of reading + 5 digits) 
to ±(4.0% of reading + 5 digits)

Temperature
-50 °C…1000 °C ±(0.3% of reading + 4 digits)

-58 °F…1832 °F ±(0.3% of reading + 6 digits)

Mains frequency 10 Hz…1999 Hz ±(0.1% of reading + 4 digits)

Power supply 2 x 1.5 V batteries, type AA

Overvoltage category CAT IV / 1000 V

Dimensions 264 x 97 x 43 mm

Weight 608 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