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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력한 산업 안전 및 품질 번들
MI-3144 Euro Z 800V and MI-3143 Euro Z 440V 

주요 특징 MI-3144 MI-3143 

고정밀 4선 300A Z 라인과 Z 루프 임피던스 테스터 • •

높은범위 800 V / 16 ~ 420 Hz AC 네트워크 •

높은범위 440 V / 16 ... 420 Hz AC 네트워크 • •

DC 소스 & 라인저항 3 ~ 260V DC •

고 전류 dR 300A 4-선 부분 전압 드롭 • •

고 전류 dR 300A 4-선 전류의 경로저항 •

Earth Leakage Relay (ELR) 트립-아웃 시험 시간과 전류 •

ELR 전류 인젝션 시험 •

ELR 진원되는 타입 AC, A, B •

그라운드 고장 분석 접촉, 터치 그리고 스텝전압 • •

부분 접촉 결과를 위한 플로팅 전압미터 • •

플렉스 & 아이언클램프로 원 클램프 고 전류 접지 무결성 방법 •

MI-3144 Euro Z 800V 또는
MI-3143 Euro Z 440V 모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aMESM를 통해 구동 또는
MI-3155 EurotestXD 또는
MI-3325 MultiservicerXD
함께 하나가 되어  작동
테스트하는 장비이다. 산업
환경에 대한 강력한 기능은
테스트 전류가 결과를 평가
하는 중요한 요구 사항 인
곳에서 구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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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test XD/XC, Multiservicer XD 또는 Android 앱

적용

•  라이브 전력 변압기 고 정밀 4-와이어 300 A Z 라인 / 루프 임피던스 테스트
•  부분 전압 강하 및 부분 클램프 전류의 경로 저항 측정
•  공항 높은 주파수 대역 16 ~ 420 Hz에서 설치 임피던스 테스트
•  DC 네트워크 및 전원 소스의 라인 및 루프 저항
•  플렉스 & 아이언 원 클램프 고 전류 dR 300 A 번개 시스템의 접지 방법
•  고전류 dR 300 접지 무결성, 플렉스 및 아이언 원 클램프 방식의 시스템
•  ELR (MRCD) 트립-아웃 전류 및 트립-아웃 시간 테스트
•  스텝, 터치 및 전송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한 접지 전위

일반적인 자료

•  CAT IV 600 V (3000 m) 안전 범주
•  휴대용 배터리 (Li-ion) 또는 메인

 전원 테스트 장비
•  IP 보호 : IP65 (케이스 클로즈업),

 IP54 (케이스 열림)
•  향상된 열 성능
•  블루투스 통신
•  블랙 박스 디자인

 (원격 제어 가능 Android 기기를 통해)

표준

전자기 호환성
•  EN 61326

안전: 
• EN 61010 - 1 
•EN 61010 - 2 - 030 
•
 
EN 61010 - 031

기능: 
• EN 61557
•IEEE 81 – 2012 
•IEC 60947 - 2 Annex M
•IEC 60609 - 0

리튬 이온 배터리 팩: 
• EN 6213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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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력한 산업 안전 및 품질 번들
MI-3144 Euro Z 800V and MI-3143 Euro Z 44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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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부하 및 보호 장치가 200A를 초과
할 때마다 변압기, 발전기, 터빈, 접촉기,
배전반 및 스위치 노드의 고장시 자동 차단
보호 기능 테스트가 첫 번째 검사 및 정기
예측 유지 보수 결과를 평가하기위한 정확
하고 견고하고 정확한 측정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산업 플랫폼에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AC 및 DC 회로의 고정밀 라인 및 루프
임피던스는 견고성과 안정적인 고해상도
결과를 제공하는 높은 테스트 전류, 4 선
연결, 선택 가능한 테스트 부하로 온도
관리, 계산 및 알고리즘에 대한 중요도
목록의 맨 위에 있습니다.

지원되는 전류 클램프로 완전히 절연 된
전압계로 고전류 dR 300A 루프 및 라인
측정을 통해 부분 전류 및 부분 전압 강하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이 혁신은 개별
콘택트의 부분 저항을 측정하는 것에서
부터 고전류 인젝션 방법으로 제어 된
오류를 부분적으로 측정하는 것부터
부분적인 접지 경로까지 여러 가지
응용을 가능하게했습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더 이상 케이블 스크린을 제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촉 전압은 접지에서 발생하는 폴트 중에
측정 할 수 있습니다. 차체 저항
시뮬레이터로 연결된 절연 전압계와 병렬
1kΩ 저항을 사용하면 실제와 같은 접촉
및 단계 전압을 위상 대지 또는 낙뢰에도

MI-3144 MI-3143 계측기

고전류 임피던스 4선 Z라인 Z루프 임피던스 • • 블루투스 또는 케이블 통신을 통해 다음 테스터
및 응용 프로그램에서 지원됩니다.
• MI 3155 EurotestXD
• MI 3152 EurotestXC 
• MI 3152HEurotestXC 2.5 KV
• MI 3325 MultiserviserXD
• aMESM Android APP

∆R 고전류 • •
R 선택 •

DC 소스 & 라인 저항 DC 소스 •
DC 라인 저항 •

Earth Potential [U] Utouch • •
Ustep • •
Ucontact • •

ELR 테스트 [I and t] 잔여 작동 전류 •
콤비네이션 시간 •

Current [I] A 1609 플렉스 클램프 •
A 1227 플렉스 클램프 옵션

A 1281 아이언 클램프 옵션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LR 기능은 오류 전류 주입 및 트립-아웃 시간
측정을 사용하여 AC, A 및 B 유형의 누전
릴레이 테스팅을 지원합니다. 결함이나 누출,
높은 중립 전류, 누락된 위상 상황 또는 비대칭
성의 경우 적절한 릴레이로 릴레이를
테스트하면 사람과 가축은 물론 전기 부하
및 소스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DC 소스, 축전지 및 배터리, DC 라인과 회로,
퓨즈, 스위치 및 접점은 3 V DC에서 최대
260 V DC 범위의 회로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품질은 전압 강하 수치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용 연수를 통한 품질
저하로 평가됩니다.

MI 3144 Euro Z 800 V 및 MI 3143 Euro Z
440 V는 IP 보호 기능이 우수한 다기능,
배터리 (Li-ion) 또는 주전원 테스트
장비입니다. IP65 (케이스 마감), IP54
(케이스 열림).

전문 켈빈악어클립 와 액세서리 세트는 현장
테스트를 위해 준비된 패키지를 완성합니다.
긴 플렉스 클램프를 포함한 몇 가지 유형의
전류 클램프는 산업 테스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번들 세트는 바퀴가 달린 전문가 용 IP 보호
휴대용 케이스에 포장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쉬운 현장
운송에서 간단한 준비 절차에 이르기까지.

필드 시험 평가

실제 현장에서의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몇 달간의 평가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실질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MI-3144 Euro Z 800V 및 MI-3155 Euro
test XD가 있는 휴대용 케이스의 번들은
가장 뛰어난 강력한 산업 안전 및 품질
테스트 세트 패키지입니다. 

귀하의 역량을 매우 전문적으로 만드십시오.

측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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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력한 산업 안전 및 품질 번들
기술 사양

MI-3144 and MI-3143* 
고 전류 임피던스 [Z], ΔR, R 선택
Z 라인 mΩ, Z 루프 mΩ
EN61557-3에 따른 측정 범위 : 12.0 mΩ ~ 19.99 Ω
측정원리 전압/전류 측정 (동기식 샘플링)

루프 / 라인 임피던스 측정 범위 해결 오차 (* 참조)

Zline Zloop Impedance 0,1 mΩ … 199,9 mΩ 0,1 mΩ ±(5 % of reading + 3 mΩ)

∆R Hi Current 200 mΩ … 1999 mΩ 1 mΩ

R Selective (only MI-3144) 2,00 Ω … 19,99 Ω 10 mΩ ±(5 % of reading + 3digits)

16 Hz  공칭 주파수   400 Hz 

40 Vac  

공칭 전압 범위

  800 Vac
                                  470 Vac*

시험 하중 매개 변수   16.6 %, 33.3%, 50 %, 66.6%, 83.3%, 100%

시험 방법 4-선 / Ipsc - Imax, Imin, Imax2p, Imin2p, Imax3p, Imin3p / R 및 XL 값 / 평균화 옵션
/ 자동 범위 선택

MI-3144 
DC 소스 및 라인 저항 [R]
R 라인 mΩ 
측정원리 : 전압 (dc) / 전류 (dc) 측정  

저항 측정 범위 해결 오차

R 0 mΩ … 1999 mΩ 1 mΩ ±(5 % of reading + 3 digits)

2,00 Ω … 19,99 Ω 10 mΩ
 

3 Vdc  공칭 전압 범위   260 Vdc
 
최대 시험 전류 (Itest) ~ 10 A / 지속 시간 20 ms / 4-선 / 자동 범위

MI-3144 and MI-3143* 
Earth Potential [U]
Utouch, Ustep, Ucontact

전압 측정 범위 해결 오차 (* 참조)

Utouch 0,0 V … 199,9 V 0,1 V calculated value

200 V … 999 V 1 V

Sub-result in measurement function U touch

전압 측정 범위 해결 오차 (* 참조)

Um 1 mV … 1999 mV 1 mV ±(2 % of reading + 2 digits)

2,00 V … 19,99 V 10 mV

20,0 V … 199,9 V 0,1 V

16 Hz  공칭 주파수 400 Hz 

  

40 Vac  공칭 전압 범위   800 Vac
                                      470 Vac*

Utouch = Um x (Ifault/Itest) Ifault range (selectable) 10 A … 200 kA   

A-1597 내부 저항이 1 kΩ ± 1 % 인 인체 프로브.

*47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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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력한 산업 안전 및 품질 번들
기술 사양

MI-3144  
ELR 테스트 [I 및 t]
ELR 전류 주입 테스트 및 ELR 조합 시간 테스트

잔여 작동 전류 측정 범위 해결 오차 (* 참조)

I 0,1 mA … 199,9 mA 0,1 mA ±(5 % of reading + 3 digits)

200 mA … 1999 mA 1 mA

2,00 A … 19,99 A 10 mA

조합 시간 측정 범위 해결 오차

t 0,1 ms … 199,9 ms 0,1 ms ±(2 % of reading + 3 digits)

200 ms … 1999 ms 1 ms

2,00 s … 19,99 s 10 ms
 

정격 전압 범위 (P1 - P2) 40 ~ 800 V
       40 V  정격 전압 범위   800 V

공칭 주파수 범위 (P1 - P2) 16,7 ~ 400 Hz    16 Hz  공칭 주파수 범위  420 Hz

전류 파형

t [ms]

If[A]

t [ms]

If[A]

t [ms]

If[A]
Alternating Pulsed DC

-

+ + +

교류, 펄스, DC
테스트 전류 선택 가능 3 mA, 5 mA, 6 mA, 10 mA, 15 mA, 30 mA, 50 mA, 0,1 A, 0,15 A, 0,25 A, 0,3 A, 0,5 A
턴 수 - 최대 10
 
MI-3144 
전류 [I]
아이언 전류 클램프 A-1281 및 플렉스 전류 클램프 A-1227 및 A-1609

전류 타입 범위 측정 범위 표시 범위 해결
전반적인 불확실성
(* 참조)

I A-1281 0,5 A 10 mA … 749 mA 0 … 749 mA 1 mA ±0,5 % * Irms

5 A 0,1 A … 7,49 A 0,00 … 7,49 A 0,01 A

100 A 2 A … 149 A 0,0 … 99,9 A 0,1 A

1000 A 20 A … 999 A 100 … 149 A 1 A

0 … 999 A 1 A

A-1227
A-1609

30 A 0,6 A … 59,9 A 0,0 … 59,9 A 0,1 A ±1,5 % * Irms

300 A 6 A … 599 A 0 … 599 A 1 A

3 kA 0,06 kA … 5,99 kA 0,00 … 5,99 kA 0,01 kA

* 오직 MI-3144 Euro Z 800V

Battery power supply  7,2 V DC (4,4 Ah Li-ion)
Battery charging time  typical 3,0 h (deep discharge)
Mains power supply  90 ... 260 V AC, 45 ...65 Hz, 80 VA
Over-voltage category  300 V CAT II
Battery operation time:
Idle state   > 24 h 
Measurements  > 12 h continuous testing for line, loop, high current
Auto - off timer  10 min (idle state)
Protection classification reinforced insulation   
Measuring category  600 V CAT IV
Pollution degree  2
Degree of protection  IP 65 (case closed), IP 54 (case open)
Dimensions (w x h x d)  36 cm x 16 cm x 33 cm
Weight    7 kg, (without accessories)
Sound / Visual warnings  yes
Reference conditions:
Reference temperature range 25 °C ± 5 °C
Reference humidity range 40 % RH … 60 % RH

Operation conditions:
Working temperature range -10 °C … 50 °C
Maximum relative humidity 90 % RH (0 °C … 40 °C), non-condensing
Working nominal altitude up to 3000 m
Storage conditions:
Temperature range  -10 °C … 70 °C
Maximum relative humidity 90 %RH (-10 °C … 40 °C)
   80 %RH (40 °C … 60 °C)
RS 232 communication:
RS 232 serial communication galvanic separated
Baud rate   115200 baud rate, 1 stop bit, no parity
Connector   standard RS232 9-pin D female
Bluetooth communication:
Device pairing code  1234 
Baud rate   115200 bit/s
Bluetooth module  class 2

GENER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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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정보 (MI-3144)

Standard set (MI-3144)
• Instrument MI-3144 Euro Z 800 V  
• Mains cable  
• RS232-PS/2 cable  
• Test lead 5 m, black, 2 pcs  
• Test lead 5 m, red, 1.5 mm2, 2 pcs  
• Test lead 50 m, red, 1.5 mm2*  
• Test lead 20 m, black  
• Test lead 50 m, green*  
• Large Kelvin test clip, 2 pcs  
• Crocodile clip, black, 2 pcs  
• Crocodile clip, red, 2 pcs  
• Crocodile clip, green  
• Test probe, black, 2 pcs  
• Test probe, red , 2 pcs  
• G clamp  
• Human body resistance probe  
• Test rod, 2 pcs  
• Step voltage plates, 2 pcs  
• Metrel ES Manager BASIC license**  
• Metrel aMESM Android app with P 1102 PRO 

license key  
• Short instruction manual  
• Calibration certificate  
• Protective bag for accessories  
• Soft carrying bag*  

* MI-3144EU세트의 케이블 릴에 있는 테스트 리드로 대체되었습니다.

Euro set MI-3144 (EU)
• MI-3144 ST  
• Test lead 5m, green  
• Test lead on a cable reel, 75 m, red, 2.5 mm2  
• Test lead on a cable reel, 75 m, green  
• Professional current earth spike, 42 cm  
• 1-phase flexible current clamp  
• Current clamp A 1281 extension cable, 5 m  
• Metrel ES Manager PRO license**  
• Jumbo case  
• Extension cable reel  
• Jumbo case mount 

** MetrelES Manager는 Metrel웹 서버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산업 안전 및 품질 번들
Standard set MI-3144 / MI-3143

A-1658 JUMBO CASE주문 정보 (MI-3143)

Standard set (MI-3143)
• Instrument MI-3143 Euro Z 440 V  

• Mains cable  

• RS232-PS/2 cable  

• Test lead, 2-wire, 2 pcs*  

• Crocodile clip, black, 2 pcs  

• Crocodile clip, red, 2 pcs  

• Test probe, black, 2 pcs  

• Test probe, red, 2 pcs  

• Metrel ES Manager BASIC license**  

• Metrel aMESM Android app with P 1102 PRO 

license key  

• Short instruction manual  

• Calibration certificate  

• Protective bag for accessories  

* MI-3143EU 세트에서 5m 및 20m 테스트 리드로 대체되었습니다.

Euro set MI-3143 (EU)
• MI-3143 ST  

• Test lead 5 m, black, 2 pcs  

• Test lead 5 m, red, 1.5mm2, 2 pcs  

• Test lead 20 m, red, 1.5mm2  

• Test lead 20 m, black  

• Test lead 20 m, green  

• Large Kelvin test clip, 2 pcs  

• G clamp  

• Human body resistance probe  

• Test rod, 2 pcs  

• Step voltage plates, 2 pcs  

• Metrel ES Manager PRO license**  

• Soft carrying bag

** Metrel ES Manager는 Metrel 웹 서버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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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력한 산업 안전 및 품질 번들
옵션 악세사리

옵션 악세사리

RECOMMENDED ACCESSORIES

Photo Part  No. Description

M
I 
3

1
4

4

M
I 
3

1
4

3

A 1620 Test lead 5 m, black • •

A 1621 Test lead 20 m, black• •

A 1527 Test lead 5 m, red, 
1.5 mm2

• •

A 1640 Test lead 20 m, red, 
1.5 mm2

• •

 

A 1608 Test lead 20 m, green• •

A 1654 Test lead on a cable 
reel, 50 m, red, 1.5 
mm2, extendable

• •

A 1509 Test lead on a cable 
reel, 50 m, black, 
extendable

• •

A 1510 Test lead on a cable 
reel, 50 m, green, 
extendable

• •

A 1619 Test lead, 2-wire, 
2 pcs

• •

A 1660 Extension test leads 
on reel, 75 m, red, 
green, 2.5 mm2

• •

Photo Part  No. Description

M
I 
3

1
4

4

M
I 
3

1
4

3

A 1661 Jumbo case mount 
for A 1660

• •

A 1593 Large Kelvin test clip, 
2 pcs

• •

A 1595 Large test 
crocodile, black 

• •

A 1596 Large test 
crocodile, red              

• •

A 1013 Crocodile clip, black, 
2 pcs

• •

A 1064 Crocodile clip, red, 
2 pcs

• •

A 1014 Test probe, black, 
2 pcs

• •

A 1016 Test probe, red, 2 pcs• •

A 1530 G clamp • •

A 1597 Human body 
resistance probe

• •

Photo Part  No. Description

M
I 
3

1
4

4

M
I 
3

1
4

3

A 1022 Test rod, 2 pcs • •

A 1528 Professional current 
earth spike, 50 cm

• •

S 2053 Step voltage plates, 
2 pcs

• •

A 1609 1-phase flexible 
current clamp

•

A 1227 1-phase flecible 
current clamp 
3000/300/30 A / 1 V

•

A 1281 Current clamp 
0,5/5/100/1000 A 
/ 1 V

•

A 1648 Current clamp A 1281 
extension cable, 5 m

•

A 1658 Jumbo case for MI 
3144

• •

P 1101 BASIC to PRO license 
key upgrade for 
Metrel ES Manager

• •

A-1660 릴의 연장 테스트 리드, 75m, 빨간색,
              녹색, 2.5mm

A-1661 점보 케이스 마운트 A-1660 A-1597 인체 저항 프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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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전기 설비의 과부하 및 과열 및 단락의 경우 전원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 유지 보수
과정에서 자동 트립-아웃 기능이 대부분 평가됩니다. 중공업 솔루션은 전원 네트워크에서
변압기를 분리하지 않고도 실시간 테스트를 지원합니다.

Z 선 및 Z 루프 임피던스의 주기적 검사는 모선
상의 불량 접촉, 전원 스위치, 커넥터 또는 퓨즈
홀더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해상도 밀리 저항 범위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결과의 정확도는 4 선 연결과 충분한 테스트
전류에 달려 있습니다.

퓨즈가 100A 이상인 스위치 야드는 적어도 10A
테스트 전류가 필요합니다. 불충분 한 시험 
전류는 계산된 단락 전류의 불안정성을 초래
합니다. 300A의 MI 3144 임피던스 테스트는
높은 노이즈 내성과 신뢰성으로 반복적 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L에서 N 또는 L에서 L 로의 결과는 소스 및 부하
에서의 위상 사이에서 비교 될 필요가 있다.
도체의 길이와 단면을 기준으로 계산된 차이만
있어야합니다.

전원 트랜스포머의 유도 임피던스에 가깝게 측정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저항, 인덕턴스 및 전압 강하를 적절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3 상 교류에서의 단락 전류 국제 표준
IEC 60909-0에 따른 시스템 계산

Ipsc min과 Ipfc min을 측정 한 계산 된 HOT
Factor는 과열 변압기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예비
요인을 예측하는 고유 한 솔루션을 나타냅니다

중성선 L-N이 있는 시스템 :

결함 루프 최대 440V (MI 3143) / 800V (MI 3144) 및 16 ~ 420Hz 범위의 주파수로
CAT IV 환경에서 300A의 테스트 전류로 라이브 테스트를 수행하십시오.

높은 정밀도와 안정된 결과를 위한 켈빈
악어와의 4 선식 연결 방식은 연결 불량 및
테스트 리드 보상 문제를 제거합니다.

고전적인 방법이 쓸모 없게 된 1000A 이상
의 퓨즈가 있는 강력한 시스템에서도 높은
정확도와 안정성으로 자동 평가 기능을
평가합니다.

Isc min, Isc max 및 Z HOT의 과열 보호
장치에 대한 1mOhm 분해능의 임피던스.

적용 - 1 (MI-3144 and MI-3143)
라이브 전력 변압기 고정밀 4-선 300A Z 라인 / 루프
임피던스 테스팅

C1

P1

P2

C2

MI 3144 Euro Z 800 V

          E a r t h

L1

L2

L3

N

Pe

R1

4 wire (Kelvin)V

A

S
u

p
p

ly

R

Pe

Itest

ΔU

Z

R2

Z (L-N) HOT = (1.5 x R L-N)2 + X2
L-N

Z (L-L) HOT = (1.5 x R L-L)2 + X2
L-L

I KMIN 3ph =

I KMIN 2ph =

I KMIN (L-N) =

3
x

Z (L-L) HOT

Z (L-N) HOT

Z (L-L) HOT

C MIN x U 
N(L-L)

C MIN x U 
N(L-L)

C MIN x U 
N(L-N)

2

중성선 도체가없는 시스템 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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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 설치 부품, 퓨즈 홀더, 케이블, 접점, 부스 바 및 강력한 스위치는 조작성,
자동 트립-아웃 기능 및 기능 안전에 중요합니다. 산업용 솔루션은 전원  네트워크
단선없이 실시간 테스트를 지원합니다.  

[V]

[s]

[V]

[s]

UP1-P2

[A] Itest

UC1-C2

Ic

유지 보수 절차 프로젝트는 사전에 설계될 수
있으며 모든 교체 및 수리가 예측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Z 선 및 Z 루프 임피던스의 주기적 검사는 모선
상의 불량 접촉, 전원 스위치, 커넥터 또는 퓨즈
홀더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해상도 밀리 저항 범위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결과의 정확도는 4 선 연결과 충분한 테스트
전류에 달려 있습니다

300A의 MI 3144 임피던스 테스트는 높은 노이즈
내성과 신뢰성으로 반복적 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 동기 전압계는 테스트 된 회로의
모든 접점과 병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직렬
저항은 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외부 철 또는 플렉스 클램프는 측정된 접점의
연결된 경로를 통해 테스트 전류의 정확한 값을
제공합니다. 병렬로 연결된 회로, 퓨즈, 스위치
및 강력한 부하는 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렬 저항과 불량 연결을 제거하기 위해 분리
된 테스트 악어클립와의 4 선식 연결. 테스트 
리드 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언 클램프는 외부 출력에 연결되어 여러
회로가 라이브 네트워크에 연결된 경우 병렬
저항과 전류 경로를 제거합니다.

플랙시블 클램프는 고 전류 버스 바 및 큰
단면의 강력한 전도체에 사용하기 위해 외부
출력에 연결됩니다

C1

P1

P2

C2

MI 3144 Euro Z 800 V

          E a r t h

L1

L2

L3

N

Pe

R1

4 wire (Kelvin)
V

A

S
u

p
p

ly

R4

R

Itest
UR1

R3R2

Itest

UAC

UR1+R2

UR1+R2+R3

적용 - 2 (MI-3144 and MI-3143*)
부분 전압 강하 및 부분 클램프 전류 경로 *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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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3 (MI-3144)
공항 고주파 대역 16 ... 420 Hz 임피던스 테스트

모바일 접지 전원 공급 장치 또는 중앙 공급 장치 발전기, 모터, 변환기, 연결 시스템,
하위 분 전반, 케이블, 커넥터 및 플러그가 있는 시스템은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측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이의 뒤에 있는 합리성은 비행 준비 단계에서 항공기의 전원
공급 장치 및 연결된 전기 회로 및 하위 시스템의 안전성과 품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로드 뱅크와 함께 기존 테스트 절차와 함께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 28V DC에서 420Hz 800V
AC까지 다양한 소스에서 공급되는 실제 전기
회로의 잠재적 오류 및 오류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모터, 발전기 또는 변압기 권선의 품질은
4 선식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500 kVA만큼 강력한 전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소스에서 처음 측정 된 결과와 하위 배포
보드에서 나중에 측정 된 결과를 비교하여
잠재적 인 오류 및 오류를 찾습니다. 밀리
오옴 범위의 (기기의) 분해능은 케이블 또는
버스 바의 불량 조인트, 접촉기 또는 스위치
내부 및 퓨즈 홀더 내 파손 등의 경우 편차를
표시하기에 충분합니다.

400Hz AC 110V 접지 전원 공급 장치의 루프 임피던스에 대한 실시간 테스트. 하이 파워로드는 테스트 기간 동안 GPU 회로에
연결됩니다. 측정 된 전압 강하 및 부하 전류는 잘못된 접촉 및 단락 전류 계산의 결과를 제공하여 적절한 퓨즈 보호를 평가합니다.

IT 보호 회로와 단열재를 평가해야 하는
경우 MI 3155 EurotestXD를 사용하여
GPU의 품질과 안전성을 완벽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스에서의 결과와 서브 분전반에서의 결과
의 비교는 시스템 내의 잠재적 결함 및 오류를
보여줍니다. 테스트는 주기적으로 예측해야
합니다

90kVA 발생기에 라이브 회로를 로드하고
4 선 켈빈 방법으로 테스트하면 오류 없는
GPU의 경우 3 단계 모두와 동일한 50mΩ
및 2,2kA의 단락 회로 성능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C1

P1

P2

C2

MI 3144 Euro Z 800 V

          E a r t h

L1

L2

L3

N

Pe

R1

4 wire (Kelvin)
V

A

S
u

p
p

ly

R4

R

Itest
UR1

R3R2

Itest

UAC

UR1+R2

UR1+R2+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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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시간 내에 품질과 안전성을 위해 중앙
집중식 회전식 발전기와 변환기를 모니터링,
측정 및 평가해야합니다.

모든 기상 상황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테스트
시스템의 이식성

현장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반 하십시오.

[A]

[s]

[V]
U unloaded

[s]

U loaded

Itest

ΔU
Udc

MI-3144 Euro Z 800V 휴대용 테스트 장치는 전원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회로의
임피던스를로드하고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암기하고 주기적으로 비교하면 오작동시 유지 보수 절차, 서비스 및
신속한 문제 해결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DC 28 V 접지 전원 공급 장치의 루프 저항 테스트. 하이 파워로드는 테스트 기간 동안 GPU 회로에 연결됩니다. 측정된 전압 강하 및 부하 전류는
잘못된 접촉 및 단락 전류 계산의 결과를 제공하여 적절한 퓨즈 보호를 평가합니다.

28V DC 발생기에 라이브 회로를 로드하고 4선
켈빈 방법으로 테스트하면 DC +에서 DC
플러그 사이의 양호한 시스템에서 50mΩ의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Udc

R

4 wire (Kelvin)

Itest

+
-

C1

P1

P2

C2

MI 3144 Euro Z 800 V

V

A

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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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4 (MI-3144)
DC 네트워크 및 전원 소스의 회선 및 루프 저항

변전소 DC 제어 회로, DC 소스, DC 충전 스테이션 및 전기 설비의 회로 보호 기능이
있는 배터리는 소스, 전원 라인 및 접지 루프의 내부 저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퓨즈가
있는 자동 트립-아웃 보호 기능은 회로의 저항이 충분히 낮은 결함, 오류 또는 단락의
경우에 정기적으로 작동합니다.

[A]

[s]

[V]
U unloaded

[s]

U loaded

Itest

ΔU
Udc

산업용 솔루션은 테스트 중에 DC 배터리 또는
DC 전원을 끊지 않고 실시간 테스트를
지원합니다.

DC 회로의 주기적 검사 목적은 버스 바의 접촉
불량, 배터리 상태, 전원 스위치 상태, 커넥터
또는 퓨즈 홀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원에서의
저항 결과는 전압 강하가 평가된 경계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회로의 외부 에지 에서의 결과와
비교 될 필요가 있다.

배터리의 내부 저항은 품질과 상태를 나타냅니다.
병렬 또는 직렬 연결, 전체 시스템 또는 부분적으로
측정 할 수 있습니다. MI-3144는 로드 및 언 로드
된 배터리의 전압을 비교합니다. 측정 및 계산된
값은 참조와 비교됩니다. DC 3V에서 DC 260V
까지 배터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테스트를 위한 DC 네트워크 및 DC 전원 소스의 루프 테스트 저항. 배터리 뱅크와 개별 셀의 품질은 로드 중에 전압 강하의
백분율로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셀 껍질을 서로 비교하여 가능한 정전을 제거하십시오.

높은 정확도와 안정된 결과를 위해 켈빈 악어집게
와의 4 선식 연결은 공격적인 환경에서도 연결
문제를 없애줍니다.

DC 회로에서 높은 정확도로 자동 트립-아웃 능력
평가 기능이 있는 전원의 내부 저항

필드 끝에서 DC 제어 회로의 라이브 루프 저항 측정
결과를 도체, 릴레이 및 접점 품질 평가 용 배터리
소스와 비교합니다.

Udc

R

4 wire (Kelvin)

Itest

+

-

C1

P1

P2

C2

MI 3144 Euro Z 800 V

V

A

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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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5 (MI-3144)
번개 시스템 용 플렉스 & 아이언 원 클램프 고전류
dR 300A 접지 방법
패러데이 케이지가 있는 건물의 피뢰침과 건물의 전도성 구조에 연결된 금속 실드는
피뢰침에서 접지 그라운드까지의 연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높은 소스 펄스 전류의 제어 전원 관리와 현재 테스트. 전압 강하 U P1-P2와 동기화되어 측정된 부분
전류 Ic가 개별적인 접지 저항 저항의 결과를 제공하는 안전 매너드 절차.

플렉스 클램프 (Flex Clamp)는 생성된 펄스 동안
접지로의 선택적 전류를 측정합니다

견고한 G- 클램프는 테스트 리드를 유색 또는 녹슬
어 진 표면에 연결하여 전류를 접지 경로로 테스트
합니다.

필요한 모든 장비를 시험장으로 운반하기위한
이동식 휴대용 여행용 케이스

올바른 터치 전압 계산을 위해 1 kOhm 어댑터
A-1597을 사용한 신체 저항 시뮬레이션.

건물을 통과하는 전도 경로는 번개의 힘을
바닥까지 균등하게 분산시켜야 합니다.
건물 전체의 낙뢰 방전시 전압 강하가 낮아
생체 및 내장 장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MI-3144 Euro Z를 사용한 고전류 dR 300A
테스트는 충분한 전력을 제공하면서도 작고
휴대 가능하며 지붕이나 산업 플랫폼의 일부로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외부 플렉스 클램프는 높은 단면의 금속
다리 또는 구조물에 감쌀 수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 금속 끈 또는 케이블 스크린을
통한 부분적인 전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전류 펄스가 흐르는 동안 건물 주변의
전압 강하를 동기화 테스트하면 노후화, 부식
또는 기계적 손상으로 인해 접지 그물과의
연결이 잘못될 경우 잠재적인 위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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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6 (MI-3144 and MI-3143*)
고전류 dR 300A 무결점 접지 시스템 - 플렉스
및 아이언 원 클램프 방식 *
접지 임피던스 및 접지 본딩 측정은 설치 후 및 매립된 접지 전도체 및 커넥터의
접지에 대한 연속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V]

[s]

[V]

[s]

UP1-P2

[A] Itest

UC1-C2

Ic

측정은 반주기 내에 수행되므로 최대 수백 볼트의 높은 전류 펄스에서도 안전 조건이 충족됩니다. 동기화 된 측정 방법과 높은 전류 진폭은 전압 잡음에 대한
내성을 향상시킵니다.

플렉스 또는 아이언 클램프는 라이저에서 그리드까지
선택적 전류를 측정합니다.

켈빈 악어집게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위해
견고한 4- 와이어 연결을 보장합니다.

그리드 연결상의 G- 클램프 기준점은 결과 안정성
을 향상시킵니다

접지 그리드는 사고 위험 및 사고 전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설치 장애를
제거합니다.

지면 무결성 시험은 안전상의 이유와
발전소, 변전소, 스위치 야드, 철도 또는
기타 산업 플랫폼과 같은 대형 지중
시스템에 대한 품질 관리에 앞서
수행해야합니다.

번개 또는 오류 관련 서지 보호 기능은
빌딩 내의 민감한 전자 회로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며,
제어 장치, 안테나 타워, 원격 제어
스테이션 및 유사품.

그라운드 그리드 무결성 측정은 높은
테스트 전류를 주입함으로써 표준
IEEE-81.2012 파트 10.2 및 10.3을
참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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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7 (MI-3144)
ELR (MRCD) 트립 아웃 전류 및 트립 아웃 시간 테스트

MI-3144 Euro Z 800V 계측기는 전류 차단 장치가 없거나 별도의 감지 수단이 없는
ELR (MRCD)의 검사를 지원합니다.

C1

1 - turn

C2

C1

C2

C1

C2

2 - turns 3 - turns

접지 전위, 스텝 및 터치 전압은 표준 IEEE-81.2012 파트 9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측정된 값은 참조 된
바디 내구성 값과 비교되어야 합니다.

항상 내부 턴 수를 센다!

ELR 전류 주입 시험

잔여 전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우
작동 확인

Igen

C1

P1

P2

C2

MI 3144 Euro Z 800 V

G

A

Rload

Trip current adjustment
Time delay adjustment

          E a r t h

Rload

Rload

MRCD or ELR

L1

L2

L3

Pe

Igen

V

Toroid

Circuit Breaker

S
u

p
p

ly

N

Off Load Test !

Number of turns
 1 - 10

주 (IEC 60947-2 부속서 M에 따름)

누전 차단기 (ELR) 또는 모듈 형 잔류 전류
장치 (MRCD)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설치,
장착 및 배선해야 합니다.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출력 상태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출력 회로의 정상적인 서비스 조건을 나타내는
테스트 장비에 제조업체가 지정한대로
연결됩니다. 조합 시간의 측정을 위해 ELR이
연결됩니다.

[A]

combination time

IΔset

[s]

ON

[s]

OFF

C
ir

cu
it

 B
re

a
k
e
r

계측기는 전류 (Iset) 설정에서 회로 차단기 OFF
상태로 감지된 변경까지의 조합 시간 (ELR + 회로
차단기)을 측정합니다.

MRCD의 원격 센서를 통해 다중 회선을 지원하면
산업 플랫폼 보호를 조정하기 위해 고장 전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IEC 60947-2 Annex M 표준에 따라 산업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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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8 (MI-3144 and MI-3143)
스텝, 터치 및 전송 전압 측정 방법에 의한 대지전위

알려진 양의 전류를 접지 시스템에 주입하여 측정된 계측 단계 및 터치 전압은
그리드가 설계 목표를 충족 시키는것 보다 나은 확신을 제공합니다

접지 전위, 스텝 및 터치 전압은 표준 IEEE-81.2012 파트 9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측정된
값은 참조 된 바디 내구성 값과 비교되어야 합니다.

예상되는 고장 전류까지 측정된 값을 스케일링
하여 스텝, 터치 및 전달 전압의 실제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류는 지면
오류 또는 번개가 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IEEE 81 규칙 또는 IEC 62305와 같은 다른
지역 규정 또는 표준에 따라 단계 및 접촉 전달
전압 쉘은 주기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테스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상황은 뇌 보호 시스템 (LPS)
으로 건축되거나 에너지의 생산, 생성,
분배 또는 전송을 둘러싼 모든 금속
구조물의 주변에서 관찰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한 전압이 장거리로 전송될 수 있는
노출된 부분은 망, 울타리, 파이프, 철탑,
교량, 레일, 케이블 실드, 금속 줄무늬
등입니다.

잘 전도 된 프로브 - 25 kg / 200 cm2의
무게 또는 접지 물질과의 적절한 연결에
사용되는 2 개의 스텝 - 온 플레이트.

0.01초의 테스트 기간으로 인해 공공 장소
측정시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합니다.

구리 프로브 - 습식 콘크리트 재료에 적절히
연결될 수 있도록 25kg 무게와 결합되는
5kg의 무게.



Page 19측정 및 규제 장비 제조업체

계측기 화면의 터치 전압 계산은 매개 변수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식의 오류 전류는 낙뢰의 예상 전력의 수동 삽입 값입니다
(예: 50 kA. 바디 시뮬레이터 A1597과 결합하여 측정은 낙뢰 시스템 주변의 잠재적 위험으로 조정됩니다.

허용 차체 전류 IB의 예와 허용 된 접촉 전압 UTp의 계산 된 값은 결함 지속 시간 tf

Fault duration (s) Permissible body current IB 
(mA)

Permissible touch voltage 
UTp (V)

 0,05 900 716

0,10 750 654

0,20 600 537

0,50 200 220

1,00 80 117

2,00 60 96

5,00 51 86

10,00 50 85

올바른 터치 전압 계산을 위해 1 kOhm
어댑터 A1597을 사용한 신체 저항
시뮬레이션.

필드 운반을 위한 휴대용 IP67 보호 케이스에
모든 액세서리가 포함된 번들 세트.

매우 휴대하기 쉽고 다루기 쉽습니다. 견고한
휠과 연장된 암을 갖추고 있으며 후면에
장착된 연장 케이블 릴을 위한 홀더가 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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