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LOG MULTI TESTER
Model No

:

TM -3601

측정하기 전에 준비 및 주의사항
 측정 전 주의사항
l 본체나 테스트리드가 파손된 상태에서는 사용을 금합니다.
l 수동레인지(Manual Range)의 계측기를 사용하실 때에는 항상 높은 레인지에서
우선측정을 한 후에 낮은 레인지로 변환하면서 사용합니다.

TM-3601 제품을 구입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제품은 현대감각의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설명서를 잘

● ACV , DCV 측정
 최대입력(AC1000V, DC1000V) 전압이상 측정하지 마십시오.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압의 치수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높은 레인지에서 대강의 값을 확인한

측정시 주의사항

다음에 낮은 레인지나 대강의 측정값과 비슷한 레인지로 전환합니다.
 기능선택S/W를 바꿀 때는 반드시 테스트리드를 회로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본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변경하십시오.

①1KVA를 초과하는 전기회로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1. 기능선택S/W를 ACV 또는 DCV 범위의 필요한 레인지에 선택합니다.

②최대 입력전압이상 측정하지 마십시오.

2. 테스트리드를 측정할 회로에 연결하고 지시된 눈금값을 읽으면 됩니다.

③테스트리드가 손상된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④신체적 손상을 막기 위해서 AC 30Vrms (최대 42.4V) 또는 DC60V 이상의
전압을 측정할 때는 주의하십시오.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⑤최대 허용 전압을 초과할 수 있는 전동기나 발전기가 연결된 선로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OHM 측정(Ω)
 측정 전 반드시 측정할 회로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저항의 치수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높은 레인지에서 대강의 값을 확인한
다음에, 낮은 레인지나 대강의 측정값과 비슷한 레인지로 전환합니다.

⑥본체의 후면 케이스를 분리한 상태에서는 측정하지 마십시오.
⑦테스트 리드를 사용하실 때는 리드의 손가락 손상 방지턱 윗부분을 잡고

1. 사용전 적색리드, 흑색리드를 쇼트시 0ΩADJ (0Ω조정손잡이)에 의해 지침을
0Ω의 위치에 맞춥니다.(측정시 마다 반복)

사용하십시오.
⑧측정을 시작하시기 전에 알맞은 측정범위나 기능에 있는지 확인한 후 측정하십시오.

2. 기능선택S/W를 “OHM(Ω)”범위의 필요한 레인지에 선택합니다.

⑨젖은 손이나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측정할 회로의 전원을 끕니다.

⑩건전지 및 휴즈를 교환하는 것 이외에는 본체를 열지 마십시오.

4. 테스트리드를 측정할 회로나 부품에 연결하고 지시된 눈금값을 읽으면 됩니다.

⑪휴즈는 규정된 제품만 사용하십시오.

● 직류전류(DCmA)의 측정

⑫정확도와 안전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의 교정검사를 받으십시오.

 최대입력전류이상을 측정하지 마십시오.

각부명칭

 교류 전류를 측정하지 마십시오.
1. 기능선택S/W 를 DCmA범위의 필요한 레인지에 선택합니다.
2. 테스트리드를 측정할 회로나 부하에 직렬로 연결하고 지시된 눈금값을 읽으면
됩니다.
②

3. DCmA사용중 전압의 접속은 절대로 피하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①
참고 : 직류 전류를 측정할 때는 흑색 테스트리드를 측정할 회로의 음극(-)에 연결하고,
적색 테스트리드는 부하와 직렬로 양극(+)에 연결합니다.

③

유지 및 관리

④
⑥

 측정 중에 후면 케이스를 분리하면 전기적인 충격을 입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측정을 중지한 후 분리 하십시오.

⑤

● 건전지 교환
저항측정레인지 ×1, ×10, ×1K에서

0Ω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5V건전지를

새것으로 교환하여 주십시오.
① 지침

② 메터 눈금판

③ 메터 영점 조정나사

● 휴즈의 교환

④ 0Ω조정기

⑤ 기능선택S/W

⑥ 적색 : ㊉리드

 휴즈를 교환할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정격전압과 정격전류의

흑색 : ㊀리드

속단휴즈를 사용 하십시오.
잘못된 사용으로 내장휴즈가 절단되면 테스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뒷CASE를 분리하여 내장휴즈(250V,0.5A 1Ω이하)를 교환하여 주십시오.

측정사양
◎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측정
RANGE

※ 눈금판 보호 카바에 대하여

18℃~28℃의 범위에서 측정(최대 80%RH)

측정범위

눈금판 보호 카바의 표면을 마른천 등으로 문지르지 마십시오.

정확도

비 고

이 카바에는 정전기 방지제가 코팅되어 있습니다. 오랜 사용으로 정전기
방지효과가 약해 졌을 때에는 정전기 방지제가 함유된 세제로 카바 표면을
닦아 주십시오.

직류전압
DCV

0-0.5V-2.5V-10V-50V-250V-1000V

최대치의±5%

교류전압
ACV

0-10V-50V-250V-1000V

최대치의±5%

직류전류
DCmA

0-50㎂-2.5㎃-25㎃-250mA

최대치의±5%

 이 계측기는 밧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밧데리가 방전되니, 빼내어 따로 보관하십시오.

● 유지 및 관리
본 제품의 수리를 의뢰하시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건전지가 다 소모되었는가?

저항
Ω

×1 : 0~0.2Ω~2kΩ

Center 20Ω

×1 : 0~0.2Ω~2kΩ

Center 20Ω

2. 리드의 손상은 없는가?
3. 휴즈의 손상은 없는가?
눈금치의±5%

×100 :

0~20Ω~200kΩ

×1K : 0~200Ω~2MΩ

1.5V×2EA

Center 2kΩ
Center 20kΩ

▶크기 및 중량 : 150×100×35mm. 약 365g
▶부속품 : 사용설명서 1부, 측정리드 1조, 휴즈(250V/0.5A 1Ω이하)1개 내장

-----------------------------------------------------------------------앞선 기술로 신뢰받는

태광전자정밀산업사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지게골로 139-47(문현동)
TEL : 051-644-2289
FAX : 051-647-3553
http ://www.chekman.com
e-mail:chekman@chekm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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