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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및 계측 장비 제품 카탈로그



KEW 5050SE
저항성 누설전류계 / Ior 로거

79p

True RMS 누설 & 부하 전류 로거

개정된 누설전류관리기준(Ior 1mA)에 대응

고정도의 저항 성분 누설 전류(Ior) 측정

활선 상태에서의 절연 저항값 표시

최대 ø75mm / 버스바 최대 80x30mm 측정 가능

전류 : 최대 1000A(실효값)

전압 : 최대 1000V(실효값)

고조파 : 최대 30차

스마트폰/태블릿과의 무선 통신

12가지 기능을 한 대의 기기로 측정

절연저항/루프 임프던스/RCD/PSC/PFC/접지저항/ACV/

연속성/검상/주파수/SPD(바리스터)/PAT

스마트폰/태블릿과의 무선 통신(6516BT만)

KEW 2060BT
클램프 파워미터

72p

KEW 6516/6516BT
다기능 테스터

62p



















































































































































































































Kyoritsu는 다른 장비와 설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계측기 및 신뢰할 

수 있는 계측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국가 표준에 추적성(Traceability)을 보

증하는 시스템을 확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초창기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추적성이라는 것은, 계측기를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태에서 측정하여도 

그 결과와 정밀도가 국가 표준에 명확한 경로로 연결되어 있는 표준기에 의

해 교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JIS(일본공업규격)규격의 계측 용어에는 “추적성이란 표준기 및 

계측기가 더 고도의 표준에 의해 차례로 교정되어 국가 표준으로 이어지는 

교정 경로의 확립되는 정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정기(원기)는 산업 기술 연구소(AIST)에 의해 확립되어 유지되는

단위에 근거하여, 일본 전기 계기 검정소(JEMIC), 일본 품질 보증 기구

(JQA) 및 Fluke Japan을 통해 교정하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교정기는 이 원기를 표준기로 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DC 및 AC 전압은 교정기(원기)를 통해 교정을 실시합니다.

DC 및 AC 전류는 표준 저항기에서 전압으로 변환하고, 고정도 

디지털 멀티미터를 통해 교정을 실시합니다.

저항기 양단에 직류 전류를 흘려 전압으로 변환하고, 고정도 디지털 

멀티미터를 통해 교정을 실시합니다. 

전압 :

전류 :

저항 :

CE 마킹 : 다음에 준거함을 의미합니다 .

EMC 명령 (2014/30/EU)

LVD 명령 (2014/35/EU)

RoHS 명령 (2011/65/EU)

전기 측정기의 교정 계통도

미국 표준 기술 연구소 (NIST)

일본 전기 계기 검정소 (JEMIC)

교정 실험실

정밀 교정기

표준 저항기

AC 표준 전압 전류 발생기

설계 & 개발, 제조, 검사 및 서비스 부문의 각 현장용 측정기

DC 표준 전압 전류 발생기 교정 저항기

정밀 멀티미터

교정 실험실

산업 기술 종합 연구소 (AIST)
(NIST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JEMIC - Japan Electric Meters Inspection Corporation)

(AIST -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107www.kyoritsu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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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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