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용상 주의 사항(안전에 관한 주의)  

○ 감전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또 이 측정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 이 취급 설명서에는 사용상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위험과 주의로 표시되어 있으니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은 감전 등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          

   주의는 이 측정기가 손상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입니다.  

 ○ 안전을 위해 다음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본 기기는 활선에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측정하기 전에는 측정회로에 전압이 

가하지 않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주십시오.  

(2) 구입 후 처음 사용할 때 장시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전원을 OFF 로 설정하지 

않아 보관했을 경우 등, 전지전압이 낮아지면 과 방전 방지 회로에 따라 본 기기의 

동작이 정지합니다.    

(3) 측정 중에서는 절 로 전지덮개를 열거나 본 기기의 커버를 떼지 마십시오.  

(4) 측정코드의 접속은 측정 스위치를 OFF 로 설정한 후 시작해주십시오.  

(5) 용량성 부하의 측정 종료 후에는 측정 스위치를 OFF 로 설정해 전압계의 표지가 

0V 가 되면 측정코드의 접속을 떼어주십시오.    

(6) 인화성이 있는 장소에서 측정하지 마십시오. 불꽃이 나와 폭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7) 이 측정기를 사용할 때 측정기 본체나 측정코드에 균열이 생기거나 금속부분이 

노출될 경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8) 사용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 기능스위치를 OFF 로 이동해주십시오.  

(9) 전지 교환 이외의 목적으로 케이스를 열지 마십시오.   

(10) 고온다습. 결로 등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에 장시간 방치하지 마십시오.  

(11) 이 측정기를 50℃를 넘을 온도의 장소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12) 측정기나 측정코드가 젖어 있을 경우 측정하지 마십시오.  

(13)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지를 빼낸 상태로 보관해 주십시오.  

(14) 측정기의 세척에는 연마제나 용제를 사용하지 말고 중성세제나 물에 젖은 수건을 

사용해주십시오.  



(15) 기기 동작 측정시 소비자 과실로 인한 고장은 당사와 당사의 리점 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사양  

   Model 3165  Model 3166  

측정 전압  500V  1000V  

측정 범위  100MΩ  2000MΩ  

중간 입력 단자  20MΩ  50MΩ  

Output Short C.C  Rated test voltage +20% -0%  

Output short C.C  230uA max  450uA max  

정확도  
1-500MΩ: ±5%reading 2-1000MΩ: 5%±reading  

±0.7%of scale length at other measuring ranges  

 

    

○AC 전압 측정에 있어 주의 사항   

측정전압    0~600V AC  

확  도    지시값의 ±3%  

    

 ○ 소비전류      ● 기 시: 약 80mA  

                    측정 시: 최  약 250mA  

 ○ 환경조건      ●정밀도보증온습도범위: 23±5℃ 85%이하  

                    동작온습도범위: 0℃~40℃ 85%이하  

                    보존온습도범위: -20℃~60℃ 75%이하  

                     (전지는 별도 지정)  

 ○ 본체 치수     ●90(L)×137(W)×40(D)mm  

 ○ 중량          ●약 330g  

 ○ 전원          ●내장전지  

                    AC. 100V (충전기 MODEL-8075 사용)  

                    자채 배터리 (배터리코드 MODEL-7083 사용)  

 

 



                   (5)사이클 수명  

                      적당한 충전, 방전조건 및 보존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약 500 번이상입니다. 

만충전 후에 사용회수가 현저하게 줄어들 경우는 전지 수명이 끝난 

것입니다. [8. 전지 교환]을 참조해주십시오.     

 ○ 부속품       ● MODEL-7025 코드----------------------- --------- 1 셋  

                   테스터 리드 가방-------- --------------------------- 1 셋  

                   가방 연결 끈 -------------------------------------- 1 셋  

                   전지: R6 전지-------------------------------------- 4 개  

                   취급 설명서 --------------------------------------- 1 부    

      

3. 전지의 교환방법  

 

본체를 휴 용 케이스에서 꺼내서 뒷면의 마이너스(-)나사를 풀고 전지덮개를 때고 전지를 

교환해 주십시오.  

영하로 사용할 경우는 알칼리전지를 사용해 주십시오.  

보통 망간전지는 영하에서의 성능은 떨어집니다. (방적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사에 있는 

고무와샤 및 덮개 밖에 들어가 있는 팍킹은 떼지 마십시오.  

 

 당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할 때도 있으니 이해해주십시오.    

 

4.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 

  ● 본 기기는 기능 스위치에 의해 전원이 들어가 측정 스위치를 누르면 고전압이

출력됩니다.  

  ●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반드시 기능 스위치를 OFF 로 설정해 측정 스위치가 연속측정

상태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해주십시오.  

 

4-1. 메타 영위조정  

기능 스위치가 OFF 상태에서 메타 영조정기를 드라이버 등으로 돌려 지침을 ∞눈금의 중앙에 

올바르게 맞춥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