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7010A Insulation Multimeters

INSTRUCTION MANUAL 사용설명서

【1】안전표시 및 규정
“경고”: 매우 중요한 안전 지시로 신체적 손상이나 제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여 안전한 측정을
하십시오.
 이중절연
직류 (DC)
~ 교류 ((AC)
접지
전기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① 사용설명서에서 지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② 리드 또는 테스터기가 고장인 경우 수리 후 사용하십시오.
③ 후면케이스를 열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기적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측정하시기 전에 기능선택스위치의 위치, 리드의 위치, 측정 범위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⑤ 교류 36V, 직류 50V 이상의 측정에서는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⑥ 건전지 경고 표시가 나타나면 즉시 새 건전지로 교환하여 주십시오.
⑦ 저항, 도통시험, 절연저항의 측정시에는 반드시 측정전에 측정할 물체의 전원을 차단, 콘덴서 방전 후 측정합니다.
⑧ 가연성 환경 및 위험한 가스 주위에서는 절연저항 측정을 하지 마십시오.
⑨ 최대치를 초과하여 측정하지 마십시오.
⑩ 측정중 기능선택스위치를 옮기지 마십시오. 기기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⑪ 측정중 테스트리드의 핀이나 측정하는 전자회로에 손이 대이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⑫ 휴즈(0.5A/250V) 또는 보호 부품을 교환할 경우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⑬ 도통시험으로 리드 단선유무를 점검 후 측정하십시오.
⑭ 건전지 교체를 위해서 건전지 커버를 열때는 리드를 반드시 제거하시고, 기능선택스위치를 OFF상태에 두십시오.
⑮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건전지를 제거 하십시오.
⑯ 정확도와 안전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의 교정검사를 받으십시오.

【2】일반사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표시화면 : 4000 카운트
레인지 : 자동레인지
데이터 홀드기능(DH)
빽라이트기능(BL)
자동전원잠금(Auto Power off) : 멀티메타 기능에서 마지막 사용 후 15분 뒤. (절연저항 측정 레인지 제외)
샘플링 : 2회/초
초과 범위 표시 : "OL" 표시
최저 절연저항 범위 이하 표시 : “Err" 표시
저전압 경고 표시 : 규정이하일 때 “
" 표시
작동온도 : 0 ~ 40℃ (상대습도 75% 이하)
보관온도 : -10℃ ~ 60℃ (상대습도 80% 이하)
건전지 규격 : AA, R6 (1.5V) × 6pcs 알카라인
규격 / 무게 : 156(W) × 64(H) × 170(D)mm / 약 660g(배터리 포함)
부속품 : 테스터리드, 휴대용케이스, 사용설명서

【3】측정사양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18°C ~ 28°C의 범위에서 측정(최대 75%RH)

3-1. DC VOLTAGE (

)

레인지
400mV
4V
40V
400V
1000V

정확도

분해능

±(1%±5dgt)

0.1mV
1mV
10mV
100mV
1V

입력 임피던스 : 400mV 레인지 에서는 1000MΩ 이상
4V/40V/400V1000V 레인지 에서는 10MΩ 이상
최대 입력 전압 : DC peak value 1000V.

3-2. AC VOLTAGE (
레인지
4V
40V
400V
700V

)
정확도

분해능

±(1%±5dgt)

1mV
10mV
100mV
1V

입력 주파수 범위 : 40Hz에서 400Hz까지 ( 400V~700V 40Hz에서 100Hz까지 )
최대 입력 전압 : AC peak value 770V.

3-3. DC CURRENT (

mA )

레인지

정확도

분해능

40mA
400mA

±(1.5%±8dgt)

10mA
100mA

레인지

정확도

분해능

40mA
400mA

±(2%±8dgt)

10mA
100mA

정확도

분해능

과부하 보호 : 0.5A/250V fuse.

3-4. AC CURRENT ( ~mA )

과부하 보호 : 0.5A/250V fuse.

3-5. OHMS ( Ω )
레인지
400Ω
4KΩ
40KΩ
400KΩ
4MΩ
40MΩ

±(2%±8dgt)

0.1Ω
1Ω
10Ω
100Ω
1KΩ
10KΩ

정확도

분해능

±(5%±5dgt)

10pF
100pF
1nF
10nF

±(1.5%±5dgt)

과부하 보호: 250V RMS

3-6. CAPACITANCE ( CAP )
레인지
40nF
400nF
4㎌
40㎌
과부하 보호 : 250V RMS

참고 : 측정시 대략 10초 정도의 측정시간이 소요됩니다.

3-7. FREQUENCY ( Hz )
레인지
40Hz
400Hz
4KHz
40KHz
400KHz
4MHz

정확도

분해능

±(0.5%±3dgt)

0.01Hz
0.1Hz
1Hz
10Hz
100Hz
1KHz

과부하 보호 : 250V RMS
참고 : AC전압이 50V 이상 일 경우,
기능선택스위치를

(ACV) 레인지의 Hz에서 측정합니다.

(ACV) 선택한 후 "SELECT버턴" 을 눌러 Hz 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8. CONTINUITY & DIODE TEST
도통시험 (

)

다이오드 테스트 (

Open voltage : 약 0.5V
)

Test current : 약 0.5mA

Buzzer sound : 약 50± 20Ω
Test voltage : 약 1.7V

3-9. 절연저항 ( ㏁ )
1) 사양
정격전압

측정범위

정확도

250V
500V

0.25MΩ ~400MΩ
0.5MΩ ~4GΩ(4000MΩ)

0.2MΩ ~ 200MΩ (±3%±5dgt)
200MΩ ~ 4GΩ (±5%±5dgt)

1000V

1.5MΩ ~40GΩ

4GΩ ~ 40GΩ (±10%±5dgt)

2) 표시범위
레인지
250V
500V
1000V

표시범위

분해능

4M/40M/400MΩ
4M/40M/400M/4GΩ(4000MΩ)
4M/400M/4GΩ/40GΩ

1K/10K/100KΩ
1K/10K/100K/1MΩ
10K/100K/1M/10MΩ

3) 측정단자의 특성
측정전압의

레인지

최소측정 절연저항값

허용범위

250V
500V
1000V

정격전압의
90%~110%

단락전류

0.25MΩ(0.2MΩ이하일때 Err이 표시됩니다)
0.5MΩ(0.4MΩ이하일때 Err이 표시됩니다)
1.5MΩ(1MΩ이하일때 Err이 표시됩니다)

1.5mA 이상

레인지

최대 표시 범위

초과값

250V
500V
1000V

400MΩ
4GΩ(4000MΩ)
40GΩ

OL 표시
OL 표시
OL 표시

※ Err : 최저 절연저항범위 이하일 때 표시 / 단락되었을 때 표시
OL : 최대 표시값을 초과한 지시값

【4】각부명칭

⑦ ⑧ ⑨ ⑩

⑥

④

⑤
②

③

①

① 기능선택스위치 : 측정하고자하는 기능을 선택하거나 전원을 끕니다.
② TEST/STOP 버턴 : 절연저항 측정 위치에서 버턴을 길게 누르면 측정용 고압이 발생되며, ㏁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RANGE 버턴 : 멀티미터에서 사용되며, 이 버턴을 누르면 수동모드로 전환됩니다. 다시 이 버턴을
눌러 소수점을 원하는 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2초 이상 길게 누르면 원래의
자동모드로 전환됩니다.
③ SELECT 버턴 : •절연저항 측정시 - 절연저항의 연속측정시간을 설정하기위해 사용됩니다.
( 1min(분), 2min(분),10min(분) )
•멀티메터 측정시 - 일반측정 레인지에서 이 버턴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모드가
전환됩니다.
(1. Ω →

→

2.

→ Hz

3.

mA

→ ~mA)

④ DH/BL 버턴 : 한번 누르면 Hold마크가 나타나면서 현재의 표시된 값을 고정시키고(Data Hold), 한번
(Data Hold) 더 누르면 원래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 버턴을 2초 이상 길게 누르면
(Back Light) 빽라이트(Back Light)가 on/off 됩니다.
⑤ ㏁LED : 절연저항 측정시 “TEST/STOP버턴”을 길게 누르면 고전압이 발생되면서 LED가 점등됩니다.(고압점등표시)
⑥ LCD 화면표시
⑦ L(Line) 단자 : 절연저항 측정단자
⑧ V/Ω/㎃/㎐/CAP 단자 : AC/DC전압, 저항, mA, 도통체크, 다이오드, Hz, CAP 측정시 사용
⑨ COM 단자 : 절연저항 측정 이외의 멀티미터 기능에서 공통입력단자
⑩ E(Earth) 단자 : 절연저항 측정단자

4-1. 표시화면
③

④
① 8888 : 절연저항 테스트 전압값 표시

⑤

② -8888 : 다양한 기능의 측정값 표시

①

③

: 저전압 경고 표시

④ min : 절연저항의 측정시간 설정 표시(분)
⑤ HOLD : HOLD동작 표시

②

◊ Auto Power Off - 자동전원 차단 기능
본 기기는 자동전원차단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능스위치를 변경하거나, 버턴을 누른 후 15분이 경과하면
실행됩니다. 기능선택스위치를 OFF 위치에서 다시 전원을 켜면 동작됩니다.
절연저항측정레인지에서는 “AUTO POWER OFF”가 동작되지 않습니다. ★밧데리 소모가 많으니 절연저항을
측정하신 후에는 기능선택스위치를 반드시 OFF위치에 두십시오.★

【5】측정방법
5-1. ACV, DCV 측정 (

,

)

최대입력(AC700V, DC1000V) 전압이상 측정하지 마십시오.
l 기능선택스위치를 바꿀 때는 반드시 리드를 회로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변경하십시오.
l 측정하실 때는 테스트리드 안전손잡이 뒷부분을 잡고 측정하십시오.
① 기능선택스위치를
(ACV) 또는
(DCV)로 선택합니다.
② 화면의 상단에
(ACV) 또는
(DCV)가 표시됩니다.
③ 흑색테스트리드는 "COM"단자에, 적색테스트리드는 "V/Ω/㎃/Hz/CAP"에 연결합니다.
④ 리드를 측정할 회로에 연결합니다.
⑤ 화면에 수치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참고 : ACV 700V 이상, DCV 1000V 이상 일때 “OL” 로 표시된다.

5-2. OHM / BUZZER / DIODE 측정 ( Ω

)

측정 전 반드시 측정할 회로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① 기능선택스위치를 “Ω
”로 선택합니다.
② “SELECT버턴"을 눌러 측정하고자하는 기능으로 전환합니다.
③ 흑색테스트리드는 "COM"단자에, 적색테스트리드는 "V/Ω/㎃/Hz/CAP"에 연결합니다.
④ 반드시 측정할 회로의 전원을 끕니다.
⑤ 리드를 측정할 회로나 부품에 연결합니다.
⑥ 화면에 수치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참고 : 다이오드 측정 시 역방향으로 측정하거나 끊어진 경우 “OL” 로 표시됩니다.

5-3. CAPACITANCE 측정 ( CAP )
측정 전 반드시 Capacitor가 방전된 후에 측정해야 합니다.
① 기능선택스위치를 “CAP”로 선택합니다.
② 화면의 우측에 nF가 표시됩니다.
③ 흑색테스트리드는 "COM"단자에, 적색테스트리드는 "V/Ω/㎃/Hz/CAP"에 연결합니다.
④ 리드를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에 연결합니다.
⑤ 화면에 수치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참고 : 측정시 대략 10초 정도의 측정시간이 소요됩니다.

5-4. Hz 측정 (교류회로의 주파수측정)
최대 허용 입력치(AC50V)이상의 전원을 입력하지 마십시오.
① 기능선택스위치를 “Hz”로 선택합니다.
② 화면의 우측에 Hz가 표시됩니다.
③ 흑색테스트리드는 "COM"단자에, 적색테스트리드는 "V/Ω/㎃/Hz/CAP"에 연결합니다.
④ 리드를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에 연결합니다.
⑤ 화면에 수치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최대 허용 입력치(AC250V)이상의 전원을 입력하지 마십시오.
① 기능선택스위치를 “
(ACV)”로 선택합니다.
② "SELECT버턴"을 눌러 “Hz”로 선택합니다.
③ 화면의 우측에 Hz가 표시됩니다.
④ 흑색테스트리드는 "COM"단자에, 적색테스트리드는 "V/Ω/㎃/Hz/CAP"에 연결합니다.
⑤ 리드를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에 연결합니다.
⑥ 화면에 수치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참고 : AC전압이 50V 이상 일 경우,

(ACV) 레인지의 Hz에서 측정합니다.

5-5. ㎃ 측정 (전류측정)
최대입력전류이상을 측정하지 마십시오.
① 기능선택스위치를 "㎃”로 선택합니다.
② "SELECT버턴"을 눌러 ~mA(ACmA) 또는
mA(DCmA)를 선택합니다
③ 화면의 상단에 ~mA(ACmA) 또는 “ mA(DCmA)가 표시됩니다.
④ 흑색테스트리드는 "COM"단자에, 적색테스트리드는 "V/Ω/㎃/Hz/CAP"에 연결합니다.
⑤ 테스트리드를 측정할 회로나 부하에 직렬로 연결합니다.
 절대로 40mA 이상의 전류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측정중에는 측정물이나 테스트핀에는 절대로 접촉하지 마십시오.

5-6. 절연저항 측정 (MΩ)
절연저항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측정될 회로의 전원이 꺼져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연저항측정레인지에서는 “AUTO POWER OFF”가 동작되지 않습니다. 절연저항을 측정하신 후에는
기능선택스위치를 반드시 OFF위치에 두십시오.
① 기능선택스위치를 희망하는 테스트 전압레인지에 두십시오.
② 흑색테스트리드는 E(Earth)단자에, 적색테스트리드는 "L(Line)단자"에 연결하고 측정될 회로에 접속합니다.
③ “TEST/STOP버턴"을 누른 상태에서 "㏁ LED"가 발광하며 테스트전압이 흘러 측정값이 표시화면에 지시됩니다.
④ “TEST/STOP버턴"을 놓으면 "㏁ LED"의 빛이 사라지며 표시화면에는 "OL"이 지시됩니다.
⑤ 연속측정을 하실 때에는 "SELECT버턴"에서 시간(1min, 2min, 10min)을 선택한 후 “TEST/STOP버턴"을
누르십시오.("㏁ LED"가 계속 발광상태)
만일, 선택한 시간이 다되면 경보음과 함께 화면 우측상단에 “HOLD”가 표시되고, "㏁ LED"의 빛이
사라지며 테스트 전압이 흐르지 않습니다.
⑥ SELECT모드에서 측정 중 “TEST/STOP버턴"이나 "SELECT버턴"을 다시 누르면 "㏁ LED"의 빛이
사라지며 테스트 전압이 흐르지 않습니다.
참고 : 500V 레인지에서는 2㏁이하의 측정물 or 1000V 레인지에서는 5㏁이하의 측정물은 반드시
측정시간을 10초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고압이 발생된 후 테스트핀을 맞대지 마십시오. 불꽃이나 화재, 기기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6】유지 및 보수
6-1 건전지 및 휴즈의 교환
경고
l 측정 중에 후면 케이스를 분리하면 전기적인 충격을 입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측정을 중지한 후 분리하십시오.
l 케이스를 분리하기 전에 테스트리드를 회로로부터 분리하고, 기능선택스위치를 “OFF"에 두십시오.
l 휴즈를 교환할 때는 안전을 위하여 정격전압과 정격전류의 휴즈를 사용하여야만 합니다.(0.5A/250V)
l 건전지를 교환할 때는 극성에 주의하십시오.
① 기능선택스위치를 “OFF" 위치로 하고 리드를 분리합니다.
②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건전지커버 및 후면커버를 분리합니다.
③ 건전지나 휴즈를 새것으로 교환합니다.
④ 역순으로 건전지커버 및 후면커버를 부착합니다.

6-2 보관
l 청소할 때는 솔벤트나 시너, 알콜 등 화공품으로 세척하지 마시고, 부드럽고 마른 천 등으로 청소해 주십시오.
l 고열의 장소나 습기가 많은 곳, 진동이 심한 곳은 피하여 보관하십시오.

【7】고장시 수리 및 문의
7-1. 수리
사용중 고장이 생길 때는 수리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아래의 사항을 점검하십시오.
l 휴즈의 점검
l 건전지의 점검
수리를 위해 본사로 보내실 때는 운반 중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튼튼히 포장하여 주십시오.

7-2. 품질보증
이 제품의 품질 보증기간을 1년입니다. 사용 중 1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대리점이나 본사에서
무료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단, 사용자의 부주의나 자연재해 또는 사고에 의한 고장시에는 유료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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