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테스트, 지금 인쇄

MDX-300 시리즈
배터리 컨덕턴스 및 
전기 시스템 테스터

내장 프린터를 갖춘 Midtronics MDX-300 시리즈를 통해 
이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욱 간편하게 배터리 및 
전기 시스템의 현 상태를 확인하고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MDX-325P 및 MDX-335P 플랫폼은 열, 스파크, 또는 
사용자의 해석이 필요 없이 수 초 내에 배터리 또는 
시스템을 빠르고, 간편하고, 정확하게 테스트합니다. 그 
결과는 인쇄되어 고객이 즉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형 
유지보수 루틴 및 고객 서비스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은 컨덕턴스 기술과 오랜 시간 입증된 
신뢰성을 가진 Midtronics 테스터는 전세계 자동차 딜러 및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보증 테스트 및 예방형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입니다.

•	 고객과 검토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내장 

프린터

•	 사용자 정의 헤더 인쇄

•	 자동차 및 경트럭을 위한 12볼트 배터리 및 전기 시스템 

테스트

•	 시동 및 충전 시스템 전압 테스트 및 결과 표시

•	 100~900	CCA	배터리 테스트

•	 불량 셀 검출

•	 반대 극성 보호

•	 1볼트까지 방전된 배터리 테스트

•	 복수의 정격 시스템 호환 가능(CCA,	DIN,	EN,	IEC,	SAE)
•	 복수의 배터리 방식 테스트: 일반 전해액,	AGM	및	GEL
•	 19개 언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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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X-325P
프로액티브 배터리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초기 수준의 배터리 컨덕턴스 
테스터이며 더욱 정확한 테스트 결과를 
통해 고객 서비스 품질 및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	 MDX-335P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터리 컨덕턴스 
및 전기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차량 고장의 상위 
3개 원인을 테스트합니다. 더욱 정확한 
테스트와 더 좋아진 고객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배터리 및 로터리 전기 
제품의 판매 매출이 증가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MDX-300 시리즈  
배터리 컨덕턴스 및 전기 시스템 테스터

사양:

모델:

•	 MDX-300	시리즈

디스플레이:

•	 LCD	텍스트 디스플레이

온도 보상:

•	 테스터 요청

작동 온도:

•	 0˚C	~	50˚C	/	32˚F	~	120˚F	

테스트 범위:

•	 100-900	CCA	
•	 100-550	DIN
•	 100-900	EN
•	 100-550	IEC
•	 100-900	SAE

내장 프린터:

•	 테스트되는 배터리의 전원 공급

전압 범위:

•	 1볼트까지 떨어진 12볼트 배터리  

 테스트

케이블 길이:

•	 533,4	mm		/	21인치

전원 요건:

•	 테스트되는 배터리 또는  
	 9볼트 배터리 전원 사용

전압계:

•	 0.9-16	Vdc,	+/-	0,05	Vdc

언어:

•	 19개 언어

하우징 재료:

•	 항산성	ABS 플라스틱

치수:

•	 230	mm	x	102	mm	x	65	mm
•	 9인치	x	4인치	x	2.5인치

무게:

•	 499	g	/	1.16	lb

MDX-300 시리즈 
프린터 내장형

기능 MDX-325P MDX-335P
AGM	및	GEL	배터리 테스트	 •	 •
배터리 진단	SOH(State-of-Health)	 •	 •
온도 보상	 •	 •
시동 및 발전기 테스트	 •	 •
서보 기술	 	 •
전압계 모드(시작 및 메뉴)	 	 •
작업장 주소(인쇄물에)	 	 •
표면 전하 제거 절차	 	 •

Midtronics 인도 
인도 뭄바이  
전화:	 +91.989	237	6661

www.midtronics.com

본사 
미국 일리노이주 윌로우부룩 
전화:		 1.630.323.2800

캐나다 문의처 
수신자 부담 전화:		1.866.592.8053

유럽 판매 
Midtronics b.v.
유럽 본사

네덜란드	IJsselstein		
유럽, 아프리카, 중동 및  
네덜란드 지역 
전화:		 +31	306	868	150

Midtronics 중국 사무소 
중국 사업부   
중국 쉔첸 
전화:		 +86	755	8202	2037

아시아/태평양(중국 제외) 
본사 연락처 
전화:	 +1.630.323.2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