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터리 수명 향상으로 더 오랜 시간 동안 테스트 지속 가능

키사이트코리아(대표이사 겸 사장 : 윤덕권)가 새롭게 

출시된 두 가지 휴대용 디지털 멀티미터를 선보였다. 

전기 및 산업 테스트 분야에 적용되는 측정 기능을 가

진 휴대형 디지털 멀티미터 U1280, U1240C는 수명 

시간이 향상된 배터리를 장착하여 더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U1280 시리즈 제품은 6만 카운트 디스플레이 분해

능과 오차범위 0.025%의 정확도를 지닌 키사이트에서 

가장 뛰어난 휴대용 모델이다. 이 4.5 디지트 휴대형 

DMM는 정확성, 정밀성, 반복성의 측면에서 전자제품 

생산 산업, 설치 및 유지 산업, 전기 테스트 산업에 있

는 엔지니어들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U1240C 시리즈 4 디지트 휴대형 디지털 멀티미터

는 1만 카운트 디스플레이 분해능과 오차범위 0.09% 

정확도를 지니고 있으며, 산업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

수 분야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측정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ZLOW나 고조파율 같은 특별한 기능 또한 가지

고 있다. ZLOW는 누전을 예방할 수 있는 낮은 임피던

스 모드를 제공한다. 고조파율 기능은 고조파의 존재 

여부를 알려준다.

키사이트 범용 전자 측정 부서의 이 후이신(Ee Huei 

Sin) 부사장은 향상된 배터리 수명 시간과 IP 67 등급

키사이트, 휴대형 디지털 멀티미터 출시

키사이트 휴대형 디지털 멀티미터
(왼쪽부터 U1240C, U1280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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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수하는 U1280, U1240C 시리즈 제품들은 튼튼하

고, 강력하며, 뛰어나다 라며, 이번 새로운 휴대형 디

지털 멀티미터로, 엔지니어들은 혹독한 전기 산업 환경

에서도 성능 테스트나 트러블슈팅을 능숙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U1280, U1240C 시리즈 제품들은 특히 현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이 휴대용 디지털 멀티미터 기기들은 

IP 67 등급을 준수하고, 수심 1미터까지의 방수와 방

진을 자랑하며, 3미터 높이에서 떨어져도 거뜬히 견딘

다. 더욱이 U1240C 시리즈는 CAT IV 600V와 CAT 

III 1000V를 준수하여 전기 측정 및 테스트 시의 안정

성을 향상시켰다. 위 두 제품군 모두 배터리 수명 시간

이 크게 늘었으며, U1280 시리즈는 800시간, U1240C

시리즈는 40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사용자

들은 더 오랜 시간 동안 테스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특히 배터리 사양의 향상은 제품 테스트

를 균일하고 오래도록 지속하고 싶어하는 엔지니어들

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엔지니어들은 핸드형 미터 로거(Handheld Meter 

Logger)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보다 향상된 데이터 로깅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www.key sight.

com/find/hhmeterlogge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사용자들은 테이블 포맷이나 트렌드 플

롯에서 바로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버튼을 눌러 설정한 

기록을 불러들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들은 로

그된 데이터를 바꿔 다양한 보고서 포맷을 작성할 수 

있다. 보다 편안한 테스트를 원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서 테스트가 제한될 때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U1280, U1240C 시리즈 모드 키사이트의 원격 링크 

솔루션과 호환되어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에 대하여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NYSE:KEYS)는 글로벌 전자 테스트 및 측정 전문 기업이

며 시장의 리더로서, 혁신적인 무선 통신, 모듈형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키사이트는 설계, 개발, 제조, 설치 

및 운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자 측정 장비,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2015년 회계연도의 총 매출은 29억 달러에 달한다. 키사이트에 관한 보

다 자세한 내용은 www.keysigh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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