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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Fluke 8808A Digital Multimeter(이하 멀티미터)는 탁상형 기기, 현장 서비스,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설계된 5-1/2 디지트의 듀얼 디스플레이 멀티미터입니다. 
여러 측정 기능과 RS-232 원격 인터페이스를 갖춰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정밀 수동 
측정 및 사용에 적합합니다. 멀티미터에는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운반용 손잡이가 
포함되어 있는데 탁상형 기기 작업을 위한 손잡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미터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기능입니다. 
• 입력 신호의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표시(예: 한 디스플레이에는 AC 전압을 

표시하고 다른 디스플레이에는 주파수를 표시)할 수 있는 듀얼 진공 형광 
디스플레이 

• 5-1/2 디지트 분해능 
• True RMS AC 
• 2 선 및 4 선 저항 또는 특허를 받은 2x4 선 저항 측정 기술 
• 200mV~1000Vdc 범위(1μV 감도) 
• 200mV~750Vac RMS(1μV 감도) 
• 200Ω~100MΩ(1mΩ 감도) 
• 200μA~10Adc(1nA 감도) 
• 20mA~10Aac(100nA 감도) 
• 20Hz~1MHz 의 주파수 측정 
• 연속성 및 다이오드 테스트 
• 2.5, 20, 100 개 샘플/초의 측정 속도(각각 느림, 보통, 빠름) 
• 저장된 설정에 대한 신호 키 액세스를 위한 앞면 패널 설정 키 
• 측정값이 정의된 제한값 내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비교 모드 
• RS-232 인터페이스를 통한 원격 작동 
• 종결된 교정(내부 교정 조절 없음) 

설명서 세트 
이 멀티미터의 설명서 세트는 시작하기 설명서 인쇄본과 CD-ROM 의 사용자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 설명서에는 기본적인 시작하기 정보, Fluke 
연락 방법, 포장 풀기 및 일반 사양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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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에 대한 정보 
이 설명서에는 새로운 사용자가 멀티미터를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다음과 같은 장으로 구성됩니다. 

1 장 “개요 및 사양” 에서는 멀티미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표준 및 옵션 
액세서리와 사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장 “멀티미터 작동 준비” 에서는 멀티미터의 선 전압 설정, 멀티미터를 
전원에 연결 및 멀티미터 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장 “멀티미터 앞면 패널 작업” 에서는 멀티미터 앞면 패널 사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 장 “애플리케이션” 에서는 멀티미터를 사용한 전기 측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장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멀티미터 작동” 에서는 멀티미터 뒷면 
패널의 RS-232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멀티미터를 설정, 구성 및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부록 

안전 정보 
이 절에서는 안전 고려 사항과 기기 또는 설명서에 나타날 수 있는 기호에 대해 
설명합니다. 
경고 문구는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작업 방식을 나타냅니다. 
주의 문구는 멀티미터나 멀티미터에 연결된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조건 또는 
작업 방식을 나타냅니다. 

XW경고 
감전, 부상 또는 사망을 방지하려면 멀티미터를 설치, 사용 또는 
수리하기 전에 표 1-1 “안전 정보"의 정보를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일반 안전 요약 
이 기기는 유럽 표준 발행물 EN61010-1: 2001 및 미국/캐나다 표준 발행물 UL 
61010-1:2004 및 CAN/CSA-C22.2 No.61010.1:2004 에 따라 설계 및 
테스트되었습니다. 멀티미터는 안전한 상태를 공급되었습니다. 
이 설명서에는 기기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정보와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멀티미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표 1-1의 주의 사항을 읽고 그대로 
따라야 하며 특정 측정 기능과 관련하여 이 설명서에 설명된 모든 안전 지침 또는 
경고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를 다루는 작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일반적 
수준의 모든 안전 관행 및 절차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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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안전 정보 

XW 경고 
감전, 부상 또는 사망을 방지하려면 멀티미터를 사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읽어 보십시오. 

• 이 설명서에서 지정한 대로 멀티미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멀티미터의 보호 기능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습기가 있는 환경에서는 멀티미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용하기 전에 멀티미터를 점검하십시오. 손상된 것 같으면 멀티미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용하기 전에 테스트 리드를 점검하십시오. 절연재가 손상되었거나 금속이 노출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테스트 리드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멀티미터를 사용하기 전에 손상된 테스트 
리드를 교체합니다. 

• 사용 전후에 알려진 전압을 측정하여 멀티미터의 작동을 확인하십시오. 멀티미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보호 기능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멀티미터를 수리하십시오. 

• 안전 보호 기능이 훼손된 것으로 보일 때마다 멀티미터가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하여 원치 않는 
작동을 방지합니다. 

• 적격한 자격을 갖춘 서비스 기술자를 통해서만 멀티미터를 수리하십시오. 
• 멀티미터에 표시된 정격 전압을 초과하는 전압을 단자 사이 또는 단자와 대지 접지 사이에 

가하지 마십시오. 
• 항상 작업하고 있는 국가 또는 위치의 콘센트 및 전압에 적합한 전원 코드 및 커넥터를 

사용하십시오. 
• 멀티미터 케이스를 열기 전에 멀티미터에서 테스트 리드를 분리합니다. 
• 기본 전원에서 먼저 테스트 리드를 분리하기 전에 덮개를 분리하거나 멀티미터의 케이스를 열지 

마십시오. 
• 커버가 벗겨진 상태나 케이스가 열린 상태에서 멀티미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30 V ac rms, 42V ac peak 또는 42 V dc 이상의 전압에서 작업할 때에는 주의하십시오. 감전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 교체 시에는 설명서에 나온 퓨즈를 사용하십시오. 
• 측정에 적합한 단자, 기능 및 범위를 사용하십시오. 
• 멀티미터를 폭발성 가스, 증기 또는 먼지 주변에서 작동하지 마십시오. 
• 프로브를 사용할 때는 손가락 보호대를 착용하십시오. 
• 전기를 연결할 때는 작동 중인 테스트 리드를 연결하기 전에 공용 테스트 리드를 연결하고, 

연결을 끊을 때는 작동 중인 테스트 리드를 먼저 분리한 후 공용 테스트 리드를 분리하십시오. 
• 저항, 연속성, 다이오드 또는 전기 용량을 테스트하기 전에 회로 전원을 차단하고 모든 고전압 

커패시터를 방전시키십시오. 
• 전류를 측정하기 전에 멀티미터의 퓨즈를 점검하고 회로에 멀티미터를 연결하기 전에 회로의 

전원을 끄십시오. 
• 멀티미터를 수리할 때는 지정된 교체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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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호 
표 1-2에는 멀티미터 또는 이 설명서에 나온 안전 및 전기 기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1-2. 안전 및 전기 기호 

기호 설명 기호 설명 

W 위험. 중요 정보. 설명서 참조  P 디스플레이 켜기/끄기 및 멀티미터 
재설정 

X 위험 전압. 30V DC 또는 AC 
PEAK 를 초과하는 전압 발생 가능 

J 대지 접지 

B AC(교류) E 정전 용량 

F DC(직류) G 다이오드 

D 
또는 

C 
AC 또는 DC(교류 또는 직류) I 퓨즈 

R 연속성 테스트 또는 연속성 신호음 Y 디지털 신호 

Y 잠재적 위험 전압 U 유지 보수 또는 수리 

T 이중 절연 < 재활용 

h 정전기 주의. 정전기 방전으로 
부품이 손상될 수 있음 

~ 
이 제품은 분류되지 않은 폐기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폐기에 
관해서는 Fluke 또는 관련 
재활용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AT II 
측정 범주 II 의 경우 저전압 기기에 
직접 연결된 회로에서 측정을 
수행함 

CAT I 
측정 범주 I 의 경우 주 전원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회로에서 측정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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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및 액세서리 
표 1-3에는 사용 가능한 옵션 및 액세서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1-3. 액세서리 

항목 모델/부품 번호 

 고급 테스트 리드 세트 TL71 

퓨즈, 0.25*1.25, 0.063A, 250V, 저속 163030 

퓨즈, 0.25*1.25, 0.125A, 250V, 저속 166488 

F1 - 퓨즈, 11A, 1000V, 고속, 0.406INX1.5IN, 벌크 803293 

F2 - 퓨즈, 440A, 1000V, 고속, 0.406INX1.375IN, 벌크 943121 

랙 장착 키트 8845A 및 8846A(단일)  Y8846S 

랙 장착 키트 8845A 및 8846A(듀얼) Y8846D 

RS-232 케이블(2m) RS43 

정밀 전자 프로브 세트 TL910 

2X4 와이어 Ω 1000V 테스트 리드 TL2X4W-PTII 

FlukeView 양식 기본 소프트웨어 FVF-SC5 

FlukeView 양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버전 FV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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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양 
전압 

100V 설정 ...........................................................  90V~110V 
120V 설정 ...........................................................  108V~132V 
220V 설정 ...........................................................  198V~242V 
240V 설정 ...........................................................  216V~264V 
주파수 .................................................................  47Hz~440Hz 
전력 소비............................................................. 15VA PEAK(평균 10W) 

치수 
높이..................................................................... 88mm(3.46 인치) 
너비..................................................................... 217mm(8.56 인치) 
깊이..................................................................... 297mm(11.7 인치) 
중량..................................................................... 2.1kg(4.6 파운드) 

디스플레이 
진공 형광 디스플레이, 세그먼트 

환경 
온도 

작동 시 ............................................................ 0°C~50°C 
보관 시 ............................................................ -40°C~70°C 
워밍업 시 ........................................................ 30 분~최대 시간 불확실 

상대 습도(비응축) 
작동 시 ............................................................ <90%(0°C~28°C) 

<75%(28°C~40°C) 
<45%(40°C~50°C) 

보관 시 ............................................................ -40°C~70°C <95% 
고도 

작동 시 ............................................................ 2,000m 
보관 시 ................................................................ 12,000m 
진동 시 ................................................................ MIL-PRF-28800F 3 등급 준수 

안전 
61010-1:2001, ANSI/ISA 61010-1 (S82.02.01):2004, UL 61010-1:2004, CAN/CSA C22.2 No. 61010.1:2004, CAT I 
1000V/CAT II 600 V 준수 

EMC 
IEC 61326-1:1997+A1:1998+A2:2000 을 준수하도록 설계됨 

트리거 
트리거 지연 ........................................................ 400ms 

외부 트리거 지연 ................................................. <2ms 

외부 트리거 지터 ................................................. <1ms 

트리거 입력 ......................................................... TTL 수준 

트리거 출력 ......................................................... 최대 5V 

수학 기능 
최소값/최대값, 상대, 홀드, 비교 및 dB 기능 

전기 
입력 보호............................................................. 1000V(모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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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범위............................................................. 10%(연속성 및 다이오드 테스트를 제외한 모든 기능의 최대 범위) 

원격 인터페이스 
RS-232C 

품질 보증 
1 년 

전기 사양 
사양은 5-½ 디지트 모드에서 최소 30 분의 워밍업 후에 유효합니다. 

DC 전압 사양 
최대 입력............................................................. 1000V(모든 범위) 

공통 모드 제거..................................................... 50Hz 또는 60Hz 에서 120dB ±0.1％(1kΩ 불균형) 

정규 모드 제거..................................................... 느린 속도에서 80dB  
A/D 비선형성....................................................... 범위의 15ppm 

입력 바이어스 전류.............................................. 25°C 에서 <30pA 

안정화 고려 사항 ................................................. 측정 안정화 시간은 소스 임피던스, 케이블 유전체 특성 및 입력 신호 
변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입력 특징 
분해능 

범위 최대 측정 단위 
(5-1/2 디지트) 느림 보통 빠름 

입력 임피던스 

200mV 199.999mV 1μV 10μV 10μV >10GΩ[1] 
2V 1.99999V 10μV 100μV 100μV >10GΩ[1] 
20V 19.9999V 100μV 1000μV 1000μV 10MΩ±1% 

200V 199.999V 1mV 10mV 10mV 10MΩ±1% 

1000V 1000.00V 10mV 100mV 100mV 10MΩ±1% 
주: 

[1] 일부 듀얼 디스플레이 측정 시에는 200mV 및 2V 범위의 입력 임피던스가 10M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도 

불확실성 [1] 

90 일 1 년 범위 

23°C ± 5°C 23°C ± 5°C 

온도 계수/°C  
외부 18–28°C  

200mV 0.01 + 0.003 0.015 + 0.004 0.0015 + 0.0005 
2V 0.01 + 0.002 0.015 + 0.003 0.001 + 0.0005 
20V 0.01 + 0.003 0.015 + 0.004 0.0020 + 0.0005 

200V 0.01 + 0.002 0.015 + 0.003 0.0015 + 0.0005 

1000V 0.01 + 0.002 0.015 + 0.003 0.0015 + 0.0005 

주: 

[1] 불확실성은 ±(판독값의 % + 범위의 %)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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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전압 사양 
AC 전압 사양은 범위의 5%를 초과하는 AC 사인파 신호용입니다. 범위의 1%~5%이고 50kHz 미만인 입력에 대해서는 
범위의 0.1%를 추가 오류로 추가하고, 50kHz~100kHz 의 입력에 대해서는 범위의 0.13%를 추가합니다. 

최대 입력............................................................. 750V RMS 또는 1000V PEAK 또는 8 x 107V-Hz 제품  

측정 방법............................................................. AC 결합 True-RMS. 모든 범위에서 입력의 AC 구성 요소를 최대 1000V 
DC 바이어스로 측정 

AC 필터 대역폭 ................................................... 20Hz–100kHz 

공통 모드 제거..................................................... 50Hz 또는 60Hz 에서 60dB(1kΩ 불균형) 

최대 파고 지수..................................................... 최대 측정 단위에서 3:1 

추가 파고 지수 오류(<100Hz).............................. 파고 지수 1-2, 최대 측정 단위의 0.05%  
파고 지수 2-3, 최대 측정 단위의 0.2% 
사인 곡선 이외의 신호에만 적용 

 
 

입력 특징 

분해능 
범위 최대 측정 단위 

(5-1/2 디지트) 
느림 보통 빠름 

입력 임피던스 

200mV 199.999mV 1μV 10μV 10μV 
2V 1.99999V 10μV 100μV 100μV 
20V 19.9999V 100μV 1000μV 1000μV 
200V 199.999V 1mV 10mV 10mV 
750V 750.00V 10mV 100mV 100mV 

1MΩ ±2% <100pf 씩 
분로됨 

정확도 
불확실성 [1] 

90 일 1 년 범위 주파수 
23°C ± 5°C 23°C ± 5°C 

온도 계수/°C 외부 
18–28°C 

200mV 20Hz - 45Hz 0.8 + 0.05 0.9 + 0.05 0.01 + 0.005 
 45Hz–20kHz 0.15 + 0.05 0.2 + 0.05 0.01 + 0.005 
 20kHz–50kHz 0.3 + 0.05 0.35 + 0.05 0.01 + 0.005 
 50kHz–100kHz 0.8 + 0.05 0.9 + 0.05 0.05 + 0.01 
2V 20Hz - 45Hz 0.8 + 0.05 0.9 + 0.05 0.01 + 0.005 
 45Hz–20kHz 0.15 + 0.05 0.2 + 0.05 0.01 + 0.005 
 20kHz–50kHz 0.3 + 0.05 0.35 + 0.05 0.01 + 0.005 
 50kHz–100kHz 0.8 + 0.05 0.9 + 0.05 0.05 + 0.01 
20V 20Hz-45Hz 0.8 + 0.05 0.9 + 0.05 0.01 + 0.005 
 45Hz–20kHz 0.15 + 0.05 0.2 + 0.05 0.01 + 0.005 
 20kHz–50kHz 0.3 + 0.05 0.35 + 0.05 0.01 + 0.005 
 50kHz–100kHz 0.8 + 0.05 0.9 + 0.05 0.05 + 0.01 
200V 20Hz - 45Hz 0.8 + 0.05 0.9 + 0.05 0.01 + 0.005 
 45Hz–20kHz 0.15 + 0.05 0.2 + 0.05 0.01 + 0.005 
 20kHz–50kHz 0.3 + 0.05 0.35 + 0.05 0.01 + 0.005 
 50kHz–100kHz 0.8 + 0.05 0.9 + 0.05 0.05 + 0.01 
750V 20Hz - 45Hz 0.8 + 0.05 0.9 + 0.05 0.01 + 0.005 
 45Hz–20kHz 0.15 + 0.05 0.2 + 0.05 0.01 + 0.005 
 20kHz–50kHz 0.3 + 0.05 0.35 + 0.05 0.01 + 0.005 
 50kHz–100kHz 0.8 + 0.05 0.9 + 0.05 0.05 + 0.01 

주: 

[1] 불확실성은 ±(판독값의 % + 범위의 %)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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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4 선 저항 기능 또는 REL 을 사용하는 2 선 저항에 대한 사양입니다. REL 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2 선 저항과 리드 
저항에 0.2Ω을 추가합니다. 

측정 방법............................................................. LO 입력에서 참조하는 전류 공급 
최대 리드 저항(4 선 Ω) ........................................ 리드당 범위의 10%(200Ω, 2kΩ 범위의 경우) 리드당 1kΩ(다른 모든 

범위의 경우) 
입력 보호............................................................. 1000V(모든 범위) 

입력 특징 

분해능 
범위 최대 측정 단위 

(5-1/2 디지트) 
느림 보통 빠름 

전류 공급 

200Ω 199.999Ω 0.001Ω 0.01Ω 0.01Ω 0.8mA 
2kΩ 1.99999kΩ 0.01Ω 0.1Ω 0.1Ω 0.8mA 

20kΩ 19.9999kΩ 0.1Ω 1Ω 1Ω 0.08mA 

200kΩ 199.999kΩ 1Ω 10Ω 10Ω 0.008mA 

2MΩ 1.99999MΩ 10Ω 100Ω 100Ω 0.9μA 

20MΩ 19.9999MΩ 100Ω 1kΩ 1kΩ 0.16μA 

100MΩ 100.000MΩ 1kΩ 10kΩ 10kΩ 0.16μA || 10MΩ 

정확도 

불확실성 [1] 

90 일 1 년 범위 

23°C ± 5°C 23°C ± 5°C 

온도 계수/°C 
외부 18–28°C  

200 Ω 0.02 + 0.004 0.03 + 0.004 0.003 + 0.0006 
2kΩ 0.015 + 0.002 0.02 + 0.003 0.003 + 0.0005 

20kΩ 0.015 + 0.002 0.02 + 0.003 0.003 + 0.0005 

200kΩ 0.015 + 0.002 0.02 + 0.003 0.003 + 0.0005 

2MΩ 0.03 + 0.003 0.04 + 0.004 0.004 + 0.0005 

20MΩ 0.2 + 0.003 0.25 + 0.003 0.01 + 0.0005 

100MΩ 1.5 + 0.004 1.75 + 0.004 0.2 + 0.0005 

주: 

[1] 불확실성은 ±(판독값의 % + 범위의 %)로 표시됩니다.  

DC 전류 
입력 보호 ............................................................ 도구로 액세스 가능한 11A/1000V 및 440mA/1000V 퓨즈 
저항 분로............................................................. 2A~10A 범위의 경우 0.01Ω  

20mA~200mA 의 경우 1Ω  
200μA~2mA 범위의 경우 5mV 미만의 버든 전압 

입력 특징 

분해능 
범위 최대 측정 단위 

(5-1/2 디지트) 
느림 보통 빠름 

버든 전압 
 

200μA 199.999μA 0.001μA 0.01μA 0.01μA <5mV 
2mA 1999.99μA 0.01μA 0.1μA 0.1μA <5mV 
20mA 19.9999mA 0.1μA 1μA 1μA <0.05V 

200mA 199.999mA 1μA 10μA 10μA <0.5V 

2A 1.99999A 10μA 100μA 100μA <0.1V 

10A 10.0000A 100μA 1mA 1mA <0.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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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불확실성 [1] 

90 일 1 년 범위 

23°C ± 5°C 23°C ± 5°C 

온도 계수/°C  
외부 18–28°C 

200μA 0.02 + 0.005 0.03 + 0.005 0.003 + 0.001 
2mA 0.015 + 0.005 0.02 + 0.005 0.002 + 0.001 
20mA 0.03 + 0.02 0.04 + 0.02 0.005 + 0.001 
200mA 0.02 + 0.005 0.03 + 0.008 0.005 + 0.001 
2A 0.05 + 0.02 0.08 + 0.02 0.008 + 0.001 
10A 0.18 + 0.01 0.2 + 0.01 0.008 + 0.001 

주: 

[1] 불확실성은 ±(판독값의 % + 범위의 %)로 표시됩니다. 

AC 전류 
다음 AC 전류 사양은 범위의 5%를 초과하는 진폭이 있는 사인 곡선 신호용입니다. 범위의 1%~5%인 입력에 대해서는 
범위의 0.1%를 추가 오류로 추가합니다. 

입력 보호............................................................. 도구로 액세스 가능한 11A/1000V 및 440mA/1000V 퓨즈 

측정 방법............................................................. AC 결합 True RMS 

저항 분로............................................................. 2A~10A 범위의 경우 0.01Ω  
20mA~200mA 범위의 경우 1Ω  

AC 필터 대역폭 ................................................... 20Hz–100kHz 

최대 파고 지수..................................................... 최대 측정 단위에서 3:1 

추가 파고 지수 오류(<100Hz).............................. 파고 지수 1-2, 최대 측정 단위의 0.05% 
파고 지수 2-3, 최대 측정 단위의 0.2% 
사인 곡선 이외의 신호에만 적용 

입력 특징 
분해능 

범위 최대 측정 단위 
(5-1/2 디지트) 느림 보통 빠름 

버든 전압 
 

20mA 19.9999mA 0.1μA 1μA 1μA <0.05V 

200mA 199.999mA 1μA 10μA 10μA <0.5V 

2A 1.99999A 10μA 100μA 100μA <0.1V 

10A 10.0000A 100μA 1mA 1mA <0.5V 

정확도 
불확실성 [1] 

90 일 1 년 범위 주파수 
23°C ± 5°C 23°C ± 5°C 

온도 계수/°C 
외부 18–28°C 

20mA 20Hz - 45Hz 1 + 0.05 1.25 + 0.06 0.015 + 0.005 
 45Hz-2kHz 0.25 + 0.05 0.3 + 0.06 0.015 + 0.005 
200mA 20Hz - 45Hz 0.8 + 0.05 1 + 0. 06 0.015 + 0.005 
 45Hz-2kHz 0.25 + 0.05 0.3 + 0.06 0.015 + 0.005 
2A 20Hz - 45Hz 1 + 0.05 1.25 + 0.06 0.015 + 0.005 
 45Hz-2kHz 0.25 + 0.05 0.3 + 0.06 0.015 + 0.005 
10A 20Hz - 45Hz 1 + 0.1 1.25 + 0.12 0.015 + 0.005 
 45Hz-2kHz 0.35 + 0.1 0.5 + 0.12 0.015 + 0.005 

주: 

[1] 불확실성은 ±(판독값의 % + 범위의 %)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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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게이트 시간 ......................................................... 131ms 

측정 방법............................................................. AC 전압 측정 기능을 사용하여 AC 결합 입력 

안정화 고려 사항 ................................................. DC 오프셋 전압 변경 후에 주파수를 측정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측정을 위해 최대 1 초 동안 입력 차단 RC 시간 
상수가 안정화되기를 기다립니다. 

측정 고려 사항..................................................... 측정 오류를 최소화하려면 저전압, 저주파수 신호를 측정할 때 외부 
노이즈로부터 입력을 보호합니다. 

정확도 
불확실성 

90 일 1 년 범위 주파수 
23°C ± 5°C 23°C ± 5°C 

온도 계수/°C 
외부 18–28°C 

20Hz–2kHz 0.01 + 0.002 0.01 + 0.003 0.002 + 0.001 
2kHz–20kHz 0.01 + 0.002 0.01 + 0.003 0.002 + 0.001 

20kHz–200kHz 0.01 + 0.002 0.01 + 0.003 0.002 + 0.001 
100mV-
750V[1,2] 

200kHz–1MHz 0.01 + 0.004 0.01 + 0.006 0.002 + 0.002 
주: 

[1]  입력 > 100mV 

[2] 8*107V Hz 로 제한됨 

연속성 
연속성 임계값...................................................... 20Ω 

테스트 전류 ......................................................... 1mA  

응답 시간............................................................. 100 개 샘플/초(신호음 울림) 

속도..................................................................... 빠름 

최대 판독값 ......................................................... 199.99Ω 
분해능 ................................................................. 0.01Ω  
 

다이오드 테스트 
응답 시간............................................................. 100 개 샘플/초(신호음 울림) 

속도..................................................................... 빠름  
최대 판독값 ......................................................... 1.9999V  
분해능 ................................................................. 0.1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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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장에서는 적절한 선간 전압을 선택한 후 선택한 선간 전압에 적절한 전원 코드를 
연결하고 멀티미터를 켜서 멀티미터의 작동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멀티미터의 적절한 보관, 운송 및 청소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멀티미터 포장 풀기 및 검사 
멀티미터를 완벽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재 선택에 최대한 신중을 
기울였습니다. 멀티미터가 운송 도중 과도하게 처리되었다면 배송 상자 외부가 
손상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상된 경우에는 운송업체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배송 상자와 포장재를 보관하십시오. 
배송 상자에서 멀티미터를 조심스럽게 꺼내 내용물 중 손상되거나 누락된 품목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멀티미터가 손상된 것 같거나 누락된 품목이 있으면 즉시 
운송업체와 Fluke 에 연락해 주십시오. 멀티미터를 반품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배송 상자와 포장재를 보관하십시오. 

Fluke 연락 방법 
액세서리를 주문하고, 작동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까운 Fluke 판매점이나 
서비스 센터를 알려면 다음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미국: 1-888-99-FLUKE(1-888-993-5853) 
캐나다: 1-800-36-FLUKE(1-800-363-5853) 
유럽: +31 402-675-200 
일본: +81-3-3434-0181 
싱가포르: +65-738-5655 
전세계: +1-425-446-5500 

또는 Fluke 의 다음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www.fluke.com. 
이 제품을 등록하려면 register.fluke.com을 방문하십시오. 

멀티미터 보관 및 운송 
멀티미터를 보관 또는 운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면 밀폐 주머니에 넣고 이 
주머니를 원래의 배송 상자 안에 있는 포장재에 딱 맞게 넣은 다음 포장을 봉합니다. 
원래의 배송 상자에는 일반적인 처리 과정을 감안한 충격 차단재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원래의 배송 상자를 사용하십시오. 원래의 배송 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멀티미터와 상자 사이의 공간을 충격흡수재로 채운 17.5 x 15.5 x 8.0 인치의 상자를 
사용하십시오. 
멀티미터를 보관하려면 상자를 덮개로 덮어 1 장의 “ 일반 사양”  절에 설명된 
보관 환경 사양에 맞는 장소에 둡니다.  

전력 고려 사항 
멀티미터는 전 세계의 다양한 전력 공급 표준에 따라 작동하며 전력을 공급할 선간 
전압에서 작동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멀티미터는 주문 당시 결정된 선간 
전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포장됩니다. 선택한 선간 전압이 멀티미터를 
연결할 전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멀티미터의 선간 전압 설정을 변경해야 하며 
전선 퓨즈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http://register.flu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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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간 전압 선택 
멀티미터는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입력 선간 전압에서 작동합니다. 선택한 선간 전압 
설정은 멀티미터의 뒷면 패널에 있는 전선 퓨즈 홀더 창에 표시됩니다.  

1. 전원 코드를 뺍니다. 
2. 소형 스크루 드라이버 날을 퓨즈 홀더 왼쪽의 좁은 홈에 넣고 홀더가 나올 

때까지 오른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림 2-1을 참조하십시오.  
3. 퓨즈 홀더에서 전압 선택 블록을 분리합니다. 
4. 원하는 정격 전압이 밖으로 나타날 때까지 선택 블록을 회전합니다. 
5. 선택 블록을 다시 퓨즈 홀더에 꽂습니다. 
6. 퓨즈 홀더를 다시 멀티미터에 장착하고 전원 코드를 다시 연결합니다. 

선간 전압 설정을 변경할 경우 정상 작동하려면 다른 전선 전원 퓨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퓨즈 교체 
멀티미터는 퓨즈 하나를 사용하여 전선 전원 입력을 보호하고 퓨즈 두 개를 
사용하여 전류 측정 입력을 보호합니다. 

전선 전원 퓨즈 
멀티미터에는 전원 공급 장치 옆에 전선 전원 퓨즈가 있습니다. 표 2-1은 네 가지 
선간 전압 선택 각각에 적합한 퓨즈를 나타냅니다. 전선 전원 퓨즈는 뒷면 패널에 
있습니다. 

1. 전원 코드를 뺍니다. 
2. 소형 스크루 드라이버 날을 퓨즈 홀더 왼쪽의 좁은 홈에 넣고 홀더가 나올 

때까지 오른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림 2-1을 참조하십시오.  
3. 퓨즈를 분리하고 선택한 전선 전원 전압에 적합한 정격 퓨즈로 교체합니다. 

표 2-1을 참조하십시오. 
4. 선택 블록을 다시 퓨즈 홀더에 꽂습니다. 

XW 경고 
감전이나 화재를 방지하려면 임시 조치용 퓨즈를 사용하거나 퓨즈 
홀더를 단락시키지 마십시오. 

표 2-1. 선간 전압과 퓨즈 정격 

선간 전압 선택 퓨즈 정격 

100/120 0.125A, 250V(지연형(Slow Blow)) 

220/240 0.063A, 250V(지연형(Slow B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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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ue20.eps 

그림 2-1. 전선 전원 퓨즈 교체 

전류 입력 퓨즈 
200mA 및 10A 입력은 사용자가 교체 가능한 퓨즈로 보호됩니다. 

• 200mA 입력은 최소 차단 용량이 440mA, 1000V(속단형(Fast Blow)), 
10,000A 인 정격 퓨즈(F2)로 보호됩니다. 

• 10A 입력은 최소 차단 용량이 11A, 1000V(속단형(Fast Blow)), 10,000A 인 
정격 퓨즈(F1)로 보호됩니다. 

XW 경고 
끊어진 퓨즈는 화재나 전기 불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동일한 정격 
퓨즈로 교체하십시오. 

전류 입력 퓨즈를 테스트하려면 
1. 멀티미터를 켜고 테스트 리드를 INPUT VZYR HI 단자에 꽂습니다. 
2. O을 누릅니다. 
3. V을 눌러 범위를 200Ω으로 설정합니다. mA 입력 퓨즈를 테스트하는 데 

200Ω, 2kΩ 및 20kΩ 범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테스트 리드의 다른 쪽 끝을 mA 단자에 꽂습니다. 퓨즈가 양호하면 

멀티미터에 <10 Ω이 표시됩니다. 퓨즈가 끊어졌으면 멀티미터에 0L이 
표시되어 오버로드를 나타냅니다.  

5. mA 단자에서 테스트 리드를 분리한 다음 10A 단자에 꽂습니다. 퓨즈가 
양호한 경우 멀티미터에 <2Ω이 표시됩니다. 퓨즈가 끊어진 경우 
멀티미터에 0L이 표시되어 오버로드를 나타냅니다. 

XW 경고 
감전을 방지하려면 멀티미터에서 전원 코드와 모든 테스트 리드를 
분리한 다음 전류 입력 퓨즈 덮개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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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입력 퓨즈를 교체하려면 
1. 전원 코드를 뽑아 멀티미터에서 전력을 제거합니다. 
2. 멀티미터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3. 멀티미터 아래쪽에 있는 퓨즈 점검구에 부착된 연결 나사를 풉니다. 그림 2-

2를 참조하십시오. 
4. 퓨즈 홀더에서 보호 덮개를 분리합니다. 덮개 뒤쪽 끝을 살짝 눌러 인쇄 

회로 기판에서 걸림을 풀면 됩니다. 덮개 뒤쪽 끝을 당겨 올려 퓨즈 
컴파트먼트에서 분리합니다. 

5. 결함 있는 퓨즈를 분리하고 적합한 정격 퓨즈로 교체합니다. 표 2-1을 
참조하십시오. 

6. 걸림쇠를 인쇄 회로 기판의 구멍에 맞추면서 퓨즈 위에서 보호 덮개를 눌러 
덮개를 원위치에 놓습니다. 걸림쇠가 인쇄 회로 기판에 걸릴 때까지 덮개를 
아래로 누릅니다. 

7. 퓨즈 점검구를 원위치에 놓고 연결 나사를 조입니다. 

F2
F1

 
ghp04.eps 

그림 2-2. 전류 입력 퓨즈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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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전원에 연결 
XW 경고 

감전 위험을 방지하려면 공장 출하 시 제공된 3-전도체 전선 전원 
코드를 적절하게 접지된 전기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2-전도체 
어댑터나 연장 코드는 보호 접지 연결을 차단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2-전도체 전원 코드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전원 코드를 
연결하거나 멀티미터를 작동하기 전에 보호 접지 전선을 접지 단자와 
대지 접지 사이에 연결해야 합니다. 

1. 선간 전압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선간 전압에 적합한 퓨즈가 장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전원 코드를 적절하게 접지된 3 구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Fluke 에서 사용 

가능한 전선 전원 코드 유형에 대해서는 그림 2-3을 참조하십시오. 전선 
전원 코드에 대한 설명은 표 2-2를 참조하십시오. 

LC-1 LC-2 LC-3 LC-4

LC-5 LC-6 LC-7

 
alh03.eps 

그림 2-3. Fluke 에서 사용 가능한 전선 전원 코드 유형 

표 2-2. Fluke 에서 사용 가능한 전선 전원 코드 유형 

유형 전압/전류 Fluke 모델 번호 

북미 120V/15A LC-1 

북미  240V/15A LC-2 

유럽 범용 220V/16A LC-3 

영국 240V/13A LC-4 

스위스 220V/10A LC-5 

호주 240V/10A LC-6 

남아프리카 240V/5A L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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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켜기 
1. 필요한 경우 멀티미터를 전선 전원에 연결합니다. 
2. 뒷면 패널에서 “I” 쪽을 눌러 전원 스위치를 전환합니다. 멀티미터가 켜지고 

모든 LCD 세그먼트가 짧게 점등됩니다. 

주 
전력 소비를 줄이려면 앞면 패널에서 P을 눌러 멀티미터를 대기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멀티미터의 전력이 
정상적으로 공급됩니다. 

손잡이 조절 
멀티미터의 손잡이는 조절 가능하여 두 가지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멀티미터를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쉽게 손잡이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손잡이를 조절하려면 정지 지점(각 면에서 1/4 인치 정도)으로 끝을 당긴 다음 그림 
2-4와 같이 네 가지 정지 위치 중 하나로 회전합니다. 
손잡이를 분리하려면 세로 정지 지점으로 조절한 다음 손잡이 끝을 끝까지 
당깁니다. 

1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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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손잡이 조절 및 분리 

멀티미터를 장비 랙에 장착 
멀티미터는 랙 장착 키트를 사용하여 표준 19 인치 랙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주문 
정보는 1 장의 "옵션 및 액세서리" 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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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터를 랙에 장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면 손잡이를 분리하고 앞뒤의 보호 
덮개를 분리합니다. 덮개를 분리하려면 모서리를 잡아당긴 다음 그림 2-5와 같이 
밀어서 뺍니다. 
멀티미터를 랙에 장착하려면 랙 장착 키트와 함께 제공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eue22.eps 

그림 2-5. 덮개 분리 

멀티미터 청소 
XW 경고 

멀티미터에서 감전이나 손상을 방지하려면 멀티미터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W 주의 
멀티미터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려면 멀티미터에 용제를 
도포하지 마십시오. 

멀티미터를 청소해야 할 경우 물 또는 순한 세제를 살짝 적신 천으로 닦아냅니다. 
멀티미터를 닦을 때 방향족 탄화수소, 알코올, 염소계 용제 또는 메탄올 기반 
액체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Fluke 45 에뮬레이션 
멀티미터를 Fluke 45 에뮬레이션으로 전환하려면 
S과 f을 2 초 동안 누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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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또는 V 을 눌러 F8808A 와 F45 사이를 스크롤합니다. 현재 선택한 모드는 
디스플레이에서 밝게 표시되고 다른 모드는 흐리게 표시됩니다. 
R를 눌러 모드를 설정하고 멀티미터를 다시 설정합니다. 

모든 디스플레이 세그먼트 점등 
모든 디스플레이 세그먼트를 점등시키려면 멀티미터 디스플레이를 끈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S를 누른 상태로 P을 눌러 멀티미터를 켭니다. 
디스플레이가 점등되면 단추를 놓습니다. 정상 측정 모드로 돌아가려면 S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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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멀티미터는 RS232 통신 인터페이스 또는 앞면 패널을 통해 명령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멀티미터의 앞면 패널에 위치한 
컨트롤과 표시기의 기능 및 용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RS232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멀티미터를 작동시키는 방법은 4 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앞면 패널에는 입력 단자(왼쪽), 듀얼 디스플레이(주 디스플레이 및 보조 
디스플레이) 및 키패드의 3 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앞면 패널 전체를 한눈에 
보려면 그림 3-1을 참조하고 앞면 패널 기능에 대한 설명은 표 3-1을 참조하십시오. 
앞면 패널에서는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주 디스플레이 및/또는 보조 디스플레이의 측정 기능(볼트 DC, 볼트 AC, 
전류 DC, 전류 AC, 저항, 주파수 및 다이오드/연속성 테스트) 선택 

• 측정 수행 및 판독값 표시 
• 수동 또는 자동 범위 지정 모드 선택 
• 수동으로 주 디스플레이의 측정 범위 선택 
• 멀티미터에서 상대 판독값,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표시하거나 주 

디스플레이에 판독값을 유지하도록 TouchHold® 기능을 선택하는 기능 수정 
옵션 선택 

• 측정 속도(느림, 보통, 빠름) 변경 
• 측정 수행 및 측정값과 허용 오차 범위 비교 
• 편집기를 사용하여 옵션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상대 기준을 입력하거나 

비교 모드의 높은(HI) 범위 또는 낮은(LO) 범위 입력 
• 컴퓨터 인터페이스(RS-232) 구성 
• RS-232 인터페이스를 통해 프린터 또는 터미널로 직접 측정값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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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앞면 패널 

표 3-1. 앞면 패널 기능 

번호 이름 설명 

A INPUT VZYR HI, LO  볼트, 2 선 및 4 선 Ω, Hz 측정에 사용하는 입력 단자. 모든 
측정에서 INPUT LO 단자를 공통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LO 
입력은 절연되어 있으므로 측정 유형에 상관없이 대지 접지를 
초과하여 최대 500V PEAK 까지 안전하게 플로팅할 수 
있습니다. 1000V DC 는 INPUT HI 단자와 LO 단자 사이의 최대 
전압 정격입니다. 

B SENSE 4WZ HI, LO  4 선 Ω 측정 감지 단자 

C C  판독값이 지정된 값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비교 기능 

D abcdef  테스트 구성을 최대 6 개까지 저장 및 검색하는 기능 

E CAL(안으로 들어간 단추) 멀티미터 교정 

F P  전력 절감을 위한 대기 모드 활성화/비활성화 

G Q  기능 단추의 보조 작업 활성화 

원격 모드 중에 앞면 패널 작동을 잠금 

H K  주 작업: 멀티미터 인쇄 모드 선택  

보조 작업: RS-232 통신 매개 변수(전송 속도, 패리티, 에코)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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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앞면 패널 기능(계속) 

번호 이름 설명 

I J  주 작업: 멀티미터의 측정 속도를 늦음, 보통 또는 빠름으로 
설정 

보조 작업: 측정 트리거를 위한 소스 선택 

J I  주 작업: 터치 홀드 기능 선택  

보조 작업: 터치 홀드 최소 응답 수준 설정 

K T  주 작업: 상대 기준과 입력 간의 차이를 표시하는 상대 판독값 
기능 선택 

보조 작업: 상대 기준 설정 

L W 주 작업: dB 측정 모드 선택 

보조 작업: dB 기준 임피던스 설정 

M N  측정된 최소 및 최대 입력 저장 

N  
F 
D 
A 
E 
B 
O 
G 

다음 측정 기능 선택: 

주파수 
DC 전압 
AC 전압 
DC 전류 
AC 전류 
저항(Ω) 
연속성/다이오드 테스트(전환) 

O R 수동 범위 지정 모드와 자동 범위 지정 모드 간에 전환 

U 및 V는 수동 범위 지정을 위해 범위를 늘리거나 
줄입니다 

P 10A 10A AC 및 DC 전류 측정용 입력 단자 

Q mA  200mA AC 및 DC 전류 측정용 입력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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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디스플레이 
멀티미터에는 5-1/2 디지트 진공 형광 듀얼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신호 표시기 및 표시기 전체를 한눈에 보려면 그림 3-2 및 표 3-2를 참조하십시오.  
듀얼 디스플레이는 주 디스플레이 및 보조 디스플레이로 구성되며 측정 판독값, 
신호 표시기 및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신호 표시기는 측정 단위 및 멀티미터의 작동 
구성을 나타냅니다. 
듀얼 디스플레이에서는 측정 중인 입력 신호의 2 가지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멀티미터는 이 두 가지 속성을 번갈아 표시합니다. 첫 번째 속성을 측정하여 한 
디스플레이에 표시한 다음 두 번째 속성을 측정하여 다른 디스플레이에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의 “멀티미터에서 듀얼 디스플레이를 측정하는 
방법”  절을 참조하십시오.) 
입력이 선택한 범위의 최대 측정 단위 값을 초과하면 멀티미터에서 0L을 표시하여 
오버로드를 나타냅니다.  

주 디스플레이 
주 디스플레이는 듀얼 디스플레이의 하단 부분을 차지하며 큰 디지트와 신호 
표시기로 구성됩니다. 주 디스플레이에는 상대 판독값(REL), 최소값 최대값(MIN 
MAX), 터치 홀드(HOLD), 데시벨(dB) 기능 수정 옵션을 사용한 측정값이 
표시됩니다. 

보조 디스플레이 
보조 디스플레이는 듀얼 디스플레이의 상단 부분을 차지하며 작은 디지트와 신호 
표시기로 구성됩니다. 
보조 디스플레이에서는 기능 수정 옵션인 REL, HOLD, MIN MAX, dB 및 수동 범위 
지정 모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보조 디스플레이는 자동 범위 지정 모드에 있거나, 
주 디스플레이와 보조 디스플레이의 기능이 같은 경우에 주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범위 지정 모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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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디스플레이 신호 표시기 및 표시기 

 



 장멀티미터 앞면 패널 작업 
 듀얼 디스플레이 3 

  3-7 

표 3-2. 디스플레이 신호 표시기 및 표시기  

번호 이름 설명 

A r  멀티미터가 원격 모드에 있음(원격으로 제어됨) 

B L  앞면 패널이 잠겨 있음 

C Ext Trig 멀티미터가 외부 트리거 모드에 있음 

D S  Q가 눌러져 있고 보조 기능이 선택됨 

E RELX  상대 판독값 기능 수정 옵션이 선택되어 있음 

F – 보조 디스플레이의 측정값이 음수임 

G H  터치 홀드 기능 수정 옵션이 선택되어 있음 

H M  최소값 최대값 기능 수정 옵션이 선택되어 있음 

I MAX 및 MIN  판독값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임 

J AC DC  보조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전압 형식 

K 2x4 선  선택된 저항 측정 방법(2 선 또는 4 선) 

L mV µmA kHz Mke  보조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측정 단위 

M R G  연속성 테스트 또는 다이오드 테스트가 선택되어 있음 

N mV µmA Mke kHz  주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측정 단위 

O AC DC  주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전압 형식 

P 느림, 보통, 빠름  선택된 측정 속도(느림, 보통, 빠름) 

Q –  주 디스플레이의 측정값이 음수임 

R 설정 8 신호 표시기 현재 선택되어 있는 구성 

S 인쇄  멀티미터가 RS-232 인쇄 전용 모드에 있음 

T *(별표) 각 멀티미터 샘플 주기에 대한 플래시 

U 자동 범위 지정 

  

멀티미터가 자동 범위 지정 모드에 있음 

V 수동 범위 지정 멀티미터가 수동 범위 지정 모드에 있음 

W CAL 오류  교정 시도가 실패함  

X Y  고전압이 감지됨 

전압이 30V DC 또는 AC RMS 를 초과할 경우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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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패널 
뒷면 패널 기능을 한눈에 보려면 그림 3-3 및 표 3-3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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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뒷면 패널 

표 3-3. 뒷면 패널 기능 

번호 이름 설명 

A 전선 전원 단자 전원 코드를 통해 멀티미터와 전원 연결 

B 전원 스위치 멀티미터의 전원을 켜고 끔 

C 퓨즈 홀더 및 전원 선간 전압 선택기 다음과 같은 퓨즈를 꽂을 수 있음 

1/8A 느린 퓨즈, 100/120VAC 

1/16A 느린 퓨즈, 220/240VAC 

다음과 같은 전선 전원 전압을 선택할 수 있음 

100Vac, 120Vac, 220Vac, 240Vac 

D RS-232 단자 RS-232 및 외부 트리거 단자. 멀티미터를 호스트, 직렬 
프린터 또는 터미널에 연결하고 외부 트리거 
인터페이스를 제공함 

E 접지 단자 접지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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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터 범위 조정 
R, U 및 V를 사용하여 범위 지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R 를 눌러 자동 
범위 지정 모드와 수동 범위 지정 모드 간에 전환합니다. 자동 범위 지정을 
선택하면 Auto Range 가 표시됩니다. 수동 범위 지정을 선택하면 Manual 
Range 가 표시됩니다.  
자동 범위 지정 모드에서는 판독값이 최대 측정 단위보다 클 때 멀티미터에서 그 
다음 최고 범위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더 높은 범위가 없다면 주 
디스플레이 또는 보조 디스플레이에 0L이 표시되어 오버로드를 나타냅니다. 
판독값이 낮은 범위의 최대 측정 단위의 95% 미만인 경우 멀티미터에서 더 낮은 
범위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자동 범위 지정 모드에서 U 또는 V를 누르면 모드가 수동 범위 지정 모드로 
변경됩니다. U를 누르면 그 다음 높은 범위가 있는 경우 해당 범위가 선택됩니다. 
V를 누르면 그 다음 낮은 범위가 선택됩니다.  
수동 범위 지정 모드에서는 모드에 들어갈 때 설정되어 있는 범위가 선택됩니다. 
멀티미터는 입력과 상관없이 선택한 범위로 유지됩니다. 수동 범위 지정은 주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판독값에 대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 디스플레이는 자동 
범위 지정 모드에 있거나, 주 디스플레이와 보조 디스플레이가 같은 기능으로 
설정된 경우에 주 디스플레이와 같은 범위를 사용합니다. 

측정 속도 선택 
멀티미터는 사용자가 선택한 3 가지 속도(느림, 보통, 빠름) 중 하나로 측정을 
수행합니다. 속도 선택을 통해 측정 속도를 최대화할 수 있으며, 이는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택한 속도는 주 디스플레이에 Slow, Medium 또는 
Fast 로 표시됩니다. 
J를 눌러 측정 속도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속도는 주파수를 제외한 모든 기본 
측정에 적용됩니다. 주파수를 측정할 때 초당 4 회 측정으로 속도가 고정됩니다. 
J를 눌러도 주파수 업데이트 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이오드 및 
연속성 테스트의 측정 속도는 항상 빠름입니다.  

측정 기능 선택 
측정 기능을 선택하려면 해당 기능 단추를 누릅니다(표 3-1 참조). 해당 신호 
표시기가 표시되어 선택된 기능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DC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 D. 를 누르면 DC 가 표시됩니다. 
AC + DC 전체 RMS 판독값을 선택하려면 A와 D를 동시에 2 초 넘게 누르거나 
B와 E를 동시에 2 초 넘게 누릅니다. 
기능 단추를 눌렀을 때 보조 디스플레이에 판독값이 표시되면 보조 디스플레이가 
꺼지고 해당 기능이 주 디스플레이에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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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측정 
멀티미터는 최대 1000V DC 및 750V AC 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W 주의 
멀티미터에 가해질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하려면 멀티미터의 입력 
커넥터에 테스트 리드가 제대로 연결되고 적절한 전압 기능이 선택될 
때까지 입력 커넥터에 전압을 가하지 마십시오. 

전압 측정을 수행하려면 
1. 그림 3-4와 같이 멀티미터와 테스트 중인 회로 사이에 테스트 리드를 

연결합니다. 
2. D를 눌러 DC 전압을 측정하거나 A를 눌러 AC 전압을 측정합니다. 

멀티미터가 자동 범위 지정 모드에서 적절한 범위를 선택합니다. 기능 및 
측정값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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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전압 및 주파수 측정  

주파수 측정 
멀티미터가 20Hz 와 1MHz 사이에서 AC 신호의 주파수를 측정합니다.  
주파수 측정을 수행하려면 

1. 그림 3-4와 같이 멀티미터와 테스트 중인 회로 사이에 테스트 리드를 
연결합니다. 

2. F를 눌러 AC 신호의 주파수를 측정합니다. 
기능 및 측정값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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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범위 지정 
주파수 측정 범위는 주파수 측정값이 항상 최대 분해능으로 표시되도록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수동으로 범위를 선택하려면 F를 눌러 주파수 기능을 선택한 다음 U 또는 
V를 눌러 수동으로 범위를 선택합니다. 수동 범위 지정은 주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판독값에 대해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주파수 범위를 선택하고 측정값이 해당 범위의 최대 측정 단위 값을 
초과하면 0L이 표시되어 오버로드를 나타냅니다. 주파수 범위 및 최대 측정 단위 
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 장의 “전기 사양”  절을 참조하십시오. 

저항 측정 
멀티미터에서 2 선 및 4 선 Ω 측정값을 제공합니다. O 을 눌러 2 선 및 4 선 Ω 측정 
모드 간에 전환합니다. 2 선 또는 2x4 선 저항 측정 시에는 멀티미터에 2*4 Wire 가 
표시되고 4 선 저항 측정 시에는 4 Wire 가 표시됩니다. 

2 선 저항 측정 
2 선 저항 측정을 수행하려면 

1. 그림 3-5과 같이 멀티미터와 테스트 중인 회로 사이에 테스트 리드를 
연결합니다. 

2. 필요한 경우 O 을 눌러 2 선 저항 측정 모드를 선택합니다. 2*4 Wire 가 
표시됩니다. 
기능 및 측정값이 표시됩니다. 

HI

LO

1000V
  750V

2W/4W

MAX

INPUT SENSE

HI

LO

4W

10AmA

200 mA
MAX 10A

  MAX

1000 V    CAT I
   600 V    CAT II

500 V pk

V

1V

300V

 
eue11.eps 

그림 3-5. 2 선 저항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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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 저항 측정 
멀티미터는 4 선 저항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합합니다. 기존 방식은 4 개의 
멀티미터 리드를 사용하여 측정할 저항에 멀티미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옵션인 
2X4 선 테스트 리드는 4 선 측정을 단순화하여 2 개의 테스트 리드를 멀티미터의 
Input HI 및 LO 커넥터에 꽂기만 하면 됩니다. 
4 개의 테스트 리드를 사용하여 4 선 저항 측정을 수행하려면 

1. 그림 3-6과 같이 멀티미터와 테스트 중인 회로 사이에 테스트 리드를 
연결합니다. 

2. 필요한 경우 O 을 눌러 4 선 저항 측정 모드를 선택합니다. 4 Wire 가 
표시됩니다. 
기능 및 측정값이 표시됩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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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4 선 저항 측정 

Fluke 의 2X4 테스트 리드를 사용하여 4 선 저항을 측정하려면 
1. 그림 3-7과 같이 멀티미터의 입력 커넥터에 테스트 리드를 연결합니다. 
2. N. 을 누르면 2*4 Wire 가 표시됩니다. 



 장멀티미터 앞면 패널 작업 
 측정 기능 선택 3 

  3-13 

HI

LO

1000V
  750V

2W/4W

MAX

INPUT SENSE

HI

LO

4W

10AmA

200 mA
MAX 10A

  MAX

1000 V    CAT I
   600 V    CAT II

500 V pk

V

1V

300V

 
ghp26.eps 

그림 3-7. 2x4 선 리드를 사용하여 4 선 Ω 을 측정하기 위한 입력 연결 

전류 측정 

W 주의 
전류 퓨즈의 단선이나 멀티미터의 손상을 방지하려면 테스트 리드가 
적합한 입력 단자에 제대로 장착될 때까지 테스트 중인 회로에 전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200mA 가 넘는 전류 측정 시에는 테스트 리드를 
10A 및 LO 단자에만 장착합니다.  

멀티미터에서는 AC 및 DC 전류를 최대 10A 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류 측정을 수행하려면 

1. 테스트 중인 회로의 전원을 끕니다. 
2. 멀티미터와 테스트 중인 회로 사이에 테스트 리드를 연결합니다.  
3. 회로 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10A 및 LO 단자를 사용하여 시작합니다. 
4. 측정값이 200mA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테스트 리드를 200mA 및 

LO 단자에만 연결하고 10A 단자에서는 모든 리드를 분리합니다. 그림 3-
8을 참조하십시오.  

5. 측정값이 200mA~10A 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테스트 리드를 10A 및 LO 
단자에만 연결합니다. 그림 3-9를 참조하십시오. 

6. B를 눌러 AC 전류를 측정하거나 E를 눌러 DC 전류를 측정합니다. 
7. 테스트 중인 회로에 전력을 가합니다.  

멀티미터가 자동 범위 지정 모드에서 적절한 범위를 선택합니다. 기능 및 
측정값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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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전류 측정 <200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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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전류 측정 200mA~10A 

자동 입력 단자 감지 
AC 및 DC 전류 측정 기능의 경우 멀티미터에서 mA 및 10A 입력 단자 사이의 신호 
입력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앞면 패널의 신호 표시기는 멀티미터가 mA 범위에 
있는지 또는 A 범위에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테스트 리드를 mA 입력 단자에 꽂는 경우 10A 단자에 테스트 리드가 없으면 
200µA~200mA 범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A 단자에 테스트 리드가 있으면 2A 
및 10A 범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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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오드/연속성 테스트 
G을 눌러 주 디스플레이의 연속성 기능과 다이오드 테스트 기능 간에 
전환합니다. 보조 디스플레이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연속성 테스트를 수행하려면 

1. 필요한 경우 G을 눌러 연속성 테스트 기능을 선택합니다. 
2. 그림 3-10과 같이 멀티미터와 테스트 중인 회로 사이에 테스트 리드를 

연결합니다. 
입력이 20Ω 미만인 경우 연속적인 신호음이 울립니다. 

다이오드 또는 트랜지스터 접합부 테스트를 수행하려면 
1. 필요한 경우 G을 눌러 다이오드 테스트 기능을 선택합니다. 
2. 그림 3-11과 같이 멀티미터와 다이오드 또는 트랜지스터 접합부 사이에 

테스트 리드를 연결합니다. 
반도체 접합부의 순방향 전압이 측정됩니다. 측정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판독값이 2V 범위로 표시됩니다. 입력이 +2V 를 넘는 경우 멀티미터에 0L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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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연속성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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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다이오드 테스트 

트리거된 측정 
멀티미터에는 측정 트리거 소스를 선택할 수 있는 트리거 기능이 있습니다. 트리거 
모드가 3 또는 5 로 설정된 경우 트리거 수신과 측정 시작 사이의 지연이 
400ms 입니다. 트리거 지연 응답 사양에 대해서는 1 장을 참조하십시오. 각 측정을 
완료하면 "측정 완료" 신호(로우 트루 펄스)가 뒷면 패널의 외부 트리거 단자로 
전송됩니다. 이 신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 장의 “전기 사양" 절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절에서는 멀티미터가 자동으로 내부 트리거를 사용하도록 트리거하거나 
외부적으로 앞면 패널의 트리거 키와 뒷면 패널의 트리거 단자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트리거 모드 설정 
다음과 같은 측정을 트리거할 수 있는 소스 5 가지가 있습니다.  

• 모드 1 은 자동입니다. 측정이 내부적으로 트리거되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구성에서 허용하는 정도의 빠르기로 발생합니다. 

• 모드 2 는 J를 사용하여 지연 없이 트리거됩니다. 
• 모드 3 은 J를 사용하여 지연이 있으면서 트리거됩니다. 
• 모드 4 는 외부 신호에 의해 지연 없이 트리거됩니다. 
• 모드 5 는 외부 신호에 의해 지연이 있으면서 트리거됩니다.  

트리거 소스를 선택하려면 
1. Q를 누른 다음 J를 누릅니다. 
2. U 또는 V를 눌러 트리거 모드를 선택합니다. 
3. 2 초 동안 R를 눌러 선택한 모드를 저장합니다. 

외부 트리거에 연결 
멀티미터에서는 다양한 작동 모드를 위한 2 가지 외부 트리거 연결 방법을 
제공합니다. 표 3-4에서는 TRIG/IO_RS232 커넥터의 배열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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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9 의 외부 TTL 신호는 측정 주기를 트리거합니다. 또는 외부 스위치를 통해 RS-
232 인터페이스의 핀 9 를 핀 1 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림 3-12를 참조하십시오. 
측정 주기는 스위치를 닫았을 때의 트리거이고 핀 1 의 +5V 가 핀 9 에 가해집니다. 
핀 9 에 가해진 신호의 상승 에지에서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표 3-4. RS-232 핀 배열 

1 2 3 4

6 7 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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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번호 설명 핀 번호 설명 

1 +5V 출력 2 RS-232 RXD 

3 RS-232 TXD 5 RS-232 GND 

6 트리거 출력 9 트리거 입력 

 
그림 3-12는 멀티미터를 트리거하는 외부 스위치로 +5V 출력(핀 1) 신호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ghp24.eps 

그림 3-12. 외부 트리거 회로 

기능 수정 옵션 선택 
이 절에서는 멀티미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수정 옵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능 
수정 옵션은 판독값이 표시되기 전에 멀티미터에서 입력에 대해 수행하는 작업(예: 
다른 값과 비교)입니다. 기능 수정 옵션은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 
뒷부분의 “기능 수정 옵션을 조합하여 사용”  절을 참조하십시오. 
기능 수정 옵션을 사용하려면 측정 기능 단추를 눌러 해당 기능을 선택한 다음 기능 
수정 옵션 단추를 눌러 해당 기능을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 D를 눌러 DC 전압 
측정을 선택한 다음 I를 눌러 터치 홀드 기능을 선택하여 측정 결과를 
저장합니다.) 수정된 판독값은 주 디스플레이에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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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수정 옵션을 선택한 후 아무 기능 단추나 누르면 모든 수정 옵션이 꺼지고 
보조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었던 내용이 사라지며 수정되지 않은 판독값이 주 
디스플레이에 다시 표시됩니다. 

REL(상대 판독값 수정 옵션) 
상대 판독값 수정 옵션은 상대 기준과 입력 측정값 간의 차이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기준이 15.000V 이고 현재 입력 측정값이 14.100V 이면 디스플레이에 -
0.900 이 표시됩니다. 판독값은 주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XW 경고 
감전이나 멀티미터의 손상을 방지하려면 측정 중에 입력 단자나 
테스트 리드를 만지지 마십시오. 상대 판독값은 입력 단자 또는 테스트 
리드에 위험 전압 유무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 
디스플레이에 0L(오버로드)이 표시되거나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으면 
상대 판독값 수정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대 판독값을 만들려면 T 를 눌러 상대 판독값 수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유효 판독값은 상대 기준으로 저장되고 주 디스플레이가 영점 조절되며 주 
디스플레이에 RELX이 표시됩니다. (보조 디스플레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상대 기준을 편집하려면 이 장 뒷부분의 “숫자 편집기 사용”  절의 설명에 따라 
숫자 편집기를 사용합니다. 
상대 판독값 수정 옵션을 선택하면 자동 범위 지정 모드가 꺼지고 현재 범위가 
잠깁니다. T를 누르기 전에 올바른 범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U를 누른 후 
V 또는 T를 누르면 멀티미터에서 상대 판독값 모드를 종료합니다. 

데시벨 및 자동 전원 수정 옵션 
데시벨 수정 옵션은 전압을 측정하고 dBm(1mW 를 기준으로 한 데시벨 
측정값)으로 변환하며 주 디스플레이에 결과를 표시합니다. 
dB 를 눌러 데시벨 수정 옵션을 전환합니다. 데시벨 수정 옵션을 선택하면 주 
디스플레이에 "dB"가 표시됩니다. 
데시벨은 주 디스플레이에서 전압 기능(볼트 AC, 볼트 DC 또는 볼트 AC + DC)을 
선택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시벨은 항상 분해능이 0.01dB 인 하나의 
고정된 범위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기본 측정값 자체(예: 볼트 AC)에서 자동으로 
범위가 지정됩니다.  
전압 측정값은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dBm 으로 변환됩니다(Value 는 측정값). 

⎟
⎟
⎠

⎞
⎜
⎜
⎝

⎛
=

.

2*1000log10
refR
ValuedBm  

기준 임피던스는 이 장 뒷부분의 "목록 편집기 사용" 절의 설명에 따라 목록 
편집기를 사용하여 표 3-5에 나열된 기준 임피던스 21 개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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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dBM 기준 임피던스 

임피던스 임피던스 임피던스 

8000Ω 300Ω 93Ω 

1200Ω 250Ω 75Ω 

1000Ω[1] 150Ω 50Ω 

900Ω 135Ω 16Ω[2] 

800Ω 125Ω 8Ω[2] 

600Ω 124Ω 4Ω[2] 

500Ω 110Ω 2Ω[2] 

[1] 전압 신호 표시기 점등 

[2] 오디오 전력 판독 가능 

기준 임피던스 목록에 액세스하려면 Q를 누른 다음 W을 누릅니다. 현재 
선택된 기준 임피던스가 "db" 및 "ohm" 신호 표시기와 함께 표시됩니다. U 또는 
V를 눌러 원하는 값으로 스크롤한 다음 R를 눌러 기준 임피던스를 선택하면 
주 디스플레이가 측정 기능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기능이나 수정 옵션 단추를 눌러 
새 값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기준 임피던스 목록을 종료합니다. 
dB 기준 저항을 16, 8, 4 또는 2Ω으로 설정하면 멀티미터를 사용하여 오디오 
전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 저항을 16, 8, 4 또는 2Ω으로 설정한 후 W을 두 
번 눌러 오디오 전력 수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전력 신호 표시기가 나타납니다. 
다음 방정식은 전력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Volts 는 측정값). 

refR
VoltsPowerAudio

2
=  

터치 홀드 기능(HOLD) 
터치 홀드 기능은 디스플레이에 측정 결과를 유지합니다. 터치 홀드는 까다로운 
환경이나 위험한 환경에서 프로브를 주시하다가 안전하거나 편리할 때만 
디스플레이를 판독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안정된 새 판독값이 감지되면 
신호음이 울리고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터치 홀드 기능을 선택하려면 I를 누릅니다. H가 표시됩니다. 터치 
홀드에서 I를 누를 때마다 새 판독값이 표시됩니다. 터치 홀드 기능을 
종료하려면 I를 2 초 동안 누릅니다. 
터치 홀드를 선택할 때 자동 범위 지정 모드에 있으면 올바른 범위로 범위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터치 홀드를 선택할 때 수동 범위 지정 모드에 있으면 터치 
홀드를 선택했을 때 있었던 고정된 범위로 지정됩니다.  
터치 홀드 기능을 최소값/최대값 수정 옵션과 조합하여 새로운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감지되었을 때만 유지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트하려면 터치 홀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I를 2 초보다 짧게 누릅니다. 
멀티미터에서는 터치 홀드가 측정값을 캡처하고 표시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응답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4 가지 응답 수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준 1(범위의 5%)  
• 수준 2(범위의 7%) 
• 수준 3(범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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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수준을 변경하려면 Q 및 I를 누릅니다. 현재 선택한 응답 수준(1, 2, 3 
또는 4)이 주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U 또는 V를 눌러 원하는 응답 
수준으로 들어간 다음 R 를 2 초 동안 눌러 수준을 설정하고 주 디스플레이로 
돌아갑니다. 응답 수준을 변경하지 않고도 아무 단추(R, U 또는 V 제외)를 
눌러 주 디스플레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최소값/최대값(MIN MAX) 수정 옵션 
최소값/최대값(MIN MAX) 수정 옵션은 측정의 최소 및 최대 입력을 저장합니다. 
MIN MAX 수정 옵션을 선택하면 자동 범위 지정 모드가 꺼지고 현재 범위로 
잠기므로 N를 누르기 전에 올바른 범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U를 누른 후 
V 또는 N를 누르면 멀티미터에서 MIN MAX 수정 옵션 모드를 종료합니다. 
최소 및 최대 입력을 저장하려면 

1. N를 눌러 MIN MAX 수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N 를 처음 누르면 최소값 및 최대값이 표시된 판독값으로 설정됩니다. 
MAX 가 표시되고 디스플레이에 최신의 최대 판독값이 표시됩니다. 

2. N 를 다시 눌러 최소 판독값을 표시합니다. MIN 이 표시되고 
디스플레이에 최신의 최소 판독값이 표시됩니다. 

3. N를 다시 눌러 최소 또는 최대 판독값을 표시합니다. M가 
표시되고 디스플레이에 최소 또는 최대 판독값이 표시됩니다. 

4. MIN MAX 모드를 종료하려면 N를 2 초 동안 누릅니다. 
5. 저장된 값을 재설정하지 않고 실제 판독값을 확인하려면 Q를 누른 다음 

주 디스플레이에 대해 선택했던 기능과 같은 측정 기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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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수정 옵션을 조합하여 사용 
여러 기능 수정 옵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수정 옵션은 터치 홀드, 최소값/최대값, 상대 판독값 순서로 평가됩니다. 
멀티미터에서는 먼저 터치 홀드에 대한 안정적인 측정값을 찾은 다음 측정값이 
새로운 최소값 또는 최대값인지 확인한 다음 측정값에서 상대 기준을 뺍니다. 
여러 수정 옵션을 사용하면 수정 옵션을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해당 모드의 응답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최소값/최대값 모드에 있는 경우 T를 누르면 현재 
표시된 값이 상대 기준이 됩니다. N를 누르면 최소값과 최대값 간의 차이가 
표시됩니다. 또한 상대 판독값 모드에 있는 경우 N를 누르면 상대 기준과 최소값 
또는 최대값 간의 차이가 표시됩니다(해당하는 경우). 

보조 작업(SHIFT 단추 사용) 
Q를 누르면 다음 단추가 눌러져 보조 작업이 수행됩니다. 각 단추를 누르면 보조 
작업이 빨간색으로 인쇄됩니다. Q를 누르면 S가 표시됩니다. 
작업을 호출하는 데 사용되는 보조 작업 및 단추에 대한 설명은 표 3-6을 
참조하십시오. 

표 3-6. 보조 작업 

단추 설명 

Q -> A 보조 디스플레이에 볼트 AC 판독값이 표시됨 

Q -> D 보조 디스플레이에 볼트 DC 판독값이 표시됨 

Q -> B 보조 디스플레이에 암페어 AC 판독값이 표시됨 

Q -> E 보조 디스플레이에 암페어 DC 판독값이 표시됨 

Q -> F 보조 디스플레이에 주파수 판독값이 표시됨 

Q -> O 보조 디스플레이에 Ω 판독값이 표시됨 

Q -> I 터치 홀드 감도 임계값이 설정됨 

Q -> T 상대 기준을 편집하여 멀티미터를 상대 판독값 모드로 지정함(이 설명서 
뒷부분의 “목록 및 숫자 편집기”  절 참조) 

Q -> K 전송 속도, 패리티, 에코 등의 통신 매개 변수(RS-232)가 설정됨 

Q -> J 트리거 모드가 설정됨 

Q -> Q 보조 디스플레이가 꺼짐(주 디스플레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Q -> V 비교 모드의 낮은 값이 편집됨(이 설명서 뒷부분의 “비교 기능 사용”  절 
참조) 

Q -> U 비교 모드의 높은 값이 편집됨(이 설명서 뒷부분의 “비교 기능 사용”  절 
참조) 

Q 및 T[1] 상대 모드에서 보조 디스플레이의 상대 기준 표시가 전환됨 

Q 및 J[1] 소프트웨어 버전이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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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보조 작업(계속) 

단추 설명 

Q 및 V[1] COMP 모드에서 주 디스플레이의 값이 LO 비교 값으로 저장됨(이 설명서 
뒷부분의 “비교 기능 사용”  절 참조) 

Q 및 U[1]  COMP 모드에서 주 디스플레이의 값이 HI 비교 값으로 저장됨(“비교 기능 
사용”  절 참조) 

[1] 두 단추를 모두 2 초 동안 누릅니다. 

비교 기능(COMP) 
멀티미터에는 판독값이 지정된 값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인 비교 기능(COMP)이 있습니다. 비교 기능은 모든 기능 수정 옵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 범위 설정 
비교 기능을 선택하기 전에 비교할 판독값에 대한 허용 오차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다음 3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 C를 눌러 비교 기능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모드로 들어갈 때 표시된 
판독값을 높은 임계값 또는 낮은 임계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판독값을 
상한값으로 설정하려면 S 및 U를 2 초 동안 누릅니다. 판독값을 
하한값으로 설정하려면 S 및 V를 2 초 동안 누릅니다. 멀티미터에서 
신호음이 울려 제한값이 설정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디스플레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거나 0L(오버로드)이 표시되면 제한값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상한값 및 하한값이 이전에 설정한 대로 유지됩니다.  

• 이 장 뒷부분의 “숫자 편집기 사용”  절의 설명에 따라 숫자 편집기를 
사용합니다. 숫자 편집기에 들어가기 전에 적절한 범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수점 및 입력 범위는 편집기의 범위에 따라 고정됩니다. 

• 컴퓨터 인터페이스 명령 COMPHI 및 COMPLO 를 사용하여 높은 비교값 및 
낮은 비교값을 원격으로 설정합니다. 4 장의 “비교 명령 및 쿼리”  절을 
참조하십시오. 

비교 기능 사용 
비교 기능을 선택하려면 C를 누릅니다. 비교 기능을 처음 선택하면 터치 홀드 
기능도 활성화되고 H가 표시됩니다. 터치 홀드 기능을 끄려면 I를 2 초 
동안 누릅니다. 그러면 보조 디스플레이가 새로운 각 판독값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안정적인 값이 감지될 경우 HOLD 가 켜지고 주 디스플레이에 판독값이 표시되면 
멀티미터에서 신호음이 울립니다. 값이 설정된 범위 내에 속하면 보조 
디스플레이에 PASS가 표시됩니다. 값이 설정된 범위 내에 속하지 않으면 보조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HI 또는 L0가 표시됩니다. 

목록 및 숫자 편집기 
멀티미터에는 목록 편집기 및 숫자 편집기가 있습니다. 목록 편집기를 사용하면 
옵션 목록을 스크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숫자 편집기를 사용하면 숫자 값을 
입력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주 디스플레이에서 편집이 수행됩니다. 두 편집기 중 하나가 호출되면 멀티미터의 
일반 작동이 중단됩니다. 편집하는 동안 멀티미터에서 컴퓨터 인터페이스 명령을 
수신하면 편집이 중단되고 멀티미터가 일반 작동 상태로 돌아갑니다. 편집 중인 
항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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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편집기 사용 
목록 편집기는 표 3-7에 설명된 옵션을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Q를 눌러 
언제든지 편집을 중단하고 일반 작동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목록 편집기를 사용하려면 

1. 표 3-7에 설명된 내용에 따라 해당 단추를 눌러 편집하려는 옵션 목록을 
선택합니다. 옵션 목록 유형은 보조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관련 옵션은 주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2. U 또는 V를 눌러 옵션을 선택합니다. 옵션을 스크롤하려면 두 단추 중 
하나를 누릅니다. 목록을 살펴보는 동안 선택한 옵션만 보통 밝기로 밝게 
표시되고 다른 옵션은 흐리게 표시됩니다. 

3. 원하는 옵션이 표시되면 R를 눌러 선택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옵션이 
보통 밝기로 밝게 표시됩니다. 

표 3-7. 목록 편집기 옵션 

설정 단추 옵션 신호 표시기 

터치 홀드 최소 응답 수준 Q -> I 1 = 범위의 5% 
2 = 범위의 7% 
3 = 범위의 8% 

HoLd 

RS-232 인쇄 전용 
모드(RS-232 
인터페이스를 선택한 
경우) 

K 0, 1, 2, 5, 10, 20, 50, 
100, 200, 500, 1000, 
2000, 5000, 10000, 
20000 또는 50000 

Print 

RS-232 전송 속도 Q -> K 300, 600, 1200, 2400, 
4800, 9600 또는 19200 

baud  

 데이터 비트 8 
7 

data  

 패리티 옵션 E = Even(짝수) 
Odd = Odd(홀수) 
No = None(없음) 

Par  

 중지 비트 1 
2 

StoP 

 에코 모드 켜기 
끄기 

Echo 

트리거 모드 Q -> J 1, 2, 3, 4, 5 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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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편집기 사용 
상대 판독값 수정 옵션의 상대 기준을 편집하고 비교 기능의 높은 임계값 및 낮은 
임계값을 설정하려면 숫자 편집기를 사용합니다. 
Q를 눌러 숫자 편집기를 중단하고 멀티미터를 일반 작동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숫자 편집기를 사용하려면 

1. 표 3-8에 설명된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단추를 눌러 편집할 숫자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력한 숫자 또는 측정된 값이 표시됩니다. 가장 왼쪽의 
디지트는 밝게 표시되고 나머지 디지트는 흐리게 표시됩니다. 숫자가 
음수이면 빼기 기호가 밝게 표시됩니다. 관련 신호 표시기가 나타납니다. 

표 3-8. 숫자 편집기 옵션 

단추 숫자 편집기 호출 

Q -> V 비교 모드의 낮은 임계값 제한 

Q -> U 비교 모드의 높은 임계값 제한 

Q -> T 상대 판독값 수정 옵션의 상대 기준 

 
2. U 또는 V를 눌러 강조 표시된 디지트를 원하는 수(0~9)로 늘리거나 

줄입니다. 디지트가 원하는 수로 설정되면 S1~S6 을 눌러 편집할 다음 
디지트를 선택합니다. S1 은 맨 왼쪽 디지트에 해당하고 S6 은 맨 오른쪽 
디지트에 해당합니다. 모든 디지트가 원하는 값으로 설정될 때까지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3. 값이 설정되면 C를 눌러 양수 기호와 음수 기호 간에 전환합니다. 
기호가 양수이면 음수 기호(–)가 꺼집니다. 기호가 음수이면 음수 기호(–)가 
켜집니다. 

4. 낮은 임계값/높은 임계값에 대해 R를 눌러 임계값의 원하는 범위를 
선택합니다. R를 한 번 누르면 범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범위가 맨 위 
범위에 도달한 경우 다음에 누르면 범위 1 로 되돌아가고 값이 지워집니다. 

5. 숫자 편집을 마쳤으면 R를 2 초 동안 눌러 값을 저장합니다. 

기능 키 S1 – S6 
기능 키 a~f을 사용하면 최대 6 개의 측정 구성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멀티미터 설정 프로세스를 단축할 수 있고 특히 같은 구성을 
반복해서 설정할 경우에 유용합니다. 
현재 구성을 저장하려면 Q를 누른 다음 구성을 저장할 기능 키를 누릅니다. 
구성을 불러오려면 해당 기능 키를 누릅니다. 구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신호음이 울리고 최근에 저장한 구성 번호가 Setup 8에 표시됩니다. 
구성을 저장하면 구성에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주 디스플레이의 측정 기능 및 초기 범주 
• 보조 디스플레이의 측정 기능 
• 주 디스플레이의 범위 모드(수동 또는 자동 범위 지정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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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속도(느림, 보통, 빠름) 
• 듀얼 디스플레이 상태(활성 또는 비활성) 
• 선택한 기능 수정 옵션의 조합 
• 터치 홀드 수준(1, 2, 3, 4) 
• MINMAX 수정 옵션에 최근 기록된 최소값 및 최대값 
• 최근 기록된 상대 기준 
• 보조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상대 기준(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 비교 모드의 최근 HI-LO 설정 
• 트리거 모드(1, 2, 3, 4, 5) 
• 에코 설정(켜짐 또는 꺼짐) 
• dB 및 dB 기준 
• RS-232 설정 
• PRINT 모드 
• RS-232 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 형식(단위 포함 또는 불포함) 

전원 켜기 구성 
멀티미터를 켜고 전원 켜기 시퀀스가 완료되면 멀티미터가 표 3-9에 나열된 전원 
켜기 구성으로 기본 설정됩니다. 
전원 주기가 꺼졌다 켜지면 RS-232 전송 속도, 패리티 및 에코 모드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매개 변수는 사용자가 변경할 때까지 설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표 3-9. 공장 출하 시 전원 켜기 구성 

매개 변수 구성 

기능 설정 DC 볼트 

범위 모드 자동 범위 지정 모드 

판독 속도 느림(초당 2.5 회 판독) 

터치 홀드 감도 수준 1(판독값의 5%) 

비교 모드(COMP)의 높은 값/낮은 값 0 

MIN MAX 수정 옵션의 최소값 및 최대값 0 

상대 기준 0 

보조 디스플레이의 상대 기준 비활성화 

트리거 유형 1(내부) 

트리거 유형 0 

조정 
멀티미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8808A 조정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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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장에서는 멀티미터 뒷면 패널의 RS-232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멀티미터를 
설정, 구성 및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멀티미터에 명령을 전송하여 호스트(터미널, 컨트롤러, PC 또는 컴퓨터)에서 
멀티미터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끝 부분에는 RS-232 컴퓨터 인터페이스 사용 방법을 보여주는 주석이 
추가된 샘플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멀티미터의 모든 기능 및 특징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3 장을 참조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데이터 통신 및 RS-232 인터페이스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로컬 및 원격 작동 
멀티미터를 호스트에서 작동하는 경우 이를 원격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멀티미터를 앞면 패널에서 작동하는 경우 이를 로컬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로컬로 수행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작업은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RS-232 인터페이스 작업을 위해 통신 매개 변수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일부 작업은 앞면 패널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페이스 
멀티미터는 RS-232(직렬) 인터페이스가 장착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자동화된 계측 시스템으로 통합할 수 있는 완전히 프로그래밍 가능한 
기기로 멀티미터가 전환됩니다. 

RS-232 인터페이스를 통해 멀티미터 작동 준비 
RS-232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멀티미터 및 호스트, 직렬 프린터 또는 터미널 
사이의 ASCII 비동기 직렬 통신이 가능합니다. 

통신 매개 변수 설정(RS-232) 
표 4-1은 출고 시의 RS-232 통신 매개 변수을 나타냅니다. RS-232 통신 매개 변수는 
앞면 패널에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터 및 호스트가 RS-232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신하려면 멀티미터의 통신 
매개 변수가 호스트의 통신 매개 변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호스트와 멀티미터의 
통신 매개 변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적절한 전송 속도 및 패리티 매개 변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1. P을 눌러 멀티미터를 켭니다. 
2. Q를 누른 다음 K를 누릅니다. 주 디스플레이에는 현재 선택된 전송 

속도가 표시되고 보조 디스플레이에는 baud가 표시됩니다. 
3. U 또는 V를 눌러 원하는 전송 속도를 스크롤한 다음 R를 눌러 RS-

232 전송 속도를 설정합니다. 
4. U 또는 V를 눌러 원하는 데이터 비트(7 또는 8) 선택값으로 스크롤한 

다음 R를 눌러 패리티를 설정합니다. 보조 디스플레이에는 Echo가 
표시되고 주 디스플레이에는 0n 또는 0FF가 표시됩니다.  

5. 에코 모드를 선택하려면 U 또는 V 을 눌러 On 또는 OFF 를 선택한 
다음 R을 눌러 선택한 에코 상태로 설정합니다. 에코가 켜져 있으면 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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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인터페이스를 통해 멀티미터에 전송된 각 명령이 호스트의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에코됩니다. 에코가 꺼져 있으면 명령이 에코되지 않습니다. 

6. R를 눌러 설정을 검토합니다. 설정을 수락할 준비가 되면 R를 잠시 
동안 누릅니다. 

표 4-1. 출고 시 RS-232 통신 매개 변수 설정  

매개 변수 출고 시 설정 

인터페이스 RS-232(인쇄 전용 속도는 0 으로 설정되어 있음) 

전송 속도 9600 

패리티 없음(패리티 비트 0) 

데이터 비트 수 8(데이터 비트 7 개 + 패리티 비트 1 개) 

정지 비트 수 1 

에코 끄기 

RS-232 인쇄 전용 모드 
인쇄 전용 모드는 자동으로 측정값을 프린터 또는 터미널에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인쇄 전용 작업 중에 멀티미터가 원격 명령에 응답할 때는 우선 멀티미터의 에코 
모드를 OFF 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에코된 명령 문자와 들어오는 
데이터가 혼합되지 않습니다. 이 장 앞부분의 “통신 매개 변수 설정(RS-232)” 절을 
참조하십시오. 
인쇄 전용 모드에서는 멀티미터가 주 디스플레이 및/또는 보조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모든 N-번째 판독값을 RS-232 포트로 전송합니다. 여기서 N 은 인쇄 
속도입니다. 인쇄 속도는 표 4-2에 설명된 사용 가능한 값 중에서 선택됩니다. 출력 
작업 간의 시간은 멀티미터의 판독 속도 및 인쇄 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저 
속도는 느림일 경우 2.5/초, 보통일 경우 20.0/초, 빠름일 경우 100.0/초입니다. 출력 
형식은 주 디스플레이의 줄당 측정값 하나 또는 주 디스플레이와 보조 
디스플레이의 줄당 측정값 두 개로 지정됩니다.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 인쇄 전용 모드를 선택하고 인쇄 속도(N)를 설정합니다. 

주 
주파수 측정의 경우 판독 속도가 초당 4 회 판독으로 고정됩니다. 
다이오드 및 연속성 테스트의 경우에는 판독 속도가 항상 빠름입니다. 

1. P을 눌러 멀티미터를 켭니다. 
2. K. 를 누릅니다. RS-232 인터페이스가 선택되면 Print 가 표시되고 인쇄 

속도 목록에 목록 편집기가 호출됩니다. 
3. U 또는 V를 눌러 표 4-2에 표시된 인쇄 속도 중 원하는 속도로 

스크롤하고 R를 2 초 동안 눌러 해당 속도를 선택합니다. 인쇄 속도가 
0 이면 인쇄 전용 모드가 비활성화됩니다. 이제 멀티미터가 RS-232 인쇄 
전용 작업용으로 구성됩니다. 멀티미터가 목록 편집기를 종료하고 일반 
작동 상태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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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RS-232 인쇄 전용 모드의 인쇄 속도 

출력 간 시간(초) 출력 간 시간(분) 출력 간 시간(시) 
속도(N) 

느림 보통 빠름 느림 보통 빠름 느림 보통 빠름 

1 0.4 0.05 0.01 0.01      

2 0.8 0.1 0.02 0.01      

5 2.0 0.25 0.05 0.03      

10 4.0 0.5 0.1 0.07 0.01     

20 8.0 1.0 0.2 0.13 0.02     

50 20.0 2.5 0.5 0.33 0.04 0.01 0.01   

100 40.0 5.0 1.0 0.67 0.08 0.02 0.01   

200 80.0 10.0 2.0 1.33 0.17 0.03 0.02   

500 200.0 25.0 5.0 3.33 0.42 0.08 0.06 0.01  

1000 400.0 50.0 10.0 6.67 0.83 0.17 0.11 0.01  

2000 800.0 100.0 20.0 13.33 1.67 0.33 0.22 0.03 0.01 

5000 2000.0 250.0 50.0 33.33 4.17 0.83 0.56 0.07 0.01 

10000 4000.0 500.0 100.0 66.67 8.33 1.67 1.11 0.14 0.03 

20000 8000.0 1000.0 200.0 133.33 16.67 3.33 2.22 0.28 0.06 

50000 20000.0 2500.0 500.0 333.33 41.67 8.33 5.56 0.69 0.14 

호스트 또는 프린터에 멀티미터 연결(RS-232) 
멀티미터는 멀티미터 뒷면 패널의 DB-9 인터페이스 커넥터를 통해 호스트와 
통신합니다. RS-232 인터페이스에 대한 커넥터 핀은 멀티미터 뒷면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주 
멀티미터를 호스트나 터미널에 연결할 때는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길이가 15m(50 피트) 미만인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페이스 지점(신호 종료자 포함)의 부하 정전 용량이 2500pf 미만인 
경우에는 이보다 긴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B-9 커넥터로 멀티미터를 PC 에 연결하려면 Fluke RS43 Null 모뎀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표 1-3 을 참조하십시오. 
멀티미터를 특정 브랜드의 RS-232 프린터에 연결하려면 해당 프린터를 DB-9 
커넥터로 PC 의 RS-232 포트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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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에코 및 삭제 
RS-232 인터페이스를 통해 멀티미터를 작동할 때 호스트의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문자를 에코할지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에코가 켜져 있으면 멀티미터로 전송한 문자가 호스트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에코되고 프롬프트가 반환됩니다. 에코가 꺼져 있으면 문자가 에코되지 않고 
프롬프트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에코 매개 변수를 설정하려면 이 장 앞부분의 
“통신 매개 변수 설정(RS-232)” 절을 참조하십시오. 
키보드에서 직접 RS-232 인터페이스를 통해 멀티미터로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전 문자가 삭제됩니다. 에코가 켜져 있으면 
백스페이스가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에코됩니다. 

^C(CNTRL C)를 사용하여 장치 지우기 
^C(CNTRL C)를 사용하면 뒤에 캐리지 리턴 및 라인 피드가 있는 “=>”가 
출력됩니다. 

RS-232 프롬프트 
호스트에서 RS-232 인터페이스를 통해 멀티미터로 명령을 전송하면 멀티미터가 
명령을 구문 분석하고 실행한 뒤 응답을 반환(해당하는 경우)한 후 다음 프롬프트 
중 하나를 전송합니다. 
=> 오류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성공적으로 구문 분석되고 

실행되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다른 명령을 처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 명령 오류가 감지되었습니다. 명령이 인식되지 않아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멀티미터에서 받은 입력 문자열에 구문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실행 오류 또는 장치 관련 오류가 감지되었습니다. 명령은 인식되었지만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FREQ 를 사용하여 VDC 측정을 
수행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설치 테스트 시작 
“호스트 또는 프린터에 멀티미터 연결(RS-232)”에 따라 호스트에 멀티미터를 
연결하고 RS-232 인터페이스를 통해 호스트와 통신할 준비를 한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테스트합니다. 

RS-232 작동을 위한 설치 테스트 
이 절차에서는 멀티미터가 원격 작업용으로 제대로 설정되고 케이블이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 P을 눌러 멀티미터를 켭니다. 
2. 컴퓨터 인터페이스 매개 변수(전송 속도, 패리티 등)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호스트를 켭니다. 
4. *IDN? 을 입력하고 Enter 를 누릅니다. 
5. 멀티미터가 다음 응답을 전송하는지 확인합니다. 

FLUKE, 8808A, nnnnnnn, n.n Dn.n 
여기서 nnnnnnn 은 멀티미터의 일련 번호이고, n.n 은 주 소프트웨어 
버전이며, Dn.n 은 디스플레이의 소프트웨어 버전입니다. 

6. 멀티미터가 표시된 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테스트가 실패할 경우" 절을 
참조하십시오. 



 장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멀티미터 작동 
 멀티미터의 입력 처리 방식 4 

  4-7 

테스트가 실패할 경우 
멀티미터가 “RS-232 작동을 위한 설치 테스트”  절에 설명된 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모든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장 앞부분의 “호스트 
또는 프린터에 멀티미터 연결(RS-232)” 절을 참조하십시오. 

2. 멀티미터 및 호스트의 통신 매개 변수(전송 속도, 패리티 등)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이 장 앞부분의 “통신 매개 변수 설정(RS-232)” 절을 
참조하십시오. 

멀티미터의 입력 처리 방식 
다음 절에서는 멀티미터가 호스트 또는 독립 실행형 터미널에서 수신한 입력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 
이 장에서 “입력” 은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호스트에서 
멀티미터로 전송된 문자열을 의미하고 “출력” 은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멀티미터에서 호스트로 전송된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입력 문자열 
멀티미터는 호스트가 전송한 유효한 입력 문자열을 처리하고 실행합니다. 유효한 
입력 문자열은 뒤에 입력 종료자가 있는 하나 이상의 올바른 구문 명령입니다.  
멀티미터에서 입력을 수신하면 50 바이트 입력 버퍼에 저장합니다. 

주 
RS-232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신한 입력 문자열의 경우 입력 종료자가 
수신되거나 입력 버퍼가 가득찰 때까지 실행되거나 올바른 구문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멀티미터에서는 대문자 및 소문자로 된 알파벳 문자를 허용합니다. 명령을 인식할 
수 없으면 명령 및 명령줄의 나머지 부분이 무시됩니다. 

입력 종료자 
멀티미터가 입력 종료자를 수신하면 마지막 종료자를 수신한 이후에 FIFO(first-in 
first-out) 방식으로 명령을 실행합니다.  
입력 문자를 처리하고 실행할 때 새 문자의 입력 버퍼에 공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S-232 애플리케이션에서 통신 오류(패리티, 프레이밍, 오버런)가 감지되면 장치 
관련 오류가 생성되고 입력 문자열이 무시됩니다. RS-232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할 때 멀티미터의 입력 버퍼가 가득 차면 장치 관련 오류가 생성되고(“이벤트 
상태 및 이벤트 상태 사용 레지스터”  참조) 입력 문자열이 무시됩니다.  
RS-232 인터페이스의 유효한 종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CR(캐리지 리턴) 
• LF(라인 피드) 
• CR LF(캐리지 리턴/라인 피드) 

어떤 경우에는 종료자가 호스트의 출력 문자열(멀티미터의 입력 문자열) 끝에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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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터로 숫자 값 전송 
다음 예에 표시된 것처럼 숫자 값을 멀티미터로 전송할 때는 정수, 실수 또는 
지수가 포함된 실수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12345689  부호가 있는 “12345689” 정수 전송 
-1.2345E2  “-1.2345E2” 또는 “-123.45” 전송 

멀티미터로 명령 문자열 전송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멀티미터로 전송할 문자열을 구성할 때 다음 규칙을 
확인합니다. 
• 규칙 1: 각 쿼리 명령에 대한 멀티미터의 출력 버퍼를 한 번 읽습니다. 

멀티미터의 출력 버퍼를 읽은 후에는 해당 버퍼가 지워집니다. 그러면 이전에 
읽은 데이터를 실수로 두 번 읽지 않게 됩니다. 개입 쿼리 없이 멀티미터의 출력 
버퍼를 두 번 읽으려고 시도하면 멀티미터가 두 번째 읽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 규칙 2: 다른 명령 문자열을 전송하기 전에 쿼리 응답을 읽습니다. 
호스트에서 출력 데이터를 읽거나 멀티미터가 다음 명령 문자열을 수신할 
때까지 출력 데이터가 출력 버퍼에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즉, 다음 
명령 문자열이 멀티미터로 전송되기 전에 호스트에서 멀티미터의 출력 버퍼를 
읽어야 합니다. 

• 규칙 3: 멀티미터가 다음 명령으로 이동하기 전에 수신한 순서에 따라 각 
명령을 완전히 실행합니다. 
입력 문자열에 트리거가 포함되어 있으면 다음 순서대로 명령을 입력합니다. 
1. 멀티미터를 구성하기 위한 명령(있는 경우) 
2. 트리거 명령 
3. 트리거된 측정의 결과를 읽거나(VAL?) 기기를 재구성하기 위한 명령(있는 

경우) 
4. 종료자 

주 
MEAS?, MEAS1? 또는 MEAS2? 를 사용하는 경우 명령 다음에 
Configure, Trigger 가 뒤따라야 합니다. 

멀티미터의 출력 처리 방식 
다음 단락에서는 멀티미터에서 출력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멀티미터가 호스트에서 쿼리 명령에 응답하여 영숫자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쿼리 
명령은 “?”로 끝납니다.) RS-232 애플리케이션의 출력 문자열은 캐리지 리턴 및 
라인 피드(<CR><LF>)로 끝납니다. 
RS-232 인터페이스를 통해 멀티미터에 명령을 전송한 후에 다른 명령을 전송하기 
전에 멀티미터가 프롬프트를 반환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장치 
관련 명령 오류가 발생하고 두 번째 문자열이 무시됩니다. 
다음 예에는 멀티미터의 숫자 출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2345E+0(형식 1) 측정된 값은 1.2345 
+1.2345E+6(형식 1) 측정된 값은 1.2345M 
+12.345E+6 OHM(형식 2) 측정된 값은 12.345M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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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E+9 오버로드(디스플레이의 0L) 

출력 트리거 
멀티미터는 측정하도록 트리거될 때 측정을 수행합니다. 트리거 유형은 표 4-3에 
설명된 5 가지가 있습니다. 트리거는 다음 두 기본 범주로 나뉩니다. 

• 내부 트리거: 측정을 지속적으로 트리거합니다. 
• 외부 트리거: 사용자의 명령이 있을 때 측정을 트리거합니다. 

측정을 다음과 같이 외부적으로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 뒷면 트리거가 포함된 외부 트리거가 비활성화됩니다. 이러한 트리거에는 

표 4-3에 설명된 것과 같이 트리거 유형 2 및 3 이 있습니다. 
• 뒷면 트리거가 포함된 외부 트리거가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트리거에는 

표 4-3에 설명된 것과 같이 트리거 유형 4 및 5 가 있습니다. 
• *TRG 명령 

*TRG 명령을 사용하려면 “일반 명령” 을 참조하십시오. 

표 4-3. 트리거 유형 

유형 트리거 뒷면 트리거 안정화 지연 

1 내부 비활성화 — 

2 외부 비활성화 끄기 

3 외부 비활성화 켜기 

4 외부 활성화 끄기 

5 외부 활성화 켜기 

앞면 패널의 외부 트리거 
앞면 패널에서 외부 트리거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1. Q를 누른 다음 J를 누릅니다. Ext Trig 와 선택한 트리거 유형(1, 2, 3, 4 또는 

5)에 해당하는 숫자가 표시됩니다. 트리거 유형에 대해서는 표 4-3을 
참조하십시오. 

2. U 또는 V를 눌러 트리거 유형 목록을 선택합니다. 트리거 유형을 다음과 
같이 강조 표시한 다음 R를 2 초 동안 눌러 선택합니다. 

3. 트리거 유형 2 를 선택하여 안정화 지연을 비활성화하거나 트리거 유형 3 을 
선택하여 안정화 지연을 활성화합니다. 일반적인 안정화 지연에 대해서는 표 4-
3을 참조하십시오. 

4. 트리거 유형 2 또는 3 을 선택하면 Ext Trig 가 표시되어 원격 모드에 있지 않고 
외부 트리거가 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원격 모드에 있지 않으면 
앞면 패널에서 측정을 트리거할 수 없습니다. 

5. J를 눌러 측정을 트리거합니다. J를 누를 때마다 측정이 트리거됩니다. 
6. 멀티미터를 내부(지속) 트리거 상태로 되돌리려면 3 단계를 수행하고 트리거 

유형 1 을 선택합니다. 
트리거 유형 4 또는 5 를 선택한 상태에서 원격 모드에 들어가면 멀티미터가 
외부 트리거 상태에 남아 있지만 멀티미터가 원격 모드에 있으므로 뒷면 
트리거가 포함된 측정 유형 4 및 5 만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원격 모드를 
종료하려면 1 단계 및 2 단계를 수행하고 트리거 유형 2 또는 3(해당 유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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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외부 트리거 모드(모드 2~모드 5)에서는 *TRG 명령을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유형 구성 설정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트리거 유형 구성을 설정하려면 TRIGGER 
<type>(여기서 <type>은 트리거 유형) 명령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트리거 유형에 대해서는 표 4-3을 참조하십시오. 
측정이 트리거되기 전에 입력 신호가 안정화되지 않은 경우 트리거 유형 3 또는 
5 를 선택하여 안정화 지연을 활성화합니다. 일반적인 안정화 지연은 표 4-3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RS-232 판독 전송 속도는 표 4-4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표 4-4. RS-232 판독 전송 속도 

초당 판독 수 
속도 

내부 트리거 작업(트리거 1) 외부 트리거 작업(트리거 4) 

느림 2.5[1] 2.5[2] 

보통 20[1] 20[2] 

빠름 100[1] 100[2] 

[1] A/D 트리거 속도에 따라 결정됨 

[2] 트리거 신호 전송 속도에 따라 결정됨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한 외부 트리거 
RS-232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측정값을 트리거하려면 *TRG 명령을 
입력하고 Enter 를 누릅니다. *TRG 명령을 사용하는 데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장 
뒷부분의 “일반 명령”  절을 참조하십시오. 
RS-232 인터페이스의 핀 9 를 사용하여 측정을 트리거하려면 그림 4-1을 
참조하십시오. 

 

 
ghp24.eps 

그림 4-1. RS-232 인터페이스의 핀 9 를 사용한 외부 트리거 

상태 레지스터 
STB(상태 레지스터)의 내용은 SRE(서비스 사용 레지스터), ESR(이벤트 상태 
레지스터), ESE(이벤트 상태 사용 레지스터) 및 출력 버퍼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상태 레지스터는 다음 단락에 설명되어 있으며 표 4-5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림 4-2는 이러한 레지스터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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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상태 레지스터 요약 

레지스터 읽기 명령 쓰기 명령 사용 레지스터 

이벤트 바이트 레지스터 *STB? 없음 SRE 

서비스 요청 사용 
레지스터 

*SRE? *SRE 없음 

이벤트 상태 레지스터 *ESR? 없음 ESE 

이벤트 상태 사용 
레지스터 

*ESE? *ESE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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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상태 데이터 구조의 개요 

이벤트 상태 및 이벤트 상태 사용 레지스터 
ESR 은 지정된 이벤트를 특정 비트에 할당합니다 (그림 4-3 및 표 4-6 참조). ESR 의 
비트가 1 로 설정된 경우 레지스터를 마지막으로 읽거나 지운 후에 해당 비트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 3(DDE)이 1 로 설정된 경우 장치 
관련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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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E 는 호스트가 ESR 에서 각 비트를 활성화/비활성화(마스크)할 수 있는 마스크 
레지스터입니다. ESE 의 비트를 1 로 설정한 경우 ESR 의 해당 비트가 
활성화됩니다. ESR 에서 활성화된 모든 비트가 0 에서 1 로 변경되면 STB 의 ESB 
비트도 1 로 변경됩니다. *ESR?  명령을 사용하여 ESR 을 읽거나 *CLS 명령을 
사용하여 ESR 을 지우는 경우 STB 의 ESB 비트가 0 으로 되돌려집니다. 

0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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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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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

*ESE *ESE?

 
ghp22f.eps 

그림 4-3. 이벤트 상태 및 이벤트 상태 사용 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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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ESR 및 ESE 의 비트 설명 

비트 
번호 

이름 상태 

0 OPC(작업 완료) *OPC 명령을 수신하기 전에 모든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다른 메시지를 수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1 사용되지 않음 항상 0 으로 설정됩니다. 

2 QYE(쿼리 오류) 출력이 표시되지 않거나 대기 중이 아닌 경우에 멀티미터의 
출력 버퍼에서 데이터를 읽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또는 이전 쿼리를 읽기 전에 새 명령줄을 수신했습니다. 

또는 입력 및 출력 버퍼가 가득찼습니다. 

3 DDE(장치 관련 오류) 교정 중의 잘못된 입력입니다. 

또는 RS-232 입력 버퍼 오버플로우입니다. 

4 EXE(실행 오류) 명령은 인식되었지만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오류는 
부적합한 매개 변수가 포함된 명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CME(명령 오류) 명령이 인식되지 않아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오류는 구문 
오류가 포함된 명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사용되지 않음 항상 0 으로 설정됩니다. 

7 전원 켜기 ESR 을 마지막으로 읽거나 지운 후에 전원이 꺼졌다가 
켜졌습니다. 

상태 바이트 레지스터 
STB 는 8 비트를 포함한, 이진 인코딩된 레지스터입니다. SRE 는 비트 1~5 및 7 을 
사용하여 SRE 에서 활성화한 대로 MSS(마스터 요약 상태) 비트인 비트 6 을 
설정합니다. 8 개의 STB 비트는 표 4-7에 설명되어 있고 *STB? 명령을 사용하여 
읽습니다. 

표 4-7. STB(상태 바이트 레지스터)의 비트 설명 

비트 
번호 

이름 상태 

0 사용되지 않음 항상 0 으로 설정됩니다. 

1 사용되지 않음 항상 0 으로 설정됩니다. 

2 사용되지 않음 항상 0 으로 설정됩니다. 

3 사용되지 않음 항상 0 으로 설정됩니다. 

4 MAV(메시지 사용 가능) 출력 버퍼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쿼리에 대한 
응답이 출력 버퍼에 있으면 비트가 1 로 설정됩니다. 출력 
종료자가 호스트로 전송되면 비트가 지워집니다(0 으로 
설정). 

5 ESB(이벤트 상태) 이벤트 상태 레지스터에서 하나 이상의 활성화된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이벤트를 확인하려면 *ERR? 명령을 
전송하여 이벤트 상태 레지스터를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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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STB(상태 바이트 레지스터)의 비트 설명(계속) 

비트 
번호 

이름 상태 

6 MSS(마스터 요약 상태) [1] STB(MSS) 레지스터의 활성화된 비트가 1 로 설정되면 
1 로 설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0 으로 설정됩니다. MSS 
비트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STB? 쿼리 명령을 전송합니다.

앞면 패널에서 요청한 서비스 또는 MSS 가 1 로 설정되면 
RQS(요청 서비스)가 1 로 설정됩니다. 직렬 폴에서 비트 
상태가 반환되어 RQS 가 지워집니다. 

7 사용되지 않음 항상 0 으로 설정됩니다. 

[1] *STB? 명령을 사용하여 읽은 내용입니다. 직렬 폴에서 STB 를 읽으면 비트 6 이 RQS 로 반환됩니다. 

상태 바이트 레지스터 읽기 
호스트는 직렬 폴을 사용하거나 멀티미터에 *STB? 쿼리를 보내 STB 를 읽습니다. 
상태 바이트의 값은 STB? 쿼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TB 를 읽으면 정수가 
반환됩니다. 이 정수는 8 비트 이진수에 해당하는 십진수입니다. 예를 들어 48 은 
이진수 00110000 에 해당하는 십진수로, 비트 4(MAV) 및 비트 5(ESB)가 1 로 
설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STB? 쿼리를 사용하여 상태 바이트를 읽으면 비트 6 이 마스터 요약 
상태(MSS)로 반환됩니다. 
다음 예를 참조하십시오. 
*STB? 가 STB 를 읽습니다. 32 가 반환되면 그에 해당하는 이진수 
00100000 으로 변환되며, 이는 비트 5(ESB)가 1 로 설정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벤트 상태를 확인하려면 같은 방법으로 *ESR? 명령을 사용하여 ESB 를 
읽습니다. 

컴퓨터 인터페이스 명령 세트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RS-232 컴퓨터 인터페이스 명령에 대해 설명합니다. 
명령을 관련 기능별로 그룹화하여 다음 표에 나열했습니다.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매개 변수 또는 멀티미터에서 반환하는 문자열은 꺾쇠 괄호 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예: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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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명령 
표 4-8에서는 일반 명령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4-8. 일반 명령 

명령 이름 설명 

*CLS 상태 지우기 상태 바이트에 요약된 모든 이벤트 레지스터를 
지웁니다. 단, *CLS 가 명령줄의 첫 번째 메시지인 
경우에만 지워지는 MAV(메시지 사용 가능)는 
예외입니다. 

*ESE <value> 이벤트 상태 사용 이벤트 상태 사용 레지스터를 <value>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value>는 0~255 범위의 정수입니다. 

<value>는 정수로서, 이 값에 해당하는 이진수가 
레지스터의 비트 상태(1 또는 0)를 나타냅니다. 
<value>가 0~255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실행 오류가 
생성됩니다. 

예: 십진수 16 은 이진수 00010000 으로 변환되고, 
이는 ESE 의 비트 4(EXE)를 1 로 설정합니다. 

*ESE? 이벤트 상태 사용 쿼리 멀티미터에서 *ESE 명령을 통해 설정한 이벤트 상태 
사용 레지스터의 <value>를 반환합니다. 

<value>는 정수로서, 이 값에 해당하는 이진수가 
레지스터의 비트 상태(1 또는 0)를 나타냅니다. 

*ESR? 이벤트 상태 레지스터 쿼리 멀티미터에서 이벤트 상태 레지스터의 <value>를 
반환한 다음 지웁니다. 

<value>는 정수로서, 이 값에 해당하는 이진수가 
레지스터의 비트 상태(1 또는 0)를 나타냅니다. 

*IDN? ID 쿼리 멀티미터에서 멀티미터의 ID 코드를 쉼표로 구분된 
4 개의 필드로 반환합니다. 이러한 필드는 
제조업체(FLUKE), 모델(8808A), 7 자리 일련 번호 및 
주 소프트웨어와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의 
버전입니다. 

*OPC 작업 완료 명령 구문 분석 시 멀티미터에서 표준 이벤트 상태 
레지스터의 작업 완료 비트를 설정합니다. 

*OPC? 작업 완료 쿼리 구문 분석 시 멀티미터에서 ASCII 1 을 출력 큐에 
배치합니다. 

*RST 재설정 멀티미터에서 전원 켜기 재설정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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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일반 명령(계속) 

명령 이름 설명 

*SRE 서비스 요청 사용 서비스 요청 사용 레지스터를 <value>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value>는 0~255 범위의 정수입니다. 서비스 
요청 사용 레지스터는 비트 6 의 값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 값은 무시됩니다. 

<value>는 정수로서, 이 값에 해당하는 이진수가 
레지스터의 비트 상태(1 또는 0)를 나타냅니다. 
<value>가 0~255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실행 오류가 
생성됩니다. 

*SRE? 서비스 요청 사용 쿼리 멀티미터는 서비스 요청 사용 레지스터의 <value>를 
반환합니다(비트 6 은 0 으로 설정됨). 

<value>는 정수로서, 이 값에 해당하는 이진수가 
레지스터의 비트 상태(1 또는 0)를 나타냅니다. 

*STB? 상태 바이트 읽기 멀티미터는 상태 바이트의 <value>(비트 6 포함)를 
마스터 요약 비트로 반환합니다. 

<value>는 정수로서, 이 값에 해당하는 이진수가 
레지스터의 비트 상태(1 또는 0)를 나타냅니다. 

*TRG 트리거 구문 분석 시 멀티미터에서 측정을 트리거합니다. 

*TST 자체 테스트 쿼리 항상 0 을 반환합니다. 

*WAI 대기 후 실행(Wait-to-
Continue) 

아무 작업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기능 명령 및 쿼리 
표 4-9에서는 기능 명령 및 쿼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각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 장을 참조하십시오. 

표 4-9. 기능 명령 및 쿼리 

명령 

주 디스플레이 보조 디스플레이 
기능 

AAC AAC2 AC 전류 

AACDC [1] (해당 없음) AC + DC RMS 전류 

ADC ADC2 DC 전류 

(해당 없음) CLR2 측정값 지우기(표시된 경우) 

CONT (해당 없음) 연속성 테스트 

DIODE (해당 없음) 다이오드 테스트 

FREQ FREQ2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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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기능 명령 및 쿼리(계속) 

명령 

주 디스플레이 보조 디스플레이 
기능 

FUNC1? (해당 없음) 멀티미터에서 선택한 기능을 명령 니모닉으로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주파수를 선택하면 
FUNC1? 가 FREQ 를 반환합니다. 

(해당 없음) FUNC2? 멀티미터에서 선택한 기능을 명령 니모닉으로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주파수를 선택하면 
FUNC2? 가 FREQ 를 반환합니다. 

보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실행 
오류가 생성됩니다. 

OHMS OHMS2 저항 

WIRE2, WIRE4 (해당 없음) OHMS 기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선 및 
4 선 측정 간에 전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VAC VAC2 AC 볼트 

VACDC [1] (해당 없음) AC + DC RMS 볼트 

VDC VDC2 DC 볼트 

[1] AACDC 또는 VACDC 를 선택한 경우 보조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하려고 
하면 실행 오류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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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수정 옵션 명령 및 쿼리 
표 4-10에서는 기능 수정 옵션 명령 및 쿼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능 수정 옵션을 
사용하면 멀티미터에서 판독값을 표시하기 전에 측정값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거나 
측정 기능의 일반 작동 상태를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 REL(상대 수정 옵션)을 
사용하면 멀티미터에서 측정된 값과 상대 기준 간의 차이를 표시합니다. 기능 수정 
옵션 명령의 결과는 주 디스플레이에만 표시됩니다. 

표 4-10. 기능 수정 옵션 명령 및 쿼리 

명령 설명 

DB 멀티미터가 데시벨 수정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주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모든 
판독값은 데시벨 단위로 표시됩니다. 멀티미터가 볼트 AC 및/또는 DC 기능 
모드에 있지 않으면 실행 오류가 생성됩니다. 

DBCLR 멀티미터에서 데시벨 수정 옵션을 종료하고 일반 단위로 판독값을 표시합니다. 
또한 dB Power, REL 및 MIN MAX 수정 옵션을 지웁니다. 

DBPOWER 기준 임피던스가 2, 4, 8 또는 16Ω으로 설정되고 전압 기능이 선택된 경우 
멀티미터에서 dB Power 수정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행 
오류가 생성됩니다. dB Power 에서는 주 디스플레이에 판독값이 W 단위로 
표시됩니다. 

dB 기준 임피던스를 표 4-10A 에 표시된 <value>로 설정합니다. 이 값은 
표시된 기준 임피던스(Ω)에 해당합니다. <value>가 표 4-10A 에 표시된 값이 
아닌 경우 실행 오류가 생성됩니다. 

표 4-10A. 기준 임피던스 값 

 값 기준 임피던스 값 기준 임피던스  

DBREF <value> 

 1 
2 
3 
4 
5 
6 
7 
8 
9 
10 
11 

2 
4 
8 
16 
50 
75 
93 

110 
124 
125 
135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50 
250 
300 
500 
600 
800 
900 

1000 
1200 
8000 

 

DBREF? 멀티미터에서 표 4-10A 에 표시된 <value>를 반환합니다. 이 값은 표시된 기준 
임피던스에 해당합니다. 

HOLD 멀티미터가 터치 홀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3 장의 “터치 홀드 
기능(HOLD)”을 참조하십시오. 멀티미터가 이미 터치 홀드 기능에 있을 때 
HOLD 를 전송하면 판독이 시작되고 디스플레이에 판독값이 표시됩니다. 

HOLDCLR 멀티미터가 터치 홀드를 종료하고 디스플레이를 일반 작동으로 복원합니다. 

HOLDTHRESH 
<threshold> 

HOLD 측정 임계값을 <threshold>로 설정합니다. 

<threshold>는 1, 2, 3, 4(각각 0.01%, 0.1%, 1%, 10%) 중 하나여야 합니다. 
다른 값으로 설정하면 실행 오류가 생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3 장의 “터치 
홀드 기능(HOLD)”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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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기능 수정 옵션 명령 및 쿼리(계속) 

명령 설명 

HOLDTHRESH? 멀티미터에서 터치 홀드 <threshold>(1, 2, 3 또는 4)를 반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 장의 “터치 홀드 기능(HOLD)”을 참조하십시오. 

MAX 멀티미터가 현재 판독값을 최대값으로 표시한 상태에서 MAX 수정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MAX 수정 옵션에 있는 경우에는 멀티미터에서 최대값을 
표시합니다. MAX 수정 옵션에서는 자동 범위 지정이 비활성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3 장의 “최소값/최대값 수정 옵션(MIN MAX)”을 참조하십시오. 

MAXSET <numeric value> 멀티미터가 <numeric value>를 최대값으로 표시한 상태에서 MAX 수정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numeric value>는 부호가 있는 정수, 부호가 있는 실수(지수 불포함) 또는 
부호가 있는 실수(지수 포함)일 수 있습니다. 자동 범위 지정은 
비활성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3 장의 “최소값/최대값 수정 옵션(MIN 
MAX)”을 참조하십시오. 

<numeric value>가 측정 범위를 초과하면 실행 오류가 생성됩니다. 

MIN 멀티미터가 현재 판독값을 최소값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MIN 수정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MIN 수정 옵션에 있는 경우에는 멀티미터에서 최소값을 
표시합니다. MIN 수정 옵션에서는 자동 범위 지정이 비활성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3 장의 “최소값/최대값 수정 옵션(MIN MAX)”을 참조하십시오. 

MINSET <numeric value> 멀티미터가 <numeric value>를 최소값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MIN 수정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numeric value>는 부호가 있는 정수, 부호가 있는 실수(지수 불포함) 또는 
부호가 있는 실수(지수 포함)일 수 있습니다. 자동 범위 지정은 
비활성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3 장의 “최소값/최대값 수정 옵션(MIN 
MAX)”을 참조하십시오. 

<numeric value>가 측정 범위를 초과하면 실행 오류가 생성됩니다. 

MNMX 멀티미터가 현재 판독값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MIN MAX 
수정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MIN MAX 수정 옵션에 있는 경우에는 
멀티미터에서 최신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표시합니다. MIN MAX 수정 
옵션에서는 자동 범위 지정이 비활성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3 장의 
“최소값/최대값 수정 옵션(MIN MAX)”을 참조하십시오. 

MIN MAX 수정 옵션을 선택하면 저장된 최소값 및 최대값을 손실하지 않고도 
최소 판독값과 최대 판독값 간에 전환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MNMXSET <numeric1, 
numeric2> 

멀티미터가 <numeric1>을 최소값으로, <numeric2>를 최대값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MIN MAX 수정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numeric1> 및 <numeric2>는 부호가 있는 정수, 부호가 있는 실수(지수 
불포함) 또는 부호가 있는 실수(지수 포함)일 수 있습니다. 자동 범위 지정은 
비활성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3 장의 “최소값/최대값 수정 옵션(MIN 
MAX)”을 참조하십시오. 

<numeric1> 또는 <numeric2>가 측정 범위를 초과하면 실행 오류가 
생성됩니다. 

MMCLR 멀티미터가 MN MX 수정 옵션을 종료합니다. 저장된 최소값 및 최대값이 
지워지고 멀티미터가 범위 지정 모드 및 MN MX 수정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선택했던 범위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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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기능 수정 옵션 명령 및 쿼리(계속) 

명령 설명 

MOD? 멀티미터가 사용 중인 수정 옵션을 나타내는 숫자 값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1 = MIN, 2 = MAX, 4 = HOLD, 8 = dB, 16 = dB Power, 32 = REL, 64 = 
COMP 입니다. 

여러 수정 옵션을 선택하면 반환된 값이 선택한 수정 옵션 값의 합계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dB 및 REL 을 선택하면 40 이 반환됩니다. 

REL 멀티미터가 주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값을 상대 기준으로 사용하여 REL(상대 
판독값 수정 옵션)로 들어갑니다. 자동 범위 지정은 비활성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3 장의 “REL(상대 판독값 수정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RELCLR 멀티미터가 REL 수정 옵션을 종료하고 범위 모드 및 REL 을 선택하기 전에 
선택했던 범위로 돌아갑니다. 

RELSET <relative base> 멀티미터가 <relative base>를 <relative base> 값의 오프셋으로 사용하여 REL 
수정 옵션에 들어갑니다. 

<relative base>는 부호가 있는 정수, 부호가 있는 실수(지수 불포함) 또는 
부호가 있는 실수(지수 포함)일 수 있습니다. 자동 범위 지정은 
비활성화됩니다. 

<relative base>가 측정 범위를 초과하면 실행 오류가 생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3 장의 “REL(상대 판독값 수정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RELSET? 멀티미터에서 <relative base>를 반환합니다. 상대 수정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실행 오류가 생성됩니다. 

범위 및 측정 속도 명령 및 쿼리 
표 4-11에서는 범위 및 측정 속도 명령 및 쿼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동 범위 지정 
모드에서는 멀티미터가 판독할 때마다 자동으로 범위를 선택합니다. 수동 범위 
지정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고정된 범위를 선택합니다. 

표 4-11. 범위 및 측정 속도 명령 및 쿼리 

명령 설명 

AUTO 멀티미터가 주 디스플레이에서 자동 범위 지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동 범위 
지정 모드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REL, MIN MAX 또는 다이오드/연속성 
테스트를 선택한 경우)에는 실행 오류가 생성됩니다. 

AUTO? 자동 범위 지정 모드에 있는 경우 멀티미터가 1 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0 을 반환합니다. 

FIXED 멀티미터가 주 디스플레이에서 자동 범위 지정 모드를 종료하고 수동 범위 
지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현재 범위가 선택 범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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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범위 및 측정 속도 명령 및 쿼리(계속) 

명령 설명 

RANGE <value range> 주 디스플레이를 <value range>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value range>는 
표 4의 범위 값 열에 표시된 수로, 해당 기능 범위(전압, 저항, 전류 등)에 
해당합니다. 

표 4-11A. 각 기능의 범위 

범위 
값 

전압 범위 저항 범위 AC 전류 주파수 
범위 

DC 전류 

1 200mV 200e 20mA 2kHz 200µA 

2 2V 2ke 200mA 20kHz 2000µA 

3 20V 20ke 2A 200kHz 20mA 

4 200V 200ke 10A 1000kHz 200mA 

5 
1000V 
DC[1] 

2Me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A 

6 해당 없음 20Me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A 

7 해당 없음 100Me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 1000V DC, 750V AC 
 

RANGE1? 주 디스플레이에 현재 선택되어 있는 범위를 반환합니다. 

RANGE2? 보조 디스플레이에 현재 선택되어 있는 범위를 반환합니다. 보조 디스플레이가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실행 오류가 생성됩니다. 

RATE <speed> 측정 속도를 <speed>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speed>는 S(느림: 초당 2.5 회 
판독), M(보통: 초당 20 회 판독) 또는 F(빠름: 초당 100 회 판독) 중 하나입니다.

S, M 및 F 는 대문자나 소문자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speed>에 다른 값을 
입력하면 실행 오류가 생성됩니다. 

RATE? <speed>를 S(느림: 초당 2.5 회 판독), M(보통: 초당 20 회 판독) 또는 F(빠름: 
초당 100 회 판독) 중 하나로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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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쿼리 
표 4-12에서는 주 디스플레이 및/또는 보조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측정 쿼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4-12. 측정 쿼리 

명령 설명 

MEAS1? 다음으로 트리거된 측정이 완료되면 멀티미터에서 주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값을 반환합니다. 

MEAS2? 다음으로 트리거된 측정이 완료되면 멀티미터에서 보조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값을 반환합니다. 보조 디스플레이가 꺼져 있으면 실행 오류가 생성됩니다. 

MEAS? 두 디스플레이가 모두 켜져 있는 경우에는 다음으로 트리거된 측정이 완료되면 
멀티미터에서 두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값을 선택한 형식으로 반환합니다 
(표 4-15의 FORMAT 명령 참조). 각 형식에 대해서는 다음 예를 참조하십시오.

형식 1 의 예: +1.2345E+0,+6.7890E+3<CR><LF> 

형식 2 의 예: +1.2345E+0 VDC, +6.7890E+3 ADC<CR><LF> 

보조 디스플레이가 켜져 있지 않으면 MEAS? 가 MEAS1?와 같습니다. 

주: 외부 트리거(TRIGGER 2~TRIGGER 5)에서 MEAS 를 사용하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VAL1? 멀티미터가 주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값을 반환합니다. 주 디스플레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트리거된 측정값이 반환됩니다. 

VAL2? 멀티미터가 보조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값을 반환합니다. 보조 디스플레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트리거된 측정값을 반환합니다. 보조 
디스플레이가 꺼져 있으면 실행 오류가 생성됩니다. 

VAL? 두 디스플레이가 모두 켜져 있는 경우에는 멀티미터에서 두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값을 선택한 형식으로 반환합니다 (표 4-15의 FORMAT 명령 참조). 각 
형식에 대해서는 다음 예를 참조하십시오. 

형식 1 의 예: +1.2345E+0,+6.7890E+3<CR><LF>  

형식 2 의 예: +1.2345E+0 VDC, +6.7890E+3 ADC<CR><LF>  

보조 디스플레이가 켜져 있지 않으면 VAL 이 VAL1 과 같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으면 해당 디스플레이에 다음으로 트리거된 측정값이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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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명령 및 쿼리 
표 4-13에서는 비교 명령 및 쿼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사용하면 
멀티미터에서 측정값이 지정된 범위을 초과하는지, 지정된 범위 미만인지 또는 
지정된 범위 내에 속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앞면 패널의 C, U 
및 V에 해당합니다. 

표 4-13. 비교 명령 및 쿼리 

명령 설명 

COMP 멀티미터가 비교(COMP)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터치 홀드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터치 홀드는 HOLDCLR 명령을 사용하여 끌 수 있습니다. 

COMP? 멀티미터가 마지막 COMP 측정 판독값이 비교 범위의 상한값보다 크면 Hl 를 
반환하고, 비교 범위의 하한값보다 작으면 LO 를 반환하며, 비교 범위 내에 
속하면 PASS 를 반환합니다. 측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대시(—)를 반환합니다.

COMPCLR 멀티미터가 비교 기능(및 터치 홀드를 선택한 경우 터치 홀드)을 종료하고 
디스플레이를 일반 작동으로 복원합니다. 

COMPHI <high value> HI 비교(COMP) 값을 <high value>로 설정합니다. 

<high value>는 부호가 있는 정수, 부호가 있는 실수(지수 불포함) 또는 부호가 
있는 실수(지수 포함)일 수 있습니다. 

COMPLO <low value> LO 비교(COMP) 값을 <low value>로 설정합니다.  

<low value>는 부호가 있는 정수, 부호가 있는 실수(지수 불포함) 또는 부호가 
있는 실수(지수 포함)일 수 있습니다. 

HOLDCLR 멀티미터가 터치 홀드를 종료하고 디스플레이를 일반 작동으로 복원하지만 
비교 기능은 종료하지 않습니다. 

트리거 구성 명령 
표 4-14에서는 트리거 구성을 설정 및 반환하는 트리거 구성 명령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4-14. 트리거 구성 명령 

명령 설명 

TRIGGER <type> 트리거 구성을 <type>으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type>은 표 4-3 유형 열의 
숫자로, 해당 트리거, 뒷면 트리거 및 안정화 지연에 해당합니다. 입력한 
<type>이 1~5 범위에 있지 않으면 실행 오류가 생성됩니다. 

측정을 트리거하기 전에 입력 신호가 안정화되지 않은 경우 안정화 지연을 
사용하는 트리거 유형(트리거 유형 3 또는 5)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인 안정화 
지연은 표 4-3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TRIGGER? TRIGGER 명령으로 설정한 트리거 유형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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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명령 및 쿼리 
표 4-15에서는 기타 명령 및 쿼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4-15. 기타 명령 및 쿼리 

명령 설명 

^C(CONTRL C) =><CR><LF>가 출력됩니다. 

FORMAT <format> 출력 <format>을 1 또는 2 로 설정합니다. 

Format 1 은 측정값을 측정 단위(VDC, ADC, Ω 등) 없이 출력합니다. 

Format 2 는 측정값을 측정 단위와 함께 출력합니다 (표 4-16 참조). Format 
2 는 주로 RS-232 인쇄 전용 모드에 사용됩니다. 

FORMAT? 사용 중인 형식(1 또는 2)을 반환합니다. 

PRINT <rate> 인쇄 모드의 인쇄 속도를 설정합니다 (표 4-2 참조). 

SERIAL? 멀티미터의 일련 번호를 반환합니다. 

표 4-16. Format 2 로 측정 단위 출력 

측정 기능 단위 출력 

볼트 DC VDC 

볼트 AC VAC 

앰프 DC ADC 

앰프 AC AAC 

저항 OHMS 

주파수 HZ 

다이오드 VDC 

연속성 테스트 OHMS 

RS-232 원격/로컬 구성 
표 4-17에서는 RS-232 인터페이스에서 멀티미터의 원격/로컬 구성을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 RS-232 원격 및 로컬 구성 명령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RS-
232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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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원격/로컬 구성 명령 

명령 설명 

REMS 멀티미터를 앞면 패널 잠금을 표시하지 않고 원격(REMS) 상태 모드로 
전환합니다. 디스플레이에 r가 표시됩니다. 

RWLS 멀티미터를 앞면 패널 잠금을 표시하고 잠금 상태(RWLS)로 전환합니다. 
디스플레이에 r 및 L가 표시됩니다. RWLS 에 있을 때는 모든 전면 
패널 단추가 비활성화됩니다. 

LOCS 멀티미터를 잠금을 표시하지 않고 로컬 상태(LOCS) 모드로 전환합니다. 모든 
앞면 패널 단추가 활성화됩니다. 

LWLS 멀티미터를 로컬 잠금 상태(LWLS) 모드로 전환합니다. 모든 앞면 패널 단추가 
비활성화됩니다. 디스플레이에 L가 표시됩니다. 

RS-232 저장/불러오기 시스템 구성 
표 4-18에서는 RS-232 인터페이스에서 멀티미터의 원격/로컬 구성을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 RS-232 저장/불러오기 시스템 구성 명령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4-18. 저장/불러오기 시스템 구성 명령 

명령 설명 

Save <position> 현재 실행 중인 작업 상태를 <position>에 저장합니다. 여기서 <position>은 
1~6 입니다. 

Call <position> 작업 중인 상태를 <position>에서 불러옵니다. 여기서 <position>은 
1~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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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232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샘플 프로그램 
그림 4-4는 PC 용으로 작성된 주석이 추가된 BASIC A 프로그램으로, RS-232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멀티미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eue23f.eps 

그림 4-4. RS-232 컴퓨터 인터페이스용 샘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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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적용 예

개요 
이 장에서는 멀티미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적용 예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적용 예에서는 사용자가 멀티미터의 기본 작동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전자 공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기 회로에 
대한 복잡한 지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듀얼 디스플레이 사용 
듀얼 디스플레이를 효과적이고 정교하게 사용하면 테스트 및 측정 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듀얼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 공통 입력 신호를 두 번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하려면 두 개의 멀티미터를 사용하거나 연속적으로 
측정했어야 했습니다. 
듀얼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한 신호에 대해 두 개의 판독값을 쉽게 얻는 방법을 
살펴보려면 다음 예의 절차를 수행하여 전선 전원의 전압 및 주파수를 측정합니다.  

1. 멀티미터를 눌러 켭니다. 
2. 테스트 리드를 INPUT VZYR HI 및 LO 단자에 연결합니다. 
3. A를 눌러 주 디스플레이의 볼트 AC 를 선택합니다. 
4. Q를 누른 다음 F를 눌러 보조 디스플레이의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5. 테스트 리드 프로브를 벽의 콘센트에 삽입합니다. 디스플레이는 그림 A-

1과 비슷하게 표시됩니다. 실제 디스플레이는 로컬 전원 공급 장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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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 볼트 AC 및 주파수가 표시된 듀얼 디스플레이의 예 

측정 기능을 조합하여 사용 
듀얼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 측정 중인 입력 신호의 측정값 선택을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속성 조합은 표 A-1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볼트(DC + AC) RMS 또는 전류(DC + AC) RMS 는 주 디스플레이에서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DC + AC) 측정을 수행하는 동안 보조 디스플레이에 대해 다른 기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대 판독값, 최소값/최대값, 및/또는 터치 홀드 기능 수정 옵션을 사용하여 이중 
판독값을 추가로 조합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표 A-1. 허용되는 속성 조합 

주 기능  

DC V AC V DC I[1] AC I FREQ OHMS 

DC V X X X X   

AC V X X X X X  

DC I X X X X   

AC I X X X X   

FREQ  X   X  

보
조

 기
능

 

OHMS      X 

멀티미터에서 듀얼 디스플레이 측정을 수행하는 방법 
멀티미터가 듀얼 디스플레이 모드에 있으면(주 디스플레이와 보조 디스플레이가 
모두 켜져 있으면) 멀티미터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측정을 수행하고 
업데이트합니다. (1) 한 번 측정한 후 해당 측정값을 사용하여 두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트합니다. (2) 각 디스플레이를 별도의 측정값으로 업데이트합니다. 

1 회 측정으로 주 디스플레이 및 보조 디스플레이 업데이트 
멀티미터에서는 주 디스플레이 및 보조 디스플레이의 측정 기능이 같을 때만 
측정을 수행하고 해당 측정값을 사용하여 두 디스플레이를 모두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주 디스플레이의 측정 기능에 터치 홀드(자동 범위 지정이 켜져 있는 
상태)가 적용되어 있고 보조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같은 기능이 선택된 경우에 이 
방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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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디스플레이에는 DC 전압 측정값의 상대 판독값이 표시되고 보조 
디스플레이에는 DC 전압 자체가 표시되는 경우 멀티미터에서는 한 번 측정한 후 
이 측정값으로 두 디스플레이를 모두 업데이트합니다. 

별도의 측정으로 주 디스플레이 및 보조 디스플레이 업데이트 
주 디스플레이의 측정 기능이 보조 디스플레이의 측정 기능과 다르면 
멀티미터에서는 별도의 측정값을 사용하여 각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트합니다. 

듀얼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전압 및 전류 측정 
표 에 나열되어 있는 듀얼 디스플레이의 적용 예A-2  대부분은 INPUT VZYR HI 
및 LO 단자에 연결된 테스트 리드 한 세트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력 신호의 전압 및 전류를 측정하려면 리드가 3 개 필요합니다. 전압 및 전류 
측정은 그림 A-2에 표시된 것처럼 동일한 공통 단자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전류 클램프 없이 정상 전류를 측정했으면 주의 사항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표 A-2. 샘플 듀얼 디스플레이 적용 예 

주 디스플레이 보조 
디스플레이 적용 예 

볼트 DC 볼트 AC • 전원 공급 장치 문제 해결 앰프 회로의 DC 수준 및 AC 리플 
모니터링 

볼트 DC 전류 DC • 전원 공급 장치 로드 레귤레이션 점검  
• UUT 전류 요구량 및 회로 전압 모니터링 
• 트랜스미터를 통한 순환 전류 및 전압 강하 모니터링 

볼트 DC 전류 AC • 전선 및 로드 레귤레이션 테스트  
• DC/AC 또는 AC/DC 변환기 

볼트 AC 전류 DC • 전선 및 로드 레귤레이션 테스트  
• DC/AC 또는 AC/DC 변환기 

볼트 AC 전류 AC • 전선 및 로드 레귤레이션 테스트 
• 변압기(자기 회로) 포화 

볼트 AC 주파수 • 선간 전압 및 AC 신호 분석의 AC 진폭 및 주파수 측정 
• 증폭기의 주파수 응답 측정 
• AC 모터 제어 조정 
• 통신 애플리케이션의 노이즈 판독 
• 전력 출력을 최적화하기 위한 휴대용 발전기 조정 
• 네트워크의 주파수 보상 설정 

전류 DC 전류 AC •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의 리플 및 DC 전류 요구량 측정 
• 전원 공급 장치에 사용되는 보호용 퓨즈 저항기의 전류 분산 측정 
• 전선의 리플 및 노이즈 측정 

MN MX 실제 값 • 기록된 최소값 또는 최대값과 현재 측정값 표시 

REL 실제 값 • 실제 측정값 및 이 값과 상대 기준의 차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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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 샘플 듀얼 디스플레이 적용 예(계속) 

주 디스플레이 보조 
디스플레이 

적용 예 

REL 저항 • 저항기를 선택하고 정렬합니다 (3 장의 "비교 기능 사용" 참조). 

HOLD 실제 값 • 주 디스플레이에 이전의 안정적인 측정값을 유지하면서 실제 
측정값 표시 

8808A 5-1/2 DIGIT MULTIMETER

HI

LO

1000V
  750V

2W/4W

MAX

INPUT SENSE

HI

LO

4W

10AmA

200 mA
MAX 10A

  MAX

1000 V    CAT I
   600 V    CAT II

500 V pk

V

1V

30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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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2. 입력 신호의 DC 전압 및 DC 전류 측정 

멀티미터의 앞면 패널 내부 측정 회로에서 LO 단자로 연결하는 리드는 전압 및 
전류 측정 시 모두 동일합니다. 이 리드의 저항은 약 0.003Ω입니다. 따라서 전류가 
측정 중인 경우 두 회로에 공통적인 저항에서 전압 강하가 발생합니다. 이 내부 
저항은 COM 입력 단자에서 리드의 외부 저항에 추가하면 전압 판독의 정확도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외부 리드 저항이 0.007Ω인 경우 "전체" 공통 저항은 
0.010Ω입니다. 1A 의 전류가 있으면 전압 판독값은 다음 수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1A x 0.01Ω) = 0.01V 또는 10mV 
이 값은 환경에 따라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주 디스플레이에서 입력 신호에 대한 DC 전압을 측정하고 보조 디스플레이에서 
DC 전류를 측정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1. 멀티미터를 켭니다. 
2. D를 눌러 주 디스플레이의 DC 볼트 기능을 선택합니다. 
3. Q를 누른 다음 E를 눌러 보조 디스플레이의 DC 전류 기능을 선택합니다. 
4. 그림 A-2에 표시된 것처럼 리드를 테스트 회로에 연결하고 디스플레이에서 

측정값을 읽습니다. 전류가 음수로 표시되더라도 전류 흐름 규칙에 따라 
해석했을 때 사실 전류는 양수입니다. 

응답 시간 
응답 시간은 입력에서 변경이 이루어질 때부터 이 변경 내용이 표시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멀티미터의 응답 시간은 선택한 측정 기능, 측정 횟수(주 
디스플레이만 사용할 경우에는 1 회 측정, 주 디스플레이와 보조 디스플레이를 
모두 사용할 경우에는 2 회 측정), 입력 수준, 범위 유형(자동 범위 지정 또는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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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지정), 측정 속도(느림, 보통 또는 빠름) 및 측정 유형 혼합 여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측정값은 AC 유형[AC 볼트 또는 앰프]이나 DC 유형[기타 모든 
유형]입니다. 
1 회 측정 시의 일반적인 응답 시간은 표 A-3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1 회 측정의 
경우 올바른 범위가 검색되면 바로 결과가 표시됩니다. 그러나 표시된 결과가 
멀티미터의 정확도 사양을 충족하려면 측정을 완전히 안정화시키기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안정화 지연"은 주 디스플레이와 보조 디스플레이 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AC 유형 및 DC 유형 측정이 혼합된 경우에는 안정화 지연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AC 측정값과 DC 측정값이 혼합된 예로는 볼트 DC 및 앰프 AC 와 볼트 AC 및 앰프 
DC 가 있습니다. 안정화 시간은 표 A-4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듀얼 디스플레이 모드의 업데이트 속도 
업데이트 속도는 정류 상태 신호를 연속 측정할 때의 측정 간의 시간입니다. 듀얼 
디스플레이 모드(주 디스플레이 및 보조 디스플레이가 모두 켜져 있는 경우)에서는 
주 디스플레이와 보조 디스플레이에 대해 선택한 측정 기능이나 범위가 서로 
다르면 각 측정 기능의 업데이트 속도가 주 디스플레이만 켜져 있을 때의 측정 
기능의 업데이트 속도와 다릅니다. 
보조 디스플레이가 켜져 있으면 멀티미터에서 범위 또는 기능을 변경한 후에 항상 
측정값이 완전히 안정화되기를 기다렸다가 판독값을 표시합니다. 지연 시간은 표 
A-4에 표시된 것처럼 주 디스플레이 및 보조 디스플레이에 대해 선택한 기능과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표 A-5에는 주 디스플레이 및 보조 디스플레이의 측정 기능이나 범위가 서로 다를 
때의 측정 간 간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간격은 측정 기능, 범위, 측정 
속도(느림, 보통 또는 빠름), 측정 유형(AC 및 DC 유형의 측정이 혼합된 경우 또는 
혼합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8808A 
사용자 설명서 

A-6 

표 A-3. 1 회 측정 시 일반적인 응답 시간(초) 

느린 속도 보통 속도 빠른 속도 
측정 기능 

자동 범위[1] 단일 범위[2] 자동 범위[1] 단일 범위[2] 자동 범위[1] 단일 범위[2] 

D 1.2 0.4 0.7 0.1 0.5 0.05 

A 1.2 0.2 0.7 0.1 0.5 0.05 

E 1.4 0.4 0.8 0.1 0.6 0.05 

B 1.0 0.2 0.6 0.1 0.5 0.05 

O 3.2 0.4 1.8 0.2 1.1 0.10 

G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F 1.2 0.4 0.72 0.18 0.56 0.14 

[1] 새 측정의 범위를 최저 범위에서 최고 범위까지 자동으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표시하는 데 걸리는 시간 

[2] 일반적으로 다음으로 높은 범위 또는 낮은 범위로 변경하고 그 결과를 표시하는 데 걸리는 시간 

표 A-4. 일반적인 안정화 지연 시간(초) 

안정화 지연 측정 기능 
범위 

느림 보통 빠름 

D 전체 0.2 0.05 0.05 

A 전체 0.5 0.05 0.05 

E 전체 0.2 0.3 0.0 

B 전체 0.5 0.2 0.2 

O 전체 0.2 0.5 0.5 

G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0.05 

F 해당 없음 0.5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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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5. 듀얼 디스플레이 측정 시 일반적인 측정 간격(초) 

측정 기능 범위 느림 보통 빠름 

D 전체 1.2 1.0 0.9 

A 전체 1.0 0.85 0.8 

E 전체 1.2 1.0 0.9 

B 전체 1.0 0.85 0.8 

O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G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F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외부 트리거 
외부 트리거는 표 A-4에 표시된 것처럼 안정화 지연을 설정하거나 설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유형에 대해서는 표 4-3 참조). 트리거 지연 시간은 
이전 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 디스플레이와 보조 디스플레이 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부 트리거를 사용하면 멀티미터에서 해당 시간의 입력을 기준으로 주 
디스플레이와 보조 디스플레이(사용하는 경우)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멀티미터에서 트리거를 수신하는 즉시 최적의 범위에 대해 입력 측정을 시작할 
준비를 갖춥니다. 트리거를 수신한 후에 두 디스플레이의 범위를 자동으로 
지정하도록 입력이 변경되면 각 측정 결과가 표시되기 전에 자동 범위 지정 응답 
시간(표 A-3 참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뒷면 패널 트리거 입력은 에지에 민감합니다. 낮음-높음 펄스(+3V 초과)는 3ms 
미만의 트리거로 인식됩니다. 

열전압 
열전압은 이종 금속 간의 접합부에서 생성된 열발전 전위입니다. 열전압은 
일반적으로 바인딩 포스트에서 발생하고 1μV 보다 클 수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DC 를 측정할 때 열전압이 추가 오류 소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열전압은 낮은 저항 범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일부 
저항기는 이종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기를 처리하기만 해도 
측정 오류가 생성될 만큼 열전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기법을 사용하여 열전압의 영향을 줄입니다. 
1. 연결할 때는 가능한 비슷한 금속(예: 구리-구리, 금-금 등)을 사용합니다. 
2. 단단하게 연결합니다. 
3. 깨끗하게 연결합니다. 특히 기름과 먼지가 없도록 합니다. 
4. 테스트 중인 회로를 처리할 때 주의를 기울입니다. 
5. 회로가 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열전압은 온도 구배가 있는 

경우에만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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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의 전류 측정 
낮은 수준의 전류 측정 시 최고의 정확도를 얻는 것이 필수적인 적용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 모드에서 배터리로 작동되는 장치의 누설 전류를 
결정하는 것이 배터리 충전이 필요할 때까지의 시간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합니다. 
기존의 멀티미터는 그림 A-3에 표시된 분로 방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측정을 
수행합니다. 분로 저항기는 측정할 전류를 전압(버든 전압)으로 변환합니다. 전류 
소스의 내부 임피던스가 분로 저항기와 병렬인 경우 분로 저항기의 전류 흐름이 
실제 값보다 작으므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A

 
ghp28.eps 

그림 A-3. 낮은 수준의 전류 측정 시 분로 방법  

낮은 전류를 측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림 A-4에 표시된 피드백 저항기 방식이 
있습니다. 피드백 저항기는 측정할 전류를 전압으로 변환합니다. 높은 게인 작동 
증폭기는 버든 전압을 거의 0 으로 만들므로 간단한 분로 측정 방식과 연관된 
오류를 줄여줍니다. 멀티미터에 사용되는 0 버든 전압 측정 방법을 사용하면 낮은 
수준의 (누설) 전류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A

 
ghp29.eps 

그림 A-4. 0 버든 전압 낮은 수준의 전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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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2X4 테스트 리드

개요 
옵션인 Fluke TL2X4W 테스트 리드는 Hi-Hi 감지 및 Lo-Lo 감지 테스트 리드를 
하나의 케이블에 통합하여 4 선 Ω 측정을 간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멀티미터의 
Input HI 및 LO 잭은 두 개의 접촉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접촉부는 HI 또는 
LO 입력 회로에 연결되어 있고 다른 접촉부는 감지 입력 회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력 잭과 마찬가지로 2x4 테스트 리드에도 입력 잭 접촉부와 연결되는 
두 개의 접촉부가 있어 4 선 연결이 가능합니다. 

 
ghp061.eps 

그림 B-1. 2X4 선 테스트 리드 

XW 경고 
감전과 멀티미터에 가해질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하려면 이 설명서에 
지정된 대로 2X4 선 테스트 리드를 사용하십시오. 사용하기 전에 
테스트 리드를 점검하십시오. 절연재가 손상되었거나 금속이 노출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테스트 리드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멀티미터를 사용하기 전에 손상된 테스트 리드를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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