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자료

Fluke 110 True-RMS 멀티미터

정확한 전기 설치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컴팩트한 true-RMS 
측정기
Fluke 110은 전기 측정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다목적 멀티미터입니다. 
주거 및 상업 전기 기사들이 문제 해결 및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신뢰하는 
측정기입니다. 110은 true-RMS 정확도가 필요한 전문가용 제품입니다.

특징
 • 비선형 신호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True-RMS AC 전압
 • 어두운 영역에서 작업할 수 있는 대형 백색 LED 백라이트
 • 저항 및 연속성 

 • 신호 변동을 기록할 수 있는 최소/최대/평균 측정 기능
 • CAT III 600V 안전 등급

안전 등급
 CAT III 600V

보증
 3년

전문적이고 정확하며  
사용이 간편함 
110은 모든 필수적인 전기 측정에 적합합니다.

 • 개방/제한 구역 문제 해결에 이상적인 측정기
 •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컴팩트한  
인체 공학적 디자인

 • 프로브 홀더가 있어 손쉽게 보관할 수 있는 
외부 케이스 제공

 • 수동 및 자동 레인지 범위 지정 기능
 • 핸즈프리 작업을 위한 옵션 사항인 ToolPak™ 
마그네틱 행거에 장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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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정확도는 작동 온도 18°C~28°C 범위, 상대 습도 0%~90% 범위에서 교정 후 1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확도 사양은 다음의 
공식을 따릅니다. ±([ 판독값의 % ] + [ 카운트 ])

일반 사양
최대 전압  
(터미널과 접지 사이) 600V

안전 IEC 61010-1, 공해 지수 2 
IEC 61010-2-033, CAT III 600V

디스플레이 디지털: 6,000 카운트, 초당 4회 갱신
막대 그래프 33개의 세그먼트, 초당 32회 갱신
온도
   작동 시 -10°C~+ 50°C

   보관 -40°C~+ 60°C

배터리 9볼트 알카라인, IEC 6LR61

배터리 수명 400시간(일반 사용 시), 백라이트 없음

정확도

측정 범위 분해능 정확도  
±([판독값의 %] + [카운트])

DC 밀리볼트 600.0mV 0.1mV 0.5% + 2

DC 전압 6.000V 
60.00V 
600.0V

0.001V 
0.01V 
0.1V

0.5% + 2

AC 밀리볼트1 true-RMS 600.0mV 0.1mV 1.0% + 3(DC, 45Hz~500Hz)
2.0% + 3(500Hz~1kHz)

AC 볼트1 true-RMS 6,000V
60.00V
600.0V

0.001V
0.01V
0.1V

1.0% + 3(DC, 45Hz~500Hz)
2.0% + 3(500Hz~1kHz)

연속성
600Ω 1Ω

경고음은 20Ω 미만일 때 켜지고 250Ω보다 
크면 꺼지며

500µs 이상의 개방 또는 단락을 감지함
전기 저항 600.0Ω

6.000kΩ
60.00kΩ
600.0kΩ
6.000MΩ
40.00MΩ

0.1Ω
0.001kΩ
0.01kΩ
0.1kΩ

0.001MΩ
0.01MΩ

0.9% + 1

5% + 2

1 모든 AC 전압 범위는 1%에서 100%까지의 범위로 지정됩니다. 범위의 1% 미만인 입력은 지정되지 않으므로 이 측정기와 다른 True-RMS 측정기에서 테스트 리드가 회로로부터 분리되거나 
서로 단락된 경우 0이 아닌 값을 표시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전압의 경우 파고율은 4000 카운트에서 3 이하이며, 이 경우 전체 스케일에서 1.5까지 선형으로 감소합니다. AC 전압은 ac 커플링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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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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