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속도, 높은 효율성 및 다목적성까지 갖춘 키사이트  34450A는 
일상적인 테스트 및 측정 어플리케이션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 개요

키사이트 34450A 디지털 멀티미터

1. 초당 190회까지 판독할 수 있는 빠른 속도와 0.015%의 DCV 정확도로 혁신적인 처리 속도 제공
2. 5.5 디지트 OLED 듀얼 디스플레이로 선명하고 빠른 측정 화면 제공
3. DC/AC 전압, DC/AC 전류, 2/4와이어 저항, 주파수, 연속성, 다이오드 테스트, 커패시턴스, 온도 등 

11가지 측정 기능 지원
4. 데이터 로깅 및 히스토그램 기능을 위해 최대 50,000개의 메모리 포인트 지원
5. 연결 및 트리거 입출력 기능에 대한 다중 선택으로 양산 데이터 분석시 뛰어난 유연성 제공
6. 켄싱턴 잠금장치로 장치 도난 방지

밝고 선명한 OLED 듀얼 디스플레이로 손쉽게 측정 결과를 판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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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사이트 | 34450A 디지털 멀티미터 – 제품 개요

키사이트 보장 프로그램
www.keysight.com/find/AssurancePlans
최대 10년간의 제품 보호를 통해 갑작스러운 
예산 지출을 피하고 사양에 따른 계측기의 작동을 
보장함으로써 정확한 측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권장 서비스 옵션:  
자세한 내용은 www.keysight.com/find/34450A 를 
참조하십시오.

빠르고 간편한 측정 자동화

전원 공급기, 파워 미터, 데이터 수집 장치 등 어떤 계측기를
프로그래밍하든 간에 키사이트 VEE 그래픽 언어 소프트웨어 및
GPIB, USB, 그리고 계측 제어 제품은 탁월한 사용 편의성과
유연성으로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따라 원하는 대로 설정 및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빠르고, 간편하면서 저렴한 측정을
경험하십시오!

 – www.keysight.com/find/IO
 – www.keysight.com/find/VEE

34450A DMM 제품 구성물
 – 테스트 리드 키트
 – 전원 코드
 – USB 인터페이스 케이블
 – 퀵 스타트 가이드
 – 교정 성적서
 – 제품 참조 CD-ROM
 – Keysight IO library suite CD-ROM

권장 액세서리

옵션 설명
34450A-800 2 GPIB 연결 지원 
34450A-801 2 데이터 로깅을 위한 50,000개 메모리
34450A-UK6 2 테스트 데이터가 포함된 커머셜 교정 성적서 제공

34450A-ABA 영어 사용자 가이드 (인쇄물)
34450A-ABJ 일어 사용자 가이드 (인쇄물)

2. 기본 모델 34450A와 함께 구매해야 하는 옵션

업그레이드 설명
3445GPBU 3 GPIB 연결 업그레이드
3445MEMU 3 데이터 로깅을 위한 50,000개 메모리 포인트

업그레이드

3. 업그레이드는 기본 모델 34450A와 별도로 언제든지 구매 가능합니다.

부품 번호 설명
10833A/B/C/D/F/G GPIB 케이블
82350B 고성능 PCI-GPIB용 인터페이스 카드
82357B USB/GPIB 인터페이스
34138A 테스트 리드 키트
E2308A 서미스터 온도 프로브

(-40 ~ +150℃, 5 kΩ)
34190A 랙마운트 키트
34191A 2U 듀얼 플랜지 키트
34194A 듀얼 연결 잠금 키트
34138A 테스트 리드 키트

5991-1206KOKR

기능 설명
디스플레이 OLED 듀얼 디스플레이
분해능 5.5
작동 사양
측정 속도 초당 190회 판독
정확도 0.015% DCV
측정 기능

DCV, DCI, True RMS ACV and ACI
2/4 와이어 측정
다이오드, 연속성
주파수
커패시턴스
온도

수학 함수
Null
Hold
Min/Max/Average
dB, dBm
Limit test

데이터 관리
메모리 최대 50,000회의 판독 1

히스토그램 지원
전면판 데이터 로깅 지원
원격 제어
인터페이스 USB 2.0 (TMC-488.2),  

직렬 인터페이스 (RS-232), GPIB 1

프로그래밍 언어 SCPI, IEEE488.1, IEEE488.2,  
Fluke 45 & Fluke 8808A

소프트웨어 Keysight IO Library Suite
드라이버 IVI-COM
보안 기능

켄싱턴 잠금장치
전면판 키패드 잠금장치

1. 라이선스 업그레이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