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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기능의 자동범위 디지털 멀티미터

HHM8229

U  온도, 상대습도, 소리, 조명, 디지털 멀티미터를  
하나에.

U  백라이트 디스플레이

U  자동 전원 차단

U  입력 잭 연결을 바로잡기 위한 가청 및 시각적 경고 
U  내장 온도/상대습도 센서

U  K형 써모커플 입력

HHM8229 계측기는 휴대용 전문 측정 장비로 큰 LCD가 있어 내용을 
3줄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백라이트가 있어 읽기가 편합니다. 범위 
스위치의 “한 손 조작” 디자인으로 측정을 간단하고 쉽게 합니다. 과부하 
보호 및 배터리 없음 표시기 제공됩니다. 이 모델은 전문직, 작업장, 학교, 
취미, 가정에서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다기능 장비입니다.

계측기는 테스트리드선의 잘못된 조작으로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명과 음향 알람을 갖추도록 고안되었습니다. 5가지 
기능을 하나로 합친 디지털 멀티테스터는 디지털 멀티미터뿐 아니라 
소음도, 휘도, 습도, 온도 계측기의 기능까  결합한 제품입니다.

HHM8229 디지털 멀티미터는 연속성과 다이오드를 시험할 뿐 아니라 
교류/직류 전압 및 전류, 저항, 주파수, 사용률, 정전 용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판독 값과 측정 단위는 LCD에 표시되고, 자동 범위와 수동 
조작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범위와 수동 범위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HHM8229는 자동 꺼짐 기능기능, 판독 값 유지 기능, 
상대 측정 기능이 있습니다.

사양
수치: 4000

직류 전압: 400 mV/4V/40V/400V/1000V ±(0.7% rdg + 2 dgt)

교류 전압: 400 mV/4V/40V/400V/750V ±(0.8% rdg + 3 dgt)

직류 전류: 400 uA/4000 uA/40 mA/400 mA ±(1.2% rdg +  
3 dgt), 2A/20A ±(2.0% rdg + 10 dgt)

교류 전류: 400 uA/4000 uA/40 mA/400 mA ±(1.5% rdg + 3 dgt), 2A/20A 
±(3.0% rdg + 10 dgt)

저항: 400Ω/4 k/40 k/400 k/4 MΩ ±(1.2% rdg + 5 dgt), 
40 MΩ ±(2.0% rdg + 5 dgt)

정전 용량: 40 nF/400 nF/4 uF/40 uF/100 uF ±(3% rdg + 3 dgt)

주파수: 10 Hz/10 Hz/1K Hz/10K Hz/100K Hz ±(2.0% + 5 dgt)

사용률: 0.1 ~ 99.9% ±3.0% rdg

소음도: 40 ~ 100 dB ±3.5% rdg

조도: 4000 럭스/40000 럭스 ±5.0% rdg

습도: 20 ~ 95% RH, ±5.0% RH

온도 (내장 센서): 0 ~ 40°C ±2°C (32 ~ 104°F ±4°F)

온도 (K형 써모커플): -20 ~ 0°C ±5.0% rdg; 0 ~ 400°C ±1.0% rdg; 400 ~ 
1000°C ±2.0% rdg; 4 ~ 32°F ±5.0% rdg; 32 ~ 752°F ±1.0% rdg; 752 ~ 
1832°F ±2.0% rdg

 주문하려면 omega.com/hhm8229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모델 번호 설명

 HHM8229 5가지 기능이 있는 자동 범위 디지털 멀티미터

 SC-HH500 가벼운 운반 케이스

 HHM8229-MFS 예비 다기능 소켓 어댑터

비드 도선 K형 써모커플, 다기능 소켓 어댑터, 시험용 도선, 고무 부츠, “AAA” 알카라인 

배터리 3개,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 HHM8229, 5가지 기능의 자동범위 디지털 멀티미터 
OCW-3, OMEGACARESM는 표준 1년 보증을 총 4년으로 연장합니다.

연속성 점검: 버저를 이용

다이오드 시험

전력: 1.5V “AAA” 알카라인 배터리 3개 (포함됨)

크기: 195 L x 92 W x 55 mm D (7.7 x 3.6 x 2.2")

무게: 400 g (14 oz) (배터리 포함)

HHM8229은 초소형 커넥터와 도선 스풀 상자가 있는 

무료 1 m (40”) K형 절연 비드 도선 써모커플를 포함합니다 

(채널 당 1).  
예비로 주문하세요!  

모델 번호 SC-TT-K-30-36. 

모델 번호 HHM8229-MFS.

무료 써모커플와 다기능 
소켓 어댑터 포함!

입력 잭에 불이 들어옵니다!

5-in-1 Autorange Digital Multime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