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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교정 도구
Fluke 및 Fluke 교정

제약, 정유 또는 기타 산업 분야와 같은 공정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벤치, 플랜트 또는 현장에서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확 

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매일 직면하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도구를 찾는 것은 중요한 일입 

니다. 따라서 Fluke는 자사의 다양한 다기능, mA 루프, 압력 및 온도 교정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정 필요에 맞는  
Fluke의 현장 및 벤치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fluke.co.kr,  
www.flukecal.co.kr 또는 본 카탈로그의 제품 페이지 중 하나를 레퍼런스하십시오.

전기 및 다기능 교정
Fluke는 테스트 장비 또는 대부분의 공정 장비를 확인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소싱 및 시뮬레이트하며 압력, 온도 및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광범위한 현장 및 벤치 교정기를 제공합니다.

mA 루프 교정
루프 교정기는 4mA~20mA 전류 루프로 작업하기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Fluke 루프 교정기는 mA 소싱, 시뮬레이션 및 측정, mA와 범위 비율 판독, 
24V 루프 공급, 간단한 작동 및 신뢰할 수 있는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압력 및 유량 교정
압력, 수위 및 유량 장비는 거의 모든 공정 플랜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 

다. 플랜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이러한 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Fluke는 압력 및 가스 유량 장비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교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필드 및 벤치 교정 도구를 제공합니다.

온도 교정
온도 교정은 온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에 사용되는 센서에서부터 송신기 및  

디스플레이에 이르는 모든 장치의 교정을 지칭합니다. Fluke는 시스템의  

전기 온도 신호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호가 시작되는 온도 센서 공정 온 

도의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한 벤치 및 필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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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 교정기
이 현장 및 벤치용 교정기는 소싱 

및 시뮬레이트하며 매우 정밀하게 

압력, 온도 및 전기 신호를 

측정합니다. 

753 문서화 공정 교정기
소싱 및 시뮬레이트하며 압력, 온도 
및 전기 신호 측정을 위한 견고한 
휴대용 도구입니다.
• 센서, 트랜스미터 및 기타 장치 

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전압, 
mA, RTD, 열전대, 주파수 및  
저항 측정 

• 트랜스미터 교정을 위해 전압, 
mA, 열전대, RTD, 주파수, 저항 
및 압력 소싱/시뮬레이트 

• 실시간 mA 측정에 따라 루프 공
급 장치를 사용하여 테스트 중 
트랜스미터에 전력 공급 

• 절차 다운로드 및 현장 교정 결
과 업로드

www.fluke.com/753

754 HART가 장착된 문서화 
공정 교정기
HART 및 기타 장치 교정, 유지
보수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
적이고 견고한 도구입니다. 
• 센서, 트랜스미터 및 기타 장치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전압, mA, 
RTD, 열전대, 주파수 및 저항  
측정 

• 트랜스미터 교정을 위해 전압, 
mA, 열전대, RTD, 주파수, 저항 
및 압력 소싱/시뮬레이트 

• 주로 쓰이는 HART 트랜스미터를 
지원하며 다른 HART 현장 교정
기보다 다양한 방식별 커멘드  
제공 

• 절차 다운로드 및 현장 교정 결
과 업로드

www.fluke.com/754

525B 정밀한 벤치 공정 교정기
온도 및 압력 장비 교정을 위해 높
은 정확도와 광범위한 기능이 결합
된 기계 장치입니다.
• 공정 산업 장비 처리를 위한  

교정기
• 모든 ANSI 열전대와 L 및 U 유형

을 시뮬레이트 및 측정하고 다양
한 열전대 장비를 교정할 수 있도
록 냉접점 보정 제공

• ITS-90 RTD 상수 저장을 위한  
직접 입력 기능

• RTD는 0.03°C까지의 불확도  
제공

www.flukecal.com/525B

753

525B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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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정밀한 다기능 공정 교정기
광범위한 워크로드 커버리지, 교정 
기능 및 놀라운 정확도를 갖춘, 공
정 산업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제품
입니다. 아래 기능을 포함하여 725
의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 향상된 정확도
• 펄스 계산 소싱 및 펄스 측정  

합계
• 압력 스위치 테스트
• 오류 비율 계산

www.fluke.com/726

725 다기능 공정 교정기
대부분의 공정 매개변수 테스트 및 
교정을 위한 사용하기 쉬운 강력한 
현장 교정기입니다. 
• 센서 및 트랜스미터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전압, mA, RTD, 열전
대, 주파수 및 저항 측정 

• 트랜스미터 교정을 위해 전압, 
mA, 열전대, RTD, 주파수, 저항 
및 압력 소싱/시뮬레이트 

• 29개의 Fluke 700Pxx 압력 모듈 
중 하나를 사용하여 압력 측정/
소싱 

• 밸브 및 I/P 테스트 수행을 위해 
동시 압력 측정 기능을 사용하여 
mA 소싱 

www.fluke.com/725

725EX IS 다기능 공정 교정기
본질적으로 안전하고 사용하기 쉬
운 이 현장 교정기는 폭발성 가스
가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
한 모든 공정 장비를 교정할 수 있
습니다. 
• ATEX II 1 G Ex ia IIB 171°C 

KEMA 04ATEX 1303X 
• I.S. Class I, Division 1 Groups 

B-D, 171°C 준수 
• 전압 dc, mA, RTD, 열전대, 주파

수 및 저항 측정 
• 전압 dc, mA, RTD, 열전대, 주파

수 및 저항 소싱
•  8개의 Fluke 700PEX 압력 모듈 

중 하나를 사용하여 압력 측정/
소싱

www.fluke.com/725EX

8808A 디지털 멀티미터
제조, 개발 및 서비스 응용 프로그
램을 위한 다목적 멀티미터입니다.
• 5.5 디지트 분해능
• 0.015%의 기본 V dc 정확도
• 듀얼 디스플레이

www.flukecal.com/8808A

8845A/8846A 정밀 멀티미터
벤치 또는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정밀한 다목적 제품입니다.
• 6.5 디지트 분해능
• 최대 0.0024%의 기본 V dc 정 

확도
• 듀얼 디스플레이

www.flukecal.com/8845A

725Ex

8808A

8845A/8846A

726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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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루프 교정기
Fluke 루프 교정기는 

4mA~20mA의 다양한 교정  

응용 프로그램에 이상적입니다.

705 루프 교정기
현재 루프의 교정, 수리 및 유지관
리를 위한 경제적인 통합 솔루션입
니다.
• mA 소싱, 시뮬레이트 및 측정 
• 동시에 mA 및 범위 비율 표시 
• mA 측정 기능을 갖춘 24V 루프 

전원 공급 장치 
• 루프 전압 확인을 위한 0V 

dc~28V dc 측정 

www.fluke.com/705

707 루프 교정기
현재 루프의 교정, 수리 및 유지보
수를 위한 매우 빠르고 사용하기 
쉬운 고성능 솔루션입니다.
• mA 소싱, 시뮬레이트 및 측정 
• 250Ω HART 저항기를 비롯하여 

mA 측정 기능을 갖춘 24V 루프 
전원 공급 장치 

• 루프 전압 확인을 위한  
0V dc~28V dc 측정 

www.fluke.com/707

707EX IS 루프 교정기
폭발 위험이 있는 구역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본질적 안전화 옵션으
로, 구역 1과 2에서 ATEX 지침 
(Ex II 2 G Ex ia IIC T4) 에 따라 인
증되었습니다.
• mA 소싱, 시뮬레이트 및 측정을 

위한 1µA 분해능 
• 28V까지 V dc 측정 
• 0~20mA 또는 4mA~20mA 기본 

시작 모드 
• HART® 호환 가능 저항은 HART 

통신기와의 호환성을 위해 루프 
공급 장치와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음

www.fluke.com/707EX

707Ex

705

707

787 ProcessMeter™

하나의 툴에서 디지털 멀티미터 및 
루프 교정 기능을 갖춘 손바닥만한 
문제해결 솔루션입니다.
• 전압, 저항, 주파수에 대한 

1000V의 과부하 방지 기능
• mA에 대한 150V의 과부하 방지 

기능, 440mA 1000V 퓨즈로 지
원됨

• mA 출력에 대한 25%의 수동  
스텝과 자동 스텝 및 자동 램프

• CAT III, 1,000V 등급

www.fluke.com/787

789 ProcessMeter™

789에는 787의 주요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다음 기능이 추가되
어 있습니다.
• 24V 루프 전원 공급
• mA 소싱에 대한 1200ohm 드라

이브 용량
• 루프 파워 및 내장 250ohm 저항

기를 통한 HART 모드 설정
• 빠른 범위 확인을 위해 

4mA~20mA를 전환하는 0%,  
100% 버튼

• CAT IV 600V 등급

www.fluke.com/789

787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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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772

773

771 mA 공정 클램프미터
회로의 단선없이 빠르고 정확하
게 4mA~20mA 신호 루프를 빠르
고 정확하게 측정하여 시간을 단축
합니다. 
• 0.01mA 분해능 및 감도
• PLC 및 제어 시스템 아날로그 I/O

에 대한 mA 신호 측정
• 99.9mA 범위를 사용하는 이전 

제어 시스템에서 10mA~50mA 
신호 측정

www.fluke.com/771

772 mA 클램프미터
널리 사용되는 771 mA 클램프미터
의 기능에 루프 파워 및 mA 소싱을 
추가하여 기능을 확장하였습니다.
• 회로 내 측정 기능을 사용하여 

4mA~20mA 신호 측정
• 전력 및 테스트 트랜스미터의 경

우 24V 루프 파워을 사용하여 동
시에 회로 내 mA 측정

• 제어 시스템 I/O 또는 I/P 테스트
를 위해 4mA~20mA 신호 소싱

• 원격 테스트를 위해 자동 램프 
또는 4mA~20mA 출력 

www.fluke.com/772

773 mA 공정 클램프미터
전압 I/O 테스트를 위한 고급 문제 
해결 기능 및 전압 소싱/측정 기능
이 추가된 최고급 밀리앰프 클램프
미터로, 다음과 같이 772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DC 전압 소싱 및 측정, 24V 전원 

공급 장치 확인 및 전압 I/O 신호 
테스트

• 범위가 지정된 mA 출력으로 mA 
클램프로 측정하는 4mA~20mA 
신호에 해당하는 연속 mA 신호 
제공

• 동시에 mA 신호 소싱 및 측정

www.fluke.com/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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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압력 교정기
mA 측정, 루프 전력, 스위치 테스트 및 트랜스미터 오류 계산과 같은 

내장 기능을 통해 이러한 압력 검출기능는 사용하기 쉬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719 휴대용 전기 압력 교정기
내장 전기 펌프를 사용하여 빠르
고 쉽게 압력 장치를 교정 및 테스
트합니다.
• 밸브 및 I/P 테스트를 위해 동시 

압력 측정 기능과 함께 mA 소싱 
• 4~20mA 루프 문제 해결을 위해 

mA 신호 시뮬레이트 
• 실시간 mA 측정에 따라 24V 루

프 공급 장치를 사용하여 테스트 
중 트랜스미터에 전력 공급 

www.fluke.com/719

718EX IS 압력 교정기
폭발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사용
하기에 적합한 강력하고, 본질적으
로 안전한 자체 포함형 압력 측정
기입니다.
• ATEX II 1G Ex ia IIC T4 준수
• 미세하게 조정 가능한 버니어 및 

용출용 밸브가 장착된 휴대용 내
장 압력/진공 펌프

• 30psi, 100psi 및 300psi 범위
(2bar, 7bar 및 20bar) 

• 본질적으로 안전한 Fluke 
700PEx 압력 모듈 중 하나를 사
용하여 200bar까지 압력 측정

www.fluke.com/718EX

717

719

718EX

718

압력 및 유량 교정

717 압력 교정기
뛰어난 성능 및 내구성을 갖춘 견
고한 구조의 안정적이고 정확한 교
정기.
• 압력 측정, 10,000psi/690bar까지

의 내부 센서를 사용하여 전체 스
케일의 0.025%(10000G 모델) 

• 0.015%의 정확도와 0.001mA
의 분해능으로 mA 측정, 동시에 
24V의 루프 파워 소싱 

• 29개의 Fluke 700Pxx 압
력 모듈 중 하나를 사용하여 
10,000psi/700bar까지 압력  
측정 

www.fluke.com/717

Pumpbar 센서가 장착된 718 
압력 교정기
트랜스미터, 게이지 및 스위치를 위
한 종합 압력 교정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 거의 모든 압력 장치 교정 및 유

지보수를 위한 압력 소싱 및 밀리
앰프 측정 

• 실수로 액체에 노출된 경우 쉽게 
청소할 수 있는 통합형 펌프. 이
러한 펌프를 통해 소유 비용 및 
수리 비용을 줄이고 현장에서 펌
프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 1psi, 30psi, 100psi 및 300psi 
범위는 추가 도구가 거의 필요하
지 않음을 의미함 

www.fluke.com/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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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범위/분해능 범위 (대략) 분해능
레퍼런스 불확도

(23 ±3°C)
하이 사이드  

미디어
로우 사이드  

미디어 연결 소재

차압
Fluke 700P00 1인치 H2O/0.001 0.25kPa/0.0002 0.300% 드라이 드라이 316 SS
Fluke 700P01* 10인치 H2O/0.01 2.5kPa/0.002 0.200% 드라이 드라이 316 SS
Fluke 700P02 1psi/0.0001 6900Pa/0.7 0.150% 드라이 드라이 316 SS
Fluke 700P22 1psi/0.0001 6900Pa/0.7 0.100% 316 SS 드라이 316 SS
Fluke 700P03 5psi/0.0001 34kPa/0.001 0.050% 드라이 드라이 316 SS
Fluke 700P23 5psi/0.0001 34kPa/0.001 0.025% 316 SS 드라이 316 SS
Fluke 700P04 15psi/0.001 103kPa/0.01 0.025% 드라이 드라이 316 SS
Fluke 700P24* 15psi/0.001 103kPa/0.01 0.025% 316 SS 드라이 316 SS
게이지
Fluke 700P05* 30psi/0.001 207kPa/0.01 0.025% 316 SS 해당 없음 316 SS
Fluke 700P06* 100psi/0.01 690kPa/0.07 0.025% 316 SS 해당 없음 316 SS
Fluke 700P27* 300psi/0.01 2070kPa/0.1 0.025% 316 SS 해당 없음 316 SS
Fluke 700P07 500psi/0.01 3400kPa/0.1 0.025% 316 SS 해당 없음 316 SS
Fluke 700P08 1000psi/0.1 6900kPa/0.7 0.025% 316 SS 해당 없음 316 SS
Fluke 700P09* 1500psi/0.1 10MPa/0.001 0.025% 316 SS 해당 없음 316 SS
절대
Fluke 700PA3 5psi/0.0001 34kPa/0.001 0.050% 316 SS 해당 없음 316 SS
Fluke 700PA4* 15psi/0.001 103kPa/0.01 0.050% 316 SS 해당 없음 316 SS
Fluke 700PA5 30psi/0.001 207kPa/0.01 0.050% 316 SS 해당 없음 316 SS
Fluke 700PA6 100psi/0.01 690kPa/0.07 0.050% 316 SS 해당 없음 316 SS
진공
Fluke 700PV3 -5psi/0.0001 -34kPa/0.001 0.040% 316 SS 드라이 316 SS
Fluke 700PV4 -15psi/0.001 -103kPa/0.01 0.040% 316 SS 드라이 316 SS
Dual
Fluke 700PD2 ±1psi/0.0001 ±6900Pa/0.7 0.150% 316 SS 드라이 316 SS
Fluke 700PD3 ±5psi/0.0001 ±34kPa/0.001 0.040% 316 SS 드라이 316 SS
Fluke 700PD4 ±15psi/0.001 ±103kPa/0.01 0.025% 316 SS 드라이 316 SS
Fluke 700PD5 -15/30psi/0.001 -100/207kPa/0.01 0.025% 316 SS 해당 없음 316 SS
Fluke 700PD6 -15/100psi/0.01 -100/690kPa/0.07 0.025% 316 SS 해당 없음 316 SS
Fluke 700PD7 -15/200psi/0.01 -100/1380kPa/0.1 0.040% 316 SS 해당 없음 316 SS
고압
Fluke 700P29* 3000psi/0.1 20.7MPa/0.001 0.050% C276 해당 없음 C276
Fluke 700P30 5000psi/0.1 34MPa/0.001 0.050% C276 해당 없음 C276
Fluke 700P31 10000psi/1 69MPa/0.007 0.050% C276 해당 없음 C276

* 718Ex 및 725Ex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안전한 버전입니다.

700P

700PEX

700P 압력 모듈 
-15psi(-103kPa)~10,000psi(69MPa) 에서 모든 종류의 차압, 게이지압, 절대압,  
진공압, 듀얼 및 본질적으로 안전한 압력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상의 0.025% 레퍼런스 불확실성
• 견고한 내화학용 포장
• 독자적인 마이크로 기술 선형 출력을 사용하여 보정된 온도
• 교정기에 대한 디지털 통신, 아날로그 손실 또는 오류 없음 
www.fluke.com/700P

700PEx IS 압력 모듈
완벽한 압력 테스트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본질적으로 안전한 압력 모듈입니다.
• NIST 소급 적용된 교정 인증서 포함
• CSA 인증: I.S. Class I, Div 1, Groups A-D T4, Ta = 0°C~50°C
• ATEX II 1G Ex ia IIC T4 준수

www.fluke.com/700P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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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압력 교정기
빠르고 정확한 교정 테스트 결과를 

위한 뛰어난 품질의 휴대용 

게이지입니다.

700G 정밀 압력 게이지 교정기
정확한 측정값을 산출할 뿐만 아니
라 사용하기 쉽고 견고하고, 안정적
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15psi/1bar~10,000psi/690bar 

및 0.05%의 정확도 
• 완벽한 압력 테스트 및 교정 솔

루션을 위한 테스트 펌프 키트와 
결합 

• 700G/TRACK Software를 사용
하여 8,000개 이상의 기록된 압
력 측정값 업로드 가능 

www.fluke.com/700G

700G

차압 펌프
마스터 장치에 대해 압력 측정 

장치를 테스트하기 위한 정확한 

생성 및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P5510 기체 비교 테스트 펌프
단일 장치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압
력 및 진공을 생성합니다.
• 압력: 최대 2MPa(300psi)
• 진공: 최대 -80kPa(-12psi)
www.flukecal.com/P5510

P5513 기체 비교 테스트 펌프
뛰어난 정밀 가스 압력 생성 및 제
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 뛰어난 니들 밸브를 사용하여 

210Mpa(3kpsi)까지 정밀 압력 
조절

• 미세한 압력 조정을 위해 내장된 
나사형 프레스

• 선택적 진공/압력 펌
프, -80kPa~2Mpa 
(-12psi~300psi) 

www.flukecal.com/P5513

P5514 유압 비교 테스트 펌프
쉽고 효율적으로 유압을 생성합 
니다. 
• 압력을 생성하여 70Mpa 

(10,000psi)까지 정확하게 조정
• 광범위한 액체와 사용 가능

www.flukecal.com/P5514

P5515 유압 비교 테스트 펌프 
뛰어난 정밀 유압 생성 및 제어 기
능을 제공합니다. 
• 압력을 생성하여 140Mpa 

(20,000psi)까지 정확하게 조정
• 시스템 뇌관 및 대용량 응용 프

로그램을 위한 통합 수동 펌프
• 광범위한 액체와 사용 가능

www.flukecal.com/P5515

P5515

P5514

P5513

P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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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형 Deadweight 
Testers
Deadweight 테스터는 광범위한 

장치를 교정할 수 있는 매우 

정확하고, 유연하며, 강력한 압력 

측정 표준입니다.

P3010 싱글 피스톤 기체 
Deadweight Tester
뛰어난 품질의 고성능 기체  
Deadweight Tester 입니다.
• 0.015%의 판독 정확성(0.008% 

선택적)
• 범위: -100kPa(-15psi) 진공

~3.5MPa(500psi) 압력
• 2MPa(300psi)에 사용 가능한  

통합 진공/압력 펌프 

www.flukecal.com/P3010

P3020 듀얼 피스톤 기체 
Deadweight Tester
고유한 Suspend형 피스톤 설계는 
단일 장치에서 진공 및 압력 교정을 
제공합니다.
• 0.015%의 판독 정확성 

(0.008% 선택적)
• 범위: 1.5kPa(5 in H2O)~3.5MPa 

(500psi)
• 모든 모델에서 -100kPa 

(-15psi)까지 진공 측정 가능
• 2MPa(300psi)에 사용 가능한 통

합 진공/압력 펌프

www.flukecal.com/P3020

P3030 고압 기체 Deadweight 
Tester
혁신적인 액체 윤활 방식 피스톤은 
강하 비율을 낮추고 오염에 대한 내
성을 높입니다.
• 0.015%의 판독 정확성(0.008% 

선택적)
• 범위: ±100kPa(10psi)~14MPa 

(2000psi)
• 미세한 조정을 위한 통합 제어 밸

브 및 나사 프레스

www.flukecal.com/P3030

P3110 싱글 피스톤 오일 
Deadweight Tester
사용하기 쉬운 뛰어난 품질의 고성
능 오일 압력 교정 제품입니다. 
• 0.015%의 판독 정확성 

(0.008% 선택적)
• 범위: 100kPa(10psi)~140MPa 

(20,000psi)
• 통합 압력 생성 및 제어가 표준임

www.flukecal.com/P3110

P3120 듀얼 피스톤 오일 중량 
테스터 
듀얼 피스톤 설계는 유압 
교정 워크로드 커버리지를 
극대화합니다. 
• 0.015%의 판독 정확성 

(0.008% 선택적)
• 단일 장치에서 100kPa 

(10psi)~110MPa(16,000psi)
• 통합 압력 생성 및 제어가 표준임

www.flukecal.com/P3120

P3210 싱글 피스톤 워터 
Deadweight Tester
물을 테스트 매개체로 사용하기 위

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 0.015%의 판독 정확성(0.008% 

선택적)
• 범위: 100kPa(10psi)~70MPa 

(10,000psi)
• 통합 압력 생성 및 제어가 표준임

www.flukecal.com/P3210

P3220 듀얼 피스톤 워터 
Deadweight Tester
듀얼 피스톤 설계는 물 압력 
교정 워크로드 커버리지를 
극대화합니다.
• 0.015%의 판독 정확성  

(0.008% 선택적)
• 단일 장치에서 100kPa 

(10psi)~70MPa(10,000psi)
• 통합 압력 생성 및 제어가 표준임

www.flukecal.com/P3220

P3010/P3020/P3030

P3210/P3220

P3110/P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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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1/6242

벤치형 압력 컨트롤러
광범위한 공압 압력 교정을 위한 

강력한 기능을 갖춘 고성능 

제품입니다.

6241 압력 컨트롤러/교정기
안정적이고 완전히 자동화된 사용
하기 쉬운 기체 압력 교정기입니다.
• 장비 범위의 10%~100% 범위 

에서 0.02%의 정확도(10:1 턴
다운)

• 범위: ±15kPa(±2psi)~ 
14MPa(2000psi)

• 매우 광범위한 제어 턴다운 기능
을 갖춘 업계 최고의 정밀한 컨트
롤 기능

• 대부분의 모델에 포함된 절대압 
게이지 및 양방향 게이지 모드

• 테스트 루틴, 데이터 저장 및 기
타 고급 기능 내장

www.flukecal.com/6241

6242 확장형 범위 압력 제어기/
교정기
모델 6241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워크로드 커버리
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압력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 장비 범위의 1%~100% 범위에서 

0.02%의 정확도(100:1 턴다운)
• 범위: ±100kPa(±15psi)~ 

14MPa(2000psi)
www.flukecal.com/6242

P3800

6532

6531

P3800 고압 오일 Deadweight 
Tester
사용하기 쉬운 고성능 고압 오일 교
정 제품입니다.
• 0.02%의 판독 정확성 

(0.015% 선택적)
• 범위: 최대 400MPa(60,000psi)
• 통합된 압력 생성, 증압기 및  

제어

www.flukecal.com/P3800

6531 전자식 Deadweight 
Tester
기존의 Deadweight Tester를 대체
하는 디지털 방식의 제품입니다.
• 10%~100%의 장비 범위에서 

0.02%의 판독(10:1 턴다운)
• 범위: 7MPa(1000psi)~200MPa 

(30,000psi)
• 통합 유압 생성 및 제어
• 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오일  

및 기타 액체와 호환 가능
• 테스트 루틴, 데이터 저장 및  

기타 고급 기능 내장

www.flukecal.com/6531

6532 확장 범위 전자식 
Deadweight Tester
모델 6531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워크로드 커버리
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압력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 1~100%의 장비 범위에서  

0.02%의 판독(100:1 턴다운)
• 전체 범위가 70MPa 

(10,000psi)~200MPa 
(30,000psi)인 모델

www.flukecal.com/6532



15압력 및 유량 교정

5144

5141/5142

유량 교정기
대부분의 낮은 가스 유속 교정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 

레인저빌리티 및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해 및 사용이 간단합니다.

5141 기체 유량 교정기
사용하기 쉬우며 신뢰할 수 있는  
기체 유량 교정 제품입니다.
• 10%~100%의 장비 범위에서 

0.5%의 정확도(10:1 턴다운) 
• 범위: 0sccm~100sccm에서 

0slm~50slm까지 
• 실시간으로 완전히 보정되는 대량 

유량 표시
• 다른 테스트 기체들의 넓은 범위

를 위한 보정 및 질소 및 공기 사
용을 위한 교정

• 정확하고 중단 없는 유량 소스를 
제공하는 통합 기체 조절 및 제어 
기능

• 350kPag(50psig) 이상의 테스 
트 라인 압력을 허용하는 고유
한 설계

www.flukecal.com/5141

5142 확장 범위 기체 유량 
교정기
모델 5141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워크로드 커버리
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속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 1%~100%의 장비 범위에서 

0.5%의 정확도(100:1 턴다운) 
• 범위: 0slm~1slm에서 

0slm~50slm까지

www.flukecal.com/5142

5144 듀얼 확장 범위 기체 유속 
교정기
듀얼 확장 기체 유속 요소는 광범
위하고 완벽한 교정 시스템을 제공
합니다.
• 10sccm~50slm에서 0.5%의 판

독 정확성

www.flukecal.com/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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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온도 교정기
온도 센서에 연결된 온도 송신기, 

지시계 및 다른 장치를 교정하는데 

적합합니다.

712 RTD 공정 교정기
가벼운 휴대용 소형 도구이지만 뛰
어난 성능, 내구성 및 안정성을 제
공합니다.
• RTD 프로브 출력 온도 측정 
• RTD 출력 시뮬레이트 
• 저항 측정 기능을 사용하여 추가 

RTD 측정 
• 저항 소싱 기능을 사용하여 추가 

RTD 시뮬레이트 
www.fluke.com/712

714 열전대 교정기
가벼운 휴대용 소형 장치이지만 뛰
어난 성능, 내구성 및 안정성을 제
공합니다.
• TC 프로브 출력 온도 측정 
• TC 출력 시뮬레이트 
• mV 소싱 기능을 사용하여 선형 

TC 송신기 교정 
www.fluke.com/714

724 온도 교정기
거의 모든 온도 장치의 테스트 및 
교정을 위한 강력하고 쉬운 사용과 
소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 센서 및 트랜스미터 테스트를  

위해 RTD, 열전대, 저항 및 전
압 측정 

• 트랜스미터 교정을 위해 열전대, 
RTD, 전압 및 저항 소싱/시뮬레 
이트 

• 25%, 100%의 스텝을 통해 빠른 
선형성 테스트 수행 

www.fluke.com/724

다기능 필드 온도 소스
국가 표준에 소급 적용된 정밀 

온도 제어 기능을 갖춘 빠르고 

가벼운 휴대용 기기로, 열전대, 

RTD, PRT 및 기타 온도 센서 

의 교정에 적합합니다.

9142 현장 교정용 웰
산업 공정 환경에서 휴대성, 속도 
및 기능성을 극대화합니다.
• –25°C~150°C의 온도 범위
• 전체적으로 오차 범위 ±0.2°C의 

정확도
• PRT, RTD, 열전대, 4mA~20mA 

전류에 대한 2채널 판독 기능  
내장

•  내장된 레퍼런스 온도 리드아웃  
(선택사항)

www.flukecal.com/9142

9143 현장 교정용 웰
산업 공정 환경에서 휴대성, 속도 
및 기능성을 극대화합니다.
• 33°C~350°C 온도 범위 
• 전체 범위에 걸친 ±0.2°C의 디스

플레이 정확도 
• PRT, RTD, 열전대, 4mA~20mA 

전류에 대한 2채널 판독 기능  
내장

• 내장된 레퍼런스 온도 리드아웃  
(선택사항) 

www.flukecal.com/9143

9144 현장 교정용 웰
산업 프로세스 환경에서 신속한 온
도 상승 비율의 정밀 교정.
• 50°C~660°C 온도 범위
• 15분 내에 660°C까지 가열 
• 디스플레이 정확도 ± 0.35°C 

(420°C)~ ± 0.5°C (± 660°C)
• 내장된 레퍼런스 온도 리드아웃  

(선택사항)

www.flukecal.com/9144

712

724

9142/9143/9144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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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온도 소스
열전대, RTD, PRT 및 다른 온도 센서의 교정 또는 신속한 교정에 

적합한 휴대용 온도 제어 드라이-웰입니다.

9140 필드 드라이-웰
가벼운 휴대용 필드 드라이-웰은 
한 손으로 쉽게 들고 다닐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 35°C~350°C 
• ±0.5°C의 정확도
• 50°C에서는 ±0.03°C 그리고 

350°C에서는 ±0.05°C로 안정 
적임 

www.flukecal.com/9140

9141 필드 드라이-웰
초고속 가열 및 냉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 50°C~650°C 
• 400°C에서는 ±0.5°C 그리고 

650°C에서는 ±1.0°C인 정확도 
• 단 12분 내에 650°C까지 가열 
www.flukecal.com/9141

9150 열전대 전기로 
편리한 휴대용 열전대 전기로입 
니다.
• 150°C~1200°C 
• 전체적으로 ±0.5°C로 안정적임 
• NIST로부터 소급된 성적서 포함 
• RS-232 포트 표준 
www.flukecal.com/9150

6102/7102/7103  
마이크로-Bath
다양한 직경의 프로브를 교정합니
다(슬리브 불필요).
• –30°C~200°C의 온도를 견디는 

세 가지 모델
• 세계에서 가장 작은 휴대용 교정 

Bath 
• ±0.015°C로 안정적임 
www.flukecal.com/micro-baths

9100S 휴대용 드라이-웰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벼워 뛰어
난 휴대성을 자랑하는 드라이-웰
입니다.
• 세계에서 가장 작은 드라이-웰 
• 35°C~375°C의 범위 
• 50°C에서 ±0.25°C의 정확도, 

±0.07°C의 안정성 

www.flukecal.com/9100S

9102S 휴대용 드라이-웰
편리하며 사용하기 쉬운 휴대용 고
성능 드라이-웰입니다.
• 세계에서 가장 작은 드라이-웰
• -10°C~122°C의 범위
• ±0.25°C의 정확도, ±0.05°C의 

안정성(전체 범위) 
www.flukecal.com/9102S

9009 듀얼-웰 드라이-웰
투인원 드라이-웰은 휴대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 단일 장치에서 –15°C~350°C의 

온도 범위 
• 디스플레이 정확도: 핫 블록 

±0.6°C, 콜드 블록 ±0.2°C 
• 견고하고 가벼우며, 방수 처리 
www.flukecal.com/9009

9103 필드 드라이-웰
휴대용 장비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 –25°C~140°C 
• ±0.25°C의 정확도
• –25°C에서는 ±0.02°C 그리고 

140°C에서는 ±0.04°C로 안정 
적임 

www.flukecal.com/9103



4180/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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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형 온도 소스
Bath 수준의 성능에 드라이-

웰 기능 및 정밀한 레퍼런스급 

측정기능의 결합

9170/9171/9172/9173  
교정 웰 
교정실 용으로 적합한 정확도를 갖
추고 있으며 견고하고 휴대하기 편
리합니다.
•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산업용 

온도 소싱 기능(±0.005°C로 안
정적임) 

• Immersion depth: 203mm  
(8인치) 

• ITS-90 레퍼런스 입력이 
±0.006°C까지 PRT 판독(선택 
사항) 

www.flukecal.com/917X

적외선 온도 소스
IR 온도계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정을 위한 벤치 및 현장용 

정밀 적외선 교정기입니다.

4180/4181 정밀 적외선 
교정기
간단한 교정을 위한 공인된 성능을 
자랑합니다.
• 유용하고 일관된 결과를 얻기 위

한 방사 측정식 교정
• 공인된 성적서 포함
• –15°C에서 500°C까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능
• 152mm(6인치)의 큰 직경 대상

www.flukecal.com/418X

9132/9133 현장용 적외선 
교정기
적외선 온도 교정에 필요한 정밀 교
정기입니다.
• –30°C~500°C(–22~932°F) 에서 

IR 고온계 확인
• 접촉 온도 측정을 위한 RTD 레퍼

런스 웰

www.flukecal.com/913X

범위

9170 –45°C~140°C

9171 –30°C~155°C

9172 35°C~425°C

9173 50°C~700°C



1551A Ex/1552A Ex 1620A

1502A/1504

1529

1523/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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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계 표준
뛰어난 정확도와 넓은 측정 

범위를 제공하고 현장용으로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551A Ex/1552A Ex “Stik” 
온도계 
수은이 들어 있는 정밀한 유리 온
도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제품입니다.
• 전체적으로 ±0.05°C(±0.09°F)의 

정확도
• 본질적으로 안전한 방폭형 

(ATEX 및 IECEx 준수)
• 두 가지 모델 중에서 선택 

가능 (-50°C~160°C 또는 
-80°C~300°C)

www.flukecal.com/155X

1523/1524 휴대용 온도계 
리드아웃
하나의 툴을 사용하여 세 가지 센
서 유형을 측정 및 기록하고 그래프
로 나타냅니다.
• 높은 정확도 PRT: ±0.011°C, 열전

대: ±0.24°C, 서미스터: ±0.002°C
• 신속한 트렌드 확인을 위한 간단

한 유저 인터페이스
• 프로브 정보 자동 로드를 위한 

스마트 커넥터

www.flukecal.com/152X

1502A/1504 온도 리드아웃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뛰어난 온도
계입니다.
• 단일 채널 레퍼런스 온도계, 

±0.006°C의 정확도(미터에만  
해당)

• 두 가지 모델 중에서 선택 가 
능(PRT 또는 서미스터 판독)

• 최적의 가격/성능 패키지

www.flukecal.com/150X

1529 4채널 온도 리드아웃
PRT, 서미스터 및 열전대에 대한  
4채널에서 교정실 수준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 ±0.0025°C의 정확도(미터에만 

해당)
• 모든 채널에서 8명의 사용자가 

선택한 데이터 필드 표시
• 날짜 및 시간 스탬프를 사용하여 

최대 8,000개까지 판독값 기록

www.flukecal.com/1529

주변 온도 모니터링
교정 시마다 정확한 측정과 주변 

온도 및 습도 조건을 기록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1620A 정밀 온습도계
시중에서 가장 정확한 온도 및 습도 
그래픽 데이터 로거입니다.
• 탁월한 정확도
• 네트워크 사용 가능
• 강력한 로깅 및 분석 도구
• 두 채널에서 ±0.125°C의 오차로 

온도 측정 및 ±1.5%의 오차로 습
도 측정

www.flukecal.com/1620A



5608/5609/5609-BND

5606/5607

5627A

5610 5611

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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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급 PRT
벤치 또는 현장의 온도 소스에 

서 정확도가 매우 높은 레퍼런 

스 온도를 측정합니다.

5627A 정밀 산업용 PRT
• 진동 및 충격 방지
• NVLAP 인증 교정 포함, 랩 코 

드 200706-0
• 0°C에서 ±0.046°C의 교정 정 

확도

www.flukecal.com/5627

5615 2차 레퍼런스 온도 표준
• -200°C~420°C
• 0°C에서 ±0.010°C의 교정 정확도
• NVLAP 인증 교정 포함, 랩 코드 

200706-0
www.flukecal.com/5615

5608/5609/5609-BND 2차 
레퍼런스 PRT
최대 온도에서 100시간 후, 0°C에
서 ±0.01°C 의 드리프트 율
• 5608: –200°C~500°C  

(Min immersion: 80mm)
• 5609: –200°C~670°C  

(Min immersion: 100mm)
• 선택사항, NVLAP 인증 교정  

옵션 포함, 랩 코드 200348-0
www.flukecal.com/5608

5622 Fast Response PRT
•  0.4초 만큼 빠른 시간 상수
•   DIN/IEC Class A PRT로 또는 

NVLAP-인증 교정 가능, 랩  
코드 200348-0

•  0.5mm~3.2mm 지름의 작은 프
로브(4가지 모델 사용 가능)

www.flukecal.com/5622

5618B Small Diameter  
산업용 RTD
시간에 좌우되는 측정을 위한  
빠른 응답
• 작은 지름의 sheath, 3.2mm 

(0.125in)
• 뛰어난 안정성
• ITS-90 계수 포함

www.flukecal.com/5618

5606 및 5607 Full  
Immersion PRT
냉각로 또는 가열로에 PRT 전이 
접합부를 완전 담급니다.
• 프로브의 전체 온도 영역에서  

견디도록 설계된 전이 접합부
• 5606: -200°C~160°C
• 5607: 0°C~450°C
• ±0.05°C인 교정 정확도(전체  

영역)

www.flukecal.com/5606

서미스터
0°C~100°C에서 정확하고 일관된 

온도 측정값을 제공합니다.

5610/5611/5611T 2차 
레퍼런스 서미스터 프로브
낮은 드리프트 민감성의 경제적인 
랩 수준 서미스터 프로브입니다.
• ±0.01°C의 단기 정확도, 일 년간 

드리프트 ±0.01°C 미만
• 5610: 3.2mm 지름 스텐리스 서

미스터
• 5611: 1.5mm 지름(팁) 실리콘  

코팅 서미스터
• 5611T: 3mm 지름(팁) PTFE 캡

슐형 서미스터
• 선택사항 NVLAP-공인 교정

www.flukecal.com/5610

5618B5622

561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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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LTP-1

700H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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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750 SW DPC/TRACK2 
Software™

DPC/TRACK2 Software는 장비를 
관리하고 품질 프로그램 및 규정의 
문서화 요구 사항을 처리할 수 있
는 특화된 교정 관리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DPC/TRACK2 및 754 DPC
를 통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
습니다.
• 태그 및 기기의 인벤토리, 교정 

스케쥴 관리
• 지침 및 설명이 포함된 태그별  

절차 만들기
• DPC로 이러한 절차를 로드한  

후 사용자 PC로 결과 업로드
• 필드에서 찾은 또는 필드에 남아 

있는 자동화된 절차로서 선택 및 
실행하고, 자동으로 결과 캡처

• 태그 및 장치의 교정 내역 확인 
및 보고서 인쇄

• 장치 데이터 및 절차를 ASCII  
텍스트로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 기존 DPC/TRACK 데이터 가져 
오기

www.fluke.com/750DPC소프트웨어

700G/Track
장비 및 교정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사용이 손쉬운 소프트웨어입
니다.
• 원격 로깅 이벤트를 위해 700G 

시리즈 게이지에 데이터 다운로
드 및 구성 로깅 가능 

• 로깅 이벤트 판독 비율, 기간 및 
측정 단위 구성 

• 원격으로 기록된 측정값 업로드 
및 측정값 표시 또는 내보내기 

www.fluke.com/700Gsoftware

부속품

700HTP-2 유압 테스트 펌프
700HTP-2 는 최대 10,000psi/ 
700bar 의 압력을 생성하도록 설
계되었습니다. 조정 가능한 Fluke 
700PRV-1 릴리프 밸브를 사용하
면 1360psi~5450psi로 압력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 700HTH-1 테스
트 호스를 사용하면 테스트 중 장
치에 펌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www.fluke.com/process_acc

700PTP-1 공압 테스트 펌프
700PTP-1은 진공을 -11.6psi/ 
-0.8bar까지 생성하거나 압력을 
600psi/40bar까지 생성하도록 설 
계된 휴대용 압력 펌프입니다.

www.fluke.com/process_acc

700LTP-1 저압 테스트 펌프
진공을 -13psi/-.90bar 까지 생성
하거나 압력을 100psi/6.9bar 까지 
생성하도록 설계된 수동으로 작동
하는 압력 펌프입니다. 정확한 저압 
테스트가 필요한 저압 응용 프로그
램에 이상적입니다.

www.fluke.com/process_acc

로그웨어
Fluke 교정 단일 채널 휴대용 또는 
1502A/1504 판독을 실시간 데이
터 로거로 변환합니다.
• 실시간 데이터 수집
• 통계 계산 및 사용자 지정 가능한 

그래프 표시
• 사용자가 선택한 시작 시간, 정지 

시간 및 샘플 간격 허용

www.flukecal.com/log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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