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름, Fluke 계측학이 보장하는0.01°C 
안정도의 항온조

6332A/7342A  
온도 교정용 항온조



2

 

PRT, 서미스터, 열전대 및 액체 유리 온도계를 교정하기 위한 450mm 
깊이의 탱크 

6332A/7342A 교정 항온조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온도계와 센서를 교정하기 위해 우수한 안정성, 균일성 
및 빠른 온도 측정을 제공하는 항온조가 필요한 
정부, 기업 및 독립적 교정 실험실의 실험실 관리자와 
기술자에게 적합합니다.  
 
두 모델은 -40°C~300°C의 온도 범위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항온조는 산업용 PRT, 서미스터, 열전대, 위생 
센서, 트랜스미터 및 액체 유리 온도계를 교정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담금 깊이를 포함하는 대형 145mm 
탱크 직경을 제공합니다.
 
6332A/7342A 항온조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Fluke 계측학이 보장하는 고품질 항온조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항온조는 오래 
지속되도록 설계된 2차 표준 수준 성능, 고품질 설계를 
제공하며, 실험실 효율성 및 생산성을 개선하는 다양한 
기능과 액세서리를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
• 넓은 온도 범위

• 6332A: 50°C ~ 300°C
• 7342A: –40°C ~ 150°C

• 안정도 0.01°C
• 균일성(작업 영역)

• 6332A: 0.015°C(50°C ~ 200°C),  
0.02°C(201°C ~ 300°C)

• 7342A: 0.01°C(전체 범위) 
• 빠른 가열 및 냉각 시간: 가열 속도 최대 1.8°C/분. 
냉각 속도 최대 1.1°C/분.

• 대형 탱크 영역: 직경 145mm(5.7인치) x 
450mm(17.7인치)

• 프로그래밍 가능한 설정점 온도 및 램프 속도
• 조절식 유체면
• 온도 안정성 표시기를 통해 항온조가 사용 준비되었을 
때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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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2A/7342A 개요

항온조를 제어하는 명령을 
입력하기 위한 키패드

유체 높이 제어 링이 가시거리 
교정을 위해 유체를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조절합니다.

오버플로 
용기(옵션)

탱크 오버플로 포트

8개 언어가 사용 가능한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조정 가능한 속도 
제어가 가능한 교반 모터

 

기본 디스플레이가 온도, 히터 듀티 사이클(0% ~ 100%), 온도 안정성 표시기, 프로그램 모드, 설정점 모터, 교반 모터 속도(30% ~ 100%)의 항온조 
요약 정보를 표시합니다.



성능, 자동화 제어 및 액세서리가 높은 가치의 조합 제공

넓은 온도 범위에서 정확한 교정을 위한 안정도 및 
균일성

Fluke 6332A 및 7342A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도 센서 교정을 위한 우수한 안정성 및 균일성을 
제공합니다.

낮거나 높은 온도에서 교정하는 경우 이러한 항온조 
중 하나는 온도 센서의 광범위한 워크로드에 적용되는 
범위를 포함합니다. 모델 6332A의 온도 범위는  
50°C ~ 300°C입니다. 모델 7342A의 온도 범위는 
–40°C ~ 150°C입니다. 
 
 
빠른 온도 측정 및 안정화 

이러한 항온조는 사용하는 모델 및 유체에 따라 최대 
1.8°C/분의 가열 속도와 1.1°C/분의 냉각 속도를 
제공합니다. 항온조는 20분 내에 안정화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교정 시간이 늘어납니다.

다용도 설계 및 기술 기능이 실험실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145mm(5.7인치)의 탱크 직경 및 450mm(17.7인치)의 
깊이를 포함하는 6332A 및 7342A는 다양한 센서 
크기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브 보관기(옵션)는 
정확한 높이에서 프로브를 고정할수 있고, 선반(옵션)을 
사용하여 온도 판독을 가까이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유체 높이 조절기능을 통해 유체면을 높이거나 내려 
가시거리 액체 유리(LIG) 온도계 또는 더 짧은 센서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온조는 실리콘 오일, 에틸렌글리콜, 다이날린, 
HFE 유체 또는 할로카본 0.8 오일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체를 수용합니다. 유체 선택 시 온도 범위, 점도, 열 
확장 및 유체 수명을 포함하는 특성을 고려하십시오. 
Fluke Calibration 담당자는 기꺼이 사용자 응용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올바른 유체를 선택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전면 패널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인 메뉴 선택 항목을 
제공하고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의 8개 언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합니다. 명령을 입력하고 
디스플레이 옆의 키패드를 통해 메뉴를 탐색하십시오. 
디스플레이의 안정성 표시기는 항온조가 안정화되고 
온도 측정 준비가 되면 표시됩니다.  
 
아침에 출근했을 때 항온조가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자동 시작을 통해 6332A 및 7342A가 
특정 날짜 및 시간에 자동으로 시작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10개 프로그램까지 설정점 온도 
및 램프 속도를 프로그래밍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량 개선을 위한 자동화 및 편의성 
 
1586A Super-DAQ Precision Temperature 
Scanner와 결합하여 6332A 및 7342A 항온조를 
자동화합니다. 실험실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중요한 
작업을 위한 시간을 확보합니다. 작업한 사람에 관계없이 
결과의 일관성을 자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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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ke Calibration이 지원

Fluke Calibration은 이 항온조가 전체 온도 범위, 
다양한 유체 및 전체 작업량에서 지정된 대로 
작동한다고 보장하는 6332A 및 7342A 항온조에 대한 
종합적이고 명확한 사양을 제공합니다. 경쟁사 항온조는 
부분적이거나 혼란스러운 사양을 제공하여 특정한 
응용 분야에서 어떤 성능을 보일지 알기 어렵습니다. 
포괄적인 사양을 제공하는 Fluke Calibration 항온조를 
사용함으로써 안심하고 교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Fluke Calibration는 온라인 
채팅, 이메일, 전화 및 당사의 서비스 조직을 통해 판매 
전후로 세계 최고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Gold 
및 Silver CarePlan은 우선순위 및 연장 서비스에도 
제공됩니다. 여러분의 투자 가치가 현재와 미래에도 
보전될 것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6332A 항온조  
50°C ~ 300°C 

7342A 항온조
-40°C ~ 1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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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옵션)가 편의성과 가치 확장

다양한 옵션을 통해 작업 환경에 적합하도록 항온조 구성 가능

판독 선반 기구

판독 선반 옵션은 다양한 Fluke Calibration 온도계들을 올려 가까이에서 판독할 수 있으며, 
교정업무에는 방해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판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절식 프로브 보관기

조절식 프로브 보관기는 항온조에 온도계 프로브를 유지하고 정렬합니다. 수직으로 조절 
가능하므로 다양한 프로브 길이 및 담금 길이를 수용합니다. 액체 유리 온도계가 교정 중에 
보이도록 위치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유체 넘침 키트

열 확장으로 인해 항온조 유체가 탱크 상단으로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유체 넘침 키트는 항온조 
뒷면에 설치되어 넘침 배출에서 확장되는 유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실험실에 유체가 쏟아져 
엉망이 되지 않습니다.

바닥 카트

다양한 위치로 항온조를 이동해야 합니까? 바닥 카트에는 항온조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4개의 
회전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 중 2개는 잠금 상태이므로 사용하는 동안 항온조를 제자리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콘덴서 온풍 덕트 기구

콘덴서 온풍 덕트 기구(Fluke 7342A만 해당)는 콘덴서의 온풍이 제어된 환경에서 실험실의 도관 
시스템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연한 덕트 호스(미포함)를 위한 장착 위치를 제공합니다. 

사용 가능한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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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옵션)가 편의성과 가치 확장

요약 사양

온도 사양
6332A 7342A

범위(주변 온도 23°C에서) 50°C ~ 300°C -40°C ~ 150°C

최대 디스플레이 편차 1.0°C 1.0°C

온도 안정도 0.01°C 0.01°C

온도 균일성(작업 영역) 0.015°C, 50°C ~ 200°C
0.02°C, 201°C ~ 300°C

0.01°C(전체 범위)

가열 시간 25°C ~ 300°C(실리콘 오일, 710): 165분 –40°C ~ 25°C(에탄올): 35분
25°C ~ 150°C(실리콘 오일, 200.50): 75분

냉각 시간 300°C ~ 80°C(실리콘 오일, 710): 825분 150°C ~ 25°C(실리콘 오일, 200.50): 110분
25°C ~ –40°C(에탄올): 135분

안정화 시간 20분 20분
출고 시 교정 국가 계측학 기관을 통해 SI로 추적 가능한 제한된 범위 교정
전체 제품 사양에 대해서는 www.flukecal.com 에 게시된 6332A/7342A 사양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일반 사양
크기 높이: 1080mm(42.5인치)

너비: 445mm(17.5인치)
깊이: 495mm(19.5인치)

중량 6332A: 26kg(57.3lb)
7342A: 50kg(110.2lb)

유체 용량 12리터(3.2갤런)

내부 탱크 직경 145mm(5.7인치)

최대 유체 깊이 450mm(17.7인치)



가장 넓은 범위의 교정 솔루션 
Fluke Calibration은 전기, 온도, 습도, 압력, RF 및 유량 
교정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한 교정기, 표준, 소프트웨어, 
서비스,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Fluke Calibration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www.flukecal.com 방문하십시오.

주문 정보
모델
6332A:  등온 교정 항온조, 50°C ~ 300°C 
7342A:  등온 교정 항온조, -40°C ~ 150°C

액세서리
7342-2090:   판독 선반 기구
7342-2050:   조절식 프로브 보관기
7342-2080:   유체 넘침 키트
7342-2070:   바닥 카트
7342-2027-AL:   알루미늄 평형 블록
6332-2082-A:   항온조 커버, 타공 스테인리스 스틸
6332-2082-B:   항온조 커버, 타공 없는 스테인리스 스틸
7342-2007:  콘덴서 온풍 덕트 기구(7342A만 해당)
2069:   액체 유리 온도계 교정을 위한 확대경

Fluke Calibration 
PO Box 9090,  
Everett, WA 98206 U.S.A.

Fluke Europe B.V. 
PO Box 1186, 5602 BD  
Eindhoven, The Netherlands
Web access: http://www.flukecal.eu

자세한 내용은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미국 (877) 355-3225  또는팩스 (425) 446-5716 
유럽/중동/아프리카 +31 (0) 40 2675 200 또는팩스 +31 (0) 40 2675 222 
캐나다 (800)-36-FLUKE or Fax (905) 890-6866 
기타 국가  +1 (425) 446-6110 또는팩스 +1 (425) 446-5716 
웹 사이트: http://www.flukecal.com

©2017 Fluke Calibration.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rinted in U.S.A. 1/2018 6008898a-kr

이 문서의 수정은 Fluke Calibration 의 서면 허가 없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Fluke Calibration. Precision, performance, confidence.™

Electrical FlowTemperature PressureRF Softw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