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0A/8370A
High-Pressure Modular Controller
안전 정보

보보 기기기 1 년년년년. 풀 워워워워 관기 내내기 작작 설설설워설 확확확확기 바바년년.

Fluke Calibration 연연연
제제 정보정 확확확확 설설설 및 최최 설설설설 추추 자자정 년다다다확다다 Fluke Calibration 설 웹
사사사(www.flukecal.com)정 방방확방확방.

개개

안안 정보

Fluke Calibration8270A/8370A 확고 모모모
컨사컨컨(제제)는 각각 최최 44MPa(6300 psi) 및
107MPa(15 500psi)설 공기고공 정정확정 측정확확
제제제 수 있있년년. 본 제제공 사내확사 사트트트트,
정사게 및 트스스 등설 광광스확확 년다기 고압 측정
장스정 교정, 특특특 또는 테트사테년년.

경확는 사내자워정 스위기 상상 및 절절정 나나나년년.

XW 경확
감안, 특화 및 상상정 방게확다다:
•

올바올 안안 절절정 숙게기
경경워경 확고 확트시공 조조확확
작작확방확방. 확고 액액 및 추트는
스위확위 사안 경확 없사 불확워
워에게정 방방제 수 있있년년.

•

모모 안안 정보정 읽기 후워 제제공
사내확방확방.

•

모모 게지공 주설상설 읽읽방확방.

•

추연특 추트나 보기추 존화확는
환경 또는 눅눅확눅나 있기
장장워설는 사 제제공 사내확게
마방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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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0A/8370A

안전 정보
•

•

사 제제기 실내워설경
사내확방확방.

•

두 손손사정 사내확사 제제공
들눅나 옮기방확방.

기보
설설설 및 제제워 사내인 기보는 아아아 같있년년.
기보
기보

설설

•

주 안압 코다워 접접제 수 없는
곳워 제제공 두게 마방확방.

X

스위 안고 감안 스위

•

상해 국추워설 확보인 안고 및 안압
플컨플 구특 또는 제제설 정정워
맞는 주 안전 코다 및 커커트경
사내확방확방.

W

스위. 중개 정보. 설설설정 참조확방확방.



사내자 방설 참확.



퓨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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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커정 분분기 상상 또는 케사트추
열열 상상다 제제공 작작확작게
마방확방. 스위기 안고워 노방노 수
있있년년. 고압 모모기 제제사 켜켜
상상워설상 안다 패패공 통상
교환제 수 있있년년.

주 안압 코다설 접게접사 보보
접게접워 연연연제 있는게
확확확방확방. 보보 접게접설
피피사 벗벗켜 경경 사사워 사정 수
있는 안고사 새확워 흐정 수
있있년년.

•

접게접추 손상연손눅나 마모인
흔흔사 보사는 경경 주 안전 코다정
교액확방확방.

•

제제공 게정인 방모읽다경
사내확방확방. 플그게 않읽다
제제제 함함 제공인 보보 장장추
제최다 기기확게 않공 수 있있년년.

•

고압공 추확기 안워, 제제설 모모
접제사 추고 상상워 무연확확
흔테기 사내 고압워 최상 안안기게
확확확방확방.

•

트트패 간 또는 각 트트패제 접게
간워 정정 안고 사상공 추확게
마방확방.

•

30V ac rms, 42V ac pk 또는
60V dc 정 초제확는 안고워
접접확게 마방확방.

•

제제사 장정상흔읽다 작작확는
경경 제제공 사내확게 마방확방.

•

제제사 파손인 경경 제제공
사내확게 마방확방.

•

게정인 교액 접제경 사내확방확방.

•

확보인 기기자워정 제제 수분정
설의확방확방.

•

안안 확트인 또는 고압 방방 장스정
장비특특확게 마방확방.



접게 단자

)

북아북분북 안안 표표워 최기 CSA 플그
확보.

P

유유 연테 규정공 표수테년년.



관관 방트사오오분아 EMC 표표공
표수테년년.



관관 기국 EMC 표표공 표수테년년.

~

사 제제기 WEEE Directive 표확 개구
사사공 표수테년년. 접부인 오사레워 사
안기/안자 제제공 추정내 생비 폐기폐다
연분상설는 안 인년확 설확연제 있있년년.
제제 분분: WEEE Directive Annex I 설
장장 유유워 따따 사 제제기 광주 9
“모년트모 및 제제 계측” 제제읽다
분분분년년. 사 제제기 분분연게 않기
폐기폐다 연분확다 안 분년년.

High-Pressure Modular Controller

사양

전전장전적적안(EMC)

사다

IEC 61326-1

안액 사다기 8270A/8370A 사다 온따확 방설워
있있년년.

(제제
EM 환경).......................... IEC 61326-2-1, CISPR 11: Group 1,
Class A
Group 1 장장는 자액 내접 기기워
필개기, 안상흔읽다 커플모인 무접
주파수 워에게정 설상흔읽다 생특
및/또는 사내테년년.

안안 사다
일일사양
주전전
전전요요사사............................ 100V AC ~ 240V AC, 47Hz ~ 63Hz

Class A 장장는 추정내 외설 년올

퓨퓨........................................ T3.15A 250V AC

모모 내상다 흔테확위 주눅내

최최 안압 장장소................... 100W

환환
작작주주
온온범범.................................. 15°C~35°C
보보온온.................................. -20 °C~70 °C
상상습온
작작.................................. <80% 30°C까까, <70% 40°C까까
보보.................................. <95%, 비비비. 고온다습환환환환장장장
보보보환경 4일정온정전전안정안장장기
필요필수있습있다.
진작........................................ MIL-T-28800E

건폐설 저안고 안압 공공
네사워네워 직접 연연제 수
있있년년.
사 장장정 테트사 최상워 연연확다
CISPR 11 워설 개구확는 수표공
초제확는 방사추 발생제 수
있있년년. 테트사 분다 및/또는
테트사 프다프정 연연제 경경
장장추 61326-1 설 다면 개구
사사공 충충확게 못제 수 있있년년.
USA(FCC) ........................ 47 CFR 15 확스 파사 B, 본 제제기

고온작
( 작시) ............................. <3000m

15.103 사워 따따 예외 장스다

예열 확간 .............................. 제제사 사안워 작작 주주 온상 광스

간주분년년.

내워설 보관인 경경 안전공 켜눅나
모모 설스 후 15분 후

준수
IP .......................................... IEC 60529: IP20
안전안...................................... IEC 61010-1, 설비범주 II, 공공까수 2

Korea (KCC) ..................... Class A 장장(산산내 방방 및 통최
장장)
본 제제기 산산(Class A) 안자파
장장설 개구 조건공 충충확위
판판자 또는 사내자는 사워
주설상주 테년년. 본 장장는 기산
환경 내상사위 추정워설는 사내제
수 없있년년.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