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T-40M-HC40
테테테 테테스스

TST-100M
고고 테테테 테테스스
지침

소소
Fluke TST-40M-HC40 테테테 테테스스스 TST-100M 고고 테테테 테테스스(스이 ‘제제’)은 DUT(테테테 중중
장장)를 고압 교교 컨테컨컨컨 연연이연 부부제부부부.
• TST-40M-HC40 의 최최 작작 고압은 44MPa(6,400psi)부부부.
• TST-100M 의 최최 작작 고압은 110MPa(16,000psi)부부부.

Fluke Calibration 연연연
Fluke Calibration 컨 문의이문문 부다 전전전전 중 이하하 연연이연연연.
• 기기 지지(미미): 1-877-355-3225
• 보교/수수(미미): 1-877-355-3225
• 캐하부: 1-800-36-FLUKE(1-800-363-5853)
• 유유: +31-40-2675-200
• 일일: +81-3-6714-3114
• 싱싱싱싱: +65-6799-5566
• 중미: +86-400-810-3435
• 브브브: +55-11-3759-7600
• 전전전: +1-425-446-6110
제제 교보를 확중이고 최최 설설설 보보 자자를 부다하다이문문 Fluke Calibration 의 웹
사스테( www.flukecal.com.)를 방문이연연연.
제제제 등등이문문 http://flukecal.com/register-product 를 방문이연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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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T-40M-HC40 / TST-100M

지지

안전 교보
경고연 사사자컨사 위위위 상상 및 절절를 하나나부부. 주의연 테테테 중컨 제제스하 장장싱 손상손 수 있연 상상
및 절절를 하나나부부.

W경고
상상를 예방이문문:
• 모모 안전 교보를 읽은 후컨 제제제 사사이연연연.
• 눈 보전 장장를 착사이연연연.
• 제제제 지교지 방방방하방 사사이연연연. 그그지 않방문 제제스 함함 제제지 보전 장장싱
제최하 기기이지 않제 수 있있부부.
• 모모 지지제 주의상설 읽방연연연.
• 제제스 장교상비방하 작작이연 경경 제제제 사사이지 마연연연.
• 변경변변하 손상지 제제은 사사이지 마연연연.
• 제제스 파손지 경경 제제제 사사이지 마연연연.
• 교정 고압 스상컨설 제제제 작작연작지 마연연연.
• 제제제 부다 때컨연 주의를 기기스연연연. 제제제 떨떨떨수변하 날날하다 물물하 보정제
싱이지 마연연연.
• 연테시제 싱고위 상상컨설 튜브를 분수이지 마연연연.

기전
표 1 컨 표연지 기전연 스 지지 또연 제제컨설 확중확 수 있있부부.
표 1. 기전
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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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W

경고, 위위위부부.



사사자 문설 참고

)

북북북수날 안전 표표컨 최위 CSA 그그 중인.

P

유유 연위 규교제 표수위부부.



관관 연테테오일수북 안전 및 EMC 표표 표수.

~

스 제제은 WEEE Directive 표연 요요 사사제 표수위부부. 부착지 오스레컨 스 전기/전자 제제제
싱교사 생생 폐기물하 연수상설연 안 지부고 설연변떨 있있부부. 제제 분분: WEEE Directive Annex
I 의 장장 유유컨 따브 스 제제은 범주 9 “모부모모 및 제떨 전계” 제제방하 분분분부부. 스 제제은
분분변지 않은 폐기물하 연수이문 안 분부부.

Test Station / High-Pressure Test Station

박스 내용물

박테 내사물
제제스 함함 제제변연 요구제:
TST-40M-HC40:
• TST-40M-HC40 테테테 테테스스
• 전테 떨어레수, JIC #4(AN4)
• 전테 떨어모 피피: 1/4 NPT; 1/4 BSP; 7/16-20
SAE
• PK-ADPTR-HC40 떨어모 전테
• 지지

TST-100M:
• TST-100M 고고 테테테 테테스스
• 고고 전테 떨어레수, DH5(Autoclave F250C 및
HiP HF4 와 전호변연 콘 및 하사나 연연)
• 글글다 너테(2 소)
• 칼브(2 소)
• 지지

TST-40M-HC40
참고
JIC #4 와 AN4 연 작일이지 않지방, 상해 제제의 부제은 교호이교 사사확 수 있있부부.
제제의 요구제은 표 2 컨 하와 있있부부.
표 2. TST-40M-HC40 기기 및 요구제

ifg001.eps

전전






제품/기기
칼브
테테테 싱테 씰
전테 떨어레수
전테 떨어모 피피 1/4 NPT, 1/4 BSP 또연 7/16-20 S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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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T-40M-HC40 / TST-100M

지지

TST-100M
제제의 요구제은 표 3 컨 하와 있있부부.
표 3. TST-100M 기기 및 요구제

ifg002.eps

전전





4

제품/기기
DUT 싱테
전테
글글다 너테 및 칼브

Test Station / High-Pressure Test Station

설정

설교
스 섹스컨설연 제제제 설교이연 방방제 설설위부부.

TST-40M-HC40
TST-40M-HC40 제 설교이연 방방:
1. 함함 제제지 전테 떨어모 피피 중 이하를 고압 컨테컨컨 뒷문의 TEST 싱테컨 설장위부부. NPT 를 사사이연
경경, NPT 하사나컨 PTFE 테스테를 감있부부. BSP 또연 SAE 를 사사이연 경경, 씰스 떨어모의 BSP 또연
SAE 쪽컨 있연지 확중위부부.
2. 1 단전컨설 설장위 떨어모 피피컨 전테의 위쪽 끝제 연연위부부. 렌장하 조부부부. 예장 렌장를 사사이교
떨어모를 제자수컨 유지상유 위부부.
3. 전테의 부다 쪽 끝제 제제의 피피컨 연연위부부. 렌장하 조부부부. 예장 렌장를 사사이교 떨어모를 제자수컨
유지상유 위부부.

TST-100M
TST-100M 제 설교이연 방방:
1. 전테의 위쪽 끝제 고압 컨테컨컨 뒷문의 TEST 싱테컨 연연위부부. 15N · m(11lbf · ft)방하 조부부부.
2. 전테의 부다 쪽 끝제 제제의 피피컨 연연위부부.

작작
스 섹스컨설연 제제 작작제 설설위부부.

TST-40M-HC40
1. DUT 의 하사나컨 일장이연 비절위 떨어모를 떨어모 전테컨설 선선위부부.
2. DUT 의 이단 문방하 떨어모 내부의 O 모스 밀폐변밀등 떨어모를 DUT 컨 연위위부부. 손방하 조스문
보분위부부.

W경고
불안위 조조스 발생확 수 있연 잘잘지 밀밀제 방지이문문 DUT 또연 떨어모컨 하사나 밀밀
테스테 또연 기나 밀밀 방방제 사사이지 마연연연.
3. DUT/떨어모 떨어레수를 테테테 테테스스컨 장착이문문 떨어모하 장착 싱테테의 O 모스 밀폐손 때때지
떨어모 칼브를 연전 반최 방방방하 돌돌부부. 손방하 조스문 보분위부부.
4. DUT 의 위장를 조교이문문 떨어모를 잡고 칼브를 연전 방방방하 1/4 바바 돌돌부부.
5. 지이연 방방제 방상 DUT 를 배장이고 칼브를 연전 반최 방방방하 돌문 부연 밀밀위부부.

TST-100M
DUT 연 DH500 연연제 통상 제제의 상단 싱테컨 직직 장착분부부. 스 연연은 Autoclave F250C 및 HiP HF4 와
전호분부부.
1. DUT 의 위장를 조교이문문 글글다 너테를 연전 반최 방방방하 1/4 바바 돌돌부부.
2. 지이연 방방제 방상 DUT 를 배장이고 글글다 너테를 연전 방방방하 돌문 부연 밀밀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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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
작작 온밀 ................................................. -20°C~+50°C
보관 온밀 ................................................. -20°C~+70°C
작작 있밀 ................................................. 5%~95% 상최 있밀, 장비비
있방 재자
TEST-40M-HC40 ................................ 테테중수테스, 하스테나, 하일나
TEST-100M ........................................ 테테중수테스, 북전아
TST-40M-HC40
고압 범위 ............................................ 44MPa(6,400psi)
무사 .................................................... 1,170g(2.6 파다다)
규정 .................................................... 270mm x 205mm x 110mm(10.6 중장 x 8.1 중장 x 4.3 중장)
TST-100M
고압 범위 ............................................ 110MPa(16,000psi)
무사 .................................................... 900g(2.0 파다다)
규정 .................................................... 70mm x 205mm x 60mm(10.6 중장 x 8.1 중장 x 2.4 중장)
안전
일반 .................................................... IEC 61010-1: 연오밀 2
제위비 제브 보인 및 배상 책책의 제위
스 Fluke 제제은 재자와 제작상컨 연함스 없다제 요부일하부모 1 년 작안 보인위부부. 스 보인컨연 퓨퓨, 일일사 배모수, 또연
사고, 상방, 연사 또연 장교상 상상컨설의 작작 및 취취컨 기중위 손상은 싱함변지 않있부부. 최수대은 떨어위 보인밀 Fluke 를
최최이교 추싱하 제제확 수 없있부부. 보인 기기 작안 설장테를 받방문문 연함스 있연 제제제 문제컨 최위 설설스 함함
싱때다 Fluke 설장테 센모하 보내연연연.
일 보인은 유일위 상연책부부부. 특교 품비컨 최위 비위구 등스 같은 기나 설연비 또연 묵연비 보인 사사은 없있부부. Fluke 연
교이의 스유 및 스나컨 부입위 특특, 기직, 경연 또연 연스비중 손상스하 손손컨 최이교 책책제 지지 않있부부. 일부
미싱컨설연 암연비 보인 또연 경발비, 연스비중 손손컨 최위 배제하 제위제 중교이지 않방않하 책책의 제위스 사사자컨사
비사변지 않제 수밀 있있부부.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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