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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Fluke 729 및 729 FC Automatic Pressure
Calibrator(제품)는 연구실 또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현장 압력 교정 도구입니다. 이 배터리로 작동되는
제품은 트랜스미터, 압력 스위치 및 게이지의 자동 압력
교정을 수행합니다. 자동 기능은 제품 또는 교정 관리
소프트웨어(CMS)에서 다운로드한 작업으로 수행됩니다.
또한 제품에는 HART 지원 트랜스미터와 함께 사용할 때
작동하는 기본적인 HART® 통신 기능이 제공됩니다.
“FC”는 이 설명서 전체에서 Fluke Connect®를 나타냅니다.

•

HART 스마트 압력 트랜스미터를 구성하고 트림을
수행하는 HART(Highway Addressable Remote
Transducer) 통신을 제공합니다.

•

루프 전력을 제공하고 연결된 장치의 mA 출력을
동시에 측정합니다.

•

Fluke 750P 시리즈 압력 모듈로 압력을 측정합니다.

제품 주요 기능 및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트랜스미터, 압력 스위치 및 압력 게이지의 자동
압력을 교정합니다.

•

압력 센서, 트랜스미터 및 기타 압력 기기를 테스트 및
보정하기 위한 압력을 공급 및 측정합니다.

•

전류-압력 변환기(I/P)를 테스트하기 위한 압력을
측정하는 동안 밀리암페어 신호를 공급 및
시뮬레이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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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CTrack2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품질 규정 또는
감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동화된 조정 전/조정 후
절차를 문서화합니다.

Fluke 에 문의

•

자동 단계 및 자동 램프와 같은 최첨단 기능을 통해
장치의 테스트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압력 스위치 테스트는 예상 스위치 트립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압력을 위아래로 상승시켜 압력 스위치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

FC 모델에 Fluke Connect(FC)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Fluke 에 문의하려면 다음 전화 번호 중 하나로
연락하십시오.

•

기술 지원(미국): 1-800-44-FLUKE
(1-800-443-5853)
교정/수리(미국): 1-888-99-FLUKE
(1-888-993-5853)
캐나다: 1-800-36-FLUKE (1-800-363-5853)

•
•

유럽: +31 402-675-200
일본: +81-3-6714-3114

•

중국: +86-400-921-0835

•
•

싱가포르: +65-6799-5566
전세계: +1-425-446-5500

•

또는 Fluke 의 웹 사이트(www.fluke.com)를 방문하십시오.
제품을 등록하려면 http://register.fluke.com 을
방문하십시오.
최신 설명서의 추가 자료를 열람, 인쇄 또는
다운로드하려면
http://us.fluke.com/usen/support/manuals 를
방문하십시오.
DPCTrack2 의 소프트웨어 시험판 최신 버전을
www.fluke.com/productinfo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C 와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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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및 주의
경고는 사용자에게 위험한 상태 및 절차를 나타냅니다.
주의는 테스트 중에 제품이나 장치가 손상될 수 있는 상태
및 절차를 나타냅니다.
XW경고
감전, 화재 및 상해를 방지하려면:

•

30V ac rms, 42V ac pk 또는 60V dc 를
초과하는 전압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

손상된 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이 파손된 경우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측정에 적합한 터미널, 기능 및 범위를
사용하십시오.

•

모든 안전 정보를 읽은 후에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

배터리 커버를 열기 전에 프로브, 테스트 리드
및 액세서리를 모두 제거하십시오.

•

모든 지침을 주의해서 읽으십시오.

•

•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존재하는 환경 또는
눅눅하거나 습한 장소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배터리 커버를 단단히 닫고 잠근 후에
제품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

제품을 지정된 방식으로만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품과 함께 제공된 보호 장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인증된 전압 및 전력 플러그 구성
또는 제품의 정격에 맞는 주 전원 코드 및
커넥터만 사용하십시오.

•

접지부가 손상되었거나 마모된 흔적이 보이는
경우 주 전원 코드를 교체하십시오.

•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케이스를 점검하십시오.
금이 갔거나 소실된 플라스틱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터미널 주위의 절연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하십시오.

•

•

터미널 간 또는 각 터미널과 접지 간에 정격
전압 이상을 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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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가락은 프로브의 손가락 보호대 뒤에
놓으십시오.

•

올바른 안전 절차를 숙지한 경우에만 고압
시스템을 조립하고 작동하십시오. 고압 액체 및
가스는 위험하며 사전 경고 없이 불시에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

4

테스트 리드가 손상된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테스트 리드에 손상된 접지부나 피복이 벗겨진
금속이 있는지 또는 마모 표시가 나타나는지
점검하십시오. 테스트 리드의 연속성을
확인하십시오.

•

배터리 셀/팩을 열기나 화기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Fluke 인증 전원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

배터리를 충전하는 동안 충전용 배터리가
뜨거워지는 경우(50°C 초과) 배터리
충전기에서 분리한 후 제품 또는 배터리를
서늘하고 인화성 물질이 없는 위치로
옮기십시오.

•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5 년 후에, 사용
빈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2 년 후에 충전식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적당한 사용은
일주일에 2 회 충전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용은
매일 방전 후 재충전을 의미합니다.

제품을 청소하기 전에 입력 신호를
차단하십시오.

•

지정된 교체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

인증된 기술자에게 제품 수리를 의뢰하십시오.

•

배터리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 셀/팩을 분해하거나 파손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 터미널을 단락시키지 마십시오.

•

배터리에는 화상을 입거나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 물로 깨끗이 씻어낸 후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Automatic Pressure Calibrator

안전

•

압력을 적절하지 않게 적용할 경우 압력 센서가
손상되거나 신체적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력이 센서 공칭 범위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제품에 “OL”이 표시됩니다. 어떤
압력에도 “OL”이 표시될 경우 즉시 압력을
줄이거나 배출하여 제품 손상이나 가능한

신체적 상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대기 압력으로
배출되는 경우  버튼을 눌러 압력 센서를
0 으로 설정하십시오.
•

배기 중에는 작업자 쪽으로 배기 포트가 향하지
않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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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본 설명서와 제품에 사용되는 기호는 표 1 과 같습니다.
표 1. 기호
기호

6

설명

W
X

경고 위험

f

압력



P
)


사용자 문서 참고.



소형 배터리 충전 시스템에 대한 가전 제품 효율성 기준(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20,
Sections 1601 ~ 1608)을 준수합니다.

경고 위험 전압 감전 위험

관련 한국 EMC 표준을 준수합니다.
유럽 연합 규정을 준수합니다.
북아메리카 안전 표준에 대한 CSA 그룹 인증.
ÜV SÜD 제품 서비스 인증.

Automatic Pressure Calibrator

표 1. 기호(계속)
기호

설명



본 제품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형 폐기물과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사용한
배터리는 현지 규정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재활용 업체나 위험물 처리 업체에서 폐기해야 합니다. 재활용
방법에 관해서는 현지의 공인 Fluke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중국(PRC)에서 제조된 측정 기기에 대한 중국 계량 인증 마크.


~

관련 오스트레일리아 안전 및 EMC 표준 준수.
이 제품은 WEEE Directive 표시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부착된 레이블에 이 전기/전자 제품을 가정용
생활 폐기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분류: WEEE Directive Annex I 의 장비
유형에 따라 이 제품은 범주 9 “모니터링 및 제어 계측”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제품은 분류되지 않은
폐기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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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

표준 장비
그림 1 와 표 2 에서는 표준 장비에 대해 설명합니다.
1

5

4

2

6

3
10
16
8
9

7

17
11

12

15

13
14

idj016.eps

그림 1. 표준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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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Pressure Calibrator

표준 장비

표 2. 표준 장비
번호

장비

번호

장비



729 또는 729 FC Automatic Pressure
Calibrator

M

피팅, 3.175mm(1/8 in) NPT-Female X M20Female



AC/DC 변환기

N

피팅, 6.35mm(1/4 in) BSP-Female X
3.175mm(1/8 in) NPT-Female



주 라인 케이블

O

걸이 키트

D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

P

제품에서 응축된 물을 배수하는 데 사용하는
호스입니다. 직경 3.175mm(1/8 in), 길이 0.3m

E

중첩 가능 테스트 리드 세트

Q

누출 테스트를 위한 호스입니다. 직경
3.175mm(1/8 in), 길이 0.6m

F

AC280 Sure Grip 후크 세트(빨간색 및 검은색)

G

앨리게이터 클립(빨간색 및 검은색)

H

TP220 테스트 프로브 1 세트(빨간색 및
검은색)

I

USB 통신 케이블: 호스트용 1m(3 ft) 유형 A
플러그(PC) - 장치용 미니-B 플러그

J

직경 3.175mm(1/8 in), 길이 1.06m(3.5 ft)
나일론 호스

K

피팅, 3.175mm(1/8 in) NPT-Female x
6.35mm(1/4 in) NPT-Female

PTFE 테이프

L

튜브 피팅, 수 커넥터(2 개), 3.175mm(1/8 in)
NPT 수 커넥터, 3.175mm(1/8 in) hose

국제 Ac 어댑터 키트

제품을 걸기 위해 신속하게 분리 가능한 조정식
스트랩
휴대용 소프트 케이스
표시되지
않음

안전 정보(다국어 인쇄본)
데이터가 포함된 추적 가능한 교정 보고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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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

버튼
제품 버튼 및 소프트키는 그림 2 와 표 3 을 참조하십시오.
4

3
2

5

1
18
6

17
16
15

7

14
10
13

12

11

9

8
idj001.eps

그림 2.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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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Pressure Calibrator

버튼

표 3. 버튼
번호

설명

번호

설명



전원 버튼. 눌러서 제품을 켜거나 끕니다.

F

디스플레이 밝기 버튼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
밝기를 어둡게 또는 밝게 순환하며 변경할 수
있습니다.



Back(뒤로) 버튼. 버튼을 누르면 이전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을 탐색할 때 BACK(뒤로)
버튼을 사용하면 여러 번 눌러 대부분의
화면을 벗어나 시작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G

숫자 키패드. 숫자를 입력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F1-F4 소프트키. 디스플레이의 각 소프트키
위에 있는 레이블에 지정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레이블은 UI 전체에서
변경됩니다.

H

Enter 버튼. 버튼을 누르면 UI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nter 버튼만 숫자 및 문자를 확인합니다. Enter
버튼으로 편집 가능한 모든 항목을 확인합니다.

D

화살표 버튼. 버튼을 누르면 화면 화살표를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 위에 있으면 화살표가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I

CLEAR (ZERO) 버튼. 버튼을 눌러서 강조 표시된
모든 항목을 삭제합니다. PI/PV/IP/SWT 을 시작할 때
눌러서 압력 판독값을 영점으로 설정합니다.

E

SELECT(선택) 버튼. 버튼을 누르면 UI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숫자나 문자
선택 항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Enter
버튼을 누르십시오.

J

mA 버튼 버튼을 누르면 mA 측정 기능을 선택합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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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
표 3. 버튼(계속)

12

번호

설명

번호

설명

K

VDC 버튼. 버튼을 누르면 dc 전압 측정 기능을
선택합니다.

O

소스 압력 버튼. 이 기능을 사용하여 제품의 목표
압력을 출력(공급)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사용하여 설정값 필드를 선택하고 숫자 버튼으로
값을 입력합니다.

L

설정 버튼. 버튼을 누르면 설정 메뉴로 들어가
작동 매개변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P

압력 측정 버튼. 압력 측정 모드에서 이 기능을
사용합니다.

M

작업 버튼. 버튼을 누르면 작업 메뉴로
들어갑니다. 작업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Q

HART 버튼. 버튼을 누르면 HART 통신 모드로
전환합니다.

N

VENT 버튼. 버튼을 누르면 내부 압력 포트에서
압력을 방출합니다. 제품이 환기를 할 때
디스플레이에 VENTING(환기 중)이
표시됩니다. 환기가 완료되면 환기됨이
표시됩니다.

R

고정 버튼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의 읽기값이
고정됩니다. 두 번째로 누르면 디스플레이의
읽기값이 고정 해제됩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면
화면을 캡처하여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Automatic Pressure Calibrator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그림 3 와 표 4 에서는 디스플레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1

2

3

13

4

5

6

7

12

8

11
9
10

idj014.eps

그림 3.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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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디스플레이
번호



14

설명
단계 크기 표시기

번호

설명

H

압력 단위 표시기



설정값 표시기

I

외부 디스플레이에 연결된 선택 장비가
표시됩니다. 이 장치는 연결된 HART 장치의 압력
모듈, 온도 프로브, 공정 변수 (PV) 또는 Fluke
Connect 보조 장치 판독값이 될 수 있습니다.



표시기의 Fluke Connect(729 FC 만 해당)

J

소프트키 표시기

D

표시기의 HART

K

전류, 전압 또는 압력 스위치 디스플레이

E

24V 루프 전력 활성화 표시기

L

특정된 값 또는 공급된 값이 제공되는 기본
디스플레이

F

배터리 잔량

M

날짜 및 시간 표시

G

압력 포트 상태

Automatic Pressure Calibrator

디스플레이

또한 디스플레이에는 다른 구성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에는 세 번째 기능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림 4 를 참조하십시오. 3 중 기능 디스플레이를
참조하십시오.
•

•

내부 압력용 상단 디스플레이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o

배기

o

SOURCE

o

MEASURE

하단 디스플레이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o

전류 측정

o

전류 공급

o

전류 시뮬레이션

o

VDC 측정

o

스위치

idj017.bmp

그림 4. 일반적인 이중 기능 디스플레이

15

729/729 FC

사용 설명서
화면에는 두 가지 섹션이 있습니다.

상단 디스플레이에는 내부 압력 컨트롤러 상태가 표시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하단 디스플레이에는 전기 상태가 표시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

모드: 압력, 공급 및 환기

•

•

Pressure Value(압력값): 현재 측정된 압력 및 단위

모드: 전류 측정, 전류 공급, 전류 시뮬레이션, V dc 측정
및 스위치입니다.

•

Status(상태) 측정 모드에서는 아무 것도 표시하지 않고,
공급 모드에서는 준비되지 않음, 안정됨, 환기
모드에서는 환기 중, 환기됨을 표시합니다.

•

Reading(판독값): 측정 기능의 전류 판독값 또는 공급
기능의 설정값입니다.

•

Switch State(스위치 상태): 스위치가 열리고 닫힐 때의
압력 판독값을 표시합니다.

•

퍼센트: 측정 기능에서 4mA ~ 20mA 또는 1V ~ 5V 의
백분율 값을 표시합니다.

•

Status(상태) mA 소싱 모드에서 개방 회로 감지됨이
표시됩니다.

•

설정값: 공급 기능을 위한 전류 설정값입니다.

•

Step Size(단계 크기): 압력을 공급할 때 (한 단계
위로) 및  (한 단계 아래로) 키를 누르면 표시되는
단계 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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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3 중 기능 디스플레이
3 중 기능(RTD, 외부 압력 모듈, HART 트랜스미터
또는 FC 보조 장치)이 연결되면 제품이 자동으로
3 중 기능 디스플레이로 변경됩니다. 연속되는 3 중
기능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의 원래 하단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

왼쪽 디스플레이에는 전기 측정 디스플레이가
계속 표시됩니다.

•

오른쪽 선택한 3 중 기능의 모델 이름, 판독값
및 단위가 표시됩니다. 그림 5 를 참조하십시오.
그림에는 트랜스미터 장치(3051C)가
표시됩니다.

3 분의 1 이상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오른쪽 디스플레이에서 장치를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하십시오. 그런 다음
소프트키로 표시할 장치를 선택합니다.

idj022.bmp

그림 5. 3 중 기능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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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D 연결
디스플레이에 세 번째 기능으로 선택한 장치(C/F)의 RTD
온도 측정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온도 단위 필드가 강조
표시되면 소프트키를 눌러 온도 설정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항 수치가 표시됩니다.

참고
제품은 PT100-385 RTD 만 지원합니다.

압력 모듈 연결
제품은 외부 압력 모듈의 설치 또는 제거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커서를 단위 유형으로 이동하고 를 눌러
압력 단위 유형을 구성합니다(내부 압력의 압력 단위와 다를
수 있음). 내부 압력의 단위 유형을 변경하여 압력 모듈의
단위 유형을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림 6 은 세 번째 기능으로 압력 모듈을 표시합니다.
•

외부 압력 모듈을 연결하면 압력 단위 유형은 기본적으로
내부 압력 단위 유형으로 설정됩니다.

•

외부 압력 모듈을 제거하거나 설치하면 영점 오프셋이
재설정됩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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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6. 외부 압력 모듈이 연결된 3 중 기능 디스플레이

Automatic Pressure Calibrator

디스플레이

Fluke Connect 장치 연결
디스플레이에 세 번째 기능으로 연결된 FC 장치 측정을
표시합니다.
두 번째 FC 장치 관리에 대한 정보는 설정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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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그림 7 와 표 5 에서는 제품 포트를 표시합니다.

1
7
2
3

6
5

4

9

8

ied013.eps

그림 7. 제품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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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표 5. 제품 포트
번호

설명



배터리 충전기/범용 전력 공급 장치 포트입니다. 배터리 충전기는 AC 전력이 제공되는 작업실 환경에서
사용하십시오. 제품에 설치하는 동안 배터리 충전기를 사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D
E
F
G
H
I

USB 포트 - 제품과 PC 간의 통신에 사용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응축된 것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Maintenance(유지보수) 메뉴 참조).
배수 포트 피팅 커넥터.
RTD 온도 프로브용 외부 온도 포트입니다.
외부 압력 모듈 포트
압력 연결
COM 포트
mA 를 측정, 공급 및 시뮬레이션하고 V DC 를 측정하며 루프 전력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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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ke Connect® 앱 다운로드
Fluke Connect® 앱을 다운로드하려면 그림 8 을 참조하십시오.

iOS

Android

idj025.eps

그림 8. Fluke Connect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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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Pressure Calibrator
Fluke Connect 앱 사용

Fluke Connect® 앱 사용
Fluke Connect 앱을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그림 9 을 참조하십시오.

1

Fluke Connect ®

2

3

4

Connect

idj027.eps

그림 9. Fluke Connect 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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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메뉴
여러 페이지의 설정 메뉴를 사용하여 제품 기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일부 하위 기능의 경우 제품 암호가 필요합니다.
기본 암호는 1234 입니다.

저장된 모든 파일을 지우려면 (모든 파일 삭제)
키를 누릅니다. 제품 암호를 입력하여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저장된 모든 검사 결과,
스크린샷 및 사용자 지정 작업이 삭제됩니다.
이후 섹션에서 설정 메뉴 및 하위 메뉴를 설명합니다.

FC 장치 관리(729 FC 만 해당)

설정 메뉴로 가려면 키를 누릅니다.

1.

설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설정 메뉴에는 제품 구성의 하위 메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위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2.

(FC 장치 관리) 키를 누르면 729 FC 를 기본
장치로 설정하고 Fluke Connect 를 보유한 다른
장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결된 제품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1.

729 정보

2.

729 설정

3.

사용자 관리

4.

테스트 결과 관리

5.

스크린샷 관리

6.

사용자 지정 작업 관리

7.

유지보수

화살표 버튼,  또는 를 눌러 이러한 하위 메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번호 버튼을 눌러
액세스합니다. 를 누르면 이전 메뉴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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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ke Connect 사용) 키를 누르면 729 FC 를 보조
장치로 설정하고 스마트폰에서 Fluke Connect 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로케이터
제품의 Fluke Connect 화면에 여러 대의 FC 장치가
표시되면 제품을 강조 표시하고 (로케이터)를
누릅니다. 이로 인해 나열된 제품의 Fluke Connect 버튼이
반복적으로 깜박입니다. FC 장치는 자동으로 또는
(로케이터) 키를 다시 누를 때 로케이터 모드를
종료합니다.

Automatic Pressure Calibrator

설정 메뉴

729 정보
729 정보의 하위 메뉴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정보용 화면입니다. 화면에 다음 항목이 표시됩니다.
•
•
•
•
•

또한 화면의 하단에 소프트키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압력 보정 – 화면의 지시에 따라 제품에서
제품의 압력 구성 요소를 보정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제품 암호를 입력하여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 키를 통해 교정을
저장하거나, 단계로 돌아가거나, 단계를 건너뛰거나,
다음 섹션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교정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 전기 보정 – 화면의 지시에 따라 제품에서
제품의 전기 구성 요소를 보정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제품 암호를 입력하여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 키를 통해 교정을
저장하거나, 단계로 돌아가거나, 단계를 건너뛰거나,
다음 섹션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교정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 배터리 정보 – 배터리 장착 여부, 배터리
잔량 수준, 배터리 온도 및 배터리 전압을 표시하는
정보용 화면입니다.

•

 - 암호 변경 – 사용하여 고급 기능에 대한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품 모델(729 또는 729 FC)
일련 번호
펌웨어 개정
제품 압력 구성 요소의 최신 교정일입니다.
제품 전기 구성 요소의 최신 교정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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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설정

표 6. 729 설정 메뉴(계속)

729 설정 하위 메뉴는 표 6 에 정보를 표시합니다.
표 6. 729 설정 메뉴
메뉴 매개변수

언어

날짜 및 시간

26

메뉴 매개변수

날짜 형식

날짜 형식을 설정합니다.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yyyy-mm-dd,
mm/dd/yyyy 또는 dd/mm/yyyy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 형식

필요한 소프트키를 눌러 12
hour(12 시간) 또는 24
hour(24 시간)를 선택합니다. 형식은
날짜 형식 메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으로
형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 형식

필요한 소프트키를 눌러 숫자 형식
지정에 필요한 소수점이나 쉼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으로 형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
를 누르고 화살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UI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또는
한국어.
를 누르고 화살표를 사용하여
날짜 및 시간 메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메뉴 내부에서 화살표를
사용하여 매개변수를 선택하고 숫자
키를 사용하여 해당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M 과 PM 의 경우, 를
누릅니다. 변경하면 (완료)
키를 눌러 새 매개변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타임스탬프에 저장된
결과가 표시됩니다.

기능

온도 단위 [1]

필요한 소프트키를 눌러 °C 또는 °F
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 으로 단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utomatic Pressure Calibrator

설정 메뉴

표 6. 729 설정 메뉴(계속)
메뉴 매개변수

자동 배터리
타임아웃

기능
제품에는 배터리 충전량을 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자동
배터리 타임아웃 기능이 있습니다.
화살표 키를 눌러 해당 라인을 강조
표시합니다.  또는  버튼을
눌러 타임아웃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
•
•
•

없음
5분
10 분
15 분
30 분
60 분

PCM 해상도

고화질 또는 저화질로 선택합니다.
고화질은 일반적인 상태이며,
저화질은 해상도를 한 자릿수
감소시킵니다.

HART 통신

사용/사용 안 함

Fluke Connect

사용/사용 안 함

사용자 관리
사용자 관리 하위 메뉴에서 제품 사용자 이름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제어합니다.
대상
•

새 사용자 추가: 신규를 눌러
화면 상의 키보드로 신규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Capslock ON(또는 OFF)용 소프트키,
백스페이스를 눌러 항목(완료)을 완료합니다.

•

1.

화살표를 눌러 해당 문자를 강조 표시합니다.

2.

 또는 를 눌러 문자를 선택합니다.

3.

완료하면 (완료) 키를 눌러 사용자
관리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기존 사용자 삭제: 화살표를 누르면 사용자와
(삭제)가 강조 표시됩니다.

[1] 일본어 모델에서 비활성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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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결과 관리

스크린샷 관리

조정 전/조정 후 검사 결과, 교정 결과가 제품에
저장됩니다.

제품은 모든 화면의 스크린샷을 촬영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설정 메뉴에서 화살표 버튼을 눌러 테스트 결과
관리를 강조 표시합니다.

스크린샷 촬영 방법:
1.

저장할 화면을 가져옵니다.

2.

를 눌러 테스트 목록을 표시합니다. 테스트는
날짜 및 시간, 태그 ID 및 일련 번호로 지정됩니다.

2.

 버튼을 누른 상태를 유지합니다. 제품에 파일이
저장되었습니다가 표시됩니다.

3.

화살표 버튼,  또는 를 눌러 선택한 검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 확인 방법:

4.

을 눌러 조정 전/조정 후 검사 결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를 눌러 교정을 취소하고 새 검사 결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 삭제 방법:
1.

테스트 결과 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전체 삭제) 키를 누릅니다.

3.

확인하여 모든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확인) 키를 눌러 모든 기록을 삭제하거나
(취소) 키를 눌러 삭제 프로세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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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메뉴에서 화살표를 눌러 스크린샷 관리를 강조
표시합니다.

2.

 또는  키를 누릅니다. 제품에 스크린샷 목록,
시간 및 날짜 스탬프가 표시됩니다.

3.

화살표를 사용하여 스크린샷을 강조 표시합니다.

4.

 또는  키를 누르면 스크린샷이 표시됩니다.
화면에 다음 항목이 표시됩니다. 화면 사본을 검토
중입니다! 메시지가 저장된 화면에 나타납니다.

5.

를 눌러 개별 화면을 삭제합니다.

Automatic Pressure Calibrator

설정 메뉴

사용자 지정 작업 관리

배출수(응축)

이 하위 메뉴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작업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작업 메뉴 참조). 단일 작업을 삭제하려면
화살표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작업을 선택하고
(삭제) 키를 누릅니다. 모든 작업을 완료하려면
(전체 삭제) 키를 누릅니다.

제품에서 응축된 물을 배수하려면 그림 10 을
참조하십시오.

유지보수 메뉴

1.

호스를 연결하여 배수된 물을 수집합니다

2.

(계속) 키를 누릅니다.

3.

디스플레이에 압력을 생성 중입니다, 대기해
주십시오가 표시됩니다. 펌프가 작동하여 압력을
만듭니다.

4.

물을 내보내려면 작은 필립스 스크류드라이버와 같이
작은 팁으로 된 도구를 사용하여 제품 옆면에 있는
배수 버튼을 누릅니다.

유지보수에는 다음 섹션이 있습니다.
•

배출수(응축)

•

키패드 테스트

•

압력 센서 특성화(교정 설명서 참조)

•

공급 센서 자체 보정(교정 설명서 참조)

5.

 키를 눌러 배수 작업을 반복합니다.

•

배기

6.

물 배수가 완료되면 피팅을 밀어 호스를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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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j030.eps

그림 10. 제품의 배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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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Pressure Calibrator

작업 메뉴

키패드 테스트

작업 메뉴

이 화면을 사용하여 제품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버튼을 눌러 화면 상의 응답을 확인하십시오.

작업 메뉴를 사용하여 교정 및 측정 작업을 설정하고
저장한 뒤 나중에 사용하도록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의 경우 2 초간 길게 누릅니다.

작업 메뉴로 가려면  키를 누릅니다. 작업 메뉴에는
다음과 같은 메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기
배기 기능은 압력 저장소를 포함한 제품 내부의 모든
압력을 배출합니다. 이 저장소는 압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작은 압력 단계만 필요한 경우 압력을
제공합니다. 배기의 경우  키를 누릅니다.

•

압력 트랜스미터(P/I)

•

압력 스위치(SW)

•

전류-압력 테스트(I/P)

•

압력 누출 테스트

•

압력 트랜스미터(P/V)

•

공압 압력 트랜스미터(P/P)

참고
P/P 작업에는 제품에 연결된 압력 모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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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트랜스미터(P/I)

8.

이 기능을 사용하여 전류 측정으로 P/I 트랜스미터(압력전류)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은 그림 11 을
참조하십시오.

 키를 눌러 전송 기능을 제곱근 또는 선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9.

테스트 전략을 선택하려면 매개변수를 강조 표시하고
 키를 누릅니다. 나열된 적용 가능한 테스트
전략을 강조 표시하고  키를 누릅니다.

1.

작업 메뉴의 1 페이지에서 화살표를 눌러 압력
트랜스미터(P/I)를 강조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또는  키를 누릅니다.

3.

이 화면에서 화살표, 숫자 키패드,  키를 사용하여
소스 압력 및 전류 측정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HART 가 설정되어 있고 PV 보정이 필요한 경우
(Pv 보정) 키를 누릅니다.

5.

 키를 눌러 24 V 루프 전력을 켜거나 끕니다.

6.

이러한 값을 지정하면 (계속) 키를 누릅니다.

7.

두 번째 화면에서 화살표, 숫자 키패드,  키를
사용하여 범위 공차, 테스트 전략, 자동 침강 시간 및
전송 기능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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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용자 지정으로 저장) 키를 눌러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작업을 저장합니다.
11. 매개변수를 입력하면 (계속) 키를 누릅니다.
12. (수동 테스트) 또는 (자동 테스트) 키를
누릅니다.
13.  키를 눌러 조정합니다. 0%, 50% 및 100%로
이동합니다.
14. (조정 후) 키를 눌러 조정 후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Automatic Pressure Calibrator

작업 메뉴

idj005f.eps

그림 11. 압력 트랜스미터(P/I) 작업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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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스위치(SW)

4.

매개변수를 입력하면 (계속) 키를 누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압력 스위치를 보정합니다. 연결은
그림 12 을 참조하십시오.

5.

(자동 테스트) 또는 (수동 테스트) 키를
눌러 조정 전 스위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1.

작업 메뉴의 1 페이지에서 화살표를 눌러 압력
스위치(SW)를 강조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또는  키를 누릅니다.

테스트 결과 저장 방법

3.

이 화면에서 화살표, 숫자 키패드,  키를 사용하여
해당 매개변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

설정값

•

공차

•

최소 데드 밴드

•

최대 데드 밴드

•

최대 압력

•

스위치 유형

참고
각 값을 변경한 후에는  키를 눌러야 합니다.
이러한 설정을 사용자 지정 작업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저장) 키를
누릅니다. 작업 메뉴에서 이러한 사용자 지정 작업을
불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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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를 실행한 뒤에 디스플레이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2.

 키를 눌러 태그 정보를 편집합니다.

3.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4.

커서를 S/N(일련 번호) 필드로 움직입니다.

5.

 키를 눌러 S/N(일련 번호) 정보를
편집합니다.

6.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7.

커서를 사용자 ID 필드로 움직입니다.

8.

(사용자 목록) 키를 눌러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9.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10. 스위치를 조정하고 (한 단계 위로) 및
(한 단계 아래로) 키를 눌러 확인합니다.
11. (조정 후) 키를 눌러 조정 후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Automatic Pressure Calibrator

작업 메뉴

ied008.eps

그림 12. 스위치 테스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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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범위 공차, 테스트 전략, 자동 침강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류-압력 테스트(I/P)
이 기능을 사용하여 전류 공급과 압력 측정으로 전류압력(I/P) 변환기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13 과 14 를
참조하십시오.
1.

작업 메뉴의 1 페이지에서 화살표를 눌러 전류-압력
테스트(I/P)를 강조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또는  키를 누릅니다.

3.

이 화면에서 화살표, 숫자 키패드,  키를 사용하여
전류 공급 및 압력 측정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각 값을 변경한 후에는  키를 눌러야 합니다.
4.

36

값을 입력하면 (계속) 키를 누릅니다.

이러한 설정을 사용자 지정 작업으로 저장하려면
(사용자 지정으로 저장) 키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작업 메뉴에서 저장된 작업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5.

매개변수를 입력하면 (계속) 키를 누릅니다.

6.

(수동 테스트) 또는 (자동 테스트) 키를
누릅니다.

7.

 키를 0%, 50%, 100%로 조정합니다.

8.

(조정 후) 키를 눌러 조정 후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Automatic Pressure Calibrator

작업 메뉴

In
Out

ied009.eps

그림 13. 외부 압력 모듈의 전류-압력 테스트(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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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ut

ied009a.eps

그림 14. 내부 연결의 전류-압력 테스트(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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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Pressure Calibrator

작업 메뉴

참고

압력 누출 테스트
이 기능을 사용하여 압력 장치의 누출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연결에 대해서는 그림 15 를 참조하십시오.
1.

이 화면에서 화살표, 숫자 키패드,  키를 사용하여
해당 매개변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설정값(압력 값)

•

침강 시간

•

테스트 시간

각 값을 변경한 후에는  키를 눌러야 합니다.
2.

(계속) 키를 누릅니다. 압력 누출 테스트를
완료하면 제품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결과에는 시작
압력, 종료 압력, 테스트 시간 및 누출 속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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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트랜스미터(P/V)
이 기능을 사용하여 전압 측정을 통한 압력-전압
트랜스미터를 보정하십시오. 연결에 대해서는 그림 11 를
참조하십시오.
1.

작업 메뉴의 1 페이지에서 화살표를 눌러 압력
트랜스미터(P/V)를 강조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또는  키를 누릅니다.

3.

이 화면에서 화살표, 숫자 키패드,  키를 사용하여
소스 압력 및 전압 측정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속) 키를 눌러 다음과 같은 다른 매개변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압력-압력 트랜스미터를 보정하려면 이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연결된
트랜스미터의 압력 출력을 측정하는 압력 모듈이
필요합니다. 기능을 사용하려면 그림 15 를
참조하십시오.
1.

작업 메뉴의 1 페이지에서 화살표를 눌러 압력
트랜스미터(P/P)를 강조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또는  키를 누릅니다.

3.

이 화면에서 화살표, 숫자 키패드,  키를
사용하여 소스 압력 및 압력 측정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

범위 공차

•

테스트 전략

(계속) 키를 누르면 매개변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침강 시간

•

범위 공차

•

전송 기능(선형 또는 제곱근)

•

테스트 전략

•

자동 침강 시간

(사용자 지정으로 저장) 키를 눌러 해당 설정을
사용자 지정 작업으로 저장합니다. 언제든지 작업
메뉴에서 이러한 사용자 지정 작업을 불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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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트랜스미터(P/P)

5.

(사용자 지정으로 저장) 키를 눌러 해당
설정을 사용자 지정 작업으로 저장합니다.
언제든지 작업 메뉴에서 이러한 사용자 지정
작업을 불러옵니다.

Automatic Pressure Calibrator

작업 메뉴

+

+

ied026.eps

그림 15. 압력 트랜스미터(P/P)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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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 기능

•

다음을 포함한 서비스 기능 수행:

HART 장치의 제품 인터페이스입니다. 다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PV 영점 트림

o

mA 출력 트림

•

o

적용된 값까지 트림

o

고정 mA 출력 설정

o

트랜스미터 범위 재설정

o

장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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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트랜스미터 설정 및 데이터를 확인하여
수정:
o

LRV(Lower Range Value) 작성

o

URV(Upper Range Value) 작성

o

PV 유닛 쓰기

o

메시지 및 설명자 작성

o

댐핑 값 작성

o

날짜 작성

•

작업(애드혹) 없이 HART 교정 수행

•

다운로드 작업에서 HART 교정 수행

Automatic Pressure Calibrator
HART 기능

루프 전력(+24V) 켜짐

 키를 누르면 제품이 버스를 검색(폴링)하여 연결된
HART 장치를 찾습니다. 이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소프트키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시스템에서 분리된 전류 트랜스미터에 24 V
DC 에서 루프 전력을 공급합니다. 24 루프 전력 공급 방법:

 - Communicator 전용

1.

HART 메뉴에서 (루프 전력(+24V) 켜짐) 키를
누릅니다. 제품에서 버스를 폴링하여 트랜스미터가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트랜스미터가 일반 루프 전력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 16 처럼 제품 테스트 리드를 계측기 전류
루프와 직렬로 연결합니다.

3.

mA 디스플레이에는 루프 전류 측정값이 표시됩니다.

 - 루프 전력(+24V) 켜짐
 - HART 250Ω 사용
 - 버스 폴링 재시작
폴링에서 트랜스미터를 찾으면 커서를 원하는 태그 번호로
이동한 뒤 (계속) 키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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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DC PWR

– ++ –

+

–

idj029.eps

그림 16. 루프 전력 연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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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Pressure Calibrator
HART 메뉴
HART 250Ω 사용

HART 데이터

제품에는 HART 장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 가능한
250 Ω HART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제품을 HART 장치에
연결할 때 HART 레지스터를 사용합니다. HART 레지스터가
OFF 로 기본설정됩니다.

HART 데이터 화면에는 연결된 HART 장치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페이지 위로) 또는
(페이지 아래로) 키를 누릅니다.
다음과 같은 특정 필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HART 레지스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려면
(HART 250 사용Ω) 또는 (HART 250 사용 중지Ω)
키를 누릅니다.

•

태그 ID

•

PV 유닛 유형

HART 메뉴

•

LRV(Lower Range Value)

HART 메뉴에는 다음과 같은 HART 장치를 구성 및 보정할
수 있는 3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

URV(Upper Range Value)

•

댐핑

•

HART 데이터

•

메시지

•

HART 서비스

•

설명자

•

보정(애드혹)

•

날짜

•

태그로 작업 찾기

•

버스 폴링

HART 메뉴에서 (중단) 키를 눌러 HART 통신을
중단하거나 (연결) 키를 눌러 강조 표시된 항목으로
계속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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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 서비스

mA 출력 트림

HART 서비스에는 다음 메뉴가 있습니다.

mA 출력 트림 화면에서 트랜스미터 출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PV 영점 트림

•

mA 출력 트림

•

적용된 값까지 트림

•

고정 mA 출력 설정

•

트랜스미터 범위 재설정

•

장치 진단

HART 서비스 메뉴 선택을 강조 표시하고 (계속) 키를
누릅니다. 일부 하위 메뉴를 입력하면 자동 제어에서 루프를
제거하라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계속) 키를 누릅니다.

1.

4mA 범위부터 시작합니다.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현재 측정된 mA 값을 가져옵니다.

2.

(4mA 트림) 버튼을 눌러서 교정할 측정된 값을
전송합니다. (다음 지점) 버튼을 누릅니다. 이
제품이 20mA 범위로 이동합니다.

3.

1 단계와 2 단계를 반복합니다.

4.

완료되면  버튼을 눌러 이전 지점으로
돌아가거나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적용된 값까지 트림

PV 영점 트림

1.

이 기능은 트랜스미터의 디지털 압력 값을 영점으로
설정합니다.

설정값 항목에 필요한 LRV 압력 값을 입력한 다음에
 버튼을 누르고 압력이 안정화되게 합니다.

2.

적용된 압력의 하한 범위를 트림하려면 (LRV
트림) 버튼을 누릅니다.

3.

설정값 항목에 필요한 URV 압력 값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고 압력이 안정화되게 놓아둡니다.

4.

적용된 압력의 상한 범위를 트림하려면 (URV
트림) 버튼을 누릅니다.

1.
2.

46

(영점 트림) 버튼을 눌러서 PV 출력값을 0 으로
트림합니다.
완료되면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Automatic Pressure Calibrator
HART 메뉴

고정 mA 출력 설정

장치 진단

연결된 트랜스미터에서 나온 출력에 필요한 mA 값을
입력합니다.

자체 진단 명령을 연결된 트랜스미터로 전송하고
트랜스미터 자체 테스트 결과를 보려면 장치 진단을
선택합니다.

•
•

mA 출력을 4mA 단계로 증가시키려면 (한 단계
위로 4mA) 버튼을 누릅니다.
mA 출력을 4mA 단계로 줄이려면 (한 단계
아래로 4mA) 버튼을 누릅니다.

트랜스미터 범위 재설정
이 화면에서 연결된 트랜스미터의 범위 최대값(URV)과 범위
최소값(LRV)을 변경합니다.

보정(애드혹)
보정(애드혹)은 다운로드된 작업 없이 연결된 HART 장치를
보정합니다.
시작 화면에는 장치에 대한 작업 유형 및 소스/측정 구성이
표시됩니다. 트랜스미터 HART 구성은 이 구성 화면으로
복사됩니다. 테스트에 맞게 필요에 따라 교정합니다.
1.

측정을 mA 에서 트랜스미터의 PV 소스 값으로
변경하려면 (PV 보정) 버튼을 누릅니다.

2.

(루프 전원 비활성화/활성화) 버튼을 누릅니다.

3.

두 번째 구성 화면을 계속하려면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이러한 선택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

범위 공차

(전송) 버튼을 눌러 LRV 를 변경합니다.

•

테스트 전략

•

자동 침강 시간

•

전송 기능

1.

필요한 범위 최대값(PV URV)을 입력합니다.

2.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3.

(전송) 키를 눌러 URV 를 변경합니다.

4.

필요한 범위 최소값(PV LRV)을 입력합니다.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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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소프트키가 활성화됩니다.

조정

 – 선형/제곱근 선택

(HART 조정) 버튼을 누릅니다. 이러한 선택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사용자 지정으로 저장

•

PV 영점 트림

 – 누출 테스트

•

mA 출력 트림

 – 계속

•

적용된 값까지 트림

다음 화면에서는 조정 전 보정을 시작합니다. 다음과 같은
소프트키가 활성화됩니다.

PV 영점 트림

 – 중단
 – 수동 테스트
 – 자동 테스트
테스트 결과는 모든 전략 지점에서 측정을 기록한 후에
표시됩니다. 사양에 포함되는 측정값은 검은색으로
표시됩니다. 사양에서 벗어나는 측정값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1.

(완료) 버튼 또는 (중단) 버튼을 누릅니다.

2.

태그 ID, 장치 일련 번호 및 사용자 ID 를 입력합니다.

3.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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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의 디지털 압력 값을 0 으로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영점 트림) 버튼을 누릅니다.

2.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mA 출력 트림
mA 출력 트림 화면에서 현재 PV 값을 가져와서 이 값을
트랜스미터로 전송하여 PV 를 올바른 mA 출력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4mA 범위부터 시작하여 현재 측정된 mA 값을
가져오려면 (가져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2.

(4mA 트림) 버튼을 눌러서 교정할 측정된 값을
전송합니다.

3.

(다음 지점) 버튼을 누릅니다. 이 제품이 20mA
범위로 이동합니다.

4.

1 단계, 2 단계 및 3 단계를 반복합니다.

5.

완료되면  버튼을 눌러 이전 지점으로
돌아가거나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Automatic Pressure Calibrator

측정 모드

적용된 값까지 트림

버스 폴링

1.

설정값 항목에 필요한 LRV 압력 값을 입력하고 압력이
안정화되게 합니다.

버스 폴링은 버스 폴링 화면으로 되돌아가서 연결된 HART
장치를 검사합니다.

2.

적용된 압력의 하한 범위를 트림하려면 (LRV
트림) 버튼을 누릅니다.

3.

설정값 항목에 필요한 URV 압력 값을 입력한 다음에
압력이 안정화되게 합니다.

폴링이 완료된 후에 HART 장치가 발견되지 않으면
(버스 폴링 재시작) 버튼을 눌러서 버스 폴링을
재시작하여 HART 장치에 대한 제품 버스를 검색합니다. 이
제품이 장치를 찾습니다.

4.

적용된 압력의 상한 범위를 트림하려면 (URV
트림) 버튼을 누릅니다.

측정 모드
측정 모드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조정 후

•

mA DC 측정

(조정 후) 버튼을 누릅니다. 조정 전의 절차를
반복합니다.

•

mA DC 소스

•

mA DC 시뮬레이션

•

V DC 측정

•

스위치(연속성)

보정 결과를 테스트 결과 메뉴에 저장합니다.

태그로 작업 찾기
DPCTrack2 또는 그 밖의 지원되는 소프트웨어에서
다운로드된 작업이 표시됩니다.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하여 작업을 스크롤합니다. 필요한 경우 (페이지
위로) 또는 (페이지 아래로) 키를 누릅니다. 강조된
작업을 불러오려면 (불러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디스플레이의 좌측 하단에는 작업 모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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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전류

전압 측정

이 제품에서는 0mA ~ 24mA 를 측정합니다.

이 제품에서는 0V dc ~ 30V dc 를 측정합니다. 그림 17 에
전압 측정을 위한 측정 연결이 나와 있습니다.

커서를 이동하여 전류 측정을 강조합니다. 전류를
소싱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전류 시뮬레이션은
 버튼을 누릅니다.

+

–

idj004f.eps

그림 17. VDC 측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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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측정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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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0 k

LE

이 제품에서는 700P 와 750P 시리즈 압력 모듈을
지원합니다. 액세서리를 참조하십시오. 압력 모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읽으십시오. 각 모듈마다 사용
방법, 영점 설정 방법, 사용 가능한 프로세스 압력 매질의
종류, 정확도 등이 다릅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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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
7

D
O
IG ar
PS 7 b
0 Pa
10 00 k

LE
U

압력을 측정하려면 테스트할 프로세스 압력에 적합한 압력
모듈을 모듈의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침에 따라
연결합니다.

M
06 RE
0PSSU
70 RE

AN

그림 18 에는 게이지 및 차동 모듈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하위 피팅을 대기 중에 개방된 상태로 두면 차동 모듈을
게이지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ed001.eps

그림 18. 게이지 및 차동 압력 모듈

압력을 측정하려면:
W 경고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압력 모듈을 압력 라인에
연결하기 전에 밸브를 잠근 다음 압력을 천천히
내보내 가압 시스템의 높은 압력이 갑자기 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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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주의
제품 또는 테스트 중인 장비의 손상을 방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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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 모듈 피팅 사이 또는 모듈의 피팅과 모듈의
본체 사이에 10 lb-ft.보다 큰 토크를 가하지
마십시오.

•

압력 모듈 피팅과 연결 피팅 또는 어댑터
사이에는 항상 적절한 토크를 가해야 합니다.

•

압력 모듈에 표시된 최대 정격보다 큰 압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

지정된 재료에 대해서만 압력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허용되는 재질 호환성에
대해서는 압력 모듈에 인쇄된 내용 또는 압력
모듈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19 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압력 모듈을 제품에
연결합니다. 압력 모듈은 설치가 되고 나서 몇 초 정도 지난
후에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이 제품은 연결된 압력 모듈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그에
적합한 범위를 설정합니다.

참고
압력을 소싱하거나 측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제품의 영점을 조정합니다.
1.

세 번째 화면에서 압력 모듈이 강조되어 있을 때
(영점 외부)버튼을 눌러 압력 영점을 맞춥니다.
절대 압력 모듈의 영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표시된
값이 노란색으로 강조될 때 현재 기압을 입력합니다.

2.

압력 영점을 맞춥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듈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모듈의 영점을 맞추는 방법은
모듈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Automatic Pressure Calibrator

측정 모드

L

H

Ied010..eps

그림 19. 압력 모듈 연결

53

729/729 FC

사용 설명서
출력 값의 자동 단계 및 자동 램프

5.

자동 단계 및 자동 램프는 압력 또는 전류에 대한 소스
기능의 값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단계

6.

자동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단계를 만들기 위해 이 제품을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다음과 같이 반복 모드를 선택합니다.
•

(1 회)

•

(반복)

다음과 같이 단계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

(톱니)

•

(삼각)

1.

제품을 테스트 회로에 연결합니다.

7.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2.

주 화면에서 (자동 단계) 버튼을 누릅니다.

8.

3.

다음과 같이 필요한 소스 기능에 맞게 제품을
설정합니다.

제품이 자동으로 단계 기능을 시작합니다. 단계를
시작하면 이 소프트키의 라벨이 단계 중지(Stop Step)로
바뀝니다.

9.

단계 중지(Stop Step) 소프트키를 누르면 자동 단계
기능의 실행이 멈춥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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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

•

(전류)

이 화면에서 화살표, 숫자 키패드 및  키를 사용하여
시작 및 종료 값, 단계 수, 그리고 단계당 시간의 값을
변경합니다.

10. 계속하여 일반 작업을 수행하려면 완료(Done)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Automatic Pressure Calibrator

측정 모드

출력 자동 램프
램프를 설정하면 소스 값이 급격하게 증가 또는 감소합니다.
스위치 또는 알람을 확인하거나 출력 기능을 완만하게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 경우에 자동 램프 기능을 사용합니다.
압력 또는 전류를 증가시키도록 제품을 설정합니다.
1.

주 화면에서 (자동 램프) 버튼을 누릅니다.

2.

다음과 같이 필요한 소스 기능에 맞게 제품을
설정합니다.
•

(압력)

•

(전류)

3.

화살표, 숫자 키패드 및  버튼을 사용하여 시작 값,
종료 값 및 슬루 속도(램프 시간)를 변경합니다.

4.

다음과 같이 반복 모드를 선택합니다.
•

(1 회)

•

(반복)

5.

6.

다음과 같이 단계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

(톱니)

•

(삼각)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신호가 램핑하는 동안에 출력이 값에 맞게 조정됩니다.
엔드포인트와 램프 시간의 선택에 따라 단계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0 초 동안 1mV 에서 1V 로
램핑하도록 제품을 설정하면 출력이 약 25mV 단위로 단계별
조정됩니다. 램프 기능은 선택한 한계를 얻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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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측정
RTD 프로브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려면
프로브를 제품 우측에 있는 RTD 포트에 연결합니다. 올바른
프로브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Fluke720RTD, PN 4366669 또는 Fluke-720URTDA, PN
4382695 를 사용하십시오.
표준 프로브에는 ¼인치 직경의 스테인리스 스틸 피복이
있으며 삽입 깊이는 10 인치입니다. 그림 20 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출고 시 기본 유형은 PT100-385 이므로 본 제품을
Fluke 720 RTD Probe(PN 4366669)와 사용할
경우에는 프로브 유형을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로브를 제품에 연결하고 온도를 읽을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를 구성합니다.
측정된 온도가 RTD 기능의 명목 측정 범위(-40°C
미만 150°C 초과)를 벗어날 경우 디스플레이에
“OL”이 표시됩니다.
ied015.eps

그림 20. 온도 프로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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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소스 mA 모드

소스 전류 기능을 사용하여 전류 입력 장치를
구동시킵니다. 이것은 제품을 통해 프로세스
계기에 전원이 공급되는 루프 전원 기능과는
다릅니다.

작업 모드(예를 들어 측정 또는 소스)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제품이 mA 소스 모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버튼을 누릅니다.
mA 를 소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필요에 따라 테스트 리드를 연결합니다.

2.

필요한 출력 값을 입력합니다(예를 들어 5.5mA 를
소싱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3.

을 누릅니다.

4.

출력 값을 변경하려면 새 값을 입력한 다음에 
버튼을 누릅니다.

4.

현재 소싱 기능의 출력 값을 설정하려면  버튼을
누른 다음 원하는 값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5.

소싱을 완전히 끄려면 다른 기능을 선택합니다.

4 ~ 20mA 시뮬레이션
제품을 전류 루프에 대한 부하로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커서를 아날로그 기능 표시기로 이동하고 (전류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릅니다.

2.

필요한 값을 입력합니다.

3.

그림 21 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부 루프 공급 장치를 mA
포트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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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UUT

–
ied11.eps

그림 21. 4 ~ 20mA 트랜스미터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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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로그
사용자는 나중에 호스트 컴퓨터에 업로드하기 위해
일련의 압력 또는 mA 측정값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서는 읽기 속도, 기간, 그리고 작업 또는 저장된
결과와 같은 다른 기능에 사용 중인 메모리의 양 등에 따라
최대 8000 건의 판독값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읽기
속도와 지속 시간을 분 단위로 입력합니다.
데이터를 기록하려면:
1.

주 화면에서 (로그) 버튼을 누릅니다. 화살표
버튼으로 읽기 속도 및 기간을 조정한 다음에 
버튼을 눌러 로그 화면에서 매개변수를 선택합니다.

2.

,  또는  버튼을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측정된 값에서 로그 소스를 선택합니다. 로그
소스는 내부 압력, 외부 압력, mA, V DC, HART PV
또는 온도가 될 수 있습니다.

3.

읽기 속도:  버튼을 눌러 1/m ~ 60/m 에서 읽기
속도를 조정합니다.

4.

기간:숫자 키패드를 사용하여 지속 시간을 분 단위로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최대값은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양과 읽기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시작하려면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이
제품에서는 미리 선택한 기간에 대하여 선택한
소스의 측정된 값을 기록합니다. 로깅을 중단하려면
(중단) 버튼을 누릅니다.

제품에서 데이터를 기록한 후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중단) 또는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는 태그, S/N 및
사용자 ID 를 입력합니다. 이 제품에서는 결과를 저장하며
결과는 설정>테스트 결과 관리 메뉴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록된 제품 데이터는 DPCTrack2 로
업로드하여 그래픽 보고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PC 와 연결
PC 에서 제품으로 절차를 다운로드하고 테스트 결과를
PC 에서 제품으로 업로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PC,
Microsoft Windows, USB 케이블(제품에 포함), Fluke
DPCTrack2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또는 Fluke 공인
파트너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PCTrack2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연결에
대해서는 그림 22 를 참조하십시오.
www.fluke.com/productinfo 에서 DPCTrack2 시험 버전
소프트웨어와 DPCTrack2 사용자 설명서를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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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PC 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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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배터리
이 제품에는 충전식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제품의
내부 또는 외부에 있을 때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를 둘 이상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배터리가
제품 안에 있을 때 충전을 하려면 배터리 충전기를 제품에
연결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는 데 8 시간이 걸립니다.
제품 외부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배터리 접근에 대한
그림 24 를 참조하여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제품의 앞면이 아래로 가게 놓습니다.

2.

제품 스탠드를 들어올려서 모든 나사를 노출시킵니다.

3.

Phillips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나사 여섯 개를
분리합니다.

4.

배터리 충전 표시기(디스플레이의 우측 상단)는 배터리가
제품 외부에 있는 동안에 표시됩니다. 녹색 고정 막대는
배터리에서 충전 수준을 나타냅니다. 모든 막대가 켜지고
고정되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것입니다. 막대에
점진적으로 불이 들어오면 배터리가 현재 충전 중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배터리 수명
배터리 충전 표시기는 디스플레이의 우측 상단에
표시됩니다.
표 7 에는 완충된 새 배터리를 사용한 일반적인 작업 가능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제품 성능은 배터리 충전 표시기가
빈 것으로 나타날 때까지 사양을 만족시킵니다.
표 7. 일반적인 배터리 수명
작업 모드

배터리 수명

측정, 연속

20 시간

뒷면을 당겨서 분리합니다.

측정 및 소싱, 루프 전력
사용, 연속

10 시간

5.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간헐적인 일반 작업

16 시간 이상

6.

배터리 충전기를 배터리의 입력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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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청소

유지보수
XW 경고

중성 세제를 푼 물이나 깨끗한 물에 적신 부드러운 천으로
제품과 압력 모듈을 닦으십시오.

감전, 화재 및 상해를 방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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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된 기술자에게 제품 수리를
의뢰하십시오.

•

커버를 분리한 상태 또는 케이스가 열린
상태로 제품을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위험한
전압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청소하기 전에 입력 신호를
차단하십시오.

•

지정된 교체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

배터리 도어를 열기 전에 "배기"를 실행합니다.

W주의
제품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솔벤트나 연마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펌프 밸브 청소
1.

배터리 도어(배터리 교체 참조)를 분리하고 펌프 밸브
캡의 위치를 찾습니다. 그림 23 을 참조하십시오().

2.

작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제품 아래의 타원형
구멍에 있는 2 개의 밸브 고정 캡을 제거합니다.

3.

조심스럽게 스프링과 O 링 어셈블리를 제거합니다.

4.

밸브 어셈블리를 한쪽으로 치우고 이소프로필
알코올(IPA)에 면봉을 적셔서 밸브 본체를 닦습니다.

5.

잔류물의 흔적이 없을 때까지 새 면봉을 사용해서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6.

몇 초 동안 펌프를 작동합니다.

7.

O 링 어셈블리와 고정 캡의 O 링을 IPA 로 닦아낸 후
O 링에 잘리거나 깨지거나 마모된 부분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필요할 경우 교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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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8.

스프링이 마모되었거나 장력이 약해졌는지
검사합니다. 스프링 길이는 펴진 상태에서 약
3.8mm(0.15 인치)여야 합니다. 이보다 짧으면 O 링이
적당하게 장착되지 않습니다. 필요할 경우
교체하십시오.

9.

모든 부품을 청소하고 검사한 후에 O 링과 스프링
어셈블리를 밸브 본체에 다시 장착합니다.

10. 고정 캡을 다시 장착하고 조심스럽게 캡을 조입니다.
11. 제품의 출력을 밀봉하고 장치를 정격 압력의 50%
이상까지 펌프합니다.
12. O 링이 제대로 끼워지도록 여러 번 반복적으로
압력을 해제합니다.
이제 제품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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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펌프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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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브레이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XW 경고
전기 충격, 화재 또는 부상을 방지하려면 제품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보호 기능이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손상이
의심되면 제품의 수리를 맡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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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켜지지 않으면 배터리 충전을 점검하십시오.
배터리 충전기를 분리합니다. 제품에 전원이 공급되면
전원 버튼이 켜집니다. 버튼에는 불이 들어오지만 제품이
켜지지 않으면 제품의 수리를 맡기십시오. Fluke 연락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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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배터리 교체

9.

배터리의 충전 수명이 정격 수준보다 짧아지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최대 300 회까지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체용 배터리를 주문하는
방법은 Fluke 연락처 및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을
참조하십시오.

10. 후면 커버와 나사를 교체합니다.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참고
사용한 배터리는 면허를 소지한 재활용 업체
또는 위험물 처리 업체에게 보내어 폐기하십시오.
배터리 수거 절차에 대해서는 현지의 공인 Fluke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배터리를 교체하려면 그림 24 를 참조하여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버튼을 누르고 유지보수를 선택합니다.

2.

(배기) 버튼을 눌러서 제품의 내부 압력을
배출합니다.

3.

제품을 끕니다.

4.

테스트 리드를 분리합니다.

5.

제품이 충전기에서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제품을 뒤집습니다.

7.

베일을 들어올리고 Phillips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나사
여섯 개를 분리합니다.

8.

후면 배터리 커버를 들어올려서 분리합니다.

idj007.eps

그림 24. 배터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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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펌웨어 업데이트

서비스 센터 교정 또는 수리

제품 펌웨어 버전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자격이 있는 서비스 직원만 이 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보정, 수리 또는 서비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품 작동에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배터리 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1.

제품을 켭니다.

2.

USB 케이블(제품에 포함)을 PC 에 연결합니다(그림
23 참조).

3.

www.fluke.com/productinfo 로 이동하십시오.

4.

"소프트웨어 검색"을 클릭합니다.

5.

"729"를 검색합니다.

6.

결과 페이지에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탭을
선택합니다.

7.

필요한 소프트웨어 링크를 클릭합니다.

8.

이 페이지의 지침을 읽으십시오.

9.

펌웨어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10. 펌웨어 exe 파일을 클릭합니다.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마지막 보정 및 검증 날짜가 설정 메뉴에 있는 화면의 장치
정보 화면과 보정 인증서에 있는 스티커에 표시됩니다.
스티커의 캘리브레이션 상태(CAL. STATUS) 번호는
캘리브레이션 화면에 표시되는 캘리브레이션
상태(Calibration Status) 번호와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자격이 있는 직원만 제품을 보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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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사용할 때는 항상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제품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을 서비스 센터로 보내 주십시오. 이때 제품의 증상도
함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압력 모듈도 고장 난 것이
아니라면 압력 모듈을 제품과 함께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제품은 가급적 원래의 배송 상자에 넣어서 안전하게
포장하십시오. Fluke 연락처와 보증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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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메시지
테스트 또는 제품의 구성에 문제가 있거나 제품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제품 디스플레이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표 8 을
참조하십시오.

표 8. 오류 메시지
오류 메시지
오류가 너무 많음

파일을 읽을 수 없음

절차를 불러올 수 없음

결과를 저장할 수 없음

설명
오류가 너무 많음, 오류 대기열 오버플로.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을 읽을 수 없습니다.

다운로드된 절차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작업 결과를 저장하지 못했습니다.

잠재적인 근본 원인 및 해결 방법
제품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오류를
삭제합니다.
1.

파일이 손상됨, 파일을 삭제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2.

데이터 플래시 메모리 오류, 주 PCA 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1. 다운로드된 절차에 잘못된 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파일 손상됨, 절차를 다시
다운로드하십시오.
1. 공간 부족, 일부 파일을 삭제하고 작업을
다시 실행하십시오.
2. 모든 결과를 삭제하고 작업을 다시
실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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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오류 메시지(계속)
오류 메시지

설명

잠재적인 근본 원인

파일 시스템 치명적 오류

시작할 때 플래시 메모리에서 파일 시스템을
로드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 플래시 메모리 오류, 주 PCA 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화면을 저장할 수 없음

화면을 파일 시스템으로 저장하지
못했습니다.

공간 부족, 일부 파일을 삭제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단계의 이름) 시에 보정 오류

현재 단계에서 보정에 실패하였습니다.

연결과 참조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ART 명령 실패(명령에 따른
설명)

이전 명령의 HART 장치에서 오류가
반환되었습니다.

장치에 따른 오류, HART 트랜스미터의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PCM 연결 해제

PCM 에 대한 링크가 끊어졌습니다.

EMM 연결 해제

EMM 에 대한 링크가 끊어졌습니다.

전원이 껐다 켜짐, 오류가 지속되면 장치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PCM 온도가 너무 높음

PCM 의 온도가 상위 제한값에
도달하였습니다.

측정 모드에서는 PCM 이 냉각되게
놓아두고 작업을 다시 시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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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오류 메시지(계속)
오류 메시지

설명

잠재적인 근본 원인

PCM 압력 한계 초과

PCM 의 압력이 한계를 초과하였습니다.

DPC 메모리 시작 실패

문서화를 위한 메모리 목록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계측기 설정, 기본값
로드됨

계측기 설정 체크섬에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모든 설정이 기본값으로
재설정됩니다.

영점 오프셋이 너무 큽니다,
통기시켜 주십시오.

압력이 영점 조정에 대한 한계보다 높습니다.

압력을 배출하고 제품의 영점을 다시
조정합니다.

플래시 메모리 오류

데이터 플래시 메모리 시작에
실패하였습니다.

전원이 껐다 켜짐, 오류가 지속되면 주
PCA 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외부 압력 모듈 연결 끊김,
작업 중단됨

외부 압력 모듈에 대한 연결이 해제되어 실행
중인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압력을 배출하고 작업을 다시 수행하십시오.
1. 전체 파일을 지우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2. 데이터 플래시 메모리 오류, 주 PCA 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1.

외부 압력 모듈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다시 실행하십시오.

2.

외부 압력 모듈을 교체하십시오. 계속
감지되지 않으면 제품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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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오류 메시지(계속)
오류 메시지

설명

잠재적인 근본 원인

HART 트랜스미터 연결 끊김, 작업
중단됨

HART 트랜스미터에 대한 연결이 해제되어
실행 중인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트랜스미터가 연결되어 있고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HART
폴링을 다시 시도하십시오. 연결된 후에
작업을 다시 실행하십시오.

FC 장치 연결 끊김, 작업 중단됨

Fluke Connect 2 차 장치에 대한 연결이
해제되어 실행 중인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FC 2 차 장치를 켜고 FC 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검색 과정을 다시
실행하십시오. 연결된 후에 작업을 다시
실행하십시오.

RTD 연결 끊김, 작업 중단됨

RTD 가 제거되어 실행 중인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RTD 프로브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다시 실행하십시오.

개방 회로 감지됨

mA 를 소싱하는 중에 개방 회로가
감지되었습니다.

회로를 적당하게 연결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잘못된 작업 설정

작업 설정에 잘못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업에 정의된 0/전체 눈금값이 선택한 압력
소스의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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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오류 메시지(계속)
오류 메시지

설명

잠재적인 근본 원인

입력 범위 벗어남

보정할 때 잘못된 입력 신호가
발생하였습니다.

입력 신호가 현재 보정 지점의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잘못된 EMM/PCM CAL 상수,
기본값 로드됨

보정 상수에 대한 체크섬이 실패하여
기본값이 로드됩니다.

장치에 재보정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EMM/PCM CAL 상수,
기본값 로드됨

출고 시 보정 상수에 대한 체크섬이 실패하여
기본값이 로드됩니다.

장치에 재보정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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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오류 메시지(계속)
오류 메시지

설명

잠재적인 근본 원인
1. 압력이 너무 큽니다. 압력을 줄이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공급 압력 너무 낮음

현재 설정값에 대한 공급 압력을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2. 압력 누출이 너무 큽니다. 누출을
테스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3. 주변 압력이 네거티브 게이지
설정값보다 낮습니다. 네거티브 게이지
설정값을 현재 주변 압력의 적절한
값으로 변경하십시오.
4. 장치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값 범위 벗어남

값 입력이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

현재 상태에 대하여 선택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작업

현재 상태에 대하여 작업이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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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 명령
제품 HART 명령은 표 9 를 참조하십시오.

번호

표 9. 지원되는 HART 명령
번호

명령 설명

유형

명령 설명

유형

20

긴 태그 읽기

범용

21

고유 ID 읽기

범용

1

1 차 변수 읽기

범용

35

1 차 변수 범위 값 쓰기

일반 실행

2

루프 전류 및 범위의 퍼센트 읽기

범용

40

고정 전류 모드 실행/종료

일반 실행

3

동적 범위 및 루프 전류 읽기

범용

41

자체 테스트 수행

일반 실행

8

동적 변수 분류 읽기

범용

43

1 차 변수를 0 으로 설정

일반 실행

12

메시지 읽기

범용

44

1 차 변수 단위 쓰기

일반 실행

13

태그, 설명자, 날짜 읽기

범용

45

루프 전류 영점 트림

일반 실행

14

1 차 변수 트랜스듀서 정보 읽기

범용

46

루프 전류 이득 트림

일반 실행

15

장치 정보 읽기

범용

48

추가 장치 상태 읽기

일반 실행

17

메시지 쓰기

범용

18

태그, 설명자, 날짜 쓰기

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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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 기능

손목끈

이 제품에서는 보정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문서화
소프트웨어와 통신을 합니다. 이 제품에서는 조정 전, 조정
후 및 단일 읽기 결과를 문서화합니다. 미리 정의된 태그
번호를 사용하여 작업을 다운로드하고 결과를 제품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결과를
검토하거나 삭제합니다.

그림 25 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품 운반 스트랩을
부착합니다. 필요에 따라 스트랩을 조정하여 견고한
지지대에 제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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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끈

idj012.eps

그림 25. 제품 스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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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이 액세서리
그림 26 에 제공된 자기 걸이 액세서리가 나와 있습니다.

idj018.eps

그림 26. 걸이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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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교체 부품 및 액세서리
표 10 에 교체 부품 및 액세서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10. 사용자 교체 부품 및 액세서리
항목
번호

설명

수량

Fluke P/N

1

BP729,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

1

4817068

2

전원 충전기, AC/DC

1

4878453

3

국제용 메인 어댑터(중국 제외)

1

2441372

4

전원 코드, 점퍼(중국 제외)

1

4542113

5

전원 케이블(중국에만 해당)

1

2716592

6

USB 케이블 어셈블리

1

4499448

7

AC280, Suregrip 훅 클립, 검은색

1

4253130

8

AC280, Suregrip 훅 클립, 빨간색

1

4253148

9

앨리게이터 클립 세트

1

4253535

10

케이블 어셈블리, 중첩 가능 테스트 리드 세트

1

4253558

11

TP220, 테스트 프로브, 빨간색

1

4253345

12

TP220, 테스트 프로브, 검은색

1

425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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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사용자 교체 부품 및 액세서리(계속)
항목
번호

설명

수량

Fluke P/N

13

호스, 나일론

3.3Ft

4366602

14

피팅, 1/8" NPT-암 X 1/4" NPT-암

1

4366616

15

피팅, 1/8" 튜브 x 1/8" NPT-수

2

4551693

16

피팅, 1/8" NPT-암 x M20-암

1

4366633

17

피팅, 1/4" BSP-암 x 1/8" NPT-암

1

4366640

18

PTFE 테이프

1

3714052

19

필터

2

4883735

20

소프트케이스

1

4860790

21

소프트케이스 액세서리

1

4821227

22

숄더 스트랩

1

4850059

23

걸이, 이중 자석

1

4357287

24

자석 스트랩

2

4329190

25

스트랩 - 9 인치

1

669960

26

액체 오염물질 트랩(옵션)

1

4380747

-

교정 인증서

1

표시되지 않음

-

안전 정보(다국어 인쇄본)

1

표시되지 않음

-

보증서

1

표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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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압력 사양
1 년 사양................................................................................. 전체 스케일의 0.02%
제어장치 사양 ......................................................................... 0.005% 전체 스케일 최소
온도 보상 ................................................................................ 15°C ~ 35°C(59°F ~ 95°F)(정격 정확도)
참고: -10°C ~ +15°C 및 35°C ~ 50°C 의 온도의 경우에는 전체
스케일의 0.04%를 추가합니다.

전기 사양
모든 사양은 범위의 110%까지 유효하고 24 mA 소스는 제외하며 범위의 100%까지 유효하게 시뮬레이션합니다.
범위
mA .................................................................................... 0mA~24mA
전압................................................................................... 0V dc~30V dc
분해능
mA 범위 ............................................................................ 1μA
전압 범위 .......................................................................... 1mV
정확도 .................................................................................... 0.01%±2 LSD 모든 범위(23°C ±5°C 에서)
온도 보상 ................................................................................ 전체 스케일의 20ppm/°C -10°C ~ +18°C 및 28°C ~ 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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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 준수 전압 ........................................................................ 24V dc @ 20mA
mA 외부 전압 요구 사항 시뮬레이션 ....................................... 12V dc ~ 30V dc
온도 측정만/100Ω Pt(385) RTD .............................................. -50°C ~ +150°C(-58°F ~ +302°F)
온도 분해능 ............................................................................. 0.01°C(0.01°F)
온도 정확도 ............................................................................. ±0.1°C(0.2°F) ±0.25°C(±0.45°F) 720 RTD 프로브(옵션
액세서리) 사용 시 불확도 포함
드라이브 용량 ......................................................................... 1200Ω(HART 저항기를 사용할 경우), 950Ω(내부 HART
저항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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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모델
모델

Psi 범위, 분해능

Bar 범위, 분해능

kPa 범위, 분해능

729 30G

-12.0000psi~
+30.0000psi

-0.82737bar~
+2.06842bar

-82.737kPa ~
+206.843kPa

729 150G

-12.000psi~
+150.000psi

-0.8273bar~
+10.3421bar

-82.73kPa ~
+1034.21kPa

729 300G

-12.000psi~
+300.000psi

-0.8273bar~
+20.6843bar

-82.73kPa ~
+2068.43kPa

729 30G FC

-12.0000psi~
+30.0000psi

-0.82737bar~
+2.06842bar

-82.737kPa ~
+206.843kPa

729 150G FC

-12.000psi~
+150.000psi

-0.8273bar~
+10.3421bar

-82.73kPa ~
+1034.21kPa

729 300G FC

-12.000psi~
+300.000psi

-0.8273bar~
+20.6843bar

-82.73kPa ~
+2068.43kPa

해석

무선 통신 없음

Fluke Connect 용 무선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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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Psi 범위, 분해능

Bar 범위, 분해능

kPa 범위, 분해능

729CN 200K

-12.0000psi~
+30.0000psi

-0.82737bar~
+2.06842bar

-82.737kPa ~
+206.843kPa

729CN 1M

-12.000psi~
+150.000psi

-0.8273bar~
+10.3421bar

-82.73kPa ~
+1034.21kPa

729CN 2M

-12.000psi~
+300.000psi

-0.8273bar~
+20.6843bar

-82.73kPa ~
+2068.43kPa

729CN 200K FC

-12.0000psi~
+30.0000psi

-0.82737bar~
+2.06842bar

-82.737kPa ~
+206.843kPa

729CN 1M FC

-12.000psi~
+150.000psi

-0.8273bar~
+10.3421bar

-82.73kPa ~
+1034.21kPa

729CN 2M FC

-12.000psi~
+300.000psi

-0.8273bar~
+20.6843bar

-82.73kPa ~
+2068.43kPa

729JP 200K

해당 없음

해당 없음

-82.737kPa ~
+206.843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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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중국의 경우 무선 통신 없음

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한
Fluke Connect
용 무선 통신

일본의 경우 무선 통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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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모델

Psi 범위, 분해능

Bar 범위, 분해능

kPa 범위, 분해능

해석

729JP 1M

해당 없음

해당 없음

-82.73kPa ~
+1034.21kPa

일본의 경우 1MPa, 무선
통신 없음

729JP 2M

해당 없음

해당 없음

-82.73kPa ~
+2068.43kPa

일본의 경우 2MPa 범위,
무선 통신 없음

729JP 200K FC

해당 없음

해당 없음

-82.737kPa ~
+206.843kPa

729JP 1M FC

해당 없음

해당 없음

-82.73kPa ~
+1034.21kPa

729JP 2M FC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일본에서 사용하기 위한
Fluke Connect 용 무선 통신

-82.73kPa ~
+2068.43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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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사양
크기(H x W x L)....................................................................... 7.0 cm x 27.9 cm x 17.3 cm (2.75 인치 x 11.0 인치 x 6.8 인치)
무게 ........................................................................................ 2.95kg(6.5lb)

환경 조건
작동 온도 ................................................................................ -10°C~+50°C(계측), 0°C~50°C(압력 제어)
배터리 충전 온도 0°C~40°C
배터리 작동 온도..................................................................... -10°C ~ +40°C
보관 온도 ................................................................................ -20°C~+60°C
작동 고도 ................................................................................ 3000m
보관 고도 ................................................................................ 13000m
작동 습도 ................................................................................ 비응축(10°C 미만)
≤90% RH 이하(10°C – 30°C 에서)
≤75 % RH 이하(30°C – 40°C 에서)
≤45 % RH 이하(40°C – 50°C 에서)

안전
일반 ........................................................................................ IEC 61010-1, 오염도 2, IEC 61010-2-030: 최대 30V
IP .................................................................................... IEC 60529: IP54(모든 포트 씰이 제대로 장착된 상태)
리튬 배터리 ...................................................................... IEC 62133, UN 38.3, 14.4V, 6.7Ah, 97Wh, 4ICR19/66-2(4s2p)
충전 입력 19.5V, 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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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전자기파 적합성(EMC)
국제 ............................................................... IEC 61326-1: 기본 전자기 환경,
CISPR 11: 그룹 1, Class A
그룹 1: 장비는 자체 내부 기능에 필요한, 전도적으로 커플링된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생성 및/또는 사용합니다.
Class A: 장비는 가정용 외의 다른 모든 용도로 적합하며 주거용 건물의
저전압 전력 공급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장비에는 방사성 장해

및 전도로 인해 기타 환경에서 전자기 호환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잠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이 장비는 거주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환경에서의 주파수
수신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orea (KCC) ......................................................... Class A 장비(산업용 방송 및 통신 장비)
Class A: 장비는 산업 전자파 장비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며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본 장비는 기업 환경 용도이며 가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SA(FCC) ............................................................. 47 CFR 15 하위 파트 B. 본 제품은 15.103 항 세부 사항에 따라 예외 장치로
간주됩니다(FC 이외 버전만 해당).
무선 인증 ....................................................... (포함) FCC ID: T68-FBLE, IC: 6627A-FBLE
주파수 ........................................................... 2402 MHz ~ 2480 MHzz
출력 전력 ....................................................... <10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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