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 지침서

새로운
기술을
없이도
측정할

Fluke FieldSense
사용하면 금속 접촉
전압과 전류를 동시에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중인 FieldSense 전기 테스터로 더
안전하고 빠르게 작업 가능
전기 기사 및 기술자는 수년간 빠르게 전류를 판독하기
위해 믿을 만한 장비인 Fluke T5 전기 테스터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 제품은 전 세계적 작업자들의 장비 벨트에
들어가는 유용한 개인용 일상 도구입니다. T5의 열린
포크를 도체 주변에 가져가서 주위를 돌면 AC 전류를
100암페어까지 안전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포크를
단단히 고정하거나 회로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열린
포크” 기술은 간단히 말해 시간을 절약해 주면서도
테스트 리드보다 더 안전합니다. 그러나 전압을
측정하려면 T5에는 여전히 테스트 리드가 필요합니다.

이제 Fluke 엔지니어 팀이 FieldSense라고 하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 중입니다. 이 기술은 AC
전류뿐만 아니라 전압과 주파수도 측정함으로써 열린
포크 기능을 개선합니다. 전압과 전류를 동시에 장치
하나로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FieldSense
기술을 장착한 Fluke T6 전기 테스터는 특허 출원 중인
이 신기술을 도입한 최초의 휴대용 테스트 도구입니다.

전압을 테스트하는 보다 안전한 방법

FieldSense 기술은 전압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테스트 리드 또는 앨리게이터 클립으로 전기 도체를
접촉하려면 금속 간의 접촉이 필요한데, 모든 전기
기사와 기술자가 알고 있듯이 이런 금속 접촉에는 아크
플래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FieldSense는
이런 접촉 단계를 없앴습니다. 측정 도구와 테스트
대상인 전압 소스는 격리되기 때문에 테스트 수행자에게
감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는 전기 전류의
기능을 격리하여 전류 흐름을 방지하는 원리인 전기적
절연 또는 분리 방법을 통해 수행됩니다. FieldSense로
전압을 측정하면 미터에 전압이 흐르지 않습니다. 대신
T6-1000과 같은 Fluke 장비가 열린 포크에서 전기장을
감지하여 측정하니 더욱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이블의 절연재를 통해 측정이 수행되기 때문에
금속 전도체에 대한 노출이 줄어듭니다. 또한 오류
가능성이나 잘못된 전도체와 접촉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FieldSense 작동 방법

FieldSense 기술은 전압 측정 분야에서 진정한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AC 전류 측정값을 얻기 위해 T5의
기술이 자기장을 감지한다면, 이번 신기술은 전기장을
감지합니다. Fluke 연구 개발 팀에서 열린 포크 전압
감지 기술을 최초로 개발했는데, 이 기술은 소스 전압의
측정값을 얻기 위해 알려진 신호를 변환하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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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ense 기술은 테스터 뒤와 조작자 손의 접촉점에서 접지로 이어지는 정전 용량 접지 경로를
통해 작동합니다.

120 V Panel

이러한 작업은 알려진 진폭과 주파수의 참조 신호를
생성하도록 장치를 설계하여 수행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접지가 되면 테스터에 내장된 전기 센서가 결과적으로
발생한 합성 파형을 감지합니다. 증폭, 처리, 디지털
계산이 끝나면 전압 및 주파수 측정값을 얻게 됩니다.

팀에서 전압 감지를 개발하고 나자 다음 단계로, 자기장
감지와 전기장 감지의 2가지 서로 다른 물리적 현상을
한 장치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수개월간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나서야
팀에서는 이 두 기술을 함께 처리하는 최적의 설계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Fluke 미터
중에서는 최초로 전압 및 전류를 동시에 측정하고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압 감지기와 FieldSense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시중에 있는 다양한 전압 감지기와 새로운 FieldSense
측정 기술의 차이점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전압 감지기의 종류는 전압이 있을 때 불이 켜지는
펜 스타일 장치부터 전압 신호가 있을 때 신호음을
내거나 진동하는 클램프 미터까지 다양합니다. 다른
전압 감지기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히 전압의 유무만을 알려주지만
FieldSense 기술의 경우 실제로 정확히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FieldSense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

열린 포크 폼 팩터는 직관적이고 사용이 간편합니다.
먼저, 필요한 경우 가열선과 중성선을 분리합니다. 그런
다음, 가열선(장비가 작동 중인 경우라면 중성선) 위로
열린 포크를 밉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이제 측정만 하면
됩니다. 많은 와이어 묶음이 있는 경우 패널에서 개별
와이어를 구분하기 어렵지만 열린 포크를 사용하면
쉽습니다. 대부분 한 손으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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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arth

그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터를 병렬로 연결하지 않고도 더욱 안전하게 전압
측정

• 전도체 주변에 있는 포크를 통해 직접 측정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문제 해결 가능

• 전압과 전류를 동시에 측정하는 기능

FieldSense 기술을 활용한 테스터는 누가
사용합니까?

전압, 전류,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열린 포크 테스트
도구는 다양한 직무 역할에서 전기 문제를 해결하는
워크플로에 유용합니다. 이 기술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기사

• 전기 설비업체
• HVAC 기술자

• 현장 서비스 엔지니어
• 유지보수 기술자

응용 분야

FieldSense를 활용하는 테스트 도구는 문제 해결과
유지보수 작업에 매우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또한, 접속
배선함처럼 이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측정 지점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Fluke FieldSense 기술을 사용하면 금속 접촉 없이도 전압과 전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응용

• 작업 시작 전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지 신속하게 점검

• 개별 전압을 신속하게 측정(AC의 경우 FieldSense 사용,
DC의 경우 테스트 리드 사용)

• 열린 포크를 통해 최대 200A까지 전류를 신속하게 측정

• 최대 100kΩ까지 구성품 저항 측정

• 회로 연속성 점검

주거 응용

• 서비스 패널에서 분기 회로의 부하를 신속하게 측정

• 회로 차단기 또는 퓨즈의 부하 측 전압을 신속하게 측정

• 콘센트를 차단기에 매핑

산업 응용

• 패널 보드(배전 케이블, 분기 회로, 중성선 포함)의 회로
부하와 접지 회로의 무결성을 신속하게 점검

• 모터에 들어가는 회로에 급전(최대 200암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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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Fluke FieldSense 기술을 사용하면 금속 접촉 없이도 전압과 전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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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