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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품질 보증 및 배상 책임의 제한
모든 Fluke 제품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정비하는 한, 재료와 제작상에 하자가 없음을 보증합니다. 품질
보증 기간은 선적일로부터 3 년입니다. 부품, 제품 수리 및 서비스는 90 일 동안 보증됩니다. 이 보증은 원
구매자 또는 공인 Fluke 판매점의 최종 고객에게만 적용되며, 퓨즈, 일회용 배터리 또는 오용, 개조,
부주의한 취급, 오염, 사고 또는 비정상 상태에서의 작동 및 취급에 기인한 손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Fluke 는 90 일 동안 소프트웨어가 기능적 사양에 따라 작동할 것과 결함없는 매체에 올바로 기록되었음을
보증합니다. Fluke 는 소프트웨어가 오류나 중단 없이 작동할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공인 Fluke 판매점은 최종 고객에 한해 신제품에 대해 이 보증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어떤 보증도
Fluke 를 대신하여 추가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Fluke 의 공인 판매처에서 제품을 구입했거나 합당한 국제
가격을 지불한 경우에만 품질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Fluke 는 제품을 구입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구매자에게 수리/교체 부품 수입 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Fluke 의 품질 보증 책임은 보증 기간 내에 Fluke 서비스 센터에 반환된 결함 있는 제품에 한해 Fluke 의
결정에 따라 구입가 환불, 무상 수리 또는 결함 제품 대체에 한정됩니다.
품질 보증 서비스를 받으려면 가까운 Fluke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여 인증 정보를 받은 다음,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 서비스 센터로 제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때 우송료 및 보험료를 사용자가
선불(도착항 본선 인도)해야 합니다. Fluke 는 운송 시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증 수리가 끝난 제품은 운송료 발신자 부담으로(도착항 본선 인도) 구매자에게 반송됩니다. 제품에
지정된 정격 전압을 준수하지 않아서 생긴 과압 고장이나 정상적인 기계 부품의 마모로 인해 생긴 고장을
포함해서 부주의한 취급, 오용, 오염, 개조, 사고 또는 부적절한 상태에서의 작동이나 취급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했다고 Fluke 가 판단한 경우 Fluke 는 수리비 견적을 내서 고객의 허가를 받은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수리 후, 제품은 구매자에게 반송될 것이며 수리 비용과 반환 운송료(FOB 발송지)는 구매자에게 청구될
것입니다.
본 보증서는 구매자의 독점적이고 유일한 구제 수단이며 다른 모든 보증과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과 같은
여타의 명시적, 암시적 보증을 대신합니다. Fluke 는 데이터 손실을 포함한 특별한, 간접적, 부수적 또는
결과적인 손상이나 손실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원인이나 이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암시된 보증 또는 우발적 또는 결과적인 손상을 제외 또는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부 주나 국가에서는
이러한 배상 책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본 보증서의 일부 조항이 관할 사법 기관의
의사 결정권자나 법원에 의해 무효 또는 시행 불가능하게 되었다 해도 그 외 규정의 유효성 또는 시행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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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을 온라인에 등록하려면 register.fluke.com 에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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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및 사양

소개
이 장에서는 제품, 안전 정보, 연락처 정보 및 사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Fluke 연락처
Fluke 에 문의하려면 다음 전화 번호 중 한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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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86-400-810-3435

•

일본: +81-3-6714-3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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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us.fluke.com/support/manuals 를 방문하십시오.

제품 개요
Fluke BT508 Battery Analyzer(제품)은 고정 배터리 시스템의 테스트 및 측정을 위해
설계된 다목적 측정기입니다. 이 제품은 배터리 내부 저항 및 전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값은 시스템의 전체 상태를 판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측정기는 배터리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 매개변수최대 600V 있습니다.
본 제품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CAT III 600 V 안전 정격 – 이 제품은 범주 III 환경에서 최대 600V 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내부 저항 – 이 제품은 켈빈 연결을 통해 내부 저항을 측정합니다. 알려진
기준선에서 내부 저항이 증가한 경우 이는 배터리가 노후화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테스트는 3 초 내에 완료됩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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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전압 – 이 제품은 내부 저항 테스트 중에 테스트 대상 배터리의 전압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

미터 모드 – 미터 모드는 빠른 테스트 또는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측정값을 저장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

임계값 및 경고 – 사용자는 최대 10 세트의 임계값을 구성하여 각 측정 후
Pass/Fail/Warning(통과/실패/경고 표시)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

Fluke Battery Analyze 소프트웨어 – 제품에서 PC 로 데이터를 손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표준 장비
이 제품에 포함된 품목은 표 1-1 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림 1-1 은 각 품목을 보여줍니다.
표 1-1. 표준 장비
항목 번호

1-2

설명

수량



본체

1



BTL10, Basic Test Lead

1



BP500, 7.4V 3000mAh 리튬 이온 배터리

1



BC500, 18V AC 충전기

1



전원 코드

1



표준 mini-B USB 케이블(케이블 길이: 1m)

1



BCR, 영점 조정 보드

1



어깨 스트랩

1



벨트 스트랩

1



자석판

1



C500S 소프트 휴대 케이스

1



예비 퓨즈

2

--

안전 시트, 표시되지 않음

1

--

보증서, 표시되지 않음

1

--

빠른 참조 안내서, 표시되지 않음

1

--

USB 드라이버 및 모든 언어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는
FlukeView® Battery(CD), 표시되지 않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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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장비

3

2

1

1

4

5

7

6

9
10
11

8

그림 1-1. 표준 장비

12

hsb056.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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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Warning(경고)은 사용자에게 위험한 상태 및 절차를 나타냅니다. Caution(주의)은
테스트 중에 제품이나 장치가 손상될 수 있는 상태 및 절차를 나타냅니다.

경고
감전, 화재 및 상해를 방지하려면:

1-4

•

모든 지침을 주의해서 읽으십시오.

•

모든 안전 정보를 읽은 후에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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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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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상된 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단자 간 또는 각 단자와 접지 간에 정격 전압 이상을 가하지 마십시오.

•

30V AC RMS, 42V AC PK 또는 DC 60V 를 초과하는 전압은 만지지
마십시오.

•

제품, 프로브 또는 액세서리의 최저 정격 개별 구성품의 정격 측정
범주(CAT)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

알 수 없는 전위를 측정할 때는 HOLD(보류) 기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HOLD(보류) 기능이 켜져 있으면 다른 전위를 측정할 때
디스플레이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

나도체 또는 버스 바 부근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도체와
접촉할 경우 감전될 수 있습니다.

•

테스트 리드가 손상된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테스트 리드에
손상된 절연체나 노출된 금속이 있는지, 또는 마모 표시가 나타나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테스트 리드의 연속성을 확인하십시오.

•

활성 테스트 리드를 연결하기 전에 공통 테스트 리드를 연결하고,
공통 테스트 리드를 제거하기 전에 활성 테스트 리드를 먼저
제거하십시오.

•

배터리와 프레임 랙 또는 접지되어 있을 수 있는 하드웨어를 동시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

해당 지역 및 국가의 안전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위험한 활성 도체가
노출된 곳에서는 감전 및 화재로 인한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
보호 장비(인증 고무 장갑, 마스크 및 방염복)를 착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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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개요 및 사양
안전 정보

•

측정에 적합한 측정 범주(CAT), 전압, 정격 암페어수 프로브, 테스트
리드 및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

먼저 알려진 전압을 측정하여 제품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지정된 측정 범주, 전압 또는 정격 전류로 작업을 제한하십시오.

•

손가락은 프로브의 손가락 보호대 뒤에 놓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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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에 적합한 단자, 기능 및 범위를 사용하십시오.

•

제품과 함께 제공된, 테스트 리드 사용하십시오.

•

CAT III 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테스트 리드의 CAT III 보호
캡을 설치하십시오. CAT III 보호 캡을 설치하면 프로브의 금속
노출부가 4mm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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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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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서 및 제품에 사용된 기호의 목록은 표 1-2 를 참조하십시오.
표 1-2. 기호
기호

기호

설명



위험. 중요 정보. 설명서 참조.



위험 전압



DC(직류)



지면 접지



CAT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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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퓨즈

CAT II

측정 범주 II 는 저전압 전원 설치의 운용
지점(콘센트 및 유사한 지점)에 직접 연결된
회로 측정 및 테스트에 적용됩니다.

측정 범주 III 은 건물의 저전압
전원 설치의 배전부에 연결된 회로
측정 및 테스트에 적용됩니다.

CAT IV

측정 범주 IV 는 건물의 저전압 전원 설치의
전원에 연결된 회로 측정 및 테스트에
적용됩니다.

관련 한국 EMC 표준을
준수합니다.



TÜV Product Services 가 검사하여
허가했습니다.

관련 북미 안전 표준을 준수합니다.



유럽 연합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 제품은 WEEE Directive(2002/96/EC)
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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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정보는 Fluke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오스트레일리아 표준을
준수합니다.

제품 개요 및 사양
키 및 I/O 단자

1

키 및 I/O 단자
표 1-3 에 키가 식별 및 설명되어 있습니다.
표 1-3. 키

1

7

2

6

3

5

4
hsb001.eps

항목

키



12
34



L





















기능
디스플레이의 여러 기능에 대해 유연하게 작동하는 소프트키입니다.
메뉴에서 항목을 선택하고 정보를 스크롤합니다.
수동 범위와 자동 범위 사이를 전환합니다. 수동 범위 모드 내의 모든 범위를
순환합니다.
백라이트를 켜거나 끕니다.
대비, 언어, 날짜/시간 및 전원 끄기 시간 등의 구성을 위한 Setup(설정) 메뉴를
엽니다.
제품을 켜거나 끕니다.
현재 측정값을 디스플레이에 고정하고 디스플레이 측정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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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는 제품의 단자를 보여줍니다.

그림 1-2. I/O 단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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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및 사양
LCD 디스플레이

1

LCD 디스플레이
이 제품에는 각 측정 기능에 대해 서로 다른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LCD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표 1-4 에는 시퀀스 모드에서의 배터리 내부 저항 측정에 대한 일반적인 요소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표 1-4. LCD 디스플레이의 일반적 구성요소

1

2

3

4

5

6

7

13

8
9

12

11

10
hsb055.eps

항목

설명

설명

항목



미터 모드



배터리 내부 저항의 측정값



프로브 연결 상태입니다. 속이 꽉 찬 원은
연결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속이 빈 원은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전압 측정값



현재 날짜



소프트키 F3 – Threshold(임계값)



현재 시간



소프트키 F2 – Low Pass Filter(저역 필터)



배터리 사용량



소프트키 F1 – Save(저장)(현재 측정값 저장)



임계값 표시



성공한 하나 이상의 “데이터 보류”



PASS(통과), WARN(경고), FAIL(실패) 등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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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일반 사양
 저항에 대한 퓨즈 보호 ........................................ 0.44A(44/100A, 440mA), 1000V 패스트 퓨즈, Fluke 지정 부품만
전원 공급장치
배터리 전원 ......................................................... BP500 스마트 배터리 팩: 이중 셀 리튬 이온, 7.4V, 3000mAh
배터리 수명 ......................................................... >8 시간(연속 전부하 작동 시)
배터리 충전 시간 ................................................. ≤4 시간
전원 어댑터 출력 전압 ........................................ BC500 배터리 충전기만 사용: 18V, 840mA
라인 전원............................................................. 국가별 플러그가 달린 100V AC~240V AC 어댑터
주파수 ................................................................. 50Hz~60Hz
온도
작동 시 ................................................................ 0°C~40°C
저장 시 ................................................................ -20°C~50°C
리튬 이온 배터리 충전 시 .................................... 0°C~40°C
상대 습도(비응축, 10°C)
작동 시 ................................................................ 10°C~30°C 에서 ≤80%
30°C~40°C 에서 ≤75%
고도
작동 시 ................................................................ 2,000m
보관 시 ................................................................ 12,000m
온도 계수 ................................................................. 0.1 x(지정된 정확도)/°C(<18°C 또는 >28°C)
크기 ......................................................................... 58 x 103 x 220(mm)
무게 ......................................................................... 850g
메모리
데이터/설정 플래시 메모리 ................................. 4MB
실시간 시계 ............................................................. 측정을 위한 시간 및 날짜 스탬프입니다. RTC 는 배터리 없이 51 일
이상 작동합니다.
IP 등급 .................................................................... IEC 60529: IP40
안전 ......................................................................... IEC 61010-1, IEC 61010-2-030, IEC 61010-031, 오염 등급 2
600V CAT III, CAT II 프로브 캡이 설치된 경우 CAT II 로 등급 저하
EMI, RFI, EMC, RF ................................................. IEC 61326-1, IEC 61326-2-2
[1]

전자기 호환성 .......................................................... 한국에서 사용 시에만 적용 Class A 장비(산업 방송 및 통신 장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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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산업용(Class A) 전자파 장비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본 장비는 기업 환경에서
사용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품 개요 및 사양
사양

1

정확도 사양
정확도는 보정 후 1 년 동안 18°C~28°C(64°F~82°F)의 온도와 80%까지의 상대 습도에서
지정됩니다. 정확도 사양: ±([측정값의 %] + [최소 유효숫자 수]) 정확도 사양에서는 주변
온도가 ±1°C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합니다.
기능

배터리 내부 저항[1]

V DC

[1]

범위

분해능

정확도

3mΩ

0.001mΩ

1% + 8

30mΩ

0.01mΩ

0.8% + 6

300mΩ

0.1m Ω

0.8% + 6

3000mΩ

1mΩ

0.8 % + 6

6V

0.001V

60V

0.01V

600V

0.1V

0.09% +5

이 측정값은 AC 도입 방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도입된 소스 신호는 <100mA, 1kHz 입니다.

기록 용량
기능

미터 모드

배터리 내부 저항

테스트 시퀀스별로 타임 스탬프와 함께 저장됨, 최대 999 개 기록

배터리 전압

배터리 내부 저항과 함께 표시 및 저장, 최대 999 개 기록

V DC

최대 999 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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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설정

소개
이 장에서는 제품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접는 다리
이 제품에는 평평한 바닥에 제품을 놓았을 때 화면을 비스듬히 볼 수 있게 해 주는 접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림 2-1 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2-1. 접는 다리

hsb007.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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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스트랩
그림 2-2 에는 제품의 벨트 스트랩을 사용하는 방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 2-2. 벨트 스트랩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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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대비 표시 조정

2

대비 표시 조정
대비 표시를 조정하려면:
1.  키를 눌러 Setup(설정) 메뉴를 엽니다.
Contrast(대비)가 이미 강조 표시되어 있습니다.
2. 대비를 밝게 하려면 – 소프트키를 누르고, 어둡게 하려면 +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참고
–를 너무 많이 누를 경우 디스플레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3. Back(뒤로) 소프트키를 누르면 정상 작동 상태로 돌아갑니다.

언어 설정
제품 디스플레이에서는 다음 11 개 언어가 사용 가능합니다.
•

영어

•

독일어

•

프랑스어

•

이탈리아어

•

네덜란드어

•

포르투갈어

•

러시아어

•

스페인어

•

터키어

•

간체 중국어

•

한국어

기본 디스플레이 언어는 영어입니다.
다른 언어를 선택하려면:
1.  키를 눌러 Setup(설정) 메뉴를 엽니다.
2. L 키로 메뉴 선택기로 이동하여 Language/English(언어/영어)를 강조 표시합니다.
3. Select(선택) 소프트키를 눌러 Language(언어) 메뉴를 엽니다.
4. L 및  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언어를 강조 표시한 후 Confirm(확인)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5. Back(뒤로) 소프트키를 누르면 정상 작동 상태로 돌아갑니다.

날짜 및 시간 설정
제품의 내부 시계는 디스플레이에서 사용되고, 기록된 측정의 타임 스탬프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날짜 및 시간을 변경하려면:
1.  키를 눌러 Setup(설정) 메뉴를 엽니다.
2. L 및  키를 사용하여 General(일반)을 강조 표시하고 Select(선택)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Date/time(날짜/시간)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3. Adjust(조정) 소프트키를 눌러 Date/time(날짜/시간) – Adjust(조정) 화면을 엽니다.
4.  및  키를 사용하여 편집할 필드를 강조 표시합니다.  및 L 키를 사용하여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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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또는 감소시킵니다.
5. 올바른 날짜 및 시간이 설정되었으면 OK(확인)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6. Back(뒤로) 소프트키를 누르면 정상 작동 상태로 돌아갑니다.
날짜 형식을 변경하려면:
1.  키를 눌러 Setup(설정) 메뉴를 엽니다.
2. L 및  키를 사용하여 General(일반)을 강조 표시하고 Select(선택)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Date/time(날짜/시간)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3. Format(형식) 소프트키를 눌러 날짜 형식 메뉴를 엽니다.
4. L 및  키를 사용하여 올바른 날짜 형식을 강조 표시합니다.
5. Confirm(확인)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6. Back(뒤로) 소프트키를 누르면 정상 작동 상태로 돌아갑니다.

경보 켜기/끄기
경보를 켜거나 끄려면:
1.  키를 눌러 Setup(설정) 메뉴를 엽니다.
2. L 키를 사용하여 Beep(경보)를 강조 표시하고 Select(선택)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3.  및 L 키를 눌러 Off(끄기) 또는 On(켜기)를 강조 표시하고 Confirm(확인)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4. Back(뒤로) 소프트키를 누르면 정상 작동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동 전원 끄기 시간 설정
이 제품에는 전기 절약을 위한 자동 전원 끄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자동 전원
끄기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이 기능을 사용하여 마지막 작동과
자동 전원 끄기 간에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원 끄기 시간을 설정하려면:
1.  키를 눌러 Setup(설정) 메뉴를 엽니다.
2. L 및  키를 사용하여 General(일반)을 강조 표시하고 Select(선택)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3. L 및  키를 사용하여 Power off(전원 끄기)를 강조 표시하고 Select(선택)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4. L 및  키를 사용하여 5 Minutes(5 분), 15 Minutes(15 분), 30 Minutes(30 분) 또는
Never(안 함)를 강조 표시합니다.
5. Confirm(확인)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6. Back(뒤로) 소프트키를 누르면 Setup(설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장치 보기 정보
이 제품에서는 모델 번호, 일련 번호, 버전, 아날로그 회로판 버전 및 보정 날짜와 같은
장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치 정보를 보려면:
1.  키를 눌러 Setup(설정) 메뉴를 엽니다.
2. L 및  키를 사용하여 General(일반)을 강조 표시하고 Select(선택)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3. L 및  키를 사용하여 Device info.(장치 정보)를 강조 표시하고 View(보기)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Device info(장치 정보)… 화면이 표시됩니다.
4. Back(뒤로) 소프트키를 누르면 Setup(설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2-4

설정
공장 모드로 재설정

2

공장 모드로 재설정
제품을 공장 모드로 재설정하려면:
1.  키를 눌러 Setup(설정) 메뉴를 엽니다.
2. L 및  키를 사용하여 General(일반)을 강조 표시하고 Select(선택)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3. L 및  키를 사용하여 Factory mode(공장 모드)를 강조 표시하고 Reset(재설정)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4. Confirm(확인) 소프트키를 눌러 제품을 공장 모드로 재설정합니다.

참고
제품이 공장 모드로 재설정되면 모든 현재 측정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메모리 사용량 보기 정보
메모리 사용량 정보를 보려면:
1.  키를 눌러 Setup(설정) 메뉴를 엽니다.
2. L 및  키를 사용하여 Memory info.(메모리 정보)를 강조 표시하고 Select(선택)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화면에 미터 모드와의 메모리 사용량 정보가 표시됩니다.
3. Back(뒤로) 소프트키를 누르면 Setup(설정)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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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수행

소개
이 장에서는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터 모드를 사용하면 쉽고 빠른 측정을 수행하고 측정값 및 타임 스탬프를 제품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 제품은 배터리 내부 저항 및 전압니다.

배터리 내부 저항 및 전압 테스트
이 제품은 배터리의 내부 저항과 전압을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터리의 전반적인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터리 내부 저항과 전압을 테스트하려면 회전 스위치를 mΩ 으로 돌립니다. 그림 3-1 을
참조하십시오.

A

B

그림 3-1. 배터리 내부 저항 및 전압 테스트

C

D

hsb018.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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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테스트 프로브
배터리 극에 테스트 프로브를 연결하려면:
1. 테스트 프로브의 내부 팁을 대상의 표면에 접촉하십시오.
2. 내부 팁과 외부 팁이 대상의 표면과 완전히 연결될 때까지 내부 팁이 밀려 들어가도록
테스트 리드를 미십시오. 이렇게 하면 배터리 단자와 적절한 4 선 연결이 설정됩니다.

참고
테스트 프로브의 내부 팁과 외부 팁이 배터리 포스트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을 때만 안정된, 올바른 측정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배터리 내부 저항 측정값을 얻으려면 테스트 프로브를 나사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그림 3-2 를 참조하십시오.
두 프로브의 외부 팁을 연결하여 mΩ 측정 전에 퓨즈 단선을
점검하십시오. mΩ 측정값이 OL 에서 대시로 변경되었다가 OL 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에는 퓨즈에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mΩ 측정값이
OL 에서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퓨즈가 단선된 것이며 이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 기능에서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간의 전압은 60V 미만이어야 하며.
전압이 60V 를 초과하면 퓨즈가 단선됩니다.

그림 3-2. 테스트 프로브를 배터리 극에 연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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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내부 저항 및 전압 테스트

3

화면의 테스트 측정값 보기
이 그림은 미터 모드에서 수행하는 배터리 테스트의 일반적인 디스플레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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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범위 설정
배터리 저항은 수동 범위만을 갖습니다. 배터리 저항 측정의 기본 범위는 30mΩ 입니다.
 키를 눌러 이 시퀀스의 여러 범위를 다음과 같이 돌아가며 전환할 수 있습니다.
30mΩ > 300mΩ > 3000mΩ > 3mΩ.
배터리 전압 측정은 Auto Ranging Mode(자동 범위 설정 모드)로 되어 있으며 범위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 테스트 측정값 저장
미터 모드에서는 Save(저장) 소프트키를 눌러 현재 저항, 전압 및 시간을 저장합니다.
모든 저장 데이터는 시간 순서대로 저장됩니다.

참고
테스트 리드가 배터리에 연결되지 않거나 테스트 리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저장 기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저항 측정을 위한 저역 필터 활성화
과도하게 높은 AC 리플 전압은 배터리 저항 측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장된
저역 필터를 사용하여 저항 측정 시 AC 리플에 대한 영향을 억제하거나 감소시키십시오.
배터리 저항 측정에 대해 저역 필터를 활성화하려면 LO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디스플레이에 LO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hsb03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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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임계값 설정
이 제품에서는 사용자가 상한이나 하한 측정 임계값 또는 허용 범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임계값은 측정된 값과 비교되어 자동으로 배터리의 상태를
식별하고 허용 범위를 벗어난 배터리를 대상으로 PASS(통과), FAIL(실패) 또는
WARN(경고) 표시기를 표시합니다.
임계값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대 10 개의 임계값 세트를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측정 임계값을 설정하고 선택하려면:
1. 측정 화면에서 Threshold(임계값) 소프트키를 눌러 Select Threshold(임계값 선택)
메뉴를 엽니다.
2.  및  키를 사용하여 열 개 중 한 세트의 임계값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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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및 L 키를 사용하여 Voltage lower(낮음), Reference(기준), Warning(경고),
Fail(실패), Low limit(하한) 및 Notes(주의 사항) 중 편집할 값을 강조 표시합니다.
4. 선택한 필드를 편집합니다.
a. Warning(경고) 및 Fail(실패)의 값은 – 및 +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변경합니다.
b. 다른 필드의 경우에는 Edit(편집) 소프트키를 누르고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값을
편집한 후 Confirm(확인) 소프트키를 눌러 값을 저장합니다.
5. 모든 임계값이 올바르게 설정되었으면 임계값 세트 저장에 대해 Confirm(확인)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임계값 세트가 적용되며 T-X (X 는 No.(번호) 값을 나타냄) 아이콘과 해당
PASS/WARN/FAIL(통과/경고/실패) 표시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측정 임계값을 비활성화하려면:
1. 측정 화면에서 Threshold(임계값) 소프트키를 눌러 Select Threshold(임계값 선택)
메뉴를 엽니다.
No.(번호)의 값이 이미 강조 표시되어 있습니다.
2.  키를 사용하여 No.(번호)를 ---으로 설정합니다.
3. Confirm(확인)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T-X 아이콘이 더 이상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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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값의 적용 방식
임계값 세트가 적용되면 제품에서는 각 저항 측정값을 현재 임계값 세트의 저항 기준과
비교합니다.
•

측정값이 기준 x (1 + 실패 임계값) 보다 크거나 저항 하한값보다 작은 경우 비교
결과는 FAIL(실패)이 되고, 이는 테스트된 배터리에 문제가 있으며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

측정값이 기준 x (1 + 경고 임계값) 보다 크거나 기준 x (1 + 실패 임계값) 보다 작은
경우 비교 결과는 WARN(경고)이 되고, 이는 테스트된 배터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에 대한 테스트 빈도를 늘려야 함을 나타냅니다.

•

측정값이 기준 x (1 + 경고 임계값) 보다 작은 경우 비교 결과는 PASS(통과)가 되고,
이는 테스트된 배터리의 측정값이 정의된 허용 한계 내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Resistance Reference(저항 레퍼런스)가 3.00mΩ, Warning(경고)이 20%,
Fail(실패)이 50%, low limit(하한)이 2.00mΩ 으로 설정된 임계값을 적용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저항 측정값이 3.00 x (1 + 50%) = 4.50mΩ 보다 큰 비교 결과는 FAIL(실패)이 되고,
저항 측정값이 3.00 x (1 + 20%) = 3.60mΩ 보다 작은 비교 결과는 PASS(통과)가 됩니다.
또한 저항 측정값이 4.50mΩ 미만이지만 3.60mΩ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WARN(경고)이
됩니다.
이와 동시에 제품은 안정된 각 전압 측정값을 적용된 임계값 세트의 하한 전압과
비교합니다. 측정값이 하한 전압 임계값보다 낮은 경우 이 비교 결과는 FAIL(실패)이
됩니다. 측정값이 임계값보다 높은 경우 비교 결과는 PASS(통과)가 됩니다.

참고
저항 테스트 및 전압 테스트의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제품은 더 나쁜
결과를 디스플레이에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저항이
PASS(통과)지만 전압이 FAIL(실패)인 경우 제품은 FAIL(실패)을
디스플레이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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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전압 측정
이 제품은 DC 전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극성도 표시됩니다.
DC 전압을 측정하려면 회전 스위치를 로 돌립니다. 연결은 그림 3-3 을 참조하십시오.

UPS

Vdc

그림 3-3. DC 전압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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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범위 설정
이 측정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동 범위가 사용됩니다. 입력 신호가 현재 범위 상한의
110%에 도달하면 제품은 자동으로 범위를 증가시킵니다. 입력 신호가 현재 범위 하한의
90%에 도달하면 제품은 자동으로 범위를 감소시킵니다.
범위를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키를 눌러 6V, 60V, 및 600V 로 전환하십시오.
DC 전압 측정값 저장
미터 모드에서는 Save(저장) 소프트키를 눌러 현재 DC 전압 측정값 및 타임 스탬프를
저장합니다. 모든 저장 데이터는 시간 순서대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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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보기

소개
이 장에서는 제품 메모리에 수동 또는 자동으로 저장된 측정 데이터를 보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제품에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데이터를 저장하는 내부 메모리가
있습니다.전체 메모리 사용량은 Setup(설정)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터 모드에서 저장된 데이터 보기
미터 모드에서 저장된 측정 데이터를 보려면:
1. 회전 스위치를 VIEW memory 로 돌립니다.
2. 메모리 항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Next(다음) 소프트키를 눌러 다음 페이지를
봅니다.
3. 1 키를 사용하면 다음 데이터 세트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mΩ.V, V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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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 모드에서 저장된 데이터 삭제
미터 모드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1. 회전 스위치를 VIEW memory 로 돌립니다.
2. 삭제할 데이터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면 More(추가)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a. 데이터 항목을 한 번에 하나씩 삭제하려면  및 L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 항목을
강조 표시한 후 Delete(삭제)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디스플레이에 Confirm to delete the reading?(측정값 삭제를
확인하시겠습니까?)이 표시되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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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삭제)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b. 측정 세트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Delete all(모두 삭제)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디스플레이에 Confirm to delete all readings?(모든 측정값 삭제를
확인하시겠습니까?)가 표시되면 Delete(삭제)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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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장치에 연결

소개
이 장에는 제품을 PC 장치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PC 에 연결
이 제품에는 USB 포트가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USB 케이블을 통해 제품을 PC 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림 5-1 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5-1. PC 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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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에 연결되면 PC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제품 메모리의 데이터 보기

•

제품 메모리에서 데이터 내보내기

•

제품 메모리로 데이터 가져오기

•

제품 메모리에서 데이터 삭제

•

제품 펌웨어 업그레이드

참고
애플리케이션의 사용법은 PC 애플리케이션 도움말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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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소개
이 장에는 기본 유지보수 절차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경고
제품을 안전하게 작동하고 관리하려면:
•

지정된 교체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

지정된 교체 퓨즈만 사용하십시오.

•

인증된 기술자에게 제품 수리를 의뢰하십시오.

•

반드시 배터리 커버를 단단히 닫고 잠근 후에 제품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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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을 청소하기 전에 입력 신호를 차단하십시오.

•

배터리 셀/팩을 분해하거나 파손하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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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플레이에 배터리 부족 표시가 나타나면 제품의 측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터리는 어린이와 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배터리 팩에 기계적 충격과 같은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

본 제품과 함께 사용하도록 제공된 것 이외의 충전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본 제품과 함께 사용되도록 제작되었거나 Fluke 가 권장하는 것
이외의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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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하기 전에 제품을
수리하십시오.

•

제품이 장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거나, 배터리 제조업체의 사양에서
벗어난 온도에서 보관될 경우, 배터리를 분리하십시오. 배터리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 누수로 인해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 충전기를 주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

배터리를 충전할 때에는 Fluke 인증 전원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

배터리 셀/팩을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커넥터가
더러워지면 깨끗하고 마른 천으로 닦으십시오.

•

단자가 단락될 수 있는 용기에 셀이나 배터리를 보관하지 마십시오.

•

퓨즈의 연속성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보호 퓨즈가 열리면 모든
프로브 팁 도체에 단락이 발생하고 MΩ 기능에 'OL'이 표시됩니다.

•

지속적인 아크 플래시 예방을 위해 끊어진 퓨즈를 동일한 용량의
퓨즈로 교체하십시오.

•

장시간 보관 후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하려면 배터리 팩을 몇 차례
충전 및 방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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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팩 설치 또는 교체
경고
절대로 배터리 커버를 제거한 채로 제품을 작동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전압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팩을 설치 또는 교체하려면:
1. 제품이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모든 프로브 및/또는 테스트 리드를 제거합니다.
3. 제품 후면에 있는 배터리 커버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나사를 반회전시킵니다.
4. 배터리 팩을 설치합니다.
5. 배터리 커버를 장치에 다시 설치합니다.
6. 나사를 조입니다.
그림 6-1 에는 배터리 팩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방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

1

그림 6-1. 배터리 팩 설치 또는 교체

hsz005.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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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 교체
경고
감전, 화재 또는 신체적 상해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

지정된 교체 퓨즈만 사용하십시오.

•

지속적인 아크 플래시 예방을 위해 끊어진 퓨즈를 동일한 용량의
퓨즈로 교체하십시오.

퓨즈를 교체하려면:
1. 제품이 꺼져 있으며 모든 테스트 리드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제품 상단에 있는 퓨즈 커버의 캡티브 나사를 풉니다.
3. 새 퓨즈를 설치합니다.
4. 퓨즈 커버를 다시 설치합니다.
5. 퓨즈 커버 나사를 조입니다.
그림 6-2 를 참조하십시오.

1

2

그림 6-2. 퓨즈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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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브 팁 교체
그림 6-3 에는 프로브 팁 교체 방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고
감전, 화재 또는 상해를 방지하려면 서로 다른 CAT 환경에 적합한 팁
커버(CAT II 또는 CAT III)를 사용하십시오.

그림 6-3. 프로브 팁 교체

hsz026.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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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점 조정
테스트 프로브를 교체한 후에는 항상 영점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영점 조정을 수행하려면:
1. 영점 조정 보드를 평평한 바닥에 수평으로 둡니다. 그림 6-4 를 참조하십시오.
2. Setup(설정) 메뉴에서 영점 조정을 설정합니다.
a.  키를 누릅니다.
b. General(일반)이 강조 표시될 때까지 L 키를 누릅니다.
c. Select(선택)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d. Zero calibration(영점 조정)이 강조 표시될 때까지 L 키를 누릅니다.
e. Zero(제로)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3. 빨간색 및 검은색 프로브 팁을 조정 구멍에 삽입합니다.
4. Calibrate(보정)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그림 6-4. 영점 조정 설정

hth028.eps

제품이 모든 기능 범위에 대한 영점 조정을 시작합니다. 영점 조정이 완료되면
제품에서 완료를 알리는 경보음을 울리며 자동으로 영점 조정 모드를 종료합니다.

참고
영점 조정 중에는 프로브 팁의 내부 및 외부 핀이 조정 보드에 완전히
연결되어 있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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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청소
경고
제품의 안전한 작동 및 유지보수를 위해, 청소 중에는제품 및
액세서리를 전압 소스로부터 분리하십시오.
젖은 천과 중성 세제를 사용하여 제품을 닦으십시오. 연마제, 솔벤트, 알콜 등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물질은제품 마킹 및 레이블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배송 당시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전력이 없을 수 있으며 완전히 충전하려면 (테스트
도구를 끈 채로) 4 시간 동안 충전해야 합니다. 배터리는 완전히 충전하면 8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면 화면 상단에 있는 배터리 표시등이 배터리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배터리를 충전하여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려면 그림 6-5 에 표시된 바와 같이 배터리
충전기를 연결합니다.
주의
충전 중 배터리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양에 지정된 허용 가능
주변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참고
충전 중에는 모든 측정 기능이 비활성화되며 LCD 에 충전 상태가
표시됩니다.
배터리는 장시간(예: 주말) 동안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어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충전기는 자동으로 세류 충전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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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배터리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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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및 액세서리
표 6-1 에는 사용자 교체 가능 부품 및 액세서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교체 부품 또는
추가 액세서리를 주문하려면 가까운 Fluke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Fluke 에 문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표 6-1. 부품 및 액세서리
항목 번호

설명

Fluke 부품
번호

수량

--

1



BTL10, Basic Test Lead



BP500, 7.4V 3000mAh 리튬 이온 배터리

4398817

1



BC500, 18V AC 충전기

4459488

1



전원 코드

--

1



표준 mini-B USB 케이블(케이블 길이: 1m)

4499448

1



BCR, 영점 조정 보드

4497419

1



어깨 스트랩

4490029

1



벨트 스트랩

4490316

1



자석판

4329190

1



C500S 소프트 휴대 케이스

4462874

1



예비 퓨즈

943121

2



안전 시트

4453942

1



보증서

2396000

1



빠른 참조 안내서

4453956

1



USB 드라이버 및 모든 언어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는 FlukeView® Battery(CD)

4529552

1

6-9

BT508
사용 설명서

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