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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y Analyzer
안전 시트

www.fluke.com 에서 제품을 등록하고 설명서를 다운로드하여 자세한 제품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경고는 사용자에게 위험한 상태 및 절차를 나타냅니다.

 경고
감전, 화재 또는 신체적 상해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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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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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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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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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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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rrent Clamp 는 작동 지침에 지정되어 있는 대로만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클램프의 안전
기능이 사용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Current Clamp 의 보호벽 이외 부분은 잡지 마십시오.

•

사용할 때마다 전류 클램프를 검사하십시오. 클램프 하우징이나 출력 케이블 절연 부분에 손실된 부분이나
균열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느슨해지거나 약해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조 주위의 절연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

전압이 600V(CAT III) 이상이거나 주파수가 400Hz 보다 높은 회로에서는 클램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피복이 벗겨진 도체나 버스 바 주변에서 작업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도체에 접촉하면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

테스트 리드가 손상된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테스트 리드에 손상된 절연체나 노출된 금속 물질이
있는지 검사하십시오. 테스트 리드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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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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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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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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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품을 모두 제거하십시오.

•

측정에 적합한 단자, 기능 및 범위를 사용하십시오.

•

제품과 함께 제공된 전류 프로브, 테스트 리드 및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

인터렉티브 손잡이를 사용할 때에는 차단막 뒤에서 손잡이를 잡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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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안전하게 작동하고 관리하려면:
•

지정된 교체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

지정된 교체 퓨즈만 사용하십시오.

•

인증된 기술자에게만 제품 수리를 의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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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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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품을 모두 제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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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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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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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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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피던스에 대한 퓨즈 보호 ................................. 0.44A(44/100A, 440mA), 1000V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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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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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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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시 ................................................................ ≤95%
고도
작동 시 ................................................................ 2,000m
보관 시 ................................................................ 12,000m
온도 계수 ................................................................. 0.1 x (지정된 정확도) / °C(<18°C 또는 >28°C)
진동 ......................................................................... MIL-PRF-28800F Class 2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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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길이 ..................................................................... 220mm
너비 ..................................................................... 103mm
깊이 ..................................................................... 58mm
무게 ..................................................................... 850g
화면 크기 ............................................................. 77.00mm x 56.50mm
메모리
데이터/설정 플래시 메모리 .................................. 8MB
IP 등급 ..................................................................... IEC 60529: IP40
안전 ......................................................................... IEC 61010-1, IEC 61010-2-030, IEC 61010-031, 오염도 2
BT508/BT510/BT520........................................... 600V CAT III
BT521 .................................................................. 600V CAT III, 1000V dc max
모든 모델 ............................................................. CAT II 프로브 캡 설치 시 CAT II 로 경감
EMI, RFI, EMC, RF ................................................. IEC 61326-1, IEC 61326-2-2
BT521: IEC 300328, IEC 301489-1, IEC 301489-17, FCC Part 15 하위 파트C항 15.207,
15.209, 15.249
FCC ID 포함: T68-FWCS, XDULE40-S2
IC: 6627A-FWCS, 8456A-LE4S2

전자기호환성..................................................... 한국에서사용시에만적용Class A 장비(산업방송및 통신장비)[1]
[1]

이 제품은 산업용(Class A) 전자파 장비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며판매자또는사용자는이에주의해야합니다. 본장비는기업환경에서사용해야하며가정에서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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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호
기호

8

설명

기호

설명



위험. 중요 정보. 설명서 참조.



AC(교류)



위험 전압



DC(직류)



지면 접지



CA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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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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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 III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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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한국 EMC 표준을
준수합니다.

Battery Analyzer

무선 주파수 데이터
기호

설명

기호

설명



TÜV Product Services 로부터 검사 및
허가를 받았습니다.



관련 북미 안전 표준을 준수합니다.



유럽 연합 규정을 준수합니다.



관련 오스트레일리아 표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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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주파수 데이터
Fluke 웹 사이트의 Radio Frequency Data for Class A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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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보증 및 책임의 한계
이 Fluke 제품은 구입일로부터 3 년 동안 재료와 제작상에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이에는 퓨즈, 일회용 배터리
또는 사고, 태만, 오용 또는 비정상 상태에서의 작동 및 취급으로 인한 손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제품의
재판매자들은 Fluke 를 대신하여 어떠한 보증 연장도 할 수 없습니다. 보증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으려면 결함이
있는 제품을 문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까운 Fluke 서비스 센터로 보내십시오.
본 보증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과 같은 기타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사항은
없습니다. Fluke 는 여하의 이유 및 이론에 입각한 특별, 간접, 우연 또는 결과적인 손상이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는 묵시적 보증 또는 우연 및 결과적인 손상의 배제 또는 제한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 제한 및 책임 조항은 귀하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luke Corporation
P.O. Box 9090
Everett, WA 98206-9090
U.S.A.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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