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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Fluke 1555 / 1550C: 산업 전기기사, 유틸리티
트러블슈터, 엔지니어, 기술자

 

주요 기능

•  10 kV까지의 테스트 전압은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솔루션 제공
•  CAT III 1000 V, CAT IV 600 V 안전 등급
•  전압이 600V ac 또는 dc 이상이 탐지될 경우, 이를 사용자
에게 알려 사용자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절연파괴전압 
경고 기능
•  250 V에서 1000V까지의 50V 단계, 1000V 이상에서 100V
 단계의 선택가능한 테스트 전압 
•  측정값은 최대 99 메모리 위치에 저장될 수 잇으며, 각 
저장위치는 사용자가 쉽게 불러낼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가
가능
•  충전 후 750회 테스트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긴 배터리 
사용시간
•  유전체 흡수율(DAR)과 극성화 인덱스(PI)를 별도 셋업 
없이 자동 계산 
•  고 저항 측정에서의 표면누설전류의 영향을 제거하는 

가드시스템
•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큰 디지털/아날로그 LCD
•  캐패시턴스와 누설전류 측정
•  절연파괴 테스팅을 위한 램프 기능
•   2TΩ까지 저항 측정
•  시간지정 테스트를 위한99분까지의 타임 셋팅
•  3년 보증기간

Fluke 1555/1550C 절연 저항 측정기
 

  

신제품 1555와 다시 새롭게 고안된 Fluke 1550C 
절연저항측정기는 10kV까지의 디지털 절연 테스트
를 제공하며, 스위치기어, 모터, 발전기와 케이블 등의 
고전압 장비의 넓은 범위를 측정하는 데에 이상적인 장비
입니다.
Fluke 절연 측정기는 최고의 등급으로 IEEE 43-2000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테스트 범위에서의 작업이 가능하며, 
3년 보증기간과 CAT IV 600V 안전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정값 저장과 PC 인터페이스로 1555와 1550C는 잠재적
인 실패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식별하도록 고안된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위한 완벽한 장비입니다.

10kV까지의 
디지털 절연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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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내역:
•  Fluke 1587 – 절연테스트 수행 및 디지털멀티미터의 기능과 성능

                  구비
•  i400 – 회로의 절단없이 AC 전류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1587과

          함께 사용
•  Fluke 62 – 62 미니 비접촉식 온도미터로 열점체크와 온도측정

포함내역:
•  Fluke 1587 – 절연테스트 수행 및 디지털멀티미터의 기능과 성능

                  구비
•  i400 – 회로의 단선 없이 AC전류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1587과 

          함께 사용
•  Fluke 9040 – 3상 모터의 상 회전을 쉽고 안전하게 체크

포함내역:
•  Fluke 1555 절연 저항 테스터
• IP67 하드케이스
• 견고한 악어 클립
• NIST 교정 증명서

포함내역:
•  Fluke 1550C 절연저항테스터
• IP67 하드케이스
• 견고한 악어클립
• NIST 교정 증명서

Fluke는 사용자의 최대 생산성과 빠른 문제 해결, 
작업 중단 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개개의 제품을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Combo Kit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Kit에 들어있는 제품은 트러블슈팅과 유지
보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특별하게 선택된 제품
입니다. 유지보수 프로그램 설계는 전기장비의 작업
시간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하며, 계획된 또는 예기
치않은 작업 중단 시간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작업 중단 시간의 비용은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산업체에서는 연간 수익의 1~3%를 차지한다고 발표
한 바 있습니다.

 
 
Fluke combo kits

Fluke 1587  
ET 고급 전기 트러블슈팅 Kit 

Fluke 1587  
MDT 고급 모터/  
드라이브 트러블슈팅 Kit 

Fluke 1555  
절연저항테스터 Kit 

 

Fluke 1550C 

 

절연저항 테스터 K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