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자료

작은 물체를 측정할 때는 원하는 대상의 1.75 m 이내에서 Fluke 561을 
사용하십시오. 측정 면적은 거리에 따라 증가합니다（해당 영역 직경
은 대략적으로 거리를 12로 나눈 값임）．

Fluke 561 HVACPro
HVAC/R 전문가를 위한 Two-in-One 

적외선 및 접촉식 온도계

특징:
• 사다리 없이 먼 거리에서 

또는 아주 가까이서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IR 온도계

• 모든 표준 미니 커넥터 K형 
열전쌍과 호환되어 열전쌍 
제품 투자 효과를 높여주는 
접촉식 온도 측정 기능

• 과열 및 과냉 그리고 기타 
접촉 및 주위 온도 측정을 
위한 Velcro® 파이프 프로브

• 단일 지점 레이저 조준
• HVAC/R 응용에 맞게 최적화된 

온도 범위
• 파이프와 덕트의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한 쉬운 복사율 조정
• 가볍고（340그램）휴대성이 

우수함
• 매우 사용하기 쉬움

HVAC 작업에 사용되는 다목적 온도계.

공구 상자가 가벼워집니다．Fluke 561 HVACPro는 대부분의 

HVAC 작업에서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온도 측정 기능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하나의 공구로 다양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IR 및 접촉 온도를 모두 측정하므로 다른 테스트 

장비가 필요치 않습니다．또한 빠르고 효율적이며 사용하기가 

쉬워 적은 시간과 노력만으로 작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Fluke 561을 사용하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접촉 및 주위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IR 온도계를 사용하여 뜨겁거나 

이동하는 물체 또는 전기 에너지가 있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물체의 온도를 빠르게 측정해 보십시오．모터，절연체，차단기，

복사 난방기，파이프，녹이 슨 연결부 및 와이어를 점검하고 

사다리 없이도 바닥에서 덕트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Fluke 561의 

간편한 Velcro® 파이프 프로브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업계 표준 K형 

미니 커넥터 열전쌍 프로브를 연결해 공구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 효율적—IR 측정 시 셧다운 
장비가 필요하지 않음

• 신속하게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MIN, MAX 
및 DIF 기능

• 큰 영역이나 작은 물체의 
빠르고 효율적인 검사

• 생산성을 크게 높여주는 
HVAC/R 측정 안내서（사용자 
안내서에 포함되어 있음）

IR 측정을 위한 레이저 
조준:
IR 모드에서 Fluke 561을 
사용할 때 단일 점 레이저 조준 
시스템이 올바른 대상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점은 
측정 영역의 대략적인 가운데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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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 12:1（초점에서）

38 mm（1 인치）
@ 300 mm（12 인치）

75 mm（3 인치）
@ 900 mm（36 인치）

125 mm（5 인치）
@ 1500 mm（60 인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