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uke 820-2 LED
스트로보스코프

작지만 견고하고 사용하기 간편한 장비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기계의 잠재된 시스템 고장 문제를 물리적인 접촉없이 

안심하고 조사, 관찰해 보십시오. 작지만 견고한 휴대용 스트로브인 Fluke 820-2 LED 
스트로보스코프는 스톱 모션 진단과 기계 문제 해결, 프로세스 관련 작업을 진행하거나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데 적합합니다.

기술 자료

주문 정보
Fluke-820-2 LED 스트로보스코프

구성 요소
820-2 LED 스트로보스코프, 보호용 케이스,
외부 트리거 커넥터

Fluke 820-2 LED 스트로보스코프는 스톱 모션을 쉽고 
간편하게 측정 및 진단할 수 있는 도구로, 다음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작동을 중지하거나 물리적인 접촉없이 회전하는 장비의 
작동 속도 확인

•   스톱 모션의 기생 진동, 결함, 미끄러짐 양 또는 불필요한 
왜곡 진단

•   회전 샤프트, 스피커, 기계 부품의 회전 속도 또는 
주파수 측정 

•   부품 번호 또는 기타 표시 식별

주요 기능

•   고강도 7 LED 배열 – 4,800 Lux
(기준: 6,000 FPM / 30 cm)

•   LED 고체 광원의 효율성이 높고 플래시 특성이 
일정하여 플래시 비율을 높일 수 있음 :

30 ~ 300,000 FPM (분당 플래시)
•   특히 선명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고속 디지털

펄스 폭 변조

•   높이 1 m의 낙하 충격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디자인으로 필라멘트, 가스, 중공 또는 
유리가 포함되지 않은 고체 LED 사용

•   석영 정확도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확도를 높임 :

0.02 % (± 1 자릿수)
•   다중 회선 LCD 디스플레이

•   신체를 접촉하거나 반사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도 기계 
회전 속도 확인

•   기어 톱니, 절단면, 반복 또는 “표류” 장비를 볼 수 있는 
전진/지연 플래시 타이밍

•   2x, ÷2 버튼이 포함된 푸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손쉽게 조정 가능

조정 가능한 플래시 지속 시간

대부분의 응용 분야에서는 표준 플래시 지속 시간을 
조정하지 않아도 잘 작동합니다. 그러나 RPM이 더 
높거나, 표면 속도가 빠른 대용량 회전 물체를 사용하는 
분야에서는 플래시 지속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속 응용 분야의 경우 플래시가 한 번 작동하는 짧은 
시간에 물체가 움직여 이미지가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플래시 지속 시간을 줄이면 물체가 움직이는 시간이 
감소해 이미지가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820-2 응용 분야

Fluke 820-2 LED 스트로보스코프는 비접촉식으로 
기계 회전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단순한 도구 그 이상의 
장비입니다. 더욱이 다음과 같이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탁월한 성능의 진단 도구이기도 합니다.

•   벨트 구동 기계 – HVAC 팬, 펌프

•   롤러 베이링, 샤프트, 기어 톱니 또는 기타 기계 구성 요소

•   클러치 및 톱니바퀴

•   지지대 - 공진 진동

•   케이블이나 파이프의 마모 또는 손상 부위

•   혼합/조제 프로세스

스트로보스코프는 레이저 타코미터 대신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스트로브 타코미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보스코프를 사용하려면 측정 중인 구성 요소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구성 요소에 참조 
지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별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레이저 타코미터를 사용하려고 기계 샤프트에 
접근해 반사 테이프 조각을 붙이거나, 접촉식 타코미터를 
사용하려고 움직이는 샤프트에 접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스트로브 타코미터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스트로보스코프를 사용하면 샤프트를 30 RPM (FPM)까지 
“정지”할 수 있습니다.

820-2 LED 사용 용도

•   속도가 다양한데다 속도 변화가 빈번한 터빈

•   속도가 다양하지만 속도 변화가 빈번하지는 않은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 모터

•   벨트 회전 속도 확인 및 벨트 미끄러짐 양 파악 
•   팬 블레이드, 펌프 베인, 압축기 나사 및 기어 톱니 등의 

기계 구성 요소 확인

•   RPM 측정 및 주파수 조사

•   미끄러짐 측정

비접촉식으로

이상의

응용할

구성 요소

측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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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기계적 사양

크기(H x W x L) 5.71cm x 6.09 cm x 19.05 cm
2.25 in x 2.4 in x 7.5 in

중량 0.24 kg (0.53 lb)
환경적 사양

작동 온도 0 °C ~ + 45 °C

보관 온도 - 10 °C ~ + 50 °C

작동 습도
(비응축 상태)

비응축 (10 °C 미만)
RH 90 % (10 °C ~ 30 °C)
RH 75 % (30 °C ~ 40 °C)
RH 45 % (40 °C ~ 50 °C)

흡수/부식 30 °C, RH 95 %, 5일

제품 정상 작동

작동 고도 2,000 m

보관 고도 12,000 m

진동 MIL-PRF-28800F Class 2

내충격성 낙하 높이 1 m
EMI, RFI, EMC EN61326-1:2006
안전 규정 준수

기관 승인 CE
Class III (SELV) 오염 등급 2

기타 사양

플래시 주파수

범위 30 ~ 300,000 FPM
0.5 ~ 5,000 Hz

정확도 0.02 %

분해능 30 ~ 999 FPM = 0.1
1,000 ~ 300,000 = 1
0.5 ~ 999 Hz = 0.1
1,000 ~ 5,000 Hz = 1

주파수 설정 FPM 또는 Hz
플래시 펄스

지속 시간 μs 또는 도(degree)로 조정 가능

지연 시간 μs 또는 도(degree)로 조정 가능

조명

색상 약 6,500 K
발광 출력 4,800 lx (기준: 6000 FPM / 30 cm)
외부 트리거

방법 외부 컨트롤 트리거에 연결하는 커넥터 사용

높은 수준 3 V ~ 32 V

낮은 수준 < 1 V

최소 펄스 폭 50 μs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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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ke.   Keeping your world up and running.®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Fluke 820-2 LED 스트로보스코프

전자/전기 공학 분야
•   동기식/비동기식 모터의 앵커 스윙과 콜렉터의 카본 브러시, 슬라이딩 링을 

관찰합니다. 또한 스피커, 레코드 플레이어, 자기 테이프 레코더, 릴레이, 
접촉식 정류기, 전원 스위치, 전화 선택기, 가전제품, 주방기구, 환풍기, 터빈, 
진동기, 계수기, 스피커폰, 분류기, 원심 분리기, 전동 공구 및 장비에 발생한 
오류를 확인합니다.

•   포장기, 배선기, 분리기, 무선 인쇄기, 절삭기 및 천공기 등의 제조 기계에서 
진행되는 작업 프로세스 때문에 발생한 오류를 찾습니다.

•   모터/기계의 동기화, 누설 현상 및 비정상적인 동작을 제어하고, 모터, 기계 
및 전력 배출 드라이브의 동작을 점검합니다. 기계 효율성이 높은 경우 파동 
반사에서 발생하는 물질 응력과 피로 역시 확인합니다.

기계 건설 분야
•   기어의 맞물림, 드라이브 제어 장치, 볼 베어링, 커플링, 레버의 동작, 연결 

장치, 실린더, 밸브 클립 텅/밸브 클립 지레 장치 및 공진 진동을 조사하고 
부하가 높은 물질의 피로를 조기에 감지합니다.

•   고속 기계의 작업 프로세스를 제어합니다. 또한 모터/기계/제조 장비의 
회전 부품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고속일 때 커플링/벨트/체인 
드라이브의 동작을 점검합니다.

•   원심 분리기, 압력/절삭기, 자동 펀칭기, 리베팅기, 나사 절삭기, 연삭기, 
연마기 및 천공기의 작업 프로세스를 관찰합니다. 그 외 자동 동작 
프로세스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계 장비의 작동을 관찰합니다.

자동차/모터 제조 분야
•   점화 장치와 밸브를 조정하고, 밸브 레버의 동작과 밸브 스프링 진동, 연소 

기관의 분사 작동 상태를 점검합니다. 또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기계 제조 시 
다양한 작업 프로세스를 제어합니다.

•   모터, 걸쇠, 전동축, 스프링, 풍력 발전기를 관찰하고 가벼운 기계의 진동을 
관측합니다.

광학 제조 분야
•   카메라 마개를 테스트하고, 필름 카메라와 프로젝터의 운송 과정을 

제어합니다. 구동 요소, 냉각 팬 및 영사기의 RF(return flow)를 관찰하고, 
렌즈 연삭기의 작업 프로세스를 조사합니다.

•   필름으로 녹화하여 물체가 빠르게 움직일 때 나타나는 동작을 연구합니다.

인쇄/종이/판지 제조 분야
•   통과 표시를 관찰하고 인쇄 프로세스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멀티컬러 

프린터를 관측하여 비율 대비 인쇄 품질을 평가합니다.
•   포장기를 점검하고, 접이식 상자 자동화/절단 자동화/접착 자동화 작업을 
검사합니다. 펀칭/인쇄/분류 자동화 작업 프로세스를 제어하고, 회전식 칼, 
왈츠, 롤 수송기, 기어, 저장 장치, 파동 등도 제어합니다.

광업 분야
•   떨리거나 흔들리는 필터, 운송 밴드 및 원심 분리기를 관찰하고, 발전기, 

구동기, 착암기와 기타 기계 장치를 제어합니다.

조선/항공 건설 분야
•   실험 모델의 프로펠러에서 생성되는 캐비테이션 기포를 측정하고, 선박 기관, 

발전기, 전자 기계 및 공기 냉동 장비의 동작을 제어합니다.
•   각기 다른 RPM에서 프로펠러의 동작(끌어당기는 동작, 유체 동작)을 

관찰합니다.

화학 제조 분야
•   혼합/조제 프로세스를 제어하고, 혼합기와 펌프, 조절 시스템, 운송 밴드, 

포장기, 조제기/분리기, 정제기, 용기 충전기, 폐쇄기 등을 관찰합니다.
•   건식 원심 분리기와 공기압 기계, 운반 시스템, 스윙 필터 및 쇄석기 등의 

제품을 관찰합니다.

의학 분야
•   의료 기관의 드릴링 프로세스를 관찰합니다.
•   다양한 주파수의 광 펄스 응답 자산(예: 간질)을 설정합니다.
•   실험실, 연구소, 학교, 대학교 및 기술 교육 시설에서 사용합니다.
•   시연/실험용 작업 프로세스를 관찰하고,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경우 

이론적 견해를 시각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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