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 유량 분석기

글로벌 표준에 맞게 설계되고 고도로 정확한 올인원 휴대용 가스 유량  
분석기입니다. 



휴대 용이
• 소형이고 가벼워(1.6kg/3.6lbs)테스트기 무게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 차지하는 면적이 적어 벤치탑 및 카트의 공간이 절약됩니다.

• 탈착 가능한 손잡이와 어깨끈으로 테스트기와 케이스를 쉽게 들 
수 있습니다.

• 내장형 VESA 마운트로 편의를 위해 장비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Fluke Biomedical의 가스 유량 
분석기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VT650 및 VT900은 시중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는, 호흡기, 
유량계, 압력 게이지, 마취 장비 등의 가스 유량 및 호흡기 의료 장비 테스트용 
제품입니다. 이러한 테스트기는 소형의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벤치톱 공간 절약은 
물론 휴대성이 매우 뛰어나 이동 중에 쉽게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성능
• 단일 채널 전체 범위 ±300lpm 공기 흐름 기능으로  
테스트를 간소화하고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 대기압 및 환경 조건을 보정하며 자동으로 습도, 온도 및  
산소를 테스트하는 내장된 선 감지기로 테스트 시간을 
절약합니다.

• 초저 유량 및 초저 압력 포트를 사용하여 마취 장비 및  
유량계와 같은 중대한 저용적 및 저압력 테스트가 필요한 
장비에 대해 최고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VT900만 
해당).

• Molbloc-L 보정 사양은 글로벌 규제 표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추적 가능
• 대형 온보드 메모리를 사용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단기 및장기적으로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간편한 보고를 위해 USB를 통해 PC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생성된 테스트 파일을 
CMMS 시스템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자동 테스트를 위한 원격 명령을 사용하여 
위험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ACCU LUNG Portable 
Precision Test Lung II
호흡기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ACCU LUNG II 
시뮬레이터는 다양한 특정 값 또는 사용자 선택 값을 제공합니다.

• 소형이고 가벼워 휴대가 용이합니다.

• 탄성도 및 저항 설정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저항과 탄성도를 위해 정확도를 교정합니다.

사용 편의
• 특정 모델 테스트 및 사용자 요구를 위한 맞춤형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 대형 7인치(17.8cm) 컬러 터치 스크린으로 1.8m(6피트)까지 
판독합니다.

• 간단하게 스크린을 터치하여 메뉴 옵션에 편리하게 접근합니다.

• 실시간 결과가 수치 및 그래픽으로 표시됩니다.

• 글로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쉽고 간편하게 
작동합니다. 

Fluke Biomedical 가스 유량 분석기의 정보는 

www.flukebiomedical.com/gasflow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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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기능 VT650 VT900

단일 흐름 전체 범위 채널(±300lpm) • •

초저 유량 채널(±750ml/min) •

초저 압력 범위(0~10mbar) •

외부 트리거 입력 •

산소 정확도 2% 1%

7인치(17.8cm) 컬러 터치 스크린 • •

기도 온도/습도/산소 측정 • •

테스트 프로필 맞춤화 • •

실시간 측정 및 그래픽 디스플레이 • •

온보드 메모리 및 자동 테스트 보고서 생성 • •

글로벌 사용자 인터페이스 • •

마취 가스 농도 측정 옵션 사항 - 
출시 예정

VT900에는 VT650의 모든 특징, 사양 및 그 이상의 사항이 제공됩니다. VT900에는 조금 더 정확한 
산소 측정, 초저 유량과 초저 압력 포트 및 외부 TTL 호흡 트리거 입력이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