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합니다.

Fluke ii900 – 산업용 음향카메라(초음파)
압축공기 누기발견

압축공기 누기의 문제점
“자체 연구결과 작년에 공기누기로
약 8,000만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공기누기를 보상하기위해 97kW 컴프레샤를
24시간 가동합니다. 1년에 약 1억원이
소비됩니다”
기계제조업체의 유지보수 관리자

“이 장비는 모든 산업에 걸쳐 유지보수
프로그램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지보수 검사자, 건축자재 제조업체

“우리는 누기 검사를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1주일에 800만원을 지불합니다. 지난 검사에서
약 70개 이상의 누기를 찾았습니다“
유지보수 관리자, 식음료업체

사례연구: 금속가공설비
•

에어 컴프레샤 사용에 소요되는 전기세, 1년에 5억 1,600만원

•

48개의 누기를 발견하고 수리. 8%의 용량을 회복

•

검사 및 수리비용: 830만원

• 매년 에너지 절감비용: 1년에 1,850만원
압축공기는 비쌉니다, 제조업에서 가장 큰 에너지소비원입니다.
누기발견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큰 공장을 스캔하려면 수일,수달이 걸립니다.
누기검사와 수리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기는 여러분 정원의 잡초와 같습니다”

기존 작업방식
설비스캔은 수km의
파이핑,연결부위,기계설비 스캔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요구사항:
1. 누기를 찾아내기 위해 수시간 및 여러
단계가 필요.
2. 누기를 듣기위해서는 “숙련된 청력“이
필요하며, 주변소음에 취약함.
3. 일일이 태그를 붙이고 보고서를 작성

Fluke ii900는 10배 더 빠릅니다

Fluke ii900 vs 전통적인 초음파 진단장비
초음파 진단장비 로
20분 동안 1개 누기 발견
• 노이즈가 누기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청취

• 보통 경험, 트레이닝,
자격증이 요구됨
• 하나하나 세심한 점검이
필요함

FLUKE ii900로 5분 동안
2개 누기 발견
• 광범위한 레인지로 넓은
지역을 한번에 스캔
• 누기위치를 정확하게
하기위해 촬영
• 한 이미지에 여러 곳의
누기확인이 가능
• 보고서를 위해 사진과
비디오 기록 및 공유

하나하나 스캔, 원거리 센서로
예상 누기부분을 청취

근접하여, 초음파센서를
교체, 누기인지를 확인
후 누기원을 찾아냄

일일이 누기에
태크를 붙이고
위치를 기입함

특장점
특징

고객 혜택

누기의 시각화

라이브 이미지로 화면에 누기를 표시함으로써 5~10배 빠른
점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거의 교육이 필요 없음.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도 수분안에
누기 확인이 가능.

사진으로 누기를 보고

쉬운 표시로 누기수리 담당팀에게 정확한 누기위치를 소통

사운드 기반

주위온도나 에어나 가스의 온도와 무관함, 실내/실외가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

초음파 범위

시끄러운 환경에서 조차 누기탐지가 가능

공기, 진공, 가스나 스팀

진공누기를 포함하여 여러 타입의 컴프레샤 가스의 누기를
탐지

측정이미지

컴프레샤 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