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6 Leak Detector / SF6 누출 탐지기
SF6 LaserGasTest
특허를 받은 레이저 photo-acoustic
detectoion 원리를 이용해서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의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은

1 x 10-8 cm3/s or 0.02 g/year
의 누출을 측정하고

10 ppb ~ 1000 ppm
의 농도를 측정한다.

Portable 설계 및 내장 전원을 이용해서
가스 절연 개폐기를 충분히 진단하고 가스 누출
부위와 결함의 진행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실내, 실외, 케이블 도관 및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내장된 충전식 배터리로 최장 8 시간 동안 연속 작동을 할 수 있다.
음성 신호화에 대한 감도 수준을 조정해서 누출 부위를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photo-acoustic detectoion의 빠른 유량 및 짧은 응답시간으로 인해서 낮은 농도의 가스를 탐지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의 복구 시간이 1-2초로 단축되었다. Laser radiation source and spectral photo-acoustic detection 방법으로
높은 SF6 탐지 감도를 제공하고 잘못된 알람 수를 감소시킨다. 이 시스템은 10.6 μm 의 파장에서 높은 흡수도를
가지는 복합물만을 탐지한다. SF6의 흡수 계수는 공기 중에 있는 다른 혼합물 보다 2-3차수 더 높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운영 서비스 팀의 추천
에 따라서 개발되었다.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서 추가로 직원을 교육시킬 필요가 없다.
SF6 누출 탐지기 SF6 LaserGasTest 는
보증 기간 동안 소모품이 필요하지 않으며

주기적으로 교정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측정된 데이터를 징비의 비휘발성 메모리의
64 records 에 저장할 수 있다.
각 Record 당 1000 개의 datd points 가
기록된다.
측정 및 저장된 data를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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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6 Laser Gas Test 사양
측정 가스

SF6

SF6 감도

1 x 10-8 cc/sec or 0.02 g/year

센서 측정 형태

Photo-acoustic

가스 유량

0.6 l/min

응답 시간

< 2 초

측정 준비시간

< 0.5 분

누출 표시

Digital OLED 및 소리

전원 소모량

15 W

작동 시간

up to 8 hours

Size
분석기 본체

33.5 x 28 x 13.5 cm

Probe

19.5 x 7 x 5.7 cm

Telescopic 흡기관(옵션)

22 - 98 cm

Flexible 흡기관

32.2 mm

Weight
분석기 본체

4.3 kg

probe

0.2 kg

HYPERTECH LASER SYSTEMS GmbH.
Luebeck Germa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