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급 분석 PC 소프트웨어를 통한 최상의 초음파 상태감시 솔루션

Ultraprobe® 10,000 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초음파 검사 장비입니다.

이 혁신적인 장비는 검사 업무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유용한

기능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Ultrprobe®10,000의 주요 기능

상태 검사 및 분석

사운드 파일 저장 및 분석

테스트 데이터 저장

테스트 결과 Review

테스트 데이터 관리

상태 검사 및 분석

사운드 파일 저장 및 분석

테스트 데이터 저장

테스트 결과 Review

테스트 데이터 관리

모든 기능이 하나의 장비에!

Ultraprobe® 10,000 에서는 버튼을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사운드를 레코딩 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파일은 메모리 카드에

바로 저장되며 Ultraprobe 안의 400개

데이터 중 하나에 링크시킬 수 있습니다.

Ultraprobe® 10,000 는 사용자 편의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Spin and ClickTM 기술로 사운드 레코딩 외 모든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특화된 전문 응용분야 화면

조절식 온/오프 기능

외부 기기와 연결

보고서 작성 기능



ULTRAPROBE®1O,OOO

어떤 테스트를 원하십니까? Ultraprobe® 10,000 
은 어떤 분야라도 적용 가능한 전문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한번의 클릭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
소프트웨어를 통해 정확한 분석과 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6개의 맞춤형 전문 프로그램
Ultraprobe® 10,000 은 일반 분야, 누출 검사, 밸
브 검사 ,베어링 검사 ,전기 검사, 스팀 장치에 대
한 맞춤형 전문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다 쉽게 측
정과 분석이 가능합니다. 저장된 모든 데이터는
PC의 DMS소프트웨어로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
습니다.

주변 기기 지원
Ultraprobe® 10,000 은 일체형으로 데이터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온도계와 타코메타와 같은 외부 장치로
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밸브 검사를 위한 전용 메뉴 창

초음파 자산관리 시스템의 완벽한 솔루션

모든분야를위한장비

6개의 특화된 프로그램 메뉴 데이터 저장 화면 밸브 검사 화면

특정 분야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Ultraprobe10000 에서 제공됩니다.

청진봉 모듈
웨이브 가이드 타입의 접촉식
모듈

RAS-MT (Remote Access 
Sensor – Magnetic Mount 
Transducer)
접근이 어려운 지점을 위해 케이
블-센서의 형식으로 되어있습니
다. 또한, 자석 부착식으로 접촉
력이나 접촉각도에 따른 측정변
수를 제거하여 안정적인 시험 결
과를 제공합니다.

원거리 모듈
기존의 스캔모듈에 비해 감지 거
리가 2배로 전기 검사나 누출 검
사의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시
야각은 10도 수준으로 안전한 거
리에서 문제 지점을 정확히 찾아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리프트나 사다리가 필요 없
습니다.



정확한 기록과 보고서를
제공하는 PC용 소프트웨어

Ultraprobe® 10,000 에서는 검사에 필요

한 모든 준비와 분석을 위해서 Ultratrend 

DMSTM와 SpectralyzerTM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Ultratrend DMS: 데이터 관리 Software

Ultratrend DMS는 데이터 저장, 관리, 분석 등

종합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데이터 검토를 위한 다양한 화면 구성

- 데시벨, 주파수, 테스트 결과, 온도, rpm 등의

변화를 기록 관찰하는 이력 표와 경향 도표를

제공

- 프로그램 안의 경향 선도에서 데이터를 보거나

엑셀 파일로 저장이 가능함. 

자동 안전장치는 갑작스런 전원 차단이나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에서도 메모리 카드의 내용을 안

전하게 저장하고 보호합니다. 또한, 사운드 파일

을 재생하면서 소리를 듣고, 동시에 실시간으로

시간파형과 스펙트럼 분석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FFT 분석 Software: UE SpectralyzerTM

UE Spectralyzer는 PC에서 FFT분석 기능을 제공

하는 스펙트럼 분석 소프트웨어입니다. 녹음된

사운드의 시간파형과 FFT 스펙트럼을 제공합니

다. 또한, 보고서에 사운드 샘플 파일을 직접 첨

부하거나분석 그래프를 그림 파일로 쉽게 변환

하여 보고서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매우 쉬운 사운드 레코딩 기능

저장된 사운드 파일의 스펙트럼 예

컴팩트 플래시 메모리 카드로 데이터의 전송과

관리가 간편합니다. 

-업로드와 다운로드

-Wave 파일 저장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정보 손실방지 안전장치

저장된 사운드 파일의 시간파형 예

매우 쉬운 사운드 레코딩 기능

모든 사운드 파일은 컴팩트 플래쉬 카드에 저장되어 손

쉽게컴퓨터로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는 어

댑터가 포함됩니다. 

사운드 샘플을 녹음하기 위해서는 단지 돌리고

클릭만 하면 됩니다. 저장된 사운드 파일은 실시

간으로 재생 가능합니다. 모든 사운드 파일은 컴

팩트 플래쉬 카드에 저장되어 손쉽게 컴퓨터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 방식의 데이터 관리



Ultraprobe 적용분야

기계 검사와 경향관리

베어링 상태

마찰 상태

캐비테이션

기어/기어박스

윤활 부족

Ultraprobe® 10,000 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세요.
Ultraprobe® 10,000 을 한번만 경험하면 더 이상 다른 장비는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Ultraprobe® 10,000 은 저장, 분석, 보

고서의 모든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경고선을 지난 경우, 하나의 보고서에 스펙트럼 및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여 베어링의 수명을 예측함.

외 관

회 로

주파수 범위

응답 시간

디스플레이

메 모 리

배 터 리

작동 온도

출 력

프 루 브

헤 드 셋

표 시 창

감 도

측정 범위

케 이 스

무 게

전체 무게

보증 기간

화면 모드

: 휴대용 권총 타입(알루미늄 코팅과 ABS 수지)

: SMD 디지털 회로와 아날로그 회로

(온도 보정, RMS 회로)

: 20 kHz ~ 100 kHz (1 kHz 단위로 조정 가능)

: <10ms

: 64 x 128 LCD 와 LED 백라이트

: 400 포인트 저장

: 충전식 리튬 NIMH

: 0 ℃ ~50 ℃(32 ℉ ~ 122 ℉)

: 헤테로다인 방식 출력, 데시벨(dB), 주파수

RS-232 데이터 출력

: 스캐닝 모듈과 청진봉 모듈, 원거리 모듈 및 RAS/RAM

: 고급형 방음 헤드폰 – 안전모에 장착 가능

: dB, 주파수, 배터리 상태, 16단계 막대 그래프

: 0.34 bar 에서 0.127 mm 직경의 누출을 약 15m 에서

감지 가능*

: 1*10-2 std. cc/sec 에서 1*10-3 std. cc/sec

: 알루미늄 케이스 가방(55 x 47 x 20 cm)

: 휴대용 측정장비 1.1 kg

:  8.6 kg

:  무상 보증 1년

: 실시간, 스냅 샷, 피크 홀드, 저장 화면, 응용 메뉴

* 누출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Ultraprobe® 10,000 사양

-열화된 베어링 그룹의

경향 분석

-열화된 베어링 단품의

경향 분석

-스팀 트랩 이력 및

비용 분석

-누출 비용 분석

-전기 결함의 패턴 기재

-밸브 사운드 레코딩

-기계 사운드 분석

누출 감지와 에너지 감사

압축 공기

압축 가스(O2, NO, etc)

진공 누출

씰과 개스킷

응축기 튜브

보일러/ 열 교환기

밸브/ 스팀 트랩

전기 검사

아크/ 트래킹/ 코로나

차단기/ 변압기

절연체/ 릴레이

버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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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보정, RMS 회로)

: 20 kHz ~ 100 kHz (1 kHz 단위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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