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ltraprobe® 15,000 의 주요 기능

모든 기능은 쉬운 아이콘의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조작

잠시만이라도초음파상태감시분석 장치를다루어보면, 이 장비가

정말로특별하다는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터치스크린을통해 각각의기능을둘러보면, Ultraprobe® 15,000 

이 가장 훌륭한검사 장비라는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터치스크린기술

스펙트럼분석기를통한 상태분석

상태감시경로 계획 및 작성 기능

적외선온도계기능

내장카메라를이용한측정지점표시기능

다양한데이터스크린 : dB/온도/스펙트럼

알람리스트검토와리포트생성기능

데이터, 사운드, 이미지저장 기능

계측데이터이력 확인

레이저포인터를이용한위치조준 기능

적외선온도계방사율조정 기능

플랜트의다양한설비에적용가능

미래의 기술, 초음파 상태감시 기술과의 만남

안전하고직관적인효과적검사를통해, 설

비의급작스러운고장과에너지낭비가더

이상발생하지않는다면, 상상할수 없는미

래가펼쳐질것입니다.

UE systems의엔지니어들은,  30년의경험

을 바탕으로, 한 손에 들어오는초음파상태

감시분석 시스템을개발하였습니다.

미래의 기술 Ultraprobe® 15,000



필요한 모든 검사기능이 한 손에!

터치 스크린 기술

스펙트럼분석

계측데이터이력

온도와 dB 표시

카메라

이미지보기와사진 촬영

dB 표시

별도데이터입력

계측기설정

측정경로 보기

측정데이터저장

온도표시(dB 제외)

밸브검사 기능

적외선온도계방사율조정

하드웨어 주요 기능

측면 후면 정면

Ultraprobe® 15,000 을 사용해보지않았다면, 당신은아직 종합적인상태감시검사를경험하지못했다는것입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UE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당신의 검사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터치스크린방식의 Ultraprobe® 15,000 은 어떤 검사라도가능합니다. Ultraprobe® 15,000 은 가볍고, 작동하기쉽

고, 사용이단순하며, 매우 정확합니다. 게다가, 휴대하기쉽게 만들어진컴팩트시스템에는데이터, 이미지, 온도, 

음향을분석하는모든 기능들이들어있습니다.

1. 계측 트리거

2. 배터리팩

3. SD 카드 슬롯

4. 온/오프버튼

5. 헤드폰잭

6. 적외선온도계

7. 레이저포인터

8. 플래시와카메라

화면상에 표시되는아이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터치 스크린 화면 예

데시벨

주파수

레코드번호

감도레벨

응용분야

화면터치를통해 감도, 주파수를변경하거나

아이콘을선택할수 있습니다.

3가지보기형태를제공함

FFT와시간 파형

FFT

시간 파형

장비상에서측정된사운드를보고 분석하며, 

화면상의 이미지와사운드를저장할수 있습니다.

샘플링비율 조정 기능

모든기록은 SD 카드에자동으로저장됩니다. 

(테스트완료 후에는편리하게장비에서카드를제거

하고 UE 시스템의데이터관리 소프트웨어인

Ultratrend DMS 로 다운로드합니다.)

dB 보기

막대그래프로크기 변화가표시됨

온도표시 (℃또는℉)

온도정확성을위한 방사율조정

데이터저장

컴퓨터에측정 데이터와온도데이터를다운로드

사진촬영

측정지점 확대를위한 줌 기능

플래시내장, 온오프가능

이미지데이터저장

측정데이터를이미지에표시하는보고서기능

원터치 방식의 초음파 검사 기술

Ultraprobe® 15,000 은 한 손에 들어오는진정한초음

파 상태감시시스템입니다. 터치 방식은매우 정교한

진보된기술로사용이쉽습니다. Ultraprobe® 15,000 

의 핵심은터치 스크린기술입니다. 이 장비는진정한

“종합검사 시스템”으로, 매우 다양한설비에적용할수

있을뿐만 아니라매우 다양한방법으로사용하는것에

대해놀라실것입니다. 장비의아이콘을터치하면초음

파 검사의새로운세계가열립니다.

메인 화면

스펙트럼 분석 화면

온도 & dB

카메라 화면



Ultraprobe® 15,000 적용 분야

Ultraprobe® 15,000 은 궁극적인검사

시스템이며, 거의 대부분의플랜트설비

에 적용 가능합니다. 간단한터치 스크

린 기술에의해 일상적인검사작업에서

데이터의측정, 분석, 저장이가능합니

다. Ultraprobe® 15,000 와 같이 매우

간단하고강력한시스템을경험해본적

은 없었을것입니다. 주요 적용 분야는

다음과같습니다 .

베어링상태
마찰상태
캐비테이션
기어 / 기어 박스
펌프 / 모터
윤활부족 / 윤활 과다

주요고장 모드 감지와분석

아킹

트래킹

코로나

적용가능한전기설비

스위칭기어

변압기

절연체

릴레이

버스바

Ultraprobe® 15,000 의 사용으로검사 능력이엄청나게향상되는

것에놀랄 것입니다. 또한 Ultraprobe® 15,000 의 사용으로에너지

절감과공장 자산 활용도를높일수 있습니다. 당신이작성한

보고서는, 초음파상태 감시 프로그램이회사의이윤 향상에얼마나

중요한지를, 관리자가이해하는데도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원하는방식으로모든필요한기능을사용하여정확한

검사할 수 있습니다. Ultraprobe® 15,000 는 설비의미래를정확히

예측하고실제적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Ultraprobe® 15,000 사양

밸브
스팀트랩
압축공기
압축가스(O2, NO, etc.,)

누출 감지와 에너지 절약 분야

전기 검사 분야

기계 검사와 경향 관리

초음파 진단은 정확하고 간단합니다!

외 관

회 로

주파수범위

응답시간

디스플레이

사운드녹음

IR  온도

카 메 라

레이저포인터

레이저포인터

메 모 리

배 터 리

작동온도

출 력

프 루 브

헤 드 셋

표 시 창

감 도

측정범위

케 이 스

무 게

전체무게

보증기간

화면모드

관련규격

: 휴대용권총 타입(알루미늄코팅과 ABS 수지)

: SMD 디지털회로와아날로그회로

(온도보정, RMS 회로)

: 20 kHz ~ 100 kHz (1 kHz 단위로조정 가능)

: <10ms

: QVGA 터치 스크린 – 적외선온도계, 레이저포인터

카메라, 스펙트럼분석기

: WAV 파일 형식

: -20 ℃ ~ 500 ℃

: 2.0 메가픽셀

: 유럽 지역 출력< 1mW - 파장 640nm - 클래스 II 레이저

: 기타 지역 출력< 5mW - 파장 640nm - 클래스 IIIa레이저

: 400 포인트저장

: 충전식리튬 이온

: 0 ℃ ~50℃(32℉ ~ 122℉)

: 헤테로다인방식 출력, 데시벨 (dB) 주파수, SD 카드

: 스캐닝모듈과청진봉모듈, 원거리모듈및 RAS-MT

: 고급형방음 헤드폰 – 안전모에장착 가능

: dB, 주파수, 배터리상태, 16단계막대 그래프

: 0.34 bar 에서 0.127 mm 직경의누출을

약 15m 에서 감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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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루미늄케이스가방(55 x 47 x 20 cm)

: 휴대용측정장비 1.1 kg

:  8.6 kg

:  무상보증 1년

: dB(메인화면), 적외선온도계, ABCD

스펙트럼및 응용 프로그램

스펙트럼분석기(스펙트럼, 시간 파형의듀얼 화면)

: 누출 감지 ASTM E1002-2005 요구 사항을충족함

* 누출 상태에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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