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cerMate CS

리크 위치 검사 시스템
CTS 및
INFICON 조합
장치
더욱 빠르고, 안
전하고 깨긋한
리크 위치 검사
솔루션

트래이서 매이트 CS
자동 제어 테스트

INFICON Sentrac
수소 가스
리크 디텍터

Providing world-class leak test and assembly verification solutions to industries around the globe.

TracerMate CS

Leak Location System
트래이서 매이트 가스 챠지 테스트 시스템
신시내티 테스트 시스템즈는 인피콘과 공동으로 저비용의 대기중 리크 위치 검사 팩키지를 출시
하였습니다. 이 콤보 팩키지는 탁상형의 트래이서 매이트 CS 가스 챠지 시스템과 인피콘 센트랙
수소 리크 디텍터를 포함합니다. 트래이서 매이트 장치는 진공형성, 가스충진 그리고 내장된 공압
장치를 통해 완전한 테스트 시퀀스를 관리 및 수행하는 장치 입니다. 센트랙 수소 가스 리크 디텍
터는 넓은 범위의 테스트 감도를 제공하여, 대리크, 중리크 및 미세리크를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개 장치의 조합은 핸드-헬드-프루브 사용과 더불어 리크를 추출하고 위치를 찾아내
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프루브는 제품 주변 공기 속의 수소 레벨을 PPM (parts per million)단위로
모니터링 합니다. 본 트래이서 매이트 리크 로케이션 시스템은 5%의 수소와 95%의 질소 혼합 가
스를 사용합니다.

Spotlight Features

Typical Applications

 수소와 질소 혼합가스 사용 (포밍 가스)

 수몰 방식의 대체 또는 수리 공정에서
리크 위치를 찾기 위한 넓은 범위의 감
도가 제공 됩니다.

 트래이서 매이트와 센트렉은 빠른 셋업을
위해 미리 세팅된 상태로 제공 됩니다.
 리크 위치를 찾기위해 제공되는 감도는
1x10-5 입니다.
 인피콘 센트렉 장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 없음.
 출시 특가가 제공 됩니다.

 리크량 타겟 범위:
0.05 sccm ~ 수백sccm
 1x10-5의 감도 제공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도록 구성 ;

 리크 위치를 찾기 위한, 세미 오토 방식의
턴키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Supporting Options
 진공 펌프

- 자동차
- HVAC/R
- 트럭/운송기기/오토바이 및 산업용 중장비
- 농기계/잔디깍기
- 우주 항공
- 기타 다양한 산업분야 적용 가능!

 이동시 작업대
 빠른 테스트 셋업을 위한 CTS Connect™ 피팅
 장비 검교정 용 리크 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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