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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etrant
Testing 

침투탐상검사

방 법

침투 탐상 검사는 비파괴 검사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검사
방법 중 하나로 부품 등의 표면 결함을 아주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 이다. 침투액, 현상액, 세척액 3종류의 약품을 사용하여 결함
의 위치, 크기 및 지시모양을 관찰하는 검사이다.

특 징

검사 재료에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하다.

적 용

항공,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군수산업, 용접, 연구소등

Penetrant Testing

Method

Liquid penerant inspection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nondestructive evaluation methods.
A liquid peneratnt is applied to surface to be examined and
allowed to enter discontinuities. All excess penerant is then
removed, the part is dried, and a developer functions both as a
blotter to absorb penetrant, and as a contrasting background to
enhance the visibility of penetrant indications. This method is
effective means for detecting discontinuities which are open to
the surface of nonporous metals and other materials.

Fratures

Liquid penetrant inspection can be used to inspect almost any
material provided that its surface is not extremely rough or
porous.
Metal(Aluminum, Copper, Steel, Titanium, etc.)
Glass
Many ceramic materials
Rubber
Plastics

Application

Aerospace, Automotive, Steel Mills, Petrochemical industry,
munitions, Weld part Liquid penerant inspection is used to
inspect for flaws that break the surface of the sample. 
Fatigue cracks, Quench cracks, Grinding cracks, Overload and
impact fractures, Porosity, Laps, Seams, Pin holes in welds,
Lack of fusion or braising along the edge of the bond line.

침투탐상검사

장점

작은 표면 결함에 대해서 감도가 좋다
시험체의 재질에 제한이 없다.
커다란 부품이나 넓은 검사 부위에 대해 검사 비용이 저렴하다.
국부적 검사가 가능하다.
결함 관찰이 쉽다.
스프레이 캔 사용시 이동이 용이하다.

업품목

염색침투탐상제 (용제제거성) 

침투액
현상액
세척액

수세성 염색침투탐상제

수세성 침투액
수세성 현상액

형광침투탐생제

후유화성 형광침투액
수세성 형광침투액
습식현상제
건식현상제
세척액
유화제

침투탐상검사 시스템 장치

침투탐상검사 기자재

Penetrant Testing

Advantages

The method has high sensitivity to small surface discontinuities.
The method has few material limitaions, i.e metallic and 
nonmetallic, and nonmagnetic and conductive and 
nonconductive materials may be inspected.
Large areas and large volumes of parts/materials can be 
inspected rapidly and at low cost.
Part with complex geometric shapes are routinely inspected.
Indications are produced directly on the surface of the part and 
constitute 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flaw
Aerosol spray cans make penetrant materials very portable.
Penetrant materials and associated equipment are relatively 
inexpensive.

Business Field

Super Dye Check(Solvent Removable)

Penetrant
Developer
Remover

Water Washable Liquid Penetrant Testing

Water Washable Penetrant
Water Washable Developer

Fluorescent Liquid Penetrant Testing

Post emulsifiable fluorescent penetrants
Water washable Penetrants
Wet developer
Dry developer
Remover
Emulsifier

Stationary Liquid Penetrant Testing

Materials for Liquid Penetrant Testing

Magnetic Particle Testing _ 2 3 _ Kyung Do Enterprise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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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침투탐상제

특 징

1.모든 시험물에 대해 부식성이 없슴

2.육안으로 발견되지 않는 시험물의 표면의 미세한 결함 검출이 빠

르고 정확함.

3.시험물의 표면의 검사결과를 닦아내지 않는 한 보존됨.

4.Aerosol 제품으로 취급이 간단하여 미숙련자도 용이하게 사용

및 결함 판독이 가능하다.

5.휴대가 간편하여 시험물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다.

6.소규모 단위의 현장에서 경제적이다.

적 용

표면균열, 기공, 누출부위 등

Shrinkage crack, Shrinkage prosity, Coldshut, 피로균열, 기

계가공 균열, 열처리 균열, Seam, 단조겹침, 터짐, 접합부 접합상

태, 용접부 등

Super Dye Check

Feature 

1. Not decays any tested materials

2. Rapid and exact detection of fine surface defects not 

observable with eye

3. Reserving indications on the surface as long as not cleaning

4. Easily usable even by a beginner owing to the aerosol products

5. Aerosol spray cans make penetrant materials very portable.

6. Economical to small quantity and at the field site.

Appliactions

Fatigue cracks, Quench cracks, Grinding cracks, Overload and

impact fractures, Porosity, Laps, Seams, Pin holes in welds, Lack

of fusion or braising along the edge of the bond line

Super Dye Check KIT

한 개의 KIT에는 6개의 캔으로 구성

Pnerant 1can/450㎖

Developer 2can/450㎖

Remover 3can/450㎖

Pnetrant / 침투액

Solvent removable penetrant

KD-PT Aerosol 450㎖/Can

KD-PT Bulk  4ℓ

KD-PT Pail  19ℓ

Aerosol type package : 6 cans/box

Developer / 현상액

KD-DT Aerosol 450㎖/Can

KD-DT Bulk  4ℓ

KD-DT Pail  19ℓ

Aerosol type package : 6 cans/box

Remover / 세척액

KD-RT Aerosol 450㎖/Can

KD-RT Bulk  4ℓ

KD-RT Pail  19ℓ

Aerosol type package : 6 cans/box

가장 손쉽게 검사에 적용할 수 있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거의 모든 재료의 표면결함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으며

선명하고 명료한 지시를 얻을 수 있다.

This is the most easily applicable and the most widely used Method.
With this method, surface defects in articles made of almost all materials can be detected rapid and exactly with clear ind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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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침투탐상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특히 검

사부의 오일, 그리스, 물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침투

제가 잘 침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ne of the most critical steps of a liquid penetrant
inspection is the surface preparation. The surface must
be free of oil, grease, water, or other contaminants that
may prevent penetrant from entering flaws. The same
may also require etching if mechanical operations such
as machining, sanding, or grit blasting have been
performed. These and other mechanical operations can
smear metal over the flaw opening and prevent the
penetrant form entering.

침투탐상제 사용법 / The use of Liquid Penetrant Testing 

1. 전처리

검사부위를 전처리한다.
세척제를 뿌린다.
천으로 닦아낸다

Preclean inspection area.

Spray on Cleaner/Remover.

Wipe off with cloth.

다음단계는 검사 단계 중 가장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한

다. 과잉 도포된 침투제를 처리하며 또한 결함 부위에

침투되어 있는 침투액이 제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This is the most delicate part of the inspection
procedure because the excess penetrant must be
removed form the surface of the sample while removing
as little penetrant as possible from defects. Depending
on the penetrant system used, this step may involve
cleaning with a solvent, direct rinsing with water, or
first treating the part with an emulsifier and then rinsing
with water.

3. 제거처리 (세척) 

걸레에 세척제를 뿌려 표면을
닦아낸다.

Spray on Cleaner/Remover 

on wipeing towel and wipe 

surface clean. 

표면을 깨끗이 하고 잘 건조되면 침투액을 검사 부위에
도포를 한다. 이때 침투제이 검함부위에 침투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Once the surface has been thoroughly cleaned and dried,
the penerant material is applied by spraying, brushing, or
immersing the part in a penetrant bath.

The penetant is left on the surface for a sufficient time to
allow as much penetrant as possible to be drawn from or
to seep into a defect. Penetrant dwell time is the total time
that the penetrant is in contact with the part surface.
Dwell times are usually recommended by the penerant
producers or required by the specification being followed.

The times very depending being inspected, and the type of defect being inspected for. Minimum dwell tines typically range form 5 to
60miutes. Generally, there is no harm in using a longer penetrant dwell time as long as the penetrant is not allowed to dry. The ideal
dwell time is often determined by experimentation and may be very specific to a particular application

2. 침투처리

침투제를 도포한다.
침투제가 침투할 시간을 준다.

Apply Penetrant.

Allow short penepration 

period.

현상액을 얇고 균일하게 뿌린다. 이때 침투제이 표면으

로 나와 지시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보통 현상에 필요

한 시간을 10분 정도이며 미세한 크랙의 경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A thin layer of developer is then applied to the sample
to draw penetrant trapped in flaws back to the surface
where it will be visible. Developers come in a variety of
forms that may be applied by dusting(dry powdered),
dipping, or spraying(wet developers).

The developer is allowed to stand on the part surface for
a period of time sufficient to permit the extraction of the
trapped penetrant out of any surface flaws. This
development time is usually a minimum of 10 minutes.
Significantly longer times may be necessary for tight
cracks.

4. 현상처리

현상제를 얇고 균일하게
뿌린다.

Spray on the thin, uniform 

film of developer.

마지막 단계로 표면의 현상제와 침투제를 닦아 낸다.

The final step in the process is to thoroughly clean the
part surface to remove the developer form the parts that
were found to be acceptable

6. 후처리

검사부위의 침투제 및
현상제를 세척제로 직접뿌려
세척한다.

Clean the penetrant and 

developer using the 

cleaner/remover 

on inspection area.

결함을 관찰한다.

Inspection is then performed under appropriate lighting
to detect indications from any flaws which may be
present.

5. 관 찰 (판독) 

판독한다. 결함이 흰색의
현상제를 배경으로
붉은선으로 나타난다. 

Inpect. Defects will show as 

bright red lines in white 

develper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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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성 침투 탐상제 / Super Dye Check WP-D

수세성 SUPER DYE CHECK는 침투액을 물로 세척할 수 있으므

로 대량검사에 용이하며 공정 중 계속 검사에 적합하다

It is good for application to a large quantity of parts for
continuous testing during processes.

제품안내
Penetrant(수세성 / Waterwashable Type)
수동 라인용 침투액 WP-D 18ℓ/CAN

수세성 침투 탐상제 / SKL-WP(MAGNAFLUX)

일반용 수세성 침투 탐상제

현장제 : SKD-S2 & ZP-5B

General purpose water washable penetrant.

Packing

- 1Gallon Containers

- 4Gallon Pail

- 55Gallon Drum

- Aerosol can/16oz

자동 PT-Line (Model: Kpp-DB) 반자동 PT-Line (Model: PRI-1000)

형광침투탐상제

적 용

항공기, 자동차 전자부품 등 고도의 품질을 요구하며, 다량 검사일
경우와 발전소, 해양 PLANT 등 연속적인 공정 중 검사나 가동 중
검사 등 그 품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Flourescent Penetrant

Appliactions

Application of includes the articles that require high quality and

have large quantity such as aircraft, automobile and electronic

parts, and the ones that require continuous in process testing or in

operating such as power plant off-shore plant.

Fluorescent Penetrant는 표준화 산업의 침투탐상검사에 적합하다. 모든 고체 표면 검사 시 표면이 열려있는 재료의 결함을 검출할 수

있으며 강도 높은 자외선을 조사하여 일반 침투탐상법에서 놓치기 쉬운 결함을 정확하게 검출한다.

Fluorescent penetrant test is proper to the penetrant testing of standardization industries. Fluorescent penetrant test makes it possible
to detect openings on any surface of solid. Under high intensity black light defects, that can be missed with normal penetrant test
testing, are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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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rescent Penetrant는 모든 고체 표면에 열려 있는 결함, 검출을 정확하게 검출한다.

- 형광침투 탐상제는 에어졸 및 액체 형태로 이용 가능하다.

- 각종 산업현장에 맞도록 다섯 단계의 레벨로 구분된다.

- 수세성, 후유화성, 세척제, 현상제

ZYGLO is an extremely sensitive fluorescent penetrant inspection method that reveals cracks and other surface

discontinuities in virtually and non-porous metral.

- ZYGLO is vailable in aerosols and liquid form.

- Five sensitivity levels to satisfy military, industry or company specification.

- Water wash and post emulsifiers, removers and developers.

* Penetrant Sensitivity Levels / 감도레벨
Level½-Ultra low.       Level1-low.        Level2-Medium.        Level3-High.        Level4-Ultra high

검사 부위를 세척제를 이용하여 천으로 닦아낸다.

Preclean inspection area. Spray on Cleaner/Remover.   
Wipe off with cloth.

형광 침투제를 검사 부위에 적용하며 침투제가 결함에 침투할 시간적 여유를 준다.

Apply penetrant. Allow short penetration period

세척제를 사용하여 검사 표면을 천 등으로 닦아낸다.

Spray Cleaner/Remover on wiping cloth and wipe surface clean.

현상제를 얇게 도포하고 약간의 현상 시간을 준다.

Apply a thin film of developer. Allow short developing period. For rough surface, daub
on dry developer

블랙라이트를 이용하여 검사부위에 결함을 찾는다.

Inspect under black light. Cracks and lack of bond will show as g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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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rescent Penetrant Inspection - ZYGLO Water Washable Flourescent Penet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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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 침투 검사 사용법 / How to use

ZL-15B Level ½ Exhibit excellent washability for casting and rough surfaces
주조품이나 거친 표면에서의 세척이 용이

ZL-19 Level 1
Higher brightness and sensitivity than ZL-15B
ZL-15B 보다 높은 밝기 및 감도

ZL-60D Level 2
Exhibits excellent washability for casting and rough surfaces
주조품이나 거친 표면에서의 세척이 용이

ZL-67 Level 3
Provides an excellent combination of sensitivity and washability
뛰어난 감도 및 세척

ZL-56 Level 4
Ultra-high sensitivity penetrant for critical applications
중요 적용에서의 매우 뛰어난 감도

5 Gallon pail

20 Gallon Drum

55 Gallon Drum

Product Sensitivity Description Packing

수세성 형광 침투제 / Water Washable Flourescent Penetrants

ZL-2C Level 2
General purpose, normal sensitivity peneratnt
일반 목적의 침투제

ZL-27A Level 3
High sensitivity penerant 
높은 감도의 침투제

ZL-37 Level 4 Ultra-high sensitivity penetrant for critical applications
중요 적용에서의 매우 뛰어난 감도

5 Gallon pail

20 Gallon Drum

55 Gallon Drum

Product Sensitivity Description Packing

후유화성 형광 침투제 / Post Emulsifiable Fluorescent Penetrants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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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제, 유화제, 세척제 / Developer, Emulsifiers and Removers 침투탐상검사 시스템 / Stationary Liquid Penetrant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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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P-4B Dry Powder
General purpose white powder 10Lb, 20Lb
흰 분말의 일반용 현상제

ZP-5B Water suspendible
Improved water soluble developer

25Lb물에 잘 녹는 현상제

ZP-9F Non-Aqueous

Excellent contrasting background for penetrants.

5Gallon pail
Low sulfur and halogens and contains no chlorinated 
hydrocarbons
어두운 배경에서 침투제에 대해 명확한 태조

ZP-14A Water Soluble General purpose water-soluble developer
20Lb, 50Lb일반용으로 물에 희석하여 사용

Product Type Description Packing

현상제 / Developers

ZE-4B Lipophilic emulsifier
General purpose lipophilic emulsifier. 
Meet major specifications for sulfur and chlorine content
일반용의 친유성 유화제

ZR-10B Hydrophilic emulsifier
General purpose hydrophilic remover
일반용의 친수성 제거제

SKC-S
Solvent Cleaner

General purpose cleaner. Non-Chlorinated. Flammable. 
Meets major requirements for major specification
일반용 크리너

SKC-HF
High Flash point. Low odor cleaner
높은 인화점, 냄새가 적은 크리너

5 Gallon pail

20 Gallon Drum

55 Gallon Drum

Product Type Description Packing

유화제, 세척제 / Emulsifiers and Removers

침투탐상검사 시스템은 피검사체의 크기, 무게, 모양 그리고 기타 다른 특성에 따라서 장비의 성능 및 형태가 결정된다. 

침투탐상시스템은 대량의 제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한 장치이다. 피검사체 검사에 가장 효율적인 설계로 작업시간을 단축

하여 생산성 증대 및 일부 공정을 자동화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시스템은 피검사체의 사양과 설치 작업장의 구조에 따라 설

계되어진다.

Stationary liquid penetrant testing is proper to the penetrant testing of standardization industries. The stationary liquid penetrant
used in liquid testing varies in size, layout and arrangment with the requirements of specific test. The size of the system is largely
dependent upon the size of the test specimen. Stationary liquid penetrant testing makes it possible to detect openings on any surface
of solid. Under high intensity black light defects, that can be missed with normal pentrant testing, are detected.

V 방법

F 방법

D 방법

V

F

DV

DF

염색 침투액을 사용하는 방법

형광 침투액을 사용하는 방법

이원성 염색 침투액을 사용하는 방법

이원성 형광 침투액을 사용하는 방법

명 칭 방 법 기 호

사용하는 침투액에 따른 분류

건식현상법

습식현상법

속건식현상법

특수현상법

무현상법

D

A

W

S

E

N

건식 현상제를 사용하는 방법

수용성 현상제를 사용하는 방법

수현탁성 현상제를 사용하는 방법

속건식 현상제를 사용하는 방법

특수한 현상제를 사용하는 방법

현상제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

비고 : 건식현상법, 수용성 현상제를 사용하는 습식현상법 및
무현상법은 V방법의 시험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명 칭 방 법 기 호

현상방법에 따른 분류

방법 A

방법 B

방법 C

방법 D

A

B

C

D

수세에 의한 방법

기름베이스 유화제를 사용하는 후유화에 의한 방법

용제 제거에 의한 방법

물베이스 유화제를 사용하는 후유화에 의한 방법

명 칭 방 법 기 호

잉여침투액의 제거방법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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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염색 침투 탐상기 / Manual Type 형광침투 탐상기 / Grill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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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사양(Specifications)

1. 형식 / Type: 후 유화성 속건식 형광침투 탐상법 Penetrant testing system

2. 이송방식 / Moving Method:Power immersion Grille&Free Roller,Drive Roller

3. 이송테이블 높이 / Moving table : 980㎜

4. 유틸리티 / Utility : ▶전기 - 3Ø380V 60Hz 120KW 180Ampere

▶압축공기 - 5bar 20A

▶공업용수 - 1Kg/㎠ 20A

5. 설비사양

본 장비는 Power Immersion Grille의 Free Roller구동으로 동작하는 대형 침투 탐상기이다.

전처리공정 및 본공정을 연속으로 작업진행하며 속건식 현상을 적용한다. 필요에 따라 약품의 초기소모량을 줄이기 위하여 별도의

보조탱크(약품)들을 옵션사항으로 선정할 수 있다.

This unit is a large penetrant testing system which operates by driving of a free roller of the power immersion grille. Works such as
pre-treatment process and main process are consecutively processed, and consecutive drying development is applied. Separate
auxiliary tanks (chemicals) may be selected as option in order to minimize the initial consumption of chemicals if necessary.

용량/Capacity 히터/Heater     기능/Function

2.0ton 10Kw            자동온도 ,ElapsedTime

2.0ton 10Kw “

2.0ton 10Kw “

180㎠ 18Kw       자동온도,ElapsedTime,Drive Roller

800ℓ 자동온도 ,ElapsedTime

800ℓ “

800ℓ Black Light

180㎠ 18Kw       자동온도,ElapsedTime,Drive Roller

630㎠ Fan, Black Light

50ℓ 6Kw Chemical Pump

200ℓ 10Kw Pump, Heating

구 분 / Station

알칼리세척 / Alcary cleaner

중화 / Neutralization 

전처리세척 / Pre-Cleaner

전처리건조 / Dryer

침투 / Penetrant

유화 / Emulsifier

세척 / Cleaner

건조 / Dryer

검사 / Inspection

침투,유화보조탱크/ Penetrant

온수공급장치 / Warm water

본장비는 수작업에 의한 소형 부품류 및 샘플링, 교육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적용 방법에 따라 형광, 침투 및 염색 침투 작업방법에 따라

침적법 및 스프레이 방법등이 가능한 소형 침투 탐상기이다.

This unit is manufactured for small parts, sampling and education by manual work and is small immersion detector allowing
deposition method and spray method according to fluorescence, immersion and dye immersion method on the application method.

장비사양(Specifications)

1. 형식 / Type: 습식 형광 침투 탐상법 Wet fluorescent penetrant inspection method

2. 이송방식 / Moving Method: 수작업(소형 바스켓) Manual Moving(Small basket)

3. 이송테이블 높이 / Moving table : 800㎜

4. 유틸리티 / Utility : ▶ 전기 - 1Ø220V 60Hz 2KW 5Ampere

▶ 공업용수 - 1Kg/㎠ 15A

5. 설비사양

장치크기 / Size 주요사양 / Main Specification

500×500×300㎜ Grille 접이식 도어

500×500×300㎜ Water Grille 접이식 도어

500×500×300㎜ Grille 접이식 도어

500×500×1500㎜ 전열히터 1.2Kw Fan 45w

600×600×2,100㎜ BL-100w Spot Lamp 100w 환풍기 35w 1대

구 분 / Station

침투장치 / Penetrant

세척 / Cleaner

현상 / Developer

건조 / Dry

검사실 /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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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 탐상기 / Robot Type 형광침투 탐상기 / Grill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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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사양(Specifications)

1. 형식 / Type: 염색침투 탐상법(Color Check)

2. 이송방식 / Moving Method: Power Roller Conveyor & Mat Conveyor

3. 이송테이블 높이 / Moving table : 1,050㎜

4. 유틸리티 / Utility : ▶ 전기 - 3Ø440V 60Hz 50KW 100Ampere

▶ 압축공기 - 6bar 25A

▶ 공업용수 - 2㎏/㎠ 25A

▶ GAS - 0.5㎏/㎠ 25A

5. 설비사양

장치크기 / Size 주요사양 / Main Specification

3,150×3,000×2,400㎜ Fanuc 6축 Robot Mist Collector 3.7Kw SUS Ø60 Roller, Mat

2,800×1,000×2,100㎜ 온수공급기 300L Water Nozzle SUS Ø60 Roller

1,250×1,200×2,100㎜ IN/OUT Door Air Nozzle SUS Ø60 Roller

3,200×3,600×2,100㎜ Gas Burner Gas Detector SUS Ø60 Roller

1,150×480×1,050㎜ Standby Stopper Work Correction Mat Conveyor

2,000×3,000×2,400㎜ Fanuc 6축 Robot Dust Collector 3.7Kw SUS Ø60 Roller

2,200×600×2,000㎜
Color Touch Panel PLC(CPU-07H) Level, Temperature
(GT-80T) Hitachi Tower Lamp, Speaker phone

구 분 / Station

침투장치 / Penetrant

세척장치 / Cleaner

에어브로 / Air Blow

건조장치 / Dryer

현상대기장치 / Standby Developer

현상장치 / Developer

전기제어장치 / Electric control

본 장비는 침투와 현상은 로봇으로 스프레이 시키고 Roller Conveyor와 Mat Conveyor 구동으로 동작하는 Color Check 이다.

모든 공정은 자동화로 진행되며 스프레이 방식이므로 별도의 집진설비(Mist. Dust Collection)등이 필요하다.

This unit is a penetrant testing system color checker which sprays immersion and deveiopment using a robot and operates by
driving of a roller conveyor and mat conveyor. Since all processes are performed by automation on the spray method, separate dust
collection facilities (mist, dust collection) etc are required.

본 장비는 Power Immersion Grille의 Free Roller구동으로 동작하는 탐상기이다.

침투 유화후 1차세척, 2차세척 등을 행하며 건조, 건식현상 등으로 이루어진다. 필요에 따라 건식현상 대신 공정을 바꾸어 습식현상

사용이 가능하다.

This unit is an immersion penetrant testing system which operates by driving of a roller on the power immersion grille. After
immersion and emulsification, it performs the first cleaning and the second cleaning, etc and such work consists of dry and drying
development, etc. Wet development is available on changed process instead of drying development if necessary.

장비사양(Specifications)

1. 형식 / Type: 후 유화성 건식 형광침투 탐상법 Penetrant testing system

2. 이송방식 / Moving Method: Power Immersion Grille & Free Roller Conveyor 

3. 이송테이블 높이 / Moving table : 980㎜

4. 유틸리티 / Utility : ▶ 전기 - 3Ø220V 60Hz 15KW 70Ampere

▶ 압축공기 - 6bar 15A

▶ 공업용수 - 1㎏/㎠ 15A

5. 설비사양

장치크기 Size 주요사양 Main Specification

1,200×1,190×980㎜ Immersion Grille 2단 접이식 도어 SUS Ø50 Roller

1,200×1,190×980㎜ Immersion Grille 2단 접이식 도어 SUS Ø50 Roller

1,200×850×980㎜ Black Light 100W Water+Air Nozzle SUS Ø50 Roller

1,200×850×980㎜ Black Light 100W Water+Air Nozzle SUS Ø50 Roller

1,840×850×1,580㎜ 전열히터 10Kw 열풍 팬, 디지털온도계 SUS Ø50 Roller

1,200×1,050×980㎜ 건식현상도포기 Dust Collector 3.7Kw SUS Ø50 Roller

1,900×1,400×2,130㎜ Black Light 400W Spot 300W 환풍기 35W 2대

구 분 Station

침투장치 / Penetrant

유화장치 / Emulsifier

세척장치(1차) / 1th Cleaner

세척장치(2차) / 2th Cleaner

건조장치 / Dryer

현상장치 / Developer

검사실 /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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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침투 탐상기 / Hoist Type 악세서리 / PT 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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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비는 Hoist와 Free Roller구동으로 동작하는 탐상기이다.

비교적 소형의 침투탐상기로서 호이스트 및 수조작에 의한 바스켓에 의해 소재를 이송한다. 건조기는 자동이송되는 Drive Roller

를 채택하 습니다.

This unit is a penetrant testing system which operates by driving hoist and free roller. It is a relatively small immersion detector
and feeds material by a basket using a hoist and manual operation. A driver riller automatically fed is adapted as a dryer.

장비사양(Specifications)

장비사양(Specifications)

1. 형식 / Type: 후 유화성 건식 형광침투 탐상법 / Post emulsifiable flourescent penetrant method

2. 이송방식 / Moving Method: Hoist & Free Roller Conveyor, Drive Roller 

3. 이송테이블 높이 / Moving table : 950㎜

4. 유틸리티 / Utility : ▶ 전기 - 3Ø380V 60Hz 20KW 60Ampere

▶ 압축공기 - 6bar 15A

▶ 공업용수 - 1㎏/㎠ 15A

5. 설비사양

장치크기 / Size 주요사양 / Main Specification

500×700×950㎜ 전열히터 3Kw 2단 접이식 도어 Dipping type

500×700×950㎜ 전열히터 3Kw 2단 접이식 도어 Dipping type

700×700×950㎜ 온수탱크 10 Kw Water+Air Nozzle Air Blow

700×700×1,750㎜ Spray Gum 열풍 팬, 디지털온도계 우레탄Ø60 Roller

600×700×1,200㎜ 전열히터 10Kw 열풍 팬, Drive Roller

800×1,200×1,900㎜ 건식현상도포기 Dust Collector 2.2Kw 우레탄 Ø60 Roller

2,200×500×2,500㎜ Black Light 400W Spot 300W 환풍기 35W 2대

3,100×750×2,800㎜ 상, 하 0.75Kw 2 단속도 좌, 우 0.4Kw 0.5 Ton type

구 분 / Station

침투장치 / Penetrant

유화장치 / Emulsifier

세척장치(1차) / 1th Cleaner

세척장치(2차) / 2th Cleaner

건조장치 / Dryer

현상장치 / Developer

검사실 / Inspection

호이스트 / Hoist

BD-70(Black Light)

특 징 / Feature

1. 경량의 이동식 장비로 이동이 용이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2. 손잡이는 열에 강하고 튼튼한 프라스틱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3. SPOT형 램프를 사용하여 국부의 탐상용으로 사용합니다. 
4. 높은 강도의 자외선을 방사하므로 200Lux이하의 자연광이하에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5. 트랜스 방식으로 고휘도의 자외선을 방사합니다. (6,500μW /Cm²)
6. 완전 조립식 Type이므로 경량이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7. 작업등이 부착되어 있어 작업 효율성을 증가 시켰습니다.

1. As light and movable equipment, designed conveniently to move and use.
2. Handles are manufactured with a strong plastic material with strong heat-resist. 
3. Used to detect partial flaw by using a spot type of lamp.
4. Workable even under natural light below 200Lux because it emits U/V light 

with a high strength. 
5. It emits U/V ray with high brightness via TRANS-method (6,500μW /cm2).
6. As complete assembly type, this product is light and has excellent durability. 
7. A work lamp adhered enables to improve work efficiency.

BD-100A(Black Light)

전원 / Power
자외선 강도 / UV Intensity at center
파장 / UV wave length
램프 / UV Source
램프 수명 / Lamp life
크기 / Dimension
무게 / Weight

AC220/110V  50/60Hz  70w
6,500 ㎼ /㎠
365㎚
70W Metal Halide 
About 1500Hours
270(L) X 150(W) X 210(H)㎜
7.5㎏ (Including cables)

사 양 / BLACK LIGHT BD-70 Specifications

특 징 / Feature

1. 기존 BD-100의 개량형으로 더 작고 가볍게 디지인되었습니다.
2. 이동식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게 소형의 등기구와 Trans Case를 개선하 습니다. 
3. 플라스틱 손잡이를 사용하여 램프의 열이 작업자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 습니다.
4. 전원선 및 램프 캐이블을 콘넥터 처리하여 고장 시 수리하기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5. 높은 자외선 강도로 200Lux 이하의 일반광에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1. As an improved type of the existing BD-100, designed in a small and light form.
2. Small lamp devices and TRANS Case are improved conveniently to move and use.
3. Designed so that heat of a lamp is not transferred to workers using a plastic handle.
4. Designed conveniently to repair through connector handling 

of power cables and lamp cables.
5. Workable even under natural light below 200Lux  because it emits U/V light 

with a high strength. 

전원 / Power
자외선 강도 / UV Intensity at center
파장 / UV wave length
램프 / UV Source
램프 수명 / Lamp life
크기 / Dimension
무게 / Weight

AC220/110V  50/60Hz (110V-Option) 
5,500 ㎼ /㎠
365㎚
100W Metal Halide (Spot type)
About 1500Hours
325(L) X 170(W) X 225(H)㎜
9.0㎏ (Including cables) 

사 양 / BLACK LIGHT BD-100A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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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2000(Black Light)

Faceshield, Spectacles, Goggles

눈과 얼굴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Eye and face protection is essential for ultraviolet sources. 

Spectacles : Dimensions: 2"H x 6"W
Goggle Dimensions: 3"H x 6"W 
Faceshield Dimensions: 17"Dia x 8.25"H

특 징 / Feature

1. 전자식 안전기를 사용하여 UV-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2. 램프수명은 UV-강도 조정에 따라 2500-5000시간까지 사용합니다
3. 별도의 암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형광침투 및 자분탐상 검사에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5. 이동과 사용이 간편합니다.
6. 냉각펜 부착으로 고온을 방지하여 램프의 수명이 30% 향상되었습니다

1. Able to adjust U/V illumination using an electronic stabilizer. 
2. Lamp can be used up to 2500-5000 hours depending 

on adjustment of violet ray strength. 
3. A separate darkroom not required.
4. Ideal product for fluorescent penetration or magnetic particle detection test. 
5. Convenient to move and use.
6. The life of a lamp is improved by 30% by prevention of high 

temperature with adherence of the cooling fan. 

전원 / Power Supply
안정시간/ Time to be steady-state
파장/ UV Wavelength
자외선강도/ UV Intensity at Center 
램프/UV Source
램프 수명 / Lamp life
크기/ Dimensions
무게/ Weight

AC220/110V  50/60Hz  420w
4minutes
320~400㎚
12,000㎼/㎠
400-Watt Metal Halide Bulb
About 1500Hours
250(W) X 380(D) X 370(H)㎜
10㎏

사 양 / AR-2000 Specifications

디지털자외선 강도측정기 / DM 365 XA (Digital Ultraviolet Meter)

아날로그 자외선 강도측정기 J221(Analogue Ultraviolet Meter)

특 징

±5%의 정확도
NDT, QC에서 이상적 검사
각종 규격에 부합
읽기 쉬운 LED 화면
방수처리

Feature
Provides unmatched overall accuracy of better 
than ±5%, traceable to NIST
Ideal for NDT and QC inspections
Complies with both MIL and ASTM standard
Easy-to-read LED display
Water/liquid-resistant

아날로그 타입의 정확한 블랙라이트 강도측정기

장파장 센서 셀, 감쇄 스크린, 콘트라스트 필터와 휴대 사용을 위한 연장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Accurately measures black light intensity
Includes longwave sensor cell, reduction screen contrast filter and
extension cord fixture for portable use. 

Dimensions: 76H x 76D x 76W mm   Weight: 0.25kg 

70F

100F

400F

UV Lamp - Bulb 400W/FDA

UV Lamp - Bulb 100W/FDA

UV Lamp - Bulb 70W/FDA

화면 / Dispaly : 3 1/2 LCD display
측정범위 / Range : 0~20,000Lux

20, 200, 2,000, 20,000Lux/4step
정 도 / Accuracy : ±3%rdg ±0.5%f.s 

(±4%rdg ±10dgt>10,000Lux)
Measuring rate : 2.0times/sec
전원 / Power : 9Volt battery(200시간-Alkaline battery)
크기 / Size : 135(L) X 72(W) X 33(H)㎜
무게 / Weight : 250g (밧데리 포함)

자외선조사등필터 / Filters 자외선조사등전구 / Bulbs 조도계 TES-1330A(Lux Meter)

Display
Conversion Rate
Resolution
Temperature Coefficient
Case Dimensions
Weight 

4½ digit LED
3 readings per second nominal
1 part in 1,999
±(0.025% of reading +0.1digit)/℃(0 to 50℃)
18.4(L) × 8.9(W) × 5.1(H)㎝
0.45㎏

사 양 / Specifications

SUV-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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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세서리 / PT Acc. 침투탐상 폐수 처리 시스템 / Wastewater Treatment System

본 장치는 공정에서 배출되는 형광폐수를 농축하여 처리수는 방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방류하는 장치이다. 또한
고 농축된 폐수는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형물질이나 미립자등
을 전처리 필터에서 제거하고 삼투막에 고압으로 공급하여 역삼투 원리에 의하여 원수중의 유기, 무기질, 미세한 이
물질 이온성분 등을 제거하여 청수를 생산하는 장치이다. 농축된 형광폐수는 특정 폐기물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This unit is a device that accumulates fluorescent waste water discharged from the process and
discharges generated water according to the discharge standards. Highly accumulated waste water is
expected to reduce environment pollution as well as reduce processing expenses. This unit is a device to
make clean water by removing organic or inorganic materials, and minute foreign materials and ion
components in the original water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reverse osmosis by removing solids or
fine-grain, etc from the pre-treatment filter and supplying high pressure to the permeation film. The
accumulated fluorescent waste water is processed as discharge wastes according to the existing method.

폐수 처리 능력

▶ 처리유량 : 2,000L/24시간

▶ 처리수질 : BOD: 10ppm 이하

COD: 10ppm 이하

SS: 10ppm 이하

▶ 원수수질 : BOD: 10000ppm 이하

COD: 10000ppm 이하

SS: 5000ppm 이하

▶ 작동압력 : 전 처리장치: 3-4kg/㎠

폐수처리장치: 8-15kg/㎠

▶ 작동온도 : AMB(0 ~ 40℃)

▶ 공급유량 : 전 처리장치: Max 2.0㎥/hr

폐수처리장치: Max 2.0㎥/hr

▶ 부대장치 : 압력계: Pressure Gauge

압력스위치: High Pressure Switch

유량계: Flow Indicator

수질측정기:Conductivity Transmitter 

밸브: Auto Valve

Storage Tank Material : LLDPE
(TK-01) Size : 570 W X 570 L X 760 H (200L)

Cleaning Tank Material : LLDPE
(KT-02) Size : 480 W X 480 L X 620 H (100L)

Wastewater Tank Material : LLDPE
(KT-03) Size : 570 W X 570 L X 760 H (200L)

Micro Filter
Material : P.E

(EQ-01)
Pore Size : 0.2Micron
Housing Size : 20”
Type : Vertical Cartridge Type

Membrane & Vessel
Type : Thin film composite

(EQ-02)
Operating Pressure : 3kg/㎤
Vessel Pressure : 150psi

Pre Filter
Material : STS304

(EQ-03)
Pore Size : 50Micron
Housing Size : 30”
Type : Vertical Cartridge type

Filtered Water Pump
Type : Vertical

(P-01)
Maker : Grundfos
Power : 220V/60Hz, 0.37kw

Heater Power : 220V/60Hz, 1kw

Skid
Size :  600 W X 600 L X 1600 H
Material : 특수 당사 전용 금형제품
Total Power : 3kw

구성 및 사양 / Specifications

◆ 폐수처리과정도
procedere of wastwater treatment

A형 비교 시험편 / Aluminum Test Block

침투재료들의 감도를 비교하기에 편리한 방법.
신규 자재 또는 입고자재와 재고자재들을 비교하여 균일성을 확인.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Article6,
Secton T-662의 교격만족.

Effective to detect surface flaw such as bearing, crank shaft,
welding and surface. etc as black magnetic particle mixed with oil
Effective to detect surface flaw such as bearing, crank shaft,
welding and surface. etc as black magnetic particle mixed with oil

- A형 비교시험편 (14755 Aluminum Test Block)
Cracked aluminum block compares sensitivity of different
penetransts or sensitivity of new and old penetrants.

NiCr 비교 시험편 / NiCr Test Panel

Al(A형) 비교시험편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나 보다 정 한 구별을 위해 미세하
게 조정된 크랙 넓이를 가짐. 시험편 짝은 처리변화의 효과를 조사할 수 있
게 해줌. 크랙의 폭은 50,30,20,10 미크론이 있음. 
- 10 미크론 시험편 (matched pair)
- 20 미크론 시험편 (matched pair) 
- 30 미크론 시험편 (matched pair) 
- 50 미크론 시험편 (matched pair)
- 위의 사이즈 4종목 모두 모은 세트.
- NiCr 비교시험편 (NiCr Penetrant Test Panels)

The NiCr penetrant test panels are ideal penetrant sensitivity comparators.
Functionally similar to aluminum test block, but with finely controlled crack
widths for greater discrimination.
Matched pairs of panels permit studies of effects of process changes.
- One pair of NiCr 10micron panels
- One pair of NiCr 20micron panels
- One pair of NiCr 30micron panels
- One pair of NiCr 50micron panels
- NiCr panel set contains one pair of 10, 20, 30 and 50 micron crack size.

TAM 시험편 / TAM Panel

조합시험편은 침투처리 과정 전체의 적정성과 감도를 검사함.
4" X 6"의 스텐레스강 시험편은 세척법의 완전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거친 표면과 거친 것부터 아주 미세한 표면의 것까지 5개의 별모양
결함이 만들어져 있는 크롬 부위가 있다. 발견된 결함의 등급에 의해
서 침투제의 감도와 처리제어의 적정성을 알 수 있다. 
-TAM 시험편 (TAM Panels)

4" X 6" stainless steel panel monitors both sensitivity and
washability of penetrant process.
Includes a rough surface for washability testing, plus a polished
chrome section with 5 ¡ start¡– shaped defects ranging in size
from coarse to extremely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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