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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 Dolphin G3

적용분야

기존 비파괴 검사 방식들은 열교환기 또는 보일러 튜브 

검사 시, 튜브 내부로 센서를 진입시켜 검사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 방법은 속도가 느리고 고장이 잦으

며 튜브의 구성, 크기, 재질에 따라 제약을 받을 뿐 아니

라 검사 엔지니어의 기술 숙련도에 의존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음향 펄스 반사 측정 (APR) 특허기술을 활용한 어쿠스

틱아이의 돌핀 프로브를 이용하면, 튜브의 크기, 형태, 

재질과 무관하게 모든 튜브를 빠르게 검사할 수 있습니

다

모든 튜브를 언제나 손쉽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초고속 비트 래버스식 튜브 검사

음향펄스 반사측정 (APR) 특허기술을 활용한 어쿠스틱아이 돌핀 프로브를 이용하면, 튜브의 크기, 형태, 재질과 무

관하게 모든 튜브를 빠르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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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튜브를 빠르고 손쉽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돌핀은 최첨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한 통합형 NDT 시스템으로, 열교환기 튜브의 검사 및 모니터링 

방식을 혁명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담당 기술자들이 검사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

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완전 통합형 시스템은 콤팩트한 초소형 하드웨어 측정기와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여러 어댑터를 갖추고 있어 

튜브 사이즈에 따라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있습니다. 0.45” 직경의 튜브부터 4” 직경을 가진 튜

브까지 모두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측정기는 튜브 안에 음향 펄스를 주입하여 되돌아오는 반사 신호를 수

집하며, 이 신호들은 어쿠스틱아이의 혁신적인 신호처리 알고리즘에 기반 한 최신형 소프트웨어와 연결되어 

자동적으로 처리, 해석됩니다. 또한 고객은 사용자 편의적 보고서를 통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그 발생 위

치와 사이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콤팩트 한 초소형 측정기 - 변환기와 마이크로폰 그리고 소스 튜브의 완전 조립체로 구성된 돌핀의 콤팩트 초소형 측정기는 

튜브 안에 음향펄스를 주입하고 되돌아오는 반사 신호를 수집합니다. 측정기는 모든 직경의 튜브에 꼭 맞는 어댑터와 함께 

제공됩니다. 

∙ 워크 플로우 관리 - 표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는 매핑, 파라미터 입력, 측정, 보고서 작성 및 검증, 

최종 보고서 작성 등에 이르는 모든 작업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직관적 GUI - 스크롤, 줌, 네비게이션, 우측 버튼 클릭 등의 기능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손쉽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초고속 비트 래버스식 튜브 검사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된 열교환기 튜브 검사방식은 각 튜브를 물리적으로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잦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전문적 혹은 맞춤형 프로브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즉, 기존의 검사방

식은 튜브의 형태, 크기, 재질에 의해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결함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어쿠스틱아이의 음향기반 비 침투 형 솔루션은 기존의 어떤 열교환기 검사 방식보다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9초 내에 모든 형태의 튜브를 검사함과 동시에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리

고 부식, 구멍, 누설, 막힘, 부착 등 튜브 결함의 종류, 위치 및 사이즈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와전류 와 같은 기존의 솔루션은 숙련된 전문 인력만이 신호를 해석할 수 있었지만, 돌핀 솔루션은 컴

퓨터 기반의 해석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적 과오를 줄이는 동시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일

관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 : 표본 추출이 아닌 전체 튜브를 검사하기 때문에 설비관련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음 과 동시에 관련 설비 

정지시간 또한 현저히 단축할 수 있음 

∙ 비침투형 : 외부의 단일경로에서 모든 튜브를 시험하며 또한 튜브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프로브가 불필요 

∙ 빠른 속도 : 비 침투 형 기술을 이용한 최단 검사 시간 - 길이와 무관하게 튜브당 검사 시간이 9초 이하 

∙ 모든 형태의 튜브에 적합 : 밴드, 밸브, 핀튜브, 나선형 등 튜브의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사용 가능

∙ 튜브 재질의 호환성 : 철, 비철, 탄소, 동, 플라스틱 등 모든 재질의 튜브 검사가 가능 

∙ 정확한 신호 분석 : 주변에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결함의 위치, 규모, 유형 등을 정확하게 탐지

∙ 용이한 작동 : 완전 자동처리 방식으로 컴퓨터 기반의 객관적 해석, 사용자 친화적 보고서 등이 가능하여 별도의 전문 교육이

필요 없음.

∙ 유연성 : 열교환기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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