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VIR 저압,고압 적외선열화상 측정기용 적외선창 
 

안    내  

고전압 및 저전압 전기 장비와 관련된 위험 방지  

전기 장비는 다소 집중적인 내부 전기 아크에 노출되어 심각한 화상을 입거나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

는 사람과 함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화재의 약 40 %가 전기 장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이 현재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방적 유지 보수 조치를 촉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 영역에 대한 정기 IR 열화상 

검사는 보험 회사에서 권장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며 재정적 이점을 통해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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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적용 조건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제어 영역에서 방출되는 IR빔이 크게 수정되지 않고 카메라에 들어가야 하며  

     장비가 대표적인 전하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보호 패널을 해체한 후 검사를 수행하여 구역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 사항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 특수 자격을 갖추고 보호복을 착용해야 하는 검사자를 통제하려면  

     때때로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사고 발생시 검사 대상 회사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기간에는 오랜 준비 및 재 장착 단계가 포함되게 됩니다.  

   - 또한 많은 국가에서 고전압 장비에 대한 접근은 전류가 차단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규정은 작전 부대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장치를 정지시키고 그에 따라 항상 위험한 비활성화/ 재 활성화  

     이동(재 설치 어려움)을 안게 됩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정확한 대안 해법:  

    전기 장비의 외부 전면에 적절한 위치에 확실히 배치 된 H.VIR® 창은 이러한 모든 제약을 피하고 수많은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경제적  

   - H.VIR®은 전기 장비의 준비 및 재 장착 단계와 모든 사전 검사 작업을 방지합니다.  

    지금까지 필요: 패널 분해 및 조립, 검사 중 작동 중단 (그러나 본 장치로는 전기 차단 없음).  

  - H.VIR®은 최적의 수율과 최소 투자로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성능 및 크기).  

  - H.VIR®은 새 장비나 서비스 장치에 한 번만 장착하면 됩니다 (수명 제한 없음).  

 

 효율성과 정확성  

   - H.VIR® 창을 사용하면 정상적인 전하 조건에서 검사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IR 카메라 제품군에 적용되는 창 소재의 투과 특성은 온도 측정에서 높은 정밀도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전 감시 손상 징후를 감지하고 항상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H.VIR® 창은 성능, 비용 및 사용 편의성의 적절한 대안이 됩니다.  

 

 안전 및 계약  

    전기 장비에 열 검사 창을 설정해도 해당 장비가 설치된 전기 장비의 안전 수준에 영향을 주거나 저하되지  

    않습니다. 창은 또한 전기 장비 제조업체의 다양한 국제 표준 및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H.VIR®은 1995 년부터 수많은 검사에 제출되었으며 대부분의 주요 전기 장비 제조업체에서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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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H.VIR 저압,고압 적외선열화상 측정기용 적외선창 
 

[ 규 격 ] 

국제 표준  

The H.VIR® windows는 다음의 규격 획득: 

 • CEI 60529 표준  

  방수 방진:  

  IP67 code : LCIE (2008)  

 

•  To CEI 62262 표준  

   기기충격시험  

 

•  IK 07 code : LCIE (2008)  

   IP 67 인증  
 
• CEI 60255-21-1 and CEI 60255-21-3 standards 
  진동과 지진 항목(혹독한 급수: 1) : CETIM (2008) 
 
• To NEMKO (노르웨이) 표준 
   NEK- EN 60439-3 and NEK 511(18b-18c)  
  (1996년 4월) 
 
• UL 인증(2008) : USR과 CNR 인증됨 

제조원 시험 

내부 압력 동작 (커버가 열린 상태) 

 • SOREM 내부시험  

•  Square D test 창 (표준 판)의 보장 된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  H.VIR 75 = 4 bars  

•  H.VIR 85 = 3 bars  

•  H.VIR 105 = 2 bars 

내부 아크 결함 동작 :  

• 고전압시험  

    EFFACEC (2014) : 31.5 kA/1s (17.5 kV) 

     KEMA (1998) : 135 kA/0.12s (11.5 kV)  

     ABB (1998) : 20 kA/1s (6.5 kV)  

     AREVA (2008) : 16 kA/1s  

•  저전압시험  

    NATA (1997) : 50 kA-63 kA/0.1s (457V)  

• 산화 부식 동작  

   SOREM 내부시험 

 사용 파장 0.3 µm~ 13 µm   

 UV 감도: 무  

 광학 부품 품질:  

    병렬도: < 3 µm 평탄도: 5(2)  

     표면상태: P4 (S/D : 20/40)  

 동작온도: -40°C +70°C     

 화염의 전기적 절연 

[ 특 성 ] 투과도 : UV – VISIBLE - IR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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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창의 구성 

1) 밀봉 가스킷과 자석이 장착되어 

조여진 보호캡.  

2) 틀  

3) 작업 파장영역의 UV, 가시 광선 및 

      IR 방사에 투명한 광학 창. 

4) 외부 밀봉 가스킷.  

5) 내부 접착식 평판 가스킷.  

6) 조임 환 

** 보기  
E = 판 두께 
F = 나사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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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처 

H.VIR® 창은 특히 다음 응용 분야에 적합합니다.  

 고전압 보호함(연결 케이블 머리부 시각화, 회로 차단기, 퓨즈 및 퓨즈 상자)  

 고 / 저 전압 변압기 : 연결 상자  

 저전압 분배 (400V) : 주 회로 차단기 (배전 바 커넥터, 바 커넥터 및 크림핑), 저전압 출력, 플러그 인랙  

 전기 모터(고전압 및 저전압) : 연결함, DC 모터 정류자, 동기 또는 비동기 모터 링  

 

표준 모델은 다음과 같은 전기함 및 변압기의 일반적인 사용 조건을 충족합니다.  

–40 ℃~ + 70 ℃의 온도 및 최대 1.2bar의 차압.  

표준 환경 조건에서 내부 및 외부 사용을 위해 독점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덮개는 검사 순서 사이에 프레임에 나사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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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정보 

설 치  

설치 절차는 다음 단계로 구성됩니다.        

1. 사전 분석: 

[ 점검할 영역인식 ] 

• 사용중인 카메라의 시야와 용량을 고려하여 H.VIR 관찰창의 위치와 수를 결정합니다. 

• 창을 배치할 금속 판금의 두께를 기록합니다. 4mm보다 두꺼운 경우 두 가지 종류의 나사를 별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준 L1: 나사산 길이 15mm 

• 기준 L2: 20mm 나사산 길이 

 

2. 준비 

[ 제공된 타공 방법 ] 

• 각 창의 결정된 직경에 따라 제공된 도면에 따라 

   GREENLEE형 커터 또는 레이저 및 물 스프레이를 사용 

   하여 패널에 개구부를 만듭니다. 

• 접착식 플랫 가스킷 4 번을 패널 7 번 안쪽에 부착합 

니다. 

• 캡 1 번이 프레임 2 번에 단단히 조여져 있는지 확인 

합니다. 

• 프레임 2 번을 전면에 놓습니다 (평평한 밀봉 가스킷 

 3번이 프레임에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동력 측정 렌치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 키 6 번을 

사용하여 시계 방향 반전 모드에서 너트 5번을 조입니다. 

• 커플링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H.VIR® 75 : 50 Nm 또는 5 Kg  

    H.VIR® 85 - H.VIR Exr® : 65 Nm 또는 6.5 Kg  

    H.VIR® 105 : 80 Nm 또는 8 Kg  

   * 참고 :이 작업은 창당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3. 유지보수 

 H.VIR® 창은 권장 사항에 따라 사용하면 특별한 유지 관리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표면에 더러워진 자국이 있는 경우 당사 표시에 따른 청소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4. 권장사항 

 측정된 온도의 정확도는 대상의 방사율, 창의 투과 특성 및 카메라 성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증되지 않은 창을 사용하거나 대역 III에서 작동하는 적외선 카메라가 있는 단파 크리스탈을  

장착하면 결과가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검사 중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각 H.VIR의 사용 범위가 각 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버전 유형 20-21-22는 폭발성 대기 (ATEX 표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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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F 

COGEMA  

AUGUSTA POWER  

FLORIDA POWER  

WISCONSIN ELECTRIC 

VIRGINA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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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배 산업 

석유 화학 산업 

BP 

PETROBRAS 

CHEVRON 

EXXON 

TOTAL 

ESSO 

STATOIL 

MOBIL 

SHELL 

TEXACO  

AMPOL 

기타 산업 

HOPITAUX 

INTEL 

MOTOROLA  

US NAVY 

NASA 

MUSEE D’ORSAY 

MARS 

ALIMENTAIRE 

KNORR 

BEGHIN SAY 

COCA- COLA 

NESTLE 

PENRICE SODA 

제조업체  

SCHNEIDER 

ELECTRIC 

SIEMENS 

ABB 

ALSTOM 

HAZEMEYER 

LEROY S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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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표준 

국제 협정:(IEC international, UL in the USA, NEMKO in Norway, 등)  

 다양한 사용처 : 제지 공장, 농약, 자동차 산업, 에너지, 석유, 화학 산업, 병원, 박물관,  

                       항공 우주 산업, 제약. 

 가까운 판매점: 한국 길우트레이딩  www.gilw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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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I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