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E WORKER



Leak, Leak/Flow or
Leak/Occlusion Tester

The TME WORKER 는 Leak, Leak/Flow,
Leak/Occlusion 으로 구성하여 설계할 수
있는 고분해능(0.0001psig)의 분석기이
며 압력이나 진공 모델로 제작됩니다.
2줄의 선명한 디스플레이와 합격 혹은
불합격 결과를 빛으로 표시하여 명시적입
니다.
반자동 운영을 위한 PLC 제어 와 데이터
업로드/ 다운로드를 위한 양방향 RS-232
통신을 탑재하였습니다. Ethernet 연결은
옵션으로 선택가능합니다. 늘 상 발생하는
누출, 유량, 폐색(폐쇄/ Occlusion) 테
스트의 요건을 만족하는 높은 신뢰도의
합리적인 장비입니다.
데이터로그에 5,000 개의 결과를 저장할 뿐
만 아니라 최대 100개의 서로 다른 테스트나
테스트 매개변수(Parameter)를 프로그래밍
하거나 저장합니다. 설정 시간이나 불합격
한계를 쉽게 조정하여 미세하거나 큰 누출
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압력이나 진공 모델로 제작됩니다. 압력은
최대 300 psig까지, 유량은 10sccm~10lpm까
지 사용 가능합니다.
초당 높은 decay 분해능(0.0001psi 또는
0.01mbar)으로 반복적이고 정량적인 결과
를 제공합니다.
양방향 RS232 연결: 데이터 수집과 매개변
수 원격 제어, Ethernet 연결하여 분석기의
데이터를 LAN을 이용하여 전송 가능

적은 설치공간
빠르고 명확한 실험
쉬운 프로그램과 사용법
압력/ 진공 Decay
정량적 결과
보안을 위한 keylock
RS-232 연결
Ethernet 연결 가능
NIST traceable calibration

제품 상세
8”W x 13.7”D x 8.7”H
20.3 W x 34.79D x 22.09H cm

치수:
전원 전압:

90-240V

보관/운영 환경

5-40ºC (40-100ºF)
RH < 80%, non-condensing

제어 수단:

누름버튼, Keylock,
ON/OFF 스위치

Test Channels:

Single Port

Test mode:

Pressure or Vacuum, Single or
Differential

Single Tests:

Leak, Flow, Occlusion

Dual Tests :
(모델에 따라 다름)

Leak/Flow, Flow/Leak
Leak/Occlusion, Occlusion/Leak

화면:

진공 형광 표시관,
영문 및 숫자 2줄로 표시

측정 단위

:

psi/ InH2O / mbar / kPa / InHg
(기타 단위도 확인 가능)

DATALOG Memory: 최대 5,000 tests
PROGRAM Memory: 최대 100 Programs
수동 출력:

테스트 매개변수, 최근 결과,
맞춤형 데이터로그 및 통계

자동 출력:

설정된 프린터로 최근 결과 출력

통신:

RS232를 이용한 데이터 입출력

교정:

NIST Traceable

Timer 범위:

0.1 to 1,000 초

압력 범위:

0.5 - 15, 1 - 50, 2 - 100,
2 - 150, 5 - 300 psig

진공 범위:

-0.5 to -12.5 psig

분해능:

Decay Maximum 0.0001 psi
(0.01 mbar/sec)

유량 범위 (sccm): 
유량 분해능:

Standard 1 sccm
Available 10 sccm to 10 lpm
Standard 1 sccm
Available 1.0 sccm to 1.5 lpm

풍부한 경험을 가진 TM Electronics Technical
Specialist는 LeakㆍFlowㆍ패키지 테스트 요건을 파
악하고 해결하여 테스트 장비를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
도록 도울 것 입니다.
수많은 패키지 시험 악세사리 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가
들이 특정한 패키지 시험 환경이나 요건에 걸맞도록 합
פ

Leak Testing
TME Worker Integra는 제조사 TME의 완전한 센서 기
술을 바탕으로 압력을 이용하여 곧장 감지되도록 설계되
었습니다. 테스트할 제품과 전면 패널의 테스트 포트
(Test Port)를 연결하면 내부 밸브는 공기나 기타 가스
가 일정 부분에 압력을 가하고 변환기와 연계되도록 합니
다. 0.0001psi 압력의 낮은 Leak까지도 감지해내는 장비
입니다.
Vacuum Decay Testing
Vaccum Decay Test는 Pressure decay test 와 비슷
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다만, 진공 테스트는 시험 기압
(Atmosphere test pressure)이 1 미만으로 제한되고,
일반적으로 테스트 부품의 사양에 차압(Pressure
differential)이 요구된 경우에 실행됩니다.
Flow Testing
정밀한 질량 유량 센서를 사용하여 테스트 부분에 통과되
는 기류를 바로 감지하도록 합니다. 바로 감지할 수 있는
이유는 별도로 가압하여 측정할 필요없이, 독창적인 계산
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Occlusion Testing
분석기가 테스트할 부분을 통과하는 기류의 후방 압력을
측정하여 제품이 어느 정도로 폐색되었는지 확인하는 특
수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Accessories
Restraining Plate Fixtures.
가압 시에도 안정적으로 팽창
되는 Semi-porous(반-다공성/표
면재를 완전히 막지 않는 형태)
의 포장재 Leak test 시, 일정하
게 자극되도록 합니다.

LA-05 Filter Drying Assembly
가압된 공기로부터 물, Oil, 미세한
입자들을 건조하고 제거합니다.정
화된 공기를 사용하여 기기 품질보
증 요건에 따를 수 있도록 합니다.

RS-01 Radial Sealing Fixture
공압식 Clamp(죔쇠)로, 튜브/관형
제품이 팽팽해지도록 하거나 단
단히 봉해지도록 합니다. 방사형
실링 기구는 지름 0.022~6 inch로
조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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