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 자료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기 위한 파이프
진단
파이프는 생산의 중요 설비로 열화상 카메라로 파이프의 막힘, 두께변화, 부식, 누출 등의 고장을 측정해

환경과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파이프의 보온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아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파이프에 응용하는 방법
파이프 막힘, 막힌 부위 및 다른 부위의 열 용량이 달라 생기는 온도 차는 파이프의 케이스로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열화상 카메라를 파이프 외부에서 사용해도 고장을 촬영해낼 수 있습니다. 파이프 내벽이 마모 혹은
부식으로 인해 두께가 얇아지면 정상 부위보다 온도가 약간 높아 지고 고장을 측정해 낼 수 있습니다.
국부의 온도 격차가 매우 크면 재료가 갈라지거나 누출이 발생하고 고장 부위에선 파이프 내 도체가 새어
나오게 됩니다. 파이프 내 도체가 저온도체(예: 암모니아) 혹은 고온 도체일 때 파이프에서 새어 나오는 도체와
파이프 외벽의 온도 차가 다르므로 열화상 카메라로 고장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의 보온재의 탈락, 탈락
위치의 온도가 높아지면 열화상도 또렷하게 출력됩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파이프 온도를 측정해 보온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환열기 가열관이 막히거나 내부 누출은 환열 효율을 떨어뜨려 정상적인 생산을 방해하고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므로 열화상 카메라로 고장을 측정해 낼 수 있습니다. 가열로 혹은 반응기 가열관은 고온/고압 및
부식성이 강한 작업 환경에서 열반, 균열, 삼탄, 산화, 두께 변화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가열관 내부를 검사해 고장 부위의 열화상을 획득할 수 있고 가열관
수리 방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와 지지대 용접부위의 누출

보온재 탈락

전기 기계 설비 검사 및 진단
적외선 플라스틱 공병 가열 생산 라인은 라인에서 온도를 조절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것은 열전대 측온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는 공병 본체의 온도 분포를 직접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산 라인의 온도를
조절해도 공병의 정확한 온도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완성품의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활용 산업: 석유, 화공, 제약, 제철 등
열화상 카메라의 장점
파이프의 침전, 두께 변화, 균열. 환열기, 반응기 등 설비 가열관 내부
누출, 막힘 같은 고장은 육안으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화상 카메라는 미세한 온도변화도 측정해 낼 수 있어 신속하게 고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 두께 변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파이프 보온층이 두꺼우면 내부의 온도 차가 파이프 표면으로 쉽게 전달되지 않아 고장점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일부 파이프 케이스는 유광철 혹은 스테인레스로 방사율이 낮고 반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근처의 고온 복사원에 반사된 열이 열화상 카메라의 측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파이프를 촬영할 때는
누출이 쉽게 발생하는 각도, 삼통, 용접부위에 페인트(색상 무관)를 발라 해당 부위의 방사율을 높여야 합니다.
가열관을 측정할 때 반응기/가열로 내부 기체, 증기, CO2 가 적외선을 흡수하므로 열화상 카메라에 필터를
장착한 후 측정해야 합니다.
보다 또렷한 열화상을 획득하는 방법
파이프 케이스는 보통 상온에 놓여있어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면 케이스의 온도 차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렷한 열화상을 얻기 위해 다음을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온도 차가 적은 장소에서는 열감도가 높은 열화상 카메라를 선택하십시오.



촬영 시 최대한 직사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그늘에서 촬영하는 편이 효과가 좋습니다.



촬영 시 주변에 다른 열원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특히 표면에 광택이 나는 파이프는 주변 열원을 쉽게
반사하므로 주변에 그런 것이 있으면 각도를 바꿔 촬영하십시오.



일단 자동모드에서 파이프의 온도범위를 측량한 후 레벨과 스팬을 수동 설정하고 기존에 측량한 값을
포함한 온도 범위를 최소로 설정하십시오.



은박 혹은 스테인레스 계열의 고반사 금속재료로 외부를 만든 파이프를 검사할 때는 누출이 쉽게 발생하는
각도, 삼통, 용접부위에 페인트(색상 무관)를 발라 해당 부위의 방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