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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가스 주입 키트는 항공기 유지보수 중에 연료 누설부로 추적 
기체를 주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Ex 인증을 받은 익스트리마 수소 누설 
탐지기의 부속품입니다. 이 키트에는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누설을 탐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속품 전체가 모두 깔끔하고 견고한 운반 
케이스 안에 넣어 제공됩니다. 장비에는 주입 패드, 주입 고정 키트 및 
탐지기 교정용 리크 마스터가 포함된 주입 패널이 들어 있습니다.

일체형 가스 주입 키트에 포함된(또는 별도로 제공되는) 부속품:
주입 패드
누설을 탐지하는 동안 주입 패드는 누설이 발생하는 지점을 통해 추적 
기체를 주입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가스가 주입되면 Ex 인증을 받은 
누설 탐지기인 익스트리마를 연료 시스템 누설부를 정밀하게 탐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패드는 소형(60mm) 및 
대형(150mm)으로 제공됩니다.

주입 고정 키트
까다로운 장소에서 연료 누설이 발견되면 주입 고정 키트로 특정 
상황에서 주입 도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키트에는 PVC 관, 절단기, 
알루미늄 테이프, 주입 플러그, 마일러 필름 및 실런트 테이프가 들어 
있습니다. 

주입 패널 
주입 패널은 주입 패드와 주입 고정 키트가 제외된 일체형 가스 주입 
키트입니다.

n 항공기 연료 누설 조사를 세심히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함
n 1명이 조작 가능
n 추적 기체 용기와 누설부 사이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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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Complete Gas Injection Kit

소형 주입 패드, 150mm, 10개(연료 탱크에 테스트 가스 충전용) 590-616

소형 주입 패드, 60mm, 10개(연료 탱크에 테스트 가스 충전용) 590-615

전체 가스 주입 키트(주입 패널, 주입 고정 키트 및 주입 패드 포함) 590-621

주입 고정 키트, 고르지 않은 표면의 누설에 테스트 가스 주입용 590-618

주입 패널, 병에서 주입 패드로 간편한 가스 주입용 590-619

주문 정보

n 탐지기를 교정된 상태로 유지하도록 도움
n 내구성있고 튼튼한 운반 케이스 안에 넣어 제공됨

n Ex 인증을 받은 수소 누설 탐지기인 익스트리마의 부속품
n 누설이 발생하는 지점을 통해 추적 기체를 주입하는 데 사용하는 주입 패드 포함
n 표면이 고르지 않을 때 누설부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인 주입 고정 키트 포함
n 용기에서 주입 패드로 추적 기체를 주입하고 압력 및 기구 교정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주입 패널 포함
n 주입 패드, 주입 고정 키트 및 주입 패널은 별도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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