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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서 안내
이 문서는 첫 페이지에 기재된 소프트웨어 버전에 적용됩니다.

이 문서 내에는 경우에 따라 제품명이 표기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상표권 보유자의
자산으로써 오직 식별 목적으로만 기재하였습니다.

1.1 대상 집단
이 사용 설명서는 해당 장치의 사용자를 비롯하여 기밀성 검사 기술 분야의 경험으 로
기술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1.2 경고 표시

 위험
사망 또는 중상을 초래하는 긴박한 위험

 경고
사망 또는 중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

 주의
경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

참조
재물 또는 환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

1.3 용어 정의

매뉴얼 내 등장하는 헬륨에 관한 언급
해당 장치는 헬륨 기밀성 검사기입니다. 포함된 수소를 검출하기 위해 헬륨 대신 합성
가스를 사용할 경우 헬륨에 대한 주의사항이 수소에도 적용됩니다.

자동 조정 / 질량 설정
이 기능은 최대 누설률 표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질량 분석기를 설정합니다. 제어 컴
퓨터는 이온 검출기로 최대 이온 전류를 검출하기 위해 선택한 질량 범위 내 이온 가
속화에 필요한 전압을 조정합니다.

모든 보정 작업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작동 모드
누설 감지기는 “진공” 및 “스니핑” 작동 모드를 구별합니다. 작동 모드가 “진공”일 때
테스트 가스는 일반적으로 시험체 내부를 향해 흐릅니다. 시험체 내부 압력은 대기압
보다 낮습니다.

작동 모드가 “스니핑”일 때 테스트 가스는 시험체에서 빠져나와 스니퍼 핸들로 흡기
됩니다. 시험체 내부 압력은 대기압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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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FINE은 흡입 압력이 최대 0.4 mbar에 해당하는 터보 분자 펌프의 연결부를 의미합니
다. FINE도 “스니핑” 작동 모드에서 사용됩니다.

합성 가스
합성 가스는 질소와 수소 가스의 합성물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GROSS
GROSS는 감도가 최저값인 터보 분자 펌프 연결부를 의미합니다. GROSS는 높은 흡입
압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최대 15 mbar).

내부 배경 헬륨
기밀성 검사기 측정 시스템에는 항상 일정량의 잔여 헬륨이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누설 표시와 중첩되어 누설 감지를 방해하는 내부의 측정 신호 구성 요소(배
경신호)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배경신호를 없애기 위해 기본 설정에서 내부 “배경신호 억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START 버튼을 누르면 현재 측정된 내부 측정 신호를 배경 헬륨으로 평가하
어 측정 신호에서 제외합니다. 누설 감지기가 “스탠바이” 또는 “환기” 상태로 20 초 동
안 유지되지 않는 경우 최근에 사용한 내부 배경 헬륨을 제거합니다.

최소 탐지 누설률
누설 감지기가 최적의 조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최소 탐지 누설률(< 5x10-12 mbar l/s).

MASSIVE
“MASSIVE” 진공 영역을 선택한 이후에는 그로스 리크를 대기 압력에서부터 측정할
수 있습니다.

ULTRA
ULTRA는 흡입 압력이 0.4 mbar 이하일 때 가장 높은 감도를 갖는 측정 영역용 터보
분자 펌프의 연결부를 의미합니다(조절 가능).

ULTRATEST™ 센서 테크놀로지
원자 질량 2, 3 및 4에 대한 고감도 질량 분석기.

배경신호
헬륨 또는 수소(물의 성분)는 공기 중의 자연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진공” 작동 모드: 각 누설 감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볼륨 내, 테스트 챔버 표면,
공급 라인, 심지어 기밀성 검사기 자체에서도 조정된 테스트 가스가 일정량 감지됩니
다. 이러한 일정량의 테스트 가스는 “배경신호”로 통칭하는 측정 신호를 생성합니다.
테스트 챔버를 연속으로 비우는 과정에서 이 배경신호는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스니핑” 작동 모드: 스니퍼 라인을 통해 기밀성 검사기 내부로 계속해서 주변 공기를
공급합니다. 이때 공기 중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양의 헬륨 또는 수소로 인해 지속적
으로 배경신호가 생성됩니다.

1차 압력
터보 분자 펌프와 1차 진공 펌프 사이에 발생하는 진공 상태의 1차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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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주변 공기에 포함된 자연적인 구성 요소로 측정 과정 중 시험체 표면에 약하게 결합되
어 있거나 기밀성 검사기 측정 시스템에 점차 펌핑되는 헬륨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헬
륨으로 인해 측정 신호가 천천히 약해집니다.

배경신호 또는 기존 누설 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ZERO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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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2.1 용도에 맞는 사용
이 장치는 시험체의 누설을 감지하고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누설 탐지기입니다. 이
장치는 진공 방식 및 스니핑 방식에 따른 기밀성 검사에 적합합니다.

• 반드시 이 사용 설명서에 따라 장치를 작동하십시오.

• 적용 한계를 준수하십시오("기술 데이터" 참조).

잘못된 사용 다음과 같이 부적절한 사용을 지양하십시오:

• 기술 사양 범위를 벗어난 사용("기술 데이터" 참조)

• 교정 누설에 허용되는 환경 조건의 침해

• 방사능 구역에서 사용

• 이 사용 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액세서리 또는 교체 부품 사용

•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시험체 테스트

• 위험을 유발하는 공격적, 인화성, 폭발성, 부식성, 미생물, 반응성 또는 독성 물질
을 펌핑합니다.

• 응축 성 유체 및 증기 펌핑

• 미립자로 오염된 가스를 펌프로 배기

• 누설 탐지기나 주름관 홀더 위에 액체를 놓아두는 경우

• 강한 하중 또는 진동

• 물체가 떨어져서 장치 및 디스플레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에 적용하는 경
우

• 산소와 결합 시 폭발할 수 있는 농도의 수소를 펌프로 배기.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
스 혼합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각 제조업체의 안전 데이터 시트에서 허용 규정
을 참조하십시오.

• 폭발성 대기에서 장치 사용

• 스니퍼 라인을 통해 전원 전압이 흐르는 라인 또는 물체 탐지

• 진공 시스템의 갑작스러운 환기

• 장치를 물건 또는 사람을 운반하는 카트로 사용

• 옵션으로 제공되는 병 홀더를 물건 또는 사람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사용

• 옵션으로 제공되는 병 홀더를 발판으로 사용

• 부압을 견딜 수없는 경우 파손 된 조각에 대한 보호없이 공작물 또는 테스트 대상
연결

• 불소 또는 염소와 같은 할로겐을 함유한 가스를 고농도로 또는 장시간에 걸쳐 펌
프로 배기. 냉매 또는 SF6와 함께 사용.

•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에 관계 없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배기관 없이 작
업하는 경우

참조: 이 장치는 주거 공간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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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업자의 의무
• 장치 소유주가 작성한 작업 지침 및 본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읽고 주의 깊게 따

르십시오. 이것은 특히 안전 및 경고 지침에 관한 것입니다.

• 작업 시 항상 사용 설명서의 모든 내용에 유의하십시오.

• 본 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작동 또는 유지보수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고객 서비
스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2.3 작업자에 대한 요구사항
아래 지침은 사용자, 직원 또는 제삼자에 의한 제품의 효율적 사용 및 안전에 대한 책
임자, 또는 회사에 대해 규정되었습니다.

안전에 유의한 작업
• 기술적 결함 및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만 장치를 작동하십시오.

• 반드시 이 사용 설명서에 따라 안전과 위험에 유의하여 장치를 용도에 맞게 작동
하십시오.

• 다음 규정을 준수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십시오.:

– 규정에 맞는 사용

– 일반적으로 유효한 안전 규정 및 사고 방지 규정

– 국제, 국가 및 지역 통용 표준 및 규정

– 추가 장치 관련 규정 및 지침

• 반드시 순정 부품 또는 제조사 승인 부품을 사용하십시오.

• 이 사용 설명서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십시오.

개인 자격 요건
• 담당 직원만 장치를 사용하거나 장치에서 작업하도록 하십시오. 담당 직원은 반드

시 장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직원이 이 사용 설명서와 기타 모든 관련 문서를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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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위험
이 장치는 기술 표준 및 공인 안전 기술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적절
한 사용 시 사용자나 제삼자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장치 손상이나 기타 물
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로 인한 위
험

장치 내부의 전도성 부품에 접촉할 경우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 설치 및 정비 작업 전에는 항상 장치를 전원 공급장치에서 분리하십시오. 권한 없
는 인원은 전원 공급을 복구할 수 없음에 유의하십시오.

고전압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는 전자 부품이 장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현장의 전원 전압이 허용된 작동 전압 범위를 벗어나지 않
는지 확인하십시오.
허용된 작동 전압 범위는 장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폭발 위험 수소는 가연성이자 폭발성 가스입니다.

• 반드시 산소와 결합하였을 때 폭발하지 않는 농도의 수소를 이용한 테스트 가스만
을 사용하십시오.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스 혼합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각 제조
업체의 안전 데이터 시트에서 허용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흡입측 플랜지의 흡입
작용으로 인한 위험

작동 모드가 “진공”일 때 장치를 작동하면 흡입측 플랜지에 부압이 발생합니다. 손과
팔다리에 흡입 작용으로 부상을 입거나 놀라게 되어 움직임이 통제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 특히 리모컨 사용 시 이러한 위험에 유의하십시오!

• 흡입구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흡입측 플랜지를 시험체에 연결하거나 블라인드 플랜지로 밀폐하십시오.

물건 파열로 인한 부상
위험

연결된 시험체 또는 시험체 연결부가 진공 모드으로 인한 부압을 견디지 못하면 물건
이 파열되어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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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구성, 운반, 보관
공급 사양 제품 수량

UL3000 Fab 또는 UL3000 Fab PLUS 1

배기관 어댑터 KF 플랜지 DN25 1

고리1) 4

전원 케이블 변형 방지 장치2) 1

나사 M6 x 12 5

잠금 와셔 S6 8

전원 코드(각 국가별로 다름) 1

필터가 있는 센터링 링3)(먼지/오염물이 축적될 수 있는 응용 장
치에서 사용)

1

T30 렌치 1

탈거된 스크롤 펌프의 전원 공급 장치 커넥터(서비스 상태인 경
우)

1

사용 설명서 1

언패킹 설명서 1

테스트 누설 검사필증 1

누설 탐지기 검사필증 1

1차 진공 펌프에 관한 정보(스크롤 펌프) 1

터보 펌프에 관한 정보 1

T25 렌치(UL3000 Fab PLUS 전용) 1

주름관용 홀더4)(UL3000 Fab PLUS 전용) 1

홀더 모서리 보호(UL3000 Fab PLUS 전용) 1

셀프 태핑 나사(UL3000 Fab PLUS 전용) 2

또한 손잡이 아래의 공구 플랩을 열기 위한 렌치가 2 개 있습니다.

► 제품을 받은 후 전체 구성품이 배송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석 1) 장치 또는 옵션으로 제공되는 병 홀더에 있는 전원 케이블 또는 스니퍼 라인을
감을 때 사용. “장치 전체” 및 “배송되는 액세서리 연결 [} 37]” 내용을 참조하
십시오.

2) 장치의 전원 케이블을 바닥으로 연결할 때 사용(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
험을 방지). “배송되는 액세서리 연결 [} 37]”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3) 흡입측 플랜지 교체용, “흡입 [} 26]” 참조.

4) 장치의 흡입측 플랜지와 테스트 챔버 또는 시험체 사이에 주름관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 “배송되는 액세서리 연결 [} 37]”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운반 장치 운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지침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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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이동식 누설 탐지기에서 가스 실린더를 부적절하게 운반할 때의 부상 위험
► 누설 탐지기에서 실린더 홀더를 장착할 때는 별도의 조립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각 작업 단계의 순서를 따르십시오.

► 누설 탐지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소형부터 중형 사이즈까지의 실린더만
운반하도록 하십시오(최대 10 l, 최대 실린더 크기(보호 캡 포함) 98 cm, 200 bar)

► 함께 제공된 고정끈으로 실린더를 실린더 홀더의 양쪽에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 운반하기 전 가스 실린더 밸브를 잠그십시오.

► 운반하기 전 연결되어 있는 압력 조절기를 푸십시오.

► 밸브 보호 캡을 사용해서 가스 실린더 밸브를 보호하십시오.

► 분사 호스가 연결되어 있다면, 절대로 분사 호스가 조여지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 가스 실린더 취급 시에는 제조사의 안전수칙에 유의하십시오.

 경고
감전으로 인한 부상 위험
► 전원선이 끼워져 있지 않을 때만 장치를 움직이십시오.

► 전원선의 경우 사용하기 전 매번 손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경고
장치가 떨어지거나 기울어짐으로 인한 부상 위험
운반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은 경우 포장을 벗긴 장치가 아래로 떨어지거나 기울어
지면서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이동식 누설 탐지기의 경우 평평한 지면에서의 운반을 가정하여 설계된 것입니다.
이는 들고 가거나 들어 올리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장치를 밀려면 손잡이
를 사용하십시오.

► 크기가 작은 장애물을 넘기 위해 잠깐 동안만 한 쪽으로 들어 올리려면, 두 사람이
함께 장치의 손잡이를 잡고 올리십시오. 예를 들어 케이블 위를 넘을 때 케이블 손
상을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 운반을 위해 예컨대 지게차와 같은 지면형 운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누설 탐지기
가 떨어지지 않게 항상 전문적으로 고정시키십시오.

 주의
잠금 브레이크가 제한됨으로 인한 부상 위험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잠금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장치가 예기치 않게 움
직이게 되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잠금 브레이크의 완벽한 작동을 보장하려면, 휠에서 접착 테이프를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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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팔다리의 압착 부상 위험
발이 밟혀 압착될 수 있습니다.

► 발을 롤러에서 멀리 두십시오.

► 장치를 당기지 마십시오.

► 장치에 달린 손잡이만 잡고 손으로 미십시오.

► 앞바퀴를 잠가 목적지에 장치를 고정하십시오.

참조
운반용 포장을 하지 않고 운반할 때의 물적 손상
밀면서 안전하게 운반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장치를 원래 포장지로 싸서 손상을
방지하십시오.

► 운반할 경우를 대비해서 기존의 포장재를 잘 보관하십시오.

참조
지면형 지게차 사용으로 인한 누설 탐지기의 손상
장치의 아랫면에는 냉각팬 고정 클립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게차와 같은 수단을
사용할 경우 클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손잡이를 잡고 장치를 밀면서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없다면, 정품 운반용 상자
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운반용 상자를 사용하지 않고 지면형 지게차를 통해 장치를 운반할 때는 장치 아래
면의 클립이(바닥 환기팬 고정장치)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지게차의 포크
암을 들어 올리기 전 포크 암이 접촉되지 않게 장치 아래로 밀어 넣어져야 합니다.

보관 기술 데이터에 유의하여 장치를 보관하십시오(“기술 데이터 [}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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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명

4.1 기능
이 장치는 시험체의 누설을 감지하고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누설 탐지기입니다. 이
장치는 진공 방식 및 스니핑 방식에 따른 기밀성 검사에 적합합니다. 이를 위해
ULTRATESTTM 센서 제품이 사용됩니다.

• 진공 방식을 사용할 때에는 시험체를 비우고 외부에서 헬륨 또는 합성 가스를 충
전합니다. 이를 위해 장치와 시험체 사이에 진공 연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 스니핑 방식을 사용할 때에는 시험체 내에 헬륨 또는 합성 가스로 인한 초과 압력
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스니퍼 라인으로 외부에서 시험체를 탐침합니다.

누설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누설 탐지기를 보정해야 합니다. “내부 보정 [} 66]”,
“외부 보정 [} 67]” 내용을 함께 참조하십시오.

4.2 작동 모드

4.2.1 “진공” 작동 모드
장치 상단에는 흡입측 플랜지가 있습니다.

진공 방식에 따라 기밀성 검사를 수행하려면 흡입측 플랜지를 원하는 시험체에 연결
해야 합니다.

시험체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으면 헬륨 누설이 발생할 때 분사되는 헬륨이 시험체
안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설 탐지기가 질량 분석기를 사용하여 헬륨을
감지합니다.

HYDRO•S(UL3000 Fab PLUS 전용)

작동 모드가 “진공”일 때, HYDRO•S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YDRO•S 는 큰 시험체를
사용할 때 측정 준비 시간을 줄여줍니다.

테스트 챔버에서 수증기가 탈착되면 부적절한 배경신호를 생성합니다. HYDRO•S 는
헬륨 신호가 이 배경신호를 차단하고 억제하여 테스트 시작 시간을 앞당깁니다. 이 모
드로 전환한 뒤에는 재보정이 필요합니다. HYDRO•S 모드에서 더 낮은 검출 한계는 1
x 10-10 mbar l/s입니다.

또한 참고하십시오

2 외부 보정 [} 67]

4.2.2 “스니핑” 작동 모드
과압 상태에서 스니퍼 팁으로 시험체를 탐침하기 위해 스니퍼라인 SL200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UL3000 Fab PLUS를 사용하는 경우 스니퍼 라인 SL200 대신 스니퍼 라인 SL3000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SL200 스니퍼라인 SL200의 진공 연결부는 장치 상단의 흡입측 플랜지에 연결됩니다.

스니퍼라인 SL200의 전기 연결부는 장치 뒷면의 “ACCESSORIES” 커넥터에 연결됩니
다(“액세서리 및 제어신호 연결부 [} 28]” 참조). 이때 전기 연결을 위한 케이블 연장
도 필요합니다("액세서리 및 예비 부품 [} 1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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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3000 (UL3000 Fab
PLUS용으로만)

스니퍼라인 SL3000은 장치 뒷면의 커넥터에 연결됩니다(“액세서리 및 제어신호 연결
부 [} 28]” 참조). 이 커넥터는 전기 연결과 진공 시스템 연결에 사용됩니다.

장치 상단의 흡입측 플랜지에 연결된 것이 없어 “스니핑” 작동모드로 전환하기 위해
흡입측 플랜지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진공 부품을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 SL200 SL3000

검출 한계 < 5 x 10-8mbar l/s < 2 x 10-7mbar l/s

가스 유속, 간격 감도 25 sccm 160 sccm

사용 가능한 길이 3.8 m 3 / 5 / 10 / 15 m

케이블 슬리브 스테인레스 스틸 플라스틱

좋음-나쁨 표시기 예 예

ZERO, 버튼 사용 예 예

장치 연결부 흡입측 플랜지에서 전기 연
결을 통해 연결

장치 뒷면의 별도 소켓을 통
해 연결

진공 및 스니퍼라인 동시
연결 가능

- 예

측정값 표시 화면 - 예

스니퍼 핸들의 버튼을 이용
하여 오류 확인

- 예

스니퍼 핸들의 버튼을 이용
하여 스탠바이 종료

- 예

스니퍼 핸들의 버튼을 이용
하여 보정 확인

- 예

4.2.3 “자동 누설 테스트” 작동 모드
이 모드에서는 밀폐된 부품에 대한 테스트를 자동 작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옵션
으로 제공되는 TC1000 테스트 챔버를 사용하면 덮개를 닫았을 때 테스트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결과는 최단 시간 안에 검출됩니다. 기밀성 검사기의 내부 테스트 누설은 원하는 테스
트 주기와 일치하는 동적 보정에 사용됩니다.

10-9 mbar 범위의 누설률은 5 초 이내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하십시오

2 자동 누설 테스트 설정 [} 59]

2 자동 누설 테스트 결과 화면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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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장치 구성

4.3.1 장치 전체

약어 1: 앞에서 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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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2: 덮개를 열고 앞에서 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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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3: 뒤에서 본 모습. 그림에는 배송되는 기본 구성품과 옵션 액세서리가 표시됩니다.



INFICON 설명 | 4

UL3000-Fab-사용 설명서-iina73ko1-09-(2109) 21 / 122

4.3.2 컨트롤 유닛

약어 4: 컨트롤 유닛 - 앞에서 본 모습

컨트롤 유닛은 하우징의 시작, 정지, ZERO(배경신호 억제) 버튼이 있는 터치 스크린과
컨트롤 패널로 구성됩니다.

“터치 스크린 구조 [} 24]” 및 “START 버튼 [} 22]”도 함께 참조하십시오.

컨트롤 패널에 있는 버튼의 LED 조명은 장치의 상태에 따라 색표시를 변경합니다
(“LED 버튼의 의미 [} 23]” 참조).

컨트롤 유닛은 회전할 수 있습니다.

HDMI 인터페이스가 있는 제어 장치가 있는 경우 터치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2 3 4
약어 5: 컨트롤 유닛 - 뒤쪽에서 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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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DMI 인터페이스

• 터치 모니터 HDMI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때, 케이블 최대 길이는 3 m
입니다. 다음 또한 참고: “외부 모니터 사용 [} 76]“.

2 / 3 USB 2.0 인터페이스

• 터치 모니터의 USB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 업데이트 정보가 포함된 USB 메모리 스틱을 삽입하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75]”를 참조하십시오.

• 측정 데이터 복사를 위해 USB 메모리 스틱을 삽입하려면 “측정 데이터
[} 69]”를 참조하십시오.

• WiFi 연결용 WiFi USB 어댑터를 삽입하려면 “웹브라우저를 통해 누설
탐지기 작동(WiFi) [} 111]”를 참조하십시오.

4 이더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LAN 네트워크 연결용, 최대 케이블 길이 30 m(차폐됨)

옵션으로 제공되는 RC1000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액세서리 및 예비 부품
[} 101]” 참조).

노트북 또는 태블릿을 사용하여 장치를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웹브라우저를 통해 누
설 탐지기 작동(WiFi) [} 111]” 참조).

4.3.2.1 START 버튼
• 측정을 시작하기 위한 용도.

• 터치 스크린 또는 조작 패널에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  측정 중에 START 버튼을 다시 누르면 START 실행 이후에 발생한 최대 누설률
(Qmax)이 표시됩니다. “터치 스크린 구조 [} 24]”을 함께 참조하십시오.

• 측정하는 동안 컨트롤 패널의 START 버튼을 다시 누르면 최대 누설률 표시가 업
데이트됩니다.

기능 터치 스크린 조작 패널

시작 시작 버튼

최대 누설률 표시 터치 스크린으로 조
작 불가

시작 버튼을 다시 누르십시
오.

4.3.2.2 STOP 버튼
• 측정을 중지합니다.

• 터치 스크린 또는 조작 패널에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 조작 패널의 정지 버튼을 누르면 측정과 환기를 모두 멈출 수 있습니다.

기능 터치 스크린 조작 패널

STOP 정지 버튼

환기 정지 버튼을 다시 누르고 약
2 초동안 누른 상태를 유지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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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터치 스크린 조작 패널

(“환기 모드” “수동”이 설정
되어 있는 것을 전제 조건으
로 함, “진공 영역 활성화
[} 58]” 참조)

4.3.2.3 ZERO 버튼
• “배경신호”를 삭제(“용어 정의 [} 7]" 참조).

• 터치 스크린 또는 조작 패널에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 ZERO 버튼을 누르면 ZERO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개별사항은
“ZERO 기능 설정 및 사용 [} 62]“을 참조하십시오.

함수 터치스크린 조작 패널

배경신호 억제 켜기 ZERO 버튼

배경신호 억제 끄기 ZERO 버튼을 다시 누르고 약 2
초동안 누른 상태를 유지하십시
오.

현재 측정된 누설률이 배경신호로 평가됩니다. 선택된 작동 모드에 따라 배경신호는
각 진공 영역의 표시 제한값까지 삭제됩니다.

기본 설정에 따른 표시 제한값:
MASSIVE
에서 1×10-1 mbar l/s GROSS
에서 1×10-7 mbar l/s FINE
에서 1×10-10  mbar l/s ULTRA에서 1×10-12 mbar l/s

ZERO 기능을 끄려면 ZERO 버튼을 약 2 초동안 누르십시오.

누설률 신호가 안정화되고 누설이 측정되지 않을 때까지 ZERO를 활성화해서는 안 됩
니다. “ZERO 기능 설정 및 사용 [} 62]”을 함께 참조하십시오.

또한 참고하십시오

2 진공 영역 활성화 [} 58]

4.3.2.4 LED 버튼의 의미

START 버튼 LED STOP 버튼 LED 의미

끔 빨간색 점멸 컨트롤 유닛에 연결되지 않음

청색 맥동 청색 맥동 상승

끔 녹색 스탠바이 환기(환기 밸브 열림)

끔 청록색 스탠바이 펌프 배기(환기 밸브 닫
힘)

녹색 맥동 끔 펌프로 배기

끔 녹색 점멸 내부 보정

녹색 점멸 끔 외부 보정

녹색 끔 측정

황색(경고, 오류 측정 준
비 있음)

끔 확인되지 않은 경고 측정

끔 적색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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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ZERO LED

끔 측정모드 아님

끔 ZERO 차단됨

청색 ZERO 꺼짐 및 HYDRO•S 꺼짐

녹색 ZERO 켜짐

황색 ZERO 꺼짐 및 HYDRO•S 켜짐

4.3.2.5 상태 LED의 의미
상태 LED는 장치 뒷면의 액세서리 및 제어신호 터미널 내부에 있습니다("액세서리 및
제어신호 연결부 [} 28]” 참조).

상태 LED 의미

빨간색 점멸 장치 조작기 미연결

청색 점멸 상승

청색 Standby

녹색 점멸 비우기(펌핑)

녹색 점멸 보정

녹색 점멸 소프트웨어 시작됨(장치가 켜지는 즉시)

녹색 점멸 부트 로더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대기중
(기본 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작 이
후)

녹색 측정

황색 확인되지 않은 경고 측정

적색 오류

4.3.2.6 터치 스크린 구조
표시 화면은 터치 스크린 화면입니다.

터치 스크린은 가벼운 터치에 반응합니다. 선택된 기능을 알맞게 적용하려면 너무 세
게 누르지 마십시오.

화면는 항상 내비게이션 기호가 표시됩니다.

내용에 따른 상세 기호 및 요소를 추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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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사용자 이름

사용 권한

설정

진단

측정 모드
작동 모드

가스정보

내비게이션 버튼

내비게이션 버튼
내비게이션 버튼

내비게이션 버튼

임계값

측정값

Supervisor

ULTRA

진공
음량

교정

원 그래프

ZERO

ZERO

켬

끔

측정 데이터
기록

전환: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HYDRO•S

누설률

측정값
흡입 압력

누설률
최대

ZERO

(UL3000 Fab PLUS)

LAN
WLAN

내비게이션 버튼 버튼은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의 다양한 색상으로 점등합니다.

• 회색: 기능 차단됨

• 남색: 기능 활성화 가능

• 하늘색: 기능 활성화됨

• 적색: 오류 활성화됨(내비게이션 버튼 진단)

• 주황색: 경고 활성화됨(내비게이션 버튼 진단)

설정

작동

정보

진단
표 1: 내비게이션 버튼

기능 버튼 버튼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의 다양한 색상으로 점등합니다:

• 회색: 기능 차단됨

• 하늘색: 기능 활성화 가능

• 백색: 기능 활성화됨

일반 기능 기호

작동 중인 기능 중단

현재 기능 도움말 불러오기

입력 또는 선택 확인

로드

저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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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삭제

WiFi

LAN

페이지 앞으로

페이지 뒤로

표 2: 기능 버튼

기타 기호 “User” 권한

“Operator” 권한

“Supervisor” 권한

시간 보기 또는 시간 설정

“권한 그룹 개요 [} 46]”을 함께 참조하십시오.

4.3.3 진공 연결

4.3.3.1 흡입
흡입구는 장치 상단에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DN 25 KF 플랜지에 해당합니다.

진공 누설 테스트 모드를 선택한 경우 시험체 또는 진공 챔버를 이 플랜지에 연결하십
시오.

측정 시 먼지나 오염물이 묻는 것을 방지하려면 필터가 장착된 O링을 사용하십시오
(“제품 구성, 운반, 보관” 참조). 이 경우 펌프 배기시간이 연장됩니다.

또한, 이 흡입구를 사용하여 스니퍼라인 SL200 또는 테스트 챔버 TC1000을 연결하십
시오.

4.3.3.2 배기관

 경고
유해 가스의 흡입 위험
연결된 용기와 그 안에 포함된 가스에 따라, 유해 가스가 누설 탐지기의 배기구를 통
해 대기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 유해 가스 흡입에 대한 보호 조치에 유의하십시오.

► 위험 할 수있는 독성, 부식성 또는 폭발성 가스를 펌핑하지 마십시오.

► 배출가스 호스를 연결하십시오. 배기가스 연결부는 배기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연결
되어야 하며, 절대로 막혀서는 안 됩니다.

장치의 뒤쪽에는 배기관이 있습니다. 배기관은 내부 및 외부 나사산이 있는 관형 연결
구입니다. 배기관 어댑터 연결은 "배송되는 액세서리 연결 [} 37]”을 함께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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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 플러싱 가스 연결부
장치 뒤쪽에는 플러싱 가스 연결부가 있습니다(“액세서리 및 제어신호 연결부
[} 28]” 참조). 외경이 8 mm인 배기관용 퀵 커넥터에 해당합니다.

대기 압력 수준에서 헬륨이 없는 가스를 사용하여 퍼징하십시오. 용기에서 다량의 헬
륨이 분사되거나 충진되어 주변 공기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플러싱 가스 연
결부를 통해 가스 공급관(예: 질소, 신선 공기 등)을 연결하십시오. 이 가스관의 압력은
대기 압력을 100 mbar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4.3.3.4 환기 연결부
일반적으로 시험체는 테스트 완료 후 주변 공기로 환기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시험
체를 다른 기체(예: 신선 공기, 건조 공기, 질소 등)를 이용하여 환기 연결부를 통해 환
기시킬 수 있습니다. 환기 연결부의 압력은 대기 압력을 100 mbar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장치의 환기 연결부에 환기 호스를 연결해야 합니다("액세서리 및 제어신호
연결부 [} 28]” 참조).



4 | 설명 INFICON

28 / 122 UL3000-Fab-사용 설명서-iina73ko1-09-(2109)

4.3.4 액세서리 및 제어신호 연결부

SNIFFER(UL3000 Fab PLUS)
전원 스위치

네트워크 케이블
연결부

환기 연결부

플러싱 가스 연결부

ACCESSORIES

LD

원격 제어

서비스

약어 6: 액세서리 및 제어신호 연결부

SNIFFER(UL3000 Fab Plus
전용)

스니퍼 라인 SL3000 연결부용

ACCESSORIES 스니퍼 라인 SL200 또는 테스트 챔버 TC1000의 전기 연결부

LD 버스 모듈 BM1000 또는 I/O 모듈 IO1000 연결부, 최대*) 케이블 길이 30 m(차
폐됨)

원격 제어 케이블을 통한 RC1000 리모컨 연결, 최대*) 케이블 길이 28 m 또는 어댑터를
통한 무선 트랜스미터 직접 연결용. 리모컨은 장치의 기본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비스 서비스 전용 연결부, 최대*) 케이블 길이 3 m(차폐됨)

네트워크 케이블 연결부 UL3000 Fab / UL3000 Fab Plus 전원 공급용

환기 연결부 외경이 14 mm 인 호스용, “환기 연결부 [} 27]” 참조

플러싱 가스 연결부 외경이 8 mm 인 호스용, “플러싱 가스 연결부 [} 27]” 참조

*) 측정값이 올바르지 않게 표시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명시된 최대 케이블 길이 및
차폐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참조
장치의 전자 장치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인터페이스 전용 장치만 연결하십시오.

외부 장치용 연결부는 주전원에서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으며 안전초저압 범위 내에
있습니다.

4.3.5 장치 식별 표시
장치를 가정용 폐기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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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술 데이터

기계 데이터

UL3000 Fab, UL3000 Fab PLUS

규격(L x W x H) 1050 mm × 472 mm × 990 mm

무게 118 kg

흡입측 플랜지 DN25 KF

화면

디스플레이 정전식 터치 스크린이 있는 컬러 디스플
레이

화면 크기 7 인치

해상도 800 x 480 픽셀

컬러 16.7 M

백라이트 LED

전기 데이터

UL3000 Fab, UL3000 Fab PLUS

작동 전압 100 - 240 V ±10%, 50 / 60 Hz

소비 전력 1500 VA

일반 소비 전력
- 펌프 배기 중
- 측정 모드에서

1200 VA
700 VA

메인 퓨즈 장치 회로 차단기 20 A 퓨즈

보호 등급 EN 60529 IP20
UL 50E 타입 1

과전압 카테고리 II

전자 인터페이스 USB, 이더넷, HDMI, SNIFFER,
ACCESSORIES, LD, REMOTE CONTROL,
SERVICE

물리 데이터

UL3000 Fab, UL3000 Fab PLUS

최소 탐지 누설률, 진공 모드 5·10-12 mbar l/s

반응 시간, 블라인드 플랜지 < 1s

최대 흡입 압력(MASSIVE 진공 영역) 대기압

헬륨 흡입력(ULTRA 진공 영역) 4 l/s

흡입측 공기 펌핑 속도 25 m3/h

작동 준비 시간 < 3 분

측정 가능 범위 4He, H2, 질량 3(예: H-D, 3He 또는 H3)

최소 탐지 누설률 스니핑 모드 < 5·10-8 mbar l/s

스니퍼 라인 SL200을 통한 가스 유량 25 sccm

스니퍼 라인 SL3000을 통한 가스 유량 160 sccm

측정 영역 12 디케이드

스탠바이 시 음압 레벨 < 61 dB (A) *)

이온 소스 수명이 긴 이리듐 음극 2 개, 이트리아 코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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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자의 위치에서 A 특성의 배출 음압 레벨은 예측할 수 있는 전체 장치 사용에서
항상 61 dB(A) 이하입니다. 소음 배출 측정 설명은 통합 규격 DIN EN ISO 3744:2011
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주변 요건

UL3000 Fab, UL3000 Fab PLUS

해수면 이상 최대 높이 2000 m

최대 상대 습도 30°C에서 80%, 40°C에서는 최대 50%까
지 선형 감소

보관 온도 0°C … +50°C

주변 온도 +10°C … +40°C

오염도 **) 2

**) DIN EN 61010-1에 따름: 비전도성 오염의 경우만. 경우에 따라서는 응축으로 인해
일시적인 전도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4.5 기본 설정
누설률 임계값 1 1×10-9 mbar l/s

누설률 임계값 2 1×10-8 mbar l/s

누설률 임계값 3 1×10-7 mbar l/s

누설률 임계값 4 1×10-6 mbar l/s

자동 퍼징 켬

음량 2

ZERO 모드 I•ZERO 2.0

교정 요청 끔

TMP 환기 켬(서비스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

진공모드 인터페이스 누설률 단위 mbar l/s

스니핑모드 인터페이스 누설률 단위 mbar l/s

인터페이스 압력 단위 mbar

TMP 회전속도 1500 Hz (변경 불가능)

질량 4(헬륨)

IO1000 RS232 연결부 프로토콜 ASCII

IO1000 아날로그 출력부 채널 1 누설률 가수

IO1000 아날로그 출력부 채널 2 누설률 지수

IO1000 아날로그 출력부 스케일링 0.5 V / 디케이드

디지털 출력부 핀 1(IO1000) Calibration request (반전됨)

디지털 출력부 핀 2(IO1000) Error or warning (반전됨)

디지털 출력부 핀 3(IO1000) Setpoint 1 (반전됨)

디지털 출력부 핀 4(IO1000) Setpoint 2 (반전됨)

디지털 출력부 핀 5(IO1000) Measuring

디지털 출력부 핀 6(IO1000) ZERO active 

디지털 출력부 핀 7(IO1000) Ready for operation

디지털 출력부 핀 8(IO1000) Calibration active

디지털 입력부 핀 1(IO1000) VENT

디지털 입력부 핀 2(IO1000) Sniff

디지털 입력부 핀 3(IO1000) 시작

디지털 입력부 핀 4(IO1000)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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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입력부 핀 5(IO1000) ZERO

디지털 입력부 핀 6(IO1000) CAL

디지털 입력부 핀 7(IO1000) Clear

디지털 입력부 핀 8(IO1000) Purge

디지털 입력부 핀 9(IO1000) Start/Stop

디지털 입력부 핀 10(IO1000) No function

질량 2 진공 기계 계수 1

질량 3 진공 기계 계수 1

질량 4 진공 기계 계수 1

누설률 필터 I•CAL

음극 음극 1 자동(서비스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

압력 하한, 모세관 SL200 막힘 0.1 mbar

압력 상한, 모세관 SL200 파단됨 1 mbar

오디오 알람 TRIGGER

오디오 알람 지연 60 s

알림음 켬

유입 영역 오프셋 질량 2 1,3×10-10 A

유입 영역 오프셋 질량 3 6,7×10-14 A

유입 영역 오프셋 질량 4 3,3×10-15 A

IO1000 상위 지수 아날로그 출력 -5

압력 단위(표시) mbar

진공모드 누설률 단위(표시) mbar l/s

스니핑모드 누설률 단위(표시) mbar l/s

작동 모드 진공

보정 중 증폭기 테스트 켬(서비스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

상호 반복적인 프리 앰프 영역에 대한 모니
터링

켬(서비스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

압력 한계 MASSIVE -> GROSS 15.0 mbar

압력 한계 GROSS -> FINE 2.0 mbar

압력 한계 FINE -> ULTRA 0.3 mbar

최대 배출 시간 그로스 리크 600 s

최대 배출 시간 측정 1800s

그로스 리크 방지 누설률 한계 1×10-3 mbar l/s

그로스 리크 방지 끔

입자 방지 끔

배경신호 억제 오직 내부용으로만

환기 지연 수동

LD 연결부 장치 I/O 모듈

정비 메시지 전체 활성화

진공 영역 MASSIVE, GROSS, FINE, ULTRA (전체
켜짐)

버스 모듈 주소 126

수소 진공 외부 테스트 누설 장치 1×10-7 mbar l/s

질량 3 진공 외부 테스트 누설 장치 1×10-7 mbar l/s

헬륨 진공 외부 테스트 누설 장치 1×10-7 mbar l/s

수소 스니핑 외부 테스트 누설 장치 1×10-5 mbar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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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 3 스니핑 외부 테스트 누설 장치 1×10-5 mbar l/s

헬륨 스니핑 외부 테스트 누설 장치 1×10-5 mbar l/s

로컬에서의 조작 허용

시계 형식 아날로그

스탠바이 상태의 배경신호 끔

누설률 하한 높이기 0

최소 음량 0

배출가스 호스 연결에 관한 지침 활성화됨

HYDRO•S(UL3000 Fab PLUS 전용) 비활성화됨

UL3000 Fab PLUS와 결합된 SL3000만

스니퍼 라인 LED 알람 구성 깜박임

스니퍼 라인 LED 밝기 5

부저 스니퍼 라인 임계값 1에서의 알림음

압력 하한, 모세관 SL3000 막힘 80 mbar

압력 상한, 모세관 SL3000 파단됨 200 mbar

정비 간격 설정

스니퍼 팁 필터 1000 h

에어 필터 2500 h

사용자 설정

이름 Supervisor

PIN 1111

언어 영어

자동 누설 테스트

최소 테스트 시간 5s

최대 테스트 시간 10s

부품 번호 매기기 켰다

부품 번호 1

테스트가 연달아 실패하는 경우에 대한
경고 한계

5

다이어그램 유형 선 그래프

선 그래프

스케일링 대수적

디케이드 4

자동 스케일링 켬

다이어그램 하한 1×10-12

시간 축 30s

막대 그래프

스케일링 대수적

디케이드 4

자동 스케일링 켬

다이어그램 하한 1×10-12

원 그래프

디케이드 5

자동 스케일링 켬

다이어그램 하한 1×10-12

데이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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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내기 형식 CSV en

활성화 끔

메타 데이터 내보내기 켬

WLAN

이름(SSID) UL3xxx

네트워크 키 INFICONUL

활성화 켬

LAN

방식 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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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

5.1 장착

 위험
감전 위험
누설 감지기를 움직이고 전원 케이블을 잡아 당기면 양쪽에 연결된 전원 케이블이 손
상되거나 벽면 콘센트가 찢어 질 수 있습니다.

장치에 습기가 스며 들면 감전으로 인한 상해 및 단락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원선의 경우 사용하기 전 매번 손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전원선이 절대로 당겨지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 장치를 움직이고자 하는 경우 벽에 있는 소켓에서 전원선을 분리시키십시오.

► 예기치 않은 움직임을 방지하려면, 최종 설치 장소에서 잠금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주행 휠을 잠금으로써 장치를 고정해 놓으십시오.

► 반드시 건물 내부의 건조한 주변 환경에서만 장치를 작동하십시오.

► 습기 및 습기 원천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장치를 작동하십시오.

► 플러그를 뽑을 때 항상 플러그에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장치를 배치하십시오.

►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 장치를 작동해서는 안 되며, 물방울 또는 다른 액체가 장치
에 떨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경고
배기가스 및 증기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
펌프의 배기가스 및 증기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환기가 좋지 않은 공간에서 유해 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치 작동을 위해 배기
가스 연결부에 배기관을 연결시켜 사용합니다.

 경고
과부하, 단락 및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
► 허용 환경 조건에 유의하십시오.

► 특히 환기구에서 환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십시오:
전방, 후방 및 측면의 여유 공간이 적어도 10 cm여야 합니다.

► 액세서리 보관부에 환기팬 입구를 막지 마십시오.

► 장치와 가까운 곳에 열원을 두지 마십시오.

► 전원 스위치 또는 전원 플러그는 항상 손이 잘 닿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 장치에서 연기가 발생하면 즉시 장치의 전원을 분리시키십시오.

 경고
지진으로 인해 장치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 지진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장치 손잡이에 짧은 체인이나 조임줄을 사용해서

(1000 N에 적합한 제품) 장치를 묶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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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7: 장치 손잡이

 주의
장치가 저절로 굴러감으로 인한 부상 위험
► 잠금 브레이크의 완벽한 작동을 보장하려면, 휠에서 접착 테이프를 제거하십시오.

► 장치가 제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절로 굴러가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잠금 브레이
크로 바퀴를 잠그십시오.

 주의
팔다리의 압착 부상 위험
발이 밟혀 압착될 수 있습니다.

► 발을 롤러에서 멀리 두십시오.

► 장치를 당기지 마십시오.

► 장치에 달린 손잡이만 잡고 손으로 미십시오.

► 잠금 브레이크로 바퀴를 잠궈서 최종 설치 위치에서 장치를 고정하십시오.

 주의
전원 케이블이 장애물로 작용할 위험
► 풀어진 채로 걸려 있는 전원 케이블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케이블을 완전히 풀거

나 “전원 케이블 변형 방지 장치”를 사용하여 전원 케이블을 바닥에서부터 장치에
직접 연결하십시오. “배송되는 액세서리 연결 [} 37]”을 함께 참조하십시오.

참조
운영 체제는 USB 또는 이더넷을 통해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설 탐지기에 사용되는 Linux 운영 체제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으므로 보안상
취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악용하여 누설 탐지기의 이더넷 및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USB 포트/이더넷 포트 잠금 장치 등을 통해 이러한 인터페이스에 승인되지 않은 사
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십시오.

► 회사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해 누설 탐지기를 공용 인터넷에 직접 연결하지 마십
시오. 이러한 권장 사항은 WiFi 및 이더넷을 통한 연결에 모두 적용됩니다.

► 만약 원격으로 누설 탐지기의 웹 인터페이스에 접근하려면 암호화된 가상 사설망
(VPN) 연결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타사에서 제공하는 VPN 연결의 보안성은 보장되
지 않습니다.

장치 환경 내 헬륨 소스에서의 누설로 인한 측정 오류 방지
모든 주요 헬륨 소스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장치에서 10 m 범위 내에 큰 누설이 있
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위해 스니퍼라인을 삽입하십시오.



5 | 설치 INFICON

36 / 122 UL3000-Fab-사용 설명서-iina73ko1-09-(2109)

장치 운반에 관한 지침에 유의하십시오 - 다음 또한 참고: “제품 구성, 운반, 보관“.

작업 절차 • 측정 결과를 위조하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실내 온도가 일정한 장소를 선택하십시
오.

• 휠과 브레이크가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휠에서 접착테이프를 제거하십시오.

• 장치 밑면의 배기구를 막지 않기 위해, 발로 기기를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 놓으
십시오.

• 장치 뒷면의 전원 스위치에 쉽게 접근하려면 장치 뒤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십
시오.

• 장치를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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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배송되는 액세서리 연결

“전원 케이블 및 스니퍼 라인용 고리”를 장착하십시오
구성품(개수): 고리(4), 나사 M6 x 12(4), 잠금 와셔 S6(4)
공구(배송 구성품): T30 렌치

• 전원 케이블이나 필요한 경우 스니퍼 라인을 장치에 고정하려면 그림과 같이 장치
에 고리를 장착하십시오.

• 병 홀더를 장치에 장착한 이후 고리를 병 홀더에 부착하고 제공된 너트로 나사를
고정하십시오.

1

3

2

1 고리 2 나사 M6 x 12

3 잠금 와셔 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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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8: 장치 또는 옵션으로 제공되는 병 홀더의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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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케이블 변형 방지 장치”를 장착하십시오

개수:

변형 방지 장치
나사 M6 x 12
잠금 와셔 S6

1
1
1

필요한 공구(배송 구성품) T30 렌치

•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려면 장치에 “전원 케이블 변형 방지 장
치”를 설치하십시오. 그러면 전원 케이블이 장치에서 바닥으로 연결됩니다.

• 병 홀더가 장치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 이후 “전원 케이블 변형 방지 장치”를 병 홀
더에 부착하고 제공된 너트로 나사를 고정하십시오.

1
32

1 나사 M6 x 12 2 잠금 와셔 S6

3 변형 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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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관용 홀더”를 장착하십시오(UL3000 Fab PLUS 전용)
구성품(개수): 전체 홀더(1x), 나사 M6 x 12(3x), 잠금 와셔 S6(3x), 셀프 태핑 나사(2x)

공구(배송 구성품): 키 T25 및 T30

흡입측 플랜지와 테스트 챔버 또는 시험체 사이에 주름관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

1

2

11

1

3

2

1 전체 홀더 3 셀프 태핑 나사

2 나사 M6 x 12, 잠금 와셔 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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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9: 주름관 홀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경고
진공 배기 시 주름관의 축소
입구쪽에 연결되어 있는 주름관은 진공 배기 시 짧아지게 됩니다.

► 주름관이 짧아질 때 장치의 고정 상태를 약화시키거나, 주름관이 터지지 않도록 주
름관을 주의해서 설치합니다.

장치에 배기관 어댑터 장착
• 배기관 DN25를 통해 가스를 배출하려면 공급 범위의 배기관 어댑터 KF 플랜지

DN25를 장치 뒷면의 배기구에 장착하십시오. 배기 호스 어댑터를 밀폐하려면, 테
플론 테이프를 사용하십시오. 어댑터를 시계 방향으로 조이십시오.

• 호스 노즐 (G ½ 인치 외부 나사산)이 있는 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대안으로 이
호스 노즐을 배기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 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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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유해 가스의 흡입 위험
연결된 용기와 그 안에 포함된 가스에 따라, 유해 가스가 누설 탐지기의 배기구를 통
해 대기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 유해 가스 흡입에 대한 보호 조치에 유의하십시오.

► 위험 할 수있는 독성, 부식성 또는 폭발성 가스를 펌핑하지 마십시오.

► 배출가스 호스를 연결하십시오. 배기가스 연결부는 배기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연결
되어야 하며, 절대로 막혀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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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스니퍼 라인 SL3000 홀더 고정(액세서리, 옵션
형)

 경고
스니퍼 팁으로 인한 부상 위험
예를 들어 전선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 특히 스니퍼 팁이 눈에 닿게 되면 심각한 부
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스니퍼 팁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려면, 스니퍼 팁을 홀더에 고정해서 정렬할 때 스
니퍼 팁이 작업자쪽을 가리키지 않게 하십시오.

스니퍼 팁 전용 홀더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본 홀더는 장치 뒷면에 부착할 수 있습니
다 - 참고: “장치 전체“.

구성품(개수):
홀더 (1x), 볼트 M6 x 12 mm (2x), 와셔 S6 x 10 x 0.7 mm (2x)

1 양쪽의 볼트 및 와셔를 적용해서 그림과 같이 장치 뒷면에 홀더를 장착하십시
오.

2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니퍼 라인이 작업자쪽을 가리키지 않도록 스니퍼 라인을
홀더에서 정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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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원에 연결

 경고
감전 위험
접지 또는 보호조치를 전문가가 실행하지 않은 경우, 장치 고장 시 생명의 위험이 있
을 수 있습니다. 도체를 연결하지 않고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동봉된 3선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 결함이 발생한 전원 케이블을 교체합니다.

► 전원 공급이 100 ~ 120V인 지역에서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스피탈
그레이드 전원 코드 만을 사용하십시오.

► 전원 공급이 100 ~ 120V인 지역에서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전원 코드에 결함이 생
겼을 때는 반드시 하스피탈 그레이드 전원 코드로만 교체하십시오.

► 장치 소켓 (전원 스위치 소켓)에 항상 쉽게 접근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액세
서리 및 제어신호 연결부 [} 28]”을 함께 참조하십시오.

► 결함이 발견되면 장치의 전원을 즉시 분리하십시오. 연기가 나는 경우에도 마찬가
지입니다.

5.5 장치 기능 점검

참조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한 터보 분자 펌프 손상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하여 작동 중인 터보 분자 펌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작동 중 및 전원 차단 후 2분간은 장치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진동을 방지하십
시오.

주변 온도가 10 °C 이하일 때 장치를 켜지 마십시오.

ü DN 25 KF 블라인드 플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흡입측 플랜지에 미장착된 경우).

ü 헬륨 테스트 누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옵션 사항).

1 장치의 포장을 푼 후 구성품을 점검하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손상이 없는지
검사하십시오.

2 흡입구에 블라인드 플랜지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 장치 상
단의 흡입구에 O링 실링이 있는 블라인드 플랜지를 장착하십시오.

3 장치를 주전원에 연결하십시오.

4 전원 스위치를 이용하여 누설 탐지기를 켜십시오.

ð 전원이 켜지면 터치 스크린에 터보 분자 펌프 속도, 1차 압력, 방출 및 활성
음극에 대한 상태 정보가 표시됩니다. 부팅 과정에는 약 3 분이 소요되며 짧
은 경고음이 울립니다. 이제 장치가 “스탠바이”(준비) 상태가 됩니다.

5 시작 버튼을 누르십시오.

ð 흡입구가 비워진 후 측정 모드에서 측정된 누설률이 표시됩니다. 
시험체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외부에서 헬륨을 분사하기 위해 시작할 수 있
습니다.

6 기존 배경신호(시험체의 헬륨 배경)를 억제하려면 ZERO 버튼을 누르십시오.
배경신호 억제를 취소하려면 조작 패널의 ZERO 버튼을 2~3 초 동안 누르십시
오(“ZERO 버튼 [} 23]” 참조).

7 정지 버튼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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ð 장치가 “스탠바이” 상태로 변경됩니다.
조작 패널에서 정지 버튼을 몇 초 동안 누르면 장치의 흡입구가 환기됩니다.

8 장치의 스위치를 끄면 테스트를 바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9 내부 보정을 확인하려면 정량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장비가 예열될 때까지
15~20 분 정도 기다리십시오.

10 십자 아이콘 을 누르면 보정 메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11 “내부”를 선택하십시오.

12  버튼을 누르십시오.

ð 내부 자동 보정이 시작되며 약 30 초 정도가 소요됩니다.

13 헬륨 누설로 장비의 정확성을 점검하려면 흡입구에서 블라인드 플랜지를 제거
하고 개방된 헬륨 테스트 누설을 흡입구에 연결하십시오.

14 시작 버튼을 누르십시오.

ð 흡입구가 비워지고 시험체의 누설률이 측정 및 표시됩니다.

15 측정을 중단하려면 정지 버튼을 누르십시오.

ð 누설 탐지기가 대기 모드(스탠바이)로 변경됩니다.

16 디스플레이에 STANDBY/VENTED 메시지가 나타날 때까지 하우징의 정지 버튼
을 누르십시오.

ð 이제 흡입구는 환기된 상태입니다.

17 흡입구에서 헬륨 테스트 누설을 분리하고 흡입구에 블라인드 플랜지를 다시 장
착하십시오.

18 전원 스위치를 사용하여 장치를 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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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동

6.1 기본 설정

나중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장치의 현재 설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매개변수
세트 저장 및 관리 [} 74]” 참조).

6.1.1 사용자 인터페이스 언어 설정
사용자 설정에서 언어를 설정하십시오(“사용자 프로필 선택, 편집, 생성 [} 47]” 참
조).

6.1.2 날짜, 시간 및 시간대 설정
ü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일반 > 날짜 및 시간

2 설정하십시오.

3 저장하십시오. .

또는 툴바의 를 눌러 설정을 적용하십시오.

6.1.3 사용자 프로필 설정

6.1.3.1 권한 그룹 개요
사용자의 권한은 할당된 그룹에 따라 달라집니다.

User  User 그룹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측정 실행,

• 측정 결과 기록 보기,

• 장치 정보 보기,

• 오류 프로토콜 보기.

Operator  Operator 그룹 구성원은 User 그룹의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기
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User 생성/변경/삭제,

• 측정 데이터 내보내기/삭제,

• 측정 설정 변경,

Supervisor  Supervisor 그룹 구성원은 User 및 Operator 그룹의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Operator 생성/변경/삭제,

• Supervisor 생성/변경/삭제,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실행,

• 날짜/시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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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2 사용자 프로필 선택, 편집, 생성
ü   Operator 또는 Supervisor 권한

1  > 사용자 계정 > 사용자 계정 관리

ð 이미 생성된 사용자 및 할당된 그룹이 목록 형태로 표시됩니다.

2 다음과 같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용자 프로필을 생성하려면 창 하단에서 를 선택하십시오.

“사용자 프로필” 창이 열립니다.

또는 이미 생성된 사용자 이름을 누르고 화면에 표시된 툴바에서 다음과 같이
선택하십시오.

사용자 프로필을 로딩 하기위해  선택.
로그인 창이 열립니다.

사용자 프로필을 편집 하기위해  선택.
“사용자 프로필” 창이 열립니다.

사용자 프로필을 삭제 하기위해  선택.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3 특정 도구를 선택하면 “사용자 프로필”창이 열립니다. 이 창이 열리면 필요에
따라 사용자 이름을 입력 또는 변경하거나 저장하십시오.

Mueller

사용자

Mueller

PIN

이름

그룹

언어 한국어

사용자 프로필

4 만약 “PIN” 입력란이 채워져 있지 않거나 내용을 변경하려면 4 자리로 이루어
진 PIN을 입력하십시오.

5 사용자에게 필요한 권한을 할당하려면 해당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및 을 이
용해 User, Operator 및 Supervisor 그룹 중 선택하십시오. “권한 그룹 개요
[} 46]”를 참조하십시오.

6 “언어” 입력란에서  및 을 이용해 사용자에 해당하는 언어를 할당하십시오.

7 저장하십시오. .

6.1.3.3 개인 설정 변경
권한이 제한된 사용자(User) 또한 언어 또는 PIN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사용자 프로필이 함께 조정됩니다. 전체 사용자 프로필에 접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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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스플레이 왼쪽 상단 모서리에 나타나는 이름을 누르십시오.

ð “사용자 계정”창이 열립니다.

2 필요에 따라 “사용 중인 PIN 변경” 또는 “사용 중인 언어 변경” 버튼을 선택하
십시오.

또한 참고하십시오

2 장치 로그아웃 [} 80]

6.1.4 자동 로그인 끄기

기본 설정
로그인: 감독자

PIN: 1111

언어: 영어

기본 설정에 따라 장치를 켜면 “Supervisor” 사용자로 자동 로그인되며 측정 화면이
호출됩니다. 또한 이와같이 사전 설정된 사용자는 “Supervisor” 그룹의 권한을 가집니
다. 각 사용자는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도 모든 장치 기능을 제한 없이 작동시킬 수 있
습니다.

장치를 켰을 때 자동으로 로그인하는 대신 로그인 창을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
다.
로그인 창에서는 이미 장치에 등록된 모든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프
로필 선택, 편집, 생성 [} 47]” 참조).

ü  Supervisor 권한

1  > 사용자 계정 > 자동 로그인 관리

2 “자동 로그인 관리” 창에서 “활성화” 옵션 선택을 취소하십시오.

3 저장하십시오. .

ð 장치를 다시 시작하면 현재 설정이 적용됩니다.

6.1.5 자동 로그인 켜기
장치를 켰을 때 로그인 창을 사용하지 않고 원하는 사용자를 자동으로 로그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ü  Supervisor 권한

ü 해당 사용자가 이미 생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프로필 선택, 편집, 생성 [} 47]”를
참조하십시오.

1  > 사용자 계정 > 자동 로그인 관리

2 “자동 로그인 관리” 창에서 “활성화”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3 “이름” 입력란에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대문자/소문자에 유의하십시
오.

4 “PIN” 입력란에 사용자 프로필의 현재 PIN을 입력하십시오.

5 저장하십시오. .

6.1.6 측정 화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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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그래프 간에 상호 전환하려면 측정 화면의 왼쪽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누릅니
다(“터치 스크린 구조 [} 24]” 참조).

다음 표시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 그래프

• 막대 그래프

• 원 그래프

다양한 그래프 표시를 상세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형 그래프 표시 변경 [} 49]”,
“막대 그래프 표시 변경 [} 50]”, “원 그래프 표시 변경 [} 50]”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참고하십시오

2 선형 그래프 표시 변경 [} 49]

2 막대 그래프 표시 변경 [} 50]

2 원 그래프 표시 변경 [} 50]

6.1.6.1 선형 그래프 표시 변경

Supervisor

ULTRA

약어 10: 선형 그래프로 표시

ü   Operator 또는 Supervisor 권한

1  > 표시 > 선 그래프

2 “스케일링” 입력란에서 “선형”과 “대수적”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3 표시 가능한 “디케이드”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4 누설률 상한값과 하한값을 동적으로 조정하려면 “자동 스케일링” 옵션을 활성
화하십시오.

5 “시간 축” 입력란에서 시간축의 길이를 “30”, “60”, “90”, “120” 또는 “240”초 중
에서 선택하십시오.

6 “자동 스케일링” 옵션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다이어그램 하한” 입력란에서
원하는 디케이드를 선택하십시오.

7 저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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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2 막대 그래프 표시 변경

약어 11: 막대 그래프로 표시

ü   Operator 또는 Supervisor 권한

1  > 표시 > 막대 그래프

2 “스케일링” 입력란에서 “선형”과 “대수적”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3 표시 가능한 “디케이드”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4 누설률 상한값과 하한값을 동적으로 조정하려면 “자동 스케일링” 옵션을 활성
화하십시오.

5 “자동 스케일링” 옵션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다이어그램 하한” 입력란에서
원하는 디케이드를 선택하십시오.

6 저장하십시오. .

6.1.6.3 원 그래프 표시 변경

약어 12: 원 그래프로 표시

ü   Operator 또는 Supervisor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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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표시 > 원 그래프

2 원 그래프에서 표시된 디케이드 수를 완전히 설정하려면 "디케이드”에서 표시
된 디케이드 수를 선택하십시오. 자동 스케일링이 비활성화된 경우에만 유효.

3 표시 범위를 측정된 누설률에 동적으로 조정하려면 "자동 스케일링” 옵션을 사
용하여 자동 스케일링을 활성화하십시오.

4 "다이어그램 하한” 입력란에서 원 그래프에 대한 원하는 하한을 선택하십시오.
이 제한은 옵션 "자동 스케일링”이 활성화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5 저장하십시오. .

6.1.6.4 일반 표시 설정 변경
ü   Operator 또는 Supervisor 권한

1  > 표시 > 설정에 관한 일반 표시

2 귀하의 응용 프로그램에 매우 작은 단위의 누설률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누설
률 하한을 높이려면 “누설률 하한 높이기” 선택 상자에서 “1 ... 6 디케이드” 사
이의 값을 선택하십시오. 누설률 하한을 높이면 누설률 표시에 대한 평가가 용
이해질 수 있습니다.

3 “스탠바이” 창의 내부 배경 누설률 표시 여부를 설정하려면 “스탠바이 상태의
배경신호” 옵션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십시오.

ð 내부 배경신호는 아직 펌프 배기되지 않은 잔류 가스에 의해 생성됩니다. 매
우 깨끗한 시스템은 1x10-11 mbar l/s 범위의 배경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
상적인 조건에서는 1x10-10 mbar l/s 또는 1x10-9 mbar l/s의 배경신호가 있습
니다. 내부 배경신호 계산에 대해서는 "배경신호 억제 변경 [} 64]”을 참조하
십시오.

4 저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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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자동 누설 테스트 결과 화면

1

3

2

5

4

7
6

Supervisor

1 최근 테스트 결과가 “부품 번호”아래 “통과” 또는 “실패“ 여부가 표시됨. 누설률
이 임계값을 초과하면 테스트는 실패합니다.

2 설정된 제한값 내의 실제 테스트 시간, “자동 누설 테스트 설정 [} 59]” 참조

3 부품 번호, 활성화 된 경우 “부품 번호 매기기”로 지정됩니다. 시작 번호부터 시
작하여 부품 번호가 자동으로 증가합니다(“자동 누설 테스트 설정 [} 59]” 참
조).

4 실패한 테스트는 경고 한계까지 순차적으로 계산됩니다.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실패 횟수가 0 으로 재설정됩니다(“자동 누설 테스트 설정 [} 59]” 참
조).

5 자동 누설 테스트 일시 중지: 테스트 챔버가 닫혀 있으면 이 버튼을 누른 후에
다음 창에서 확인하여 측정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챔버는 펌프 배기중
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6 측정 결과

7 “자동 누설 테스트” 작동 모드 활성화, “작동 모드 선택 [} 58]” 참조

6.1.8 단위 변경
진공 작동을 위해 “Torr·l/s”, “atm·cc/s”, “Pa·m3/s”, “mbar·l/s”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스니핑” 작동 모드로 전환하면 위에 나열된 단위 외에 “oz/yr”, “g/a”, “ppm”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압력 단위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mbar”, “Pa”, “atm”, “Torr”.

ü   Operator 또는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일반 > 설정 단위

2 필요한 경우 “진공 누설률 단위”, “스니핑 누설률 단위”, “압력 단위” 단위를 변
경하십시오.

ð 인터페이스의 단위가 장치의 단위와 동일게 표시되도록 기본 설정에 따른
“화면 내용 참고” 옵션이 활성화됩니다.

3 인터페이스의 단위를 독립적으로 설정하려면 필요에 따라 “화면 내용 참고” 옵
션을 비활성화하십시오.

ð 인터페이스의 단위 설정을 위한 추가 입력란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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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한 단위가 해당 인터페이스에도 사용되도록 다시 설정하려면 “화면 내용
참고” 옵션을 활성화하십시오.

5 저장하십시오. .

6.1.9 오디오 설정 변경
측정 결과를 나타내는 시각적인 표시 화면 외에  음량, 알림음 및 오디오 알람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경고
큰 소리로 인한 청각 손상
장치의 경보 레벨은 85dB(A)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음량을 최대 “5“까지 설정하십시오.

► 음량을 “5”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 적합한 귀마개를 착용하십시오.

ü   Operator 또는 Supervisor 권한

1  > 오디오

2 오디오 알람 및 알림음의 음량을 변경하려면 원하는 음량 수준을 선택하십시
오. 다음 입력란에서 “최소 음량” 설정값 이상으로 선택하십시오.

ð 설정 범위: 0 … 15

ð “테스트” 버튼을 눌러 설정된 음량으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경우 최소 음량을 변경하십시오.

ð “최소 음량”은 음성 알람 신호의 음량을 나타내며, 이 음량보다 작은 값으로
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0 보다 큰 값을 선택하면 측정 화면의 음량 아이
콘을 눌렀을 때 최소 음량 설정이 차단됩니다. 이렇게 하면 권한이 없는 사용
자가 주변 소음보다 낮은 값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ð 설정 범위: 0 … 15

4 오디오 알람 작동과 알림음 유형을 지정하려면 “오디오 알람 유형” 설정에서
“비례적 누설률”, “PINPOINT”,“SETPOINT”, “TRIGGER” 및 “끄기” 중 원하는 설정
을 선택하십시오.

ð “비례적 누설률”: 청각적 신호의 주파수는 막대 그래프 또는 다이어그램 높이
에 비례합니다. 주파수 범위는 300HZ에서 3300HZ 사이입니다.

ð “PINPOINT”: 음향 신호의 알림음은 누설률 범위 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합니
다. 이 범위는 선택한 임계값보다 낮은 디케이드에서 상위 디케이드까지 확장
됩니다. 이 누설률 범위 이하에서는 음이 계속 낮게 울리며, 해당 범위 이상에
서는 음이 계속 높게 울립니다.

ð “SETPOINT”: 음 높이는 누설률에 비례합니다. 누설률이 설정된 임계값 1을 초
과하면 음이 출력됩니다. “임계값 설정 [} 58]”을 함께 참조하십시오.

ð “TRIGGER”: 설정된 임계값 1을 초과하면 이중 신호음이 출력됩니다. “임계값
설정 [} 58]”을 함께 참조하십시오.

5 일부 프로그램에서 시작 버튼을 눌러 잠시 동안 알람을 제한하려면 “오디오 알
람 지연”을 설정하십시오. 예시: 테스트 챔버 시스템의 펌프가 배기 중일 때.

ð 시작 버튼을 누른 뒤 누설률이 임계값 1 이하로 떨어지거나 알람 지연 시간이
경과하는 즉시 음성 신호가 활성화됩니다. 이 설정은 음성 알람 유형
“SETPOINT” 및 “TRIGGER”에만 적용됩니다.

6 알림음이 필요한 경우 “알림음”옵션을 활성화하십시오.

7 저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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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 보호 설정 변경
입자 침투와 그로스 리크 시 헬륨 오염으로부터 장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
대 배출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ü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측정 > 보호

2 그로스 리크 보호 기능을 켜려면 “그로스 리크 방지”옵션을 활성화하고 “그로
스 리크 방지 한계”에서 비활성화 한계값을 설정하십시오.

ð 측정된 누설률이 비활성화 한계값을 초과하자마자 장치의 모든 흡입측 밸브
가 닫힙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많은 헬륨이 질량 분석기로 들어가지 않습니
다. 기밀성 검사기가 헬륨으로 인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시험체에 들
어간 헬륨은 외부 펌프로 배기할 수 있습니다. 외부 펌프를 사용하지 않는 경
우 측정을 진행하기 전에 시험체를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입자가 장치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려면 시험체를 다른 병렬 작동 펌프로 먼
저 배기해야 합니다. 또한 “입자 방지”옵션을 활성화하십시오.

ð 기밀성 검사기는 흡입 압력이 1 mbar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배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4 참조: 진공 영역 “Massive”가 켜지면 다음 설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공 영
역 활성화 [} 58]”을 함께 참조:
그로스 리크가 발생할 때 최대 배출 시간을 변경하려면 “그로스 리크 배출 시
간”에 원하는 시간 간격을 초 단위로 입력하십시오.

ð 이 설정을 통해 그로스 리크 경고 메시지가 발생하는 때를 정합니다. 기본 설
정값은 600 초입니다. 이 시간 내에 흡입 압력이 100 mbar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메뉴 항목은 항상 동일한 테스트 조건
을 가진 연속 테스트에 특히 유용합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험체를 비웁니다. 이때 설정 시간 내에 해당 압력 조건
(p1 <100 mbar)에 도달하지 않거나 미달할 경우 펌프 과정이 중단되고 경고
메시지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선택할 시간은 원하는 그로스 리크 메시지 반응 시간에 따라 달라지거나 시
험체의 질량 및 효율적인 펌핑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펌프 과정이 중단되지 않게 하려면 “0”을 입력하십시오. 이 입력값은 “무
한”에 해당합니다.

5 참조: 진공 영역 “Massive”가 켜지면 다음 설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공 영
역 활성화 [} 58]”을 함께 참조:
최대 배출 시간을 측정 모드로 변경하려면 “배출 시간 측정”에 원하는 시간 간
격을 초 단위로 입력하십시오.
“배출 시간 측정”은 첫 번째로 승인된 측정 영역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입니
다.
기본 설정값은 1800 초입니다.

ð 배출 시간 내에 예상 압력 조건에 도달하지 않으면 배출 시간 경과 후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압력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 설정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 설치 > 측정 > 압력 한계
및

 > 설치 > 측정 > 진공 > 진공 영역

6 저장하십시오. .

6.1.11 “스니퍼 팁 필터” 또는 “에어 필터” 정비 간격 설정
장치 위치에서 오염 수준에 따라 정비 간격 을 설정하려면 표준값 또는 자체 선택한
정비 간격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ü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유지보수 계수기

2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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ð “스니퍼 팁 필터”용 선택값을 시간 단위로 입력하거나 인접한 버튼 “표준
값” (1000 시간)을 누르십시오.

ð “에어 필터”용 선택값을 시간 단위로 입력하거나 인접한 버튼 “표준값” (2500
시간)을 누르십시오.

3 저장하십시오. .

정비 작업을 시행한 후 다음 정비까지 원하는 시간 간격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참고하십시오

2 공구함 내 필터 매트 교체 [} 92]

2 장치 밑면의 필터 매트 교체 [} 93]

2 스니퍼 라인 SL200 필터 교체 [} 94]

2 스니퍼 라인 SL3000 필터 교체 [} 95]

6.1.12 정비 요청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해당하는 정비 기간이 초과되었을 때의 경고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다음 정비까지
의 시간도 여기에 표시됩니다.

ü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정비 요청

ð “정비 요청 활성화/비활성화” 창에서 다음 구성품에 대한 정비 요청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테스트 누설
- TMP
- 스니퍼 팁 필터
- 1차 진공 펌프
- 배기관 필터
- 공기 필터

2 설정하십시오.

3 저장하십시오. .

6.1.13 보정 요청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보정 요청” 옵션이 비활성화된 경우(기본 설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보정 요청을 받
습니다.

• “자동 누설 테스트” 작동 모드가 켜지고 자동 누설 테스트의 테스트 시간이 변경
되었습니다.

• 새로운 일련 번호가있는 SL3000 스니퍼라인이 연결되었습니다(UL3000 Fab PLUS
전용).

• 장치 조작기를 통해 작동 모드가 변경되었으며 새 작동 모드에서는 지난 24 시간
동안 보정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보정 요청 ”옵션이 활성화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가 보정 요청을 받습니다.

• 장치가 30 분 이상 작동 중이며 마지막 보정으로 인한 온도 편차가 5 Kelvin 이상
입니다.

• 현재 선택된 작동 모드에서 지난 24 시간 동안 보정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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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Operator 또는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측정 > 기타

2 추가 보정 요청을 활성화하려면 “캘리브레이션 요청” 옵션을 활성화하십시오.
요청을 해제하려면 이 옵션을 비활성화하십시오.

3 저장하십시오. .

6.1.14 작동 옵션 확장 또는 제한
터치 스크린을 통해 언제든지 장치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작 패널의 버튼과
리모컨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ü   Operator 또는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측정 > 기타

2 "로컬에서의 조작”의 선택 상자에서 다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ð 허용.
조작 패널의 버튼 시작, 정지 및 ZERO와 리모컨의 버튼도 허용됩니다. 터치스
크린을 통한 조작은 사용자가 로그인되어 있지 않으면 차단되어 있을 수 있
습니다.

ð 로그인 후 허용.
조작 패널의 버튼 시작, 정지 및 ZERO와 리모컨의 버튼도 장치에서 유효한
PIN으로 사용자 로그인 후 조작할 수 있습니다.

ð 차단.
터치스크린을 통해서만 장치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조작 패널의 버튼 시작,
정지 및 ZERO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때 리모컨 버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저장하십시오. .

6.1.15 즐겨찾기 사용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 메뉴 탐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즐겨찾기" 창에서 배치
가능한 메뉴키를 생성하십시오.

즐겨찾기 호출:

► , ,  권한의 아이콘을 누른 후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또는 대안으로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  > 사용자 계정 > 즐겨찾기

ð 9개의 버튼이 있는 즐겨찾기 창이 표시됩니다. 할당된 버튼은 원하는 기능을 빨
리 호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생성:
1 즐겨찾기 창에 비어 있는 버튼을 누르십시오.

2 표시된 목록 개요에서 원하는 메뉴 이름을 선택하고 으로 선택을 확인하십
시오.

ð 대안으로 “즐겨찾기” 창에서 을 누르고 빈 항목을 표시한 다음 나타난 
으로 목록 개요에서 원하는 메뉴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즐겨찾기 변경 또는 삭제:

1 즐겨찾기 창에서 을 누르십시오.

ð 이를 통해 원하는 항목을 터치하면 “관리”창이 열립니다.

ð 삭제 시에는  아이콘 및  아이콘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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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콘을 누르면, 메뉴 이름이 있는 목록 개요가 나타나며, 이 목록에서 선
택한 후 을 통해 저장할 수 있습니다.

6.1.16 알림 메시지 켜기 또는 끄기
ü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일반 > 알림

2 필요 시 “배출가스 호스 연결에 관한 지침“ 메뉴의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ð 옵션 활성화됨: 지침 내용이 표시됩니다(초기 설정)

ð 옵션 비활성화됨: 지침 없음

3 저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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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측정 설정

6.2.1 작동 모드 선택
ü   Operator 또는 Supervisor 권한

1  > 작동 모드

2  “진공”, “스니핑 / SL200“ 또는 “자동 누설 테스트” 중 선택하십시오. UL3000
PLUS에서는 추가로 “스니핑 / SL3000”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저장하십시오. .

6.2.2 가스 선택

 위험
수소 폭발 위험
수소는 산소와 결합하면 폭발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스 혼합물을 함께 사용하
는 경우 각 제조업체의 안전 데이터 시트에서 허용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 수소 구성 요소가 상기 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ü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측정 > 질량

2 다음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수소” H2 (2 amu)
“헬륨” 4He (4 amu)
“질량 3” 3He (3 amu)

3 저장하십시오. .

6.2.3 임계값 설정
누설률 임계값 1, 2, 3, 4를 개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계값 초과 시:

• 임계값 1 또는 2 초과 시 측정 창에서 측정선의 색상이 변경됩니다.

• 디지털 출력부의 임계값 릴레이가 작동됩니다(“I/O-모듈 [} 105]” 또는 인터페이스
설명 참조).

또한 임계값 1은 다양한 알람을 작동시키는 임계값을 정의합니다(“오디오 설정 변경
[} 53]” 참조). 나아가 I•ZERO의 제한값으로 사용됩니다(“ZERO 기능 설정 및 사용
[} 62]” 참조).

ü   Operator 또는 Supervisor 권한

1  > 임계값

2 설정하십시오.

3 저장하십시오. .

6.2.4 진공 영역 활성화
진공 영역 측정을 위해 진공 영역 MASSIVE, GROSS, FINE, ULTRA 등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4 개 영역을 모두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 영역이 활성화되면 흡입 압력에
따라 영역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감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영역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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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Operator 또는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측정 > 진공 > 진공 영역

2 “진공 영역”에서 원하는 진공 영역을 활성화하십시오.

3 저장하십시오. .

6.2.5 자동 누설 테스트 설정
“자동 누설 테스트” 작동 모드 및 측정 참조 사항에 대한 정보에 유의하십시오. “자동
누설 테스트” 작동 모드 [} 17], “작동 모드 선택 [} 58]”, “측정 [} 68]”,“자동 누설 테
스트 결과 화면 [} 52]”를 함께 참조하십시오.

ü   Operator 또는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측정 > 진공 > 자동 누설 테스트

ð 다음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시험 시간”
- “최대 시험 시간”
- “누설률 임계값 1”: 임계값 1을 변경하기 위한 용도. 또는 “임계값” 창에서
동일한 임계값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임계값 설정 [} 58]” 참조).
- “부품 번호 매기기”: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각 테스트마다 숫자가 지정됩니
다. 이렇게 하면 테스트 결과를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결과 프로토콜 불러
오기 [} 74]” 참조).
- “부품 번호”: 부품 번호를 지정하기 위한 용도. 각 측정 시 이 부품 번호를
시작 번호로 하여 부품 번호가 증가합니다.
- “테스트가 연달아 실패하는 경우에 대한 경고 한계”: 입력한 숫자에 도달하
면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2 설정하십시오.

3 저장하십시오. .

6.2.5.1 테스트 챔버의 배경 준수
테스트를 연속으로 실패하는 등 예상치 못한 측정 결과가 표시되는 경우, “기준 가스
측정”을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해당 측정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ü 테스트 챔버가 장착되어 있으며, 비어 있고, 닫힌 상태입니다.

ü “자동 누설 테스트” 작동 모드

ü 장치가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1 십자 아이콘 을 선택하십시오.

2 “기준 가스 측정”을 선택하십시오.

3 을 누르십시오.

ð 챔버를 3 번 펌프 배기 및 환기합니다.

ð 청소 후 현재 헬륨 배경이 측정됩니다.

ð 측정된 배경에 대한 새로운 값은 자동으로 저장되어 향후 측정 결과에서 제
외됩니다.

또한 참고하십시오

2 자동 누설 테스트 결과 화면 [} 52]

6.2.6 HYDRO•S(UL3000 Fab PLUS 전용)
진공 작동 모드에서 대형 시험체를 검사하는 경우 HYDRO•S를 사용하여 측정 준비 시
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진공” 작동 모드 [}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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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1 HYDRO•S 설정(UL3000 Fab PLUS)

본원에 설명된 기본 설정 외에도 HYDRO•S를 사용 옵션은 선택한 작동 모드 및 작동
조건과 같은 추가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HYDRO•S 사용(UL3000 Fab PLUS)
[} 60]” 참조).

ü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측정 > HYDRO•S

2 다음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HYDRO•S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동 전환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비활성
화”(기본 설정)를 선택하십시오.
측정 화면에서 를 눌러 HYDRO•S를 켜거나 끄려면 “수동”을 선택하십시오.
“터치 스크린 구조 [} 24]”을 함께 참조하십시오.
HYDRO•S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려면 “자동”을 선택하십시오.

3 저장하십시오. .

4 HYDRO•S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설정한 후 보정을 수행하십시오(“보정
[} 66]” 참조).

6.2.6.2 HYDRO•S 사용(UL3000 Fab PLUS)
수동 HYDRO•S ü HYDRO•S가 “수동”으로 설정된 경우입니다(“HYDRO•S 설정(UL3000 Fab PLUS)

[} 60]” 참조).

ü 가스 유형 헬륨(질량 4)이 선택되었습니다("가스 선택 [} 58]” 참조).

ü “진공” 작동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ü 진공 영역 ULTRA에 도달했습니다.

ü 장치가 “측정” 상태입니다.

ü 현재 누설률이 3x10-10 mbar l/s보다 큽니다.

ü ZERO가 꺼져 있습니다. HYDRO•S를 켠 후에 ZERO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ZERO 기능 설정 및 사용 [} 62]”를 참조하십시오.

► 측정 화면에서 를 눌러 HYDRO•S를 켜거나 끄십시오. 중지 (Stop) 를 누르면 항
상 HYDRO•S가 꺼집니다.

자동 HYDRO•S ü HYDRO•S가 “자동”으로 설정된 경우입니다(“HYDRO•S 설정(UL3000 Fab PLUS)
[} 60]” 참조).

ü 이때 상기 수동 작업에 대한 다른 전제 조건도 충족된 상태입니다.

ü 누설 검색기는 현재 측정 영역에서 최소 5 초 거리내에 존재합니다.

► HYDRO•S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ð HYDRO•S는 측정 주기(중지/시작(Stop/Start)) 한 번마다 한 번만 켜집니다.

ð 자동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로 HYDRO•S를 항상 켜고 끌 수 있
습니다.

ð HYDRO•S를 수동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 측정 주기(중지/시작 (Stop/Start))
까지 자동 모드가 비활성화됩니다.

6.2.7 기계 계수 설정
“진공” 작동 모드로 측정하고 외부 펌프 시스템을 병렬로 사용할 경우 측정된 누설률
이 내부 보정을 기반으로 한 누설률에 비해 너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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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조정하기 위해 측정된 누설률에 해당하는 기계 계수를 곱하여 결과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수는 스니핑 모드가 아닌 진공 모드에서만 사용됩니다.

장치의 헬륨 펌핑 속도를 고려하여 기계 계수를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방법은 외부 펌프를 연결한 상태와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씩 시험체의 외부 테
스트 누설에서의 누설률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결과의 차이에 따라 기계 계수를 결정
합니다.

또한, 기계 계수는 공기 당량에 대한 누설률 판독값을 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
다. 이 보정을 위한 기계 계수는 0.37입니다.

ü   Operator 또는 Supervisor 권한

ü “진공” 작동 모드가 설정된 상태입니다.

1  > 설치 > 측정 > 교정 누설기

ð “헬륨 기계 계수” 입력란이 표시됩니다.

2 설정하십시오.

3 저장하십시오. .

6.2.8 외부 테스트 누설 설정
보정을 위해 외부 테스트 누설을 사용하려면 테스트 누설의 누설률을 입력하십시오.

ü   Operator 또는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측정 > 교정 누설기

2 테스트 누설 또는 인증서에 인쇄된 값과 해당 단위를 적용하십시오.
장치의 단위가 다른 단위로 설정되어 있어도 인쇄된 값과 해당 단위의 조합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3 저장하십시오. .

또한 참고하십시오

2 외부 보정 [} 67]

6.2.9 압력 제한 변경
진공 모드용 압력 제한.

이 기능을 사용하면 진공 영역   MASSIVE, GROSS, FINE, ULTRA 간 기본 설정된 전환
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아르곤과 같은 공기 이외의 가스를 배출하는 데 사
용하는 경우 이러한 기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 Pirani 압력 게이지의 가스
유형 의존성 때문입니다.

사전 설정된 전환점을 변경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스 유형에 따른 흡입 압력 표
시기 (피라니)의 압력 신호는 장치의 흐름 제어 조정 후 다른 전환값을 제공할 수 있습
니다.

ü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측정 > 압력 한계

ð 설정된 압력 제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
MASSIVE -> GROSS
GROSS -> FINE 
FINE -> ULTRA

2 버튼을 눌러서 변경한 이후 공기에 대한 초기 설정을 다시 복원하려면, “표준
공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ð 공기에 관한 모든 초기 설정이 적용됩니다.

ð 필요 시에는 압력 제한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 30]”을 함께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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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튼을 눌러서 아르곤 가스에 대한 값을 설정하려면, “표준 아르곤" 버튼을 누
르십시오.

ð 그러면 공기에 대한 초기 설정과는 다른 설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MASSIVE -> GROSS: 4 mbar
GROSS -> FINE: 1 mbar
FINE -> ULTRA: 0.2 mbar

ð 필요 시에는 압력 제한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저장하십시오. .

6.2.10 ZERO 기능 설정 및 사용
왜 ZERO를 사용해야
하나요?

작은 누설을 더 명확하게 측정하려면 ZERO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기밀성 검사 시 누설 검색 또는 측정을 방해하는 “배경 신호”(“용어 정의 [} 7]”
참조)가 존재합니다.

• 배경 신호를 없애려면 ZERO 기능을 활성화하십시오.

• 또한 다른 누설 또는 경우에 따라 더 미세한 누설 검색을 방해하는 현재 누설 표
시를 화면에서 감추기 위해 ZERO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ZERO 기능을 사용하면 현재 표시된 누설을 화면에서 감춥니다.
ZERO 기능을 실행하면 배경 신호와 현재 누설 표시가 모두 사라집니다.

► 이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려면 누설을 동시에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만 ZERO 기능을
활성화하십시오.

ZERO 활성화 또는 비
활성화

ZERO 는 기본 설정으로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ü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측정 > ZERO 및 필터

2 필요한 경우 “ZERO 모드”를 변경하십시오. 기본 설정 은 “I•ZERO 2.0”입니다.

ð 각각의 "I•ZERO 2.0", "ZERO" 및 "꺼짐"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ð 만약 “꺼짐”을 선택한 경우, ZERO 버튼을 작동하지 마십시오.

3 저장하십시오. .

ð 만약 ZERO 가 활성화된 경우, ZERO 버튼을 눌러 해당 기능을 시작하십시오.
“ZERO 버튼 [} 23]”을 함께 참조하십시오.

ZERO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합니까?

조작 패널 또는 터치 스크린 에서 ZERO 버튼을 누르십시오.

ZERO 기능을 어떻게
비활성화합니까?

조작 패널에서 ZERO 버튼을 2 초 이상 누르거나 터치 스크린에서 을 누르십시오.

“진공“ 작동 모드,
ZERO 설정의 기능

“I•ZERO 2.0“ 설정으로 선택한 경우 ZERO 버튼을 누르면, 현재의 기류에 따라서 표시
된 배경 신호가 제거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표시 제한값이 몇 단계 감소합니다. 현
재 표시 제한값의 크기는 현재 측정할 수 있는 누설에 대한 척도입니다. 측정 시 현재
표시 제한값은 예상 측정값보다 적어도 한 디케이드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ZERO“ 설정으로 선택한 경우 ZERO 버튼을 누르면, 현재 표시된 누설률 값이 하한 표
시값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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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작동 모드,
“HYDRO•S“ 켜짐,
“I•ZERO 2.0“ 설정 또
는 “ZERO“

ZERO 버튼을 누르면 현재 표시된 누설률 값이 더 낮은 표시 제한값으로 설정됩니다.

참조: 배경신호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 ZERO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
으면 배경신호 변경에 비해 미세한 누설률 신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스니핑“ 작동 모드,
“I•ZERO 2.0“ 설정 또
는 “ZERO“

ZERO 버튼을 누르면 현재 표시된 누설률 값이 더 낮은 표시 제한값으로 설정됩니다.

6.2.11 환기, 퍼징, 재생
환기 측정 모드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여 측정 후 장치의 흡입구와 연결된 시험체를 환기하

십시오. 진공 흡입 작용 없이 시험체를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ü   Operator 또는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측정 > 진공 > 환기

2 필요 시 “환기 지연“ 메뉴의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ð "즉시": “즉시”가 활성화되면 스탠바이 모드로 변경되면서 환기가 시작됩니
다.

ð “수동“: 기본 설정. “수동”이 활성화되면 정지 버튼을 길게 누른 후 또는 “스탠
바이” 창에서 을 누르면 환기가 시작됩니다. “켜기”을 함께 참조하십시오.

ð "환기 없음"

3 필요 시 “약한 환기“ 메뉴의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ð 옵션 활성화됨: 흡입구가 매우 느린 속도로 배기됩니다. 검사 제품 내에서 공
기 유동이 강하면 미립자가 함께 쓸려 올 우려가 있으므로 이 기능은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ð 옵션 비활성화됨: 기본 설정

4 저장하십시오. .

퍼징 퍼징 기능 활성화(건식 1차 펌프에서)로 “스탠바이” 상태에서 작은 가스 유량이 1차
진공 펌프로 유입됩니다. 이 기능은 응축된 수중기를 1차 진공 펌프의 펌프 챔버에서
제거하거나 헬륨 배경을 줄이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경고
퍼징 가스로서 아르곤 또는 질소로 인한 질식 위험
퍼징 가스로서 아르곤 또는 질소 사용으로 실내 공기의 농도가 높아져 질식할 수 있습
니다.

► 밀폐된 공간에서 이러한 가스의 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예방하십시오.

► 배기관을 연결합니다.

► 퍼지 가스 연결부로 이어지는 가스관 내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어 100 mbar 수준의
과압을 초과하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스탠바이” 모드로 전환하면 1차 펌프를 20 초 동안 자동으로 퍼징할 수 있습니다.

ü   Operator 또는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측정 > 진공 > 퍼징

2 필요한 경우 “자동 퍼징” 옵션을 활성화하십시오.

ð 자동 퍼징을 끄면 스탠바이 창에서 을 눌러 퍼징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3 저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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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너무 많은 헬륨이 장치 내부로 유입되어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헬륨 오
염). 재생은 사용자에게 그러한 상승된 헬륨 배경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동 시작-정지-
환기 주기를 제공합니다.

활성 재생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재생은 60분 후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ü   Operator 또는 Supervisor 권한

ü "환기 모드"에서 "환기 없음" 설정을 활성화하지 않았습니다 (위 참조).

►  > 재생

ð 호출된 창에서 재생을 시작하고 임의로 정지하거나 60분 후 재생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6.2.12 누설률 필터 변경
누설률 필터 “I•CAL”은 사전 설정되어 있습니다. I•CAL은 각 누설률 범위에 최적 평균
시간이 맞춰지도록 합니다.

약어인 I•CAL은 “누설률에 대한 계산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각 누설률
범위를 기반으로 하여 최적의 시간 간격으로 신호가 평균화됩니다. 또한 I•CAL은 누설
률 신호와 관련이 없는 노이즈를 제거하며 누설률 신호가 낮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짧은 응답 시간을 제공합니다. 사용된 알고리즘은 우수한 감도와 응답 시간을 제공합
니다.

나아가 누설률 필터 “고정”을 사용하여 시간 상수가 고정된 필터 또한 이용할 수 있습
니다.

과정 ü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측정 > ZERO 및 필터

2 “누설률 필터”에서 “I•CAL”과 “고정”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3 저장하십시오. .

6.2.13 배경신호 억제 변경
내부 배경신호 억제가 사전 설정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챔버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누설 탐지기의 측정 시스템에는 항상 헬륨
과 수소가 잔존합니다. 이에 따라 시작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내부 측정
신호 구성 요소가 생성됩니다.

“배경신호 억제”를 활성화한 후에는 내부 배경신호 및 선택에 따라 흡입 영역의 배경
신호가 표시된 누설률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실행됩니
다.

ü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측정 > ZERO 및 필터

2 “배경신호 억제” 입력란에서 “오직 내부용으로만”, “유입 영역” 및 “꺼진 상태”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ð 오직 내부용으로만
기본 설정. 각 측정에 대하여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장치의 내부 측정 신호 구성
요소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측정 결과의 정확도는 내부 배경신호에 의한 영향
을 받지 않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를 때:
새로운 내부 배경신호를 확인할 수 있기 위해 누설 탐지기가 최소한 20초 동
안 “스탠바이”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때 퍼징 및 가스 밸러스트가 열려 있어
서는 안 됩니다. 다음 측정 모드에서 현재 내부 배경신호가 사용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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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스탠바이 상태의 배경신호 표시기가 낮은 불투명도(회색으로 표시)에
서 일반 불투명도로 전환되면 시작를 누르십시오. 스탠바이 상태의 배경신호
표시기를 보려면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십시오("일반 표시 설정 변경 [} 51]”
참조).

ð 유입 영역
내부 배경신호 제외 외에도 시작를 눌러 각 측정 시 흡입 영역의 배경신호를
제외합니다.
이 기능을 켜려면 흡입 영역의 배경신호가 결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흡입
영역의 배경신호 결정 [} 65]” 참조). 장치는 일정 기간 후에 흡입 영역의 기
존 배경신호를 배출하기 때문에 가끔씩 흡입 영역 배경신호 계산을 반복할
것을 권장합니다.

ð 꺼진 상태
배경신호를 억제하지 않습니다.

3 저장하십시오. .

높은 배경값
실제 배경신호가 1×10-8 mbar l/s 보다 높으면 자동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에는 높은 배경신호를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참고하십시오

2 ZERO 기능 설정 및 사용 [} 62]

2 ZERO 버튼 [} 23]

6.2.13.1 흡입 영역의 배경신호 결정
이 기능은 내부 헬륨 배경신호의 값을 결정합니다.

배경신호 억제 상태에서 “Zero 및 필터” 창의 “흡입 영역”을 선택하면 시작를 누를 때
측정된 신호에서 해당 값을 제외합니다. “배경신호 억제 변경 [} 64]”을 함께 참조하십
시오.

ü 블라인드 플랜지 흡입측

ü 진공 작동 모드

ü 장치가 “Standby” 또는 “측정” 상태입니다.

1 십자 아이콘 을 선택하십시오.

2 “유입 배경” 보정을 선택하십시오.

3 흡입 배경신호 결정을 시작하려면 을 누르십시오.

6.2.14 알림음/램프에 대한 SL3000 설정 변경(UL3000 Fab PLUS
만)
추가로 터치스크린의 표시 화면에서 측정 결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임계값이 1일 때 유효합니다.

ü   Operator 또는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측정 > 스니핑 > SL3000 스니퍼 라인

2 “스니퍼 라인 LED 알람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ð 선택 옵션으로 “밝게”, “끄기” 또는 “점멸” 등이 있습니다.

3 “스니퍼 라인 LED 밝기”을 선택하십시오.

ð 선택 옵션으로 끄기/1 ... 6 등이 있습니다.

4 “부저 스니퍼 라인”을 통해 스니핑 비프음을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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ð “끄기” 또는 “임계값 1에서의 알림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저장하십시오. .

6.2.15 스니퍼라인의 압력 모니터링 변경
스니핑 작동 모드(SL200 또는 SL3000)에서는 압력 모니터링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
다. 저장된 압력 제한값은 최대 및 최소 흡입 압력을 정의합니다. 압력이 해당 범위를
벗어나면 모세관이 막히거나 중단됩니다. 오류 메시지는 다음 규칙에 따라 출력됩니
다:

흡입 압력 > 상한값: 모세관 결함.

흡입 압력 < 하한값: 모세관을 통한 가스 유량이 너무 낮음(모세관 막힘).

ü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측정 > 스니핑 > 모세관 모니터링

ð 다음과 같은 설정은 사전 설정된 값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기본 설정
[} 30]” 참조).
“압력 하한, 모세관 SL200 막힘“ (하한)
“압력 상한, 모세관 SL200 파단됨“ (상한)
“압력 하한, 모세관 SL3000 막힘“ (하한, UL3000 Fab PLUS만)
“압력 상한, 모세관 SL3000 파단됨“ (상한, UL3000 Fab PLUS만)

2 설정하십시오.

3 저장하십시오. .

6.2.16 보정
누설률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누설 탐지기를 교정을 통해 간격을 정기적으로 정확하
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질량 분석기의 자동 조정을 실행합니다.

장치 내부 테스트 누설을 사용하거나 외부 테스트 누설을 사용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
다. 보정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번 또는 장치의 측정 기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수
행해야 합니다.

► 수소 또는 헬륨-3(3He)을 테스트 가스로 사용하는 경우 내부 보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외부 테스트 누설을 사용하십시오.

► 외부 보정 시 진공 및 스니핑 작동 모드는 별도로 보정해야합니다.

► 보정은 반드시 작동 온도 상태인 장치로 수행해야 합니다. 장치를 켠 후 20 분 이내
에 보정하십시오.

► 시험체와 간격이 큰 장치의 경우 시험체 위치에서 외부 테스트 누설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내부 테스트 누설 사용 시 기계 계수의 설정에 유의하십시오("기계 계수 설정
[} 60] 참조).

6.2.16.1 내부 보정
ü  사용자 권한

ü 장치가 “Standby” 또는 “측정” 상태입니다.

1 십자 아이콘 을 선택하십시오.

2 “내부” 보정을 선택하십시오.

3  을 누르십시오.

ð 장치가 내부 보정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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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6.2 외부 보정
ü   Operator 또는 Supervisor 권한

1 장치 흡입구에 테스트 누설을 장착하십시오.

2  > 설치 > 측정 > 교정 누설기

3 사용된 테스트 누설의 누설률을 확인하십시오(“외부 테스트 누설 설정 [} 61]”
참조).

4 장치를 “Standby” 또는 “측정” 상태로 설정하십시오.

5 십자 아이콘 을 누르십시오.

6 “외부” 보정을 선택하십시오.

7 을 누르십시오.

8 화면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6.2.16.3 보정 확인
보정 계수를 변경하지 않고도 보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보정이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ü  사용자 권한

ü 장치가 “스탠바이” 또는 “측정” 상태입니다.

1 십자 아이콘 을 선택하십시오.

2 “Proof”를 선택하십시오.

ð 확인이 시작되고 보정 계수가 다시 계산됩니다.

ð 이때 다시 계산된 보정 계수가 나타납니다.

ð 다시 계산된 보정 계수가 저장된 보정 계수와 차이가 크게 날 경우 재보정 요
청이 나타납니다.

6.2.16.4 내부 테스트 누설 측정
ü  사용자 권한

ü 장치가 “스탠바이” 또는 “측정” 상태입니다.

1 십자 아이콘 을 선택하십시오.

2 “내부 테스트 누설 측정”을 선택하십시오.

3 을 누르십시오.

ð 테스트 누설이 열리고 측정된 누설률이 표시되며 설정값과 비교됩니다.

내부 테스트 누설의 측정값이 내부 테스트 누설의 기본값과 일치하면, 내부 테스트 누
설이 누설 탐지기의 보정에 사용된 경우 전체 측정 시스템의 절대 정확도 표시가 허용
되지 않습니다. “기계 계수 설정 [} 60]”을 함께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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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측정
ü 장치 상단의 흡입측 플랜지가 이후 측정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

험체 또는 스니퍼 라인 SL200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ü 대안으로 스니퍼라인 SL3000은 장치 뒤쪽에 연결됩니다(옵션 사항). 이 경우 장치
상단의 흡입측 플랜지가 블라인드 플랜지로 밀폐되어 있어야 합니다.

ü 실행 가능한 다른 작동 방식이 장치에 탑재되어 있습니다(옵션):
I/O 모듈, 버스 모듈, 리모컨, 노트북 또는 태블릿에 WiFi 연결. “액세서리 및 예비
부품 [} 101]”, “웹브라우저를 통해 누설 탐지기 작동(WiFi) [} 111]”을 함께 참조하
십시오.

1 전원 스위치를 이용하여 누설 탐지기를 켜십시오.

2 원하는 작동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작동 모드 선택 [} 58]” 참
조).

3 현재 측정에 대하여 알맞은 기본 설정 및 설정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본 설정 [} 46]” 및 “측정 설정 [} 58]”을 참조하십시오.

4 보정을 실행할 때 20 분 예열 시간을 갖도록 유의하십시오. “보정 [} 66]”를 참
조하십시오.

5 시작 버튼을 눌러 스탠바이 상태에서 측정 과정을 시작하십시오.

ð 다음 측정 모드에서 현재 내부 배경신호가 사용되는지 확인하려면 "배경신호
억제 변경 [} 64]”장의 지침에 유의하십시오.

6 필요에 따라 측정 결과를 선형, 막대 또는 원 그래프로 표시하십시오(“측정 화
면 표시 [} 48]” 및 “터치 스크린 구조 [} 24]” 참조).

7 필요한 경우 측정 화면의 측정 과정 중에 최대 누설률(Qmax)을 표시하려면 시작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START 버튼 [} 22]”, “터치 스크린 구조 [} 24]”을 함께
참조하십시오.

8 미세한 누설률을 보다 명확하게 측정하려면 필요에 따라 ZERO 버튼을 누르십
시오(“ZERO 기능 설정 및 사용 [} 62]”을 참조).

9 필요에 따라 측정값을 기록하십시오(“데이터 기록 켜기 또는 내보내기 구성
[} 69]”, “터치 스크린 구조 [} 24]” 참조).

10 장치의 전원을 끄십시오.

또한 참고하십시오

2 HYDRO•S 사용(UL3000 Fab PLUS) [} 60]

2 일반 표시 설정 변경 [} 51]

6.4 헬륨 환경 농도 측정 (UL3000 Fab PLUS만)
대기 중의 헬륨의 자연 함량은 약 5.2 ppm입니다.

대기 중 헬륨 함량 증가(헬륨 오염)을 검사하여 추가 측정을 위한 적합한 시간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ü “진공” 작동 모드가 설정된 상태입니다.

ü 가스로서 “헬륨“ 4He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가스 선택 [} 58]”을 함께 참조하십시
오.

ü “퍼징 가스 연결부”에 긴 호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헬륨 농도가 측
정되는 장치로 공기가 유입됩니다. “액세서리 및 제어신호 연결부 [} 28]”을 함께 참
조하십시오.

ü 장치가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1 십자 아이콘 을 선택하십시오.

2 “I•CHECK”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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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을 누르십시오.

4 측정 결과를 추적하십시오.

6.5 측정 데이터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측정값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측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자동으
로 또는 측정 화면에서 “측정 데이터 기록” 버튼을 사용하여 기록이 이루어질 수 있습
니다.

“데이터 기록 켜기 또는 내보내기 구성 [} 69]”을 함께 참조하십시오.

표시된 측정값도 내보내기할 수 있습니다.

“측정 주기 표시 [} 69]”을 함께 참조하십시오.

내보내기를 위해 USB 스틱이나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네트워크를 통
해 측정 데이터 내보내기 [} 70]” 참조).

6.5.1 데이터 기록 켜기 또는 내보내기 구성

참조
메모리 수명 단축
많은 측정값을 기록하면 내부 메모리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데이터 기록을 비활성화하십시오.

ü   Operator 또는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데이터 기록

2 측정을 시작한 직후부터 기록하려면 “활성화” 옵션을 활성화하십시오.
참조: 데이터 기록은 측정하는 동안, 즉 측정 화면이 표시되는 동안 이루어집니
다. “측정 주기 표시 [} 69]”을 함께 참조하십시오.

ð 기본 설정에서 이 옵션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지 않고
기록을 시작하거나 중지하려면 측정 화면에서 을 누르십시오.

3 "내보내기 형식”에서 “CSV en”, “CSV de” 및 “JSON”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ð 표준 설정은 “CSV en” 입니다.
“CSV en”에서 열 구분 기호는 쉼표입니다.
“CSV de”에서 열 구분 기호는 세미콜론입니다.
“JSON”은 언어와 관계 없는 데이터 형식입니다.

ð 내보내기 파일은 시간대와 확장자로 구성된 사전 설정된 이름이 있습니다(예:
icmeas20160720-082829.csv).

4 측정 데이터 내보내기 시 측정 데이터 외에 장치의 일련번호와 같은 추가 정보
를 내보내기하려면 “메타 데이터 내보내기” 옵션을 활성화하십시오.

ð 참조: 측정 데이터 외 추가 데이터를 내보내기하는 경우 데이터 추가 처리에
대한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5 저장하십시오. .

6.5.2 측정 주기 표시
측정 주기는 START 버튼과 STOP 버튼을 누르는 사이의 시간입니다. 해당 정보를 보
고 옵션으로 2개의 자유 텍스트 필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 측정 데이터 > 측정 사이클

ð ID, 시작 및 종료 시간과 함께 저장된 측정 주기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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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주기의 세부사항을 보려면 터치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 을 누
르십시오.

ð 해당 측정 주기에 속한 모든 정보와 더불어 차트가 표시됩니다.

3 “자유 텍스트 1” (Free text) 및 “자유 텍스트 2” (Free text) 입력란에서 텍스트를
편집하려면 을 누르십시오.

ð 대안으로 “자유 텍스트 1” 및 “자유 텍스트 2”를 “측정 주기” 창에서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항목을 터치하여 선택한 다음 을 누르십시오.

4 차트 상에서 표시된 시간대를 세부 보기로 변경하려면, 디스플레이를 왼쪽 또
는 오른쪽으로 스와이핑하십시오.
시간축을 변경하려면, 을 눌러 시간 단위를 확장하거나, 을 눌러 시간 단위
를 줄이십시오. 값을 나타내는 축은 항상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5 표시된 주기를 내보내기하려면 USB 스틱(FAT32 포맷)을 누설 탐지기와 연결한
다음 을 누르십시오.

6.5.3 네트워크를 통해 측정 데이터 내보내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접근하는 것 외에 누설 탐지기에서 특정 측정 데이터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구현되었습니다(REST-Interface).

이 인터페이스는 요청된 형식의 데이터와 함께 유효한 매개변수를 전송할 때 포트
3000에 대한 쿼리에 응답합니다.

ü 한쪽에는 누설 탐지기와 다른 쪽에는 PC 또는 태블릿 간 네트워크 연결이 구축되었
습니다.
"웹브라우저를 통해 누설 탐지기 작동(LAN) [} 110]” 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누설
탐지기 작동(WiFi) [} 111]”을 함께 참조하십시오.

ü 측정 데이터가 기록되었습니다. “데이터 기록 켜기 또는 내보내기 구성 [} 69]”을 함
께 참조하십시오.

► 원하는 측정 데이터를 내보내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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ð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여 먼저 측정 주기를 표시하고 을 클릭하십시오. “측
정 주기 표시 [} 69]”을 함께 참조하십시오.
PC 또는 태블릿에서  활성화 후 해당 측정 데이터가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ð 대안으로 원하는 매개변수가 있는 쿼리를 URL로서 브라우저에 입력할 수 있
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시간(최대 24시간 블록)을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일 형식과 데이터 범위(메타 데이터가 있거나 없는)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LAN을 통해 접속하는 경우에는 IP 주소를 사용하십시오. 이는  > 장치 > 네
트워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WLAN을 통해 접속하는 경우에는 URL을 사용하십시오. 이는  > 설치 > 네
트워크 > WLAN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 1:

http://192.168.11.124:3000/md?f=csv_en&c=4&d=mr

"csv_en” 형식으로 ID 4가 있는 측정 주기의 메타 데이터와 측정값 제공.

예 2:

http://ul3xxx.inficon.com:3000/md?dts=2018-11-05T23:00:00.000Z&dte=
2018-11-06T23:00:00.000Z&f=json&d=r

"json” 형식으로 2018-11-05T23:00:00.000Z와 2018-11-06T23:00:00.000Z 사이 측정
값 제공.

매개변수 이름 설명 옵션 예시

c 측정 주기 ID 당 하나 또는 다수 측
정 주기 요청

측정 주기의 ID. 다수
일 때 콤마로 구분

c=3

c=3,5,8

dts 시작 데이터가 내보내기되는
시간 범위의 시작 시간.

ISO 형식의 날짜(UTC
시간)

dts=2018-08-02T17:15:12.000Z

dte 종료 데이터가 내보내기되는
시간 범위의 종료 시간.

ISO 형식의 날짜(UTC
시간)

dte=2018-08-02T17:45:35.000Z

f 형식 내보내기 데이터 형식 json, csv_en, csv_de

표준: csv_en

f=json

f=csv_en

d 범위 데이터 범위. 메타 데이터
있음 또는 없음

mr: 메타 및 측정값

m: 메타만

r: 측정값만

표준: mr

d=mr

d=r

6.5.4 측정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대 크기는 지속적인 기록에서 약 1개월 동안 생성된 측정값의 수와
같습니다. 이 크기는 약 1.5 GB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합니다.

기록을 위해 메모리가 필요한 동시에 최대 데이터베이스 크기(측정값 내)를 초과할 경
우 가장 오래된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어 지정된 용량의 5%가 신규 데이터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ü  Supervisor 권한

►  > 측정 데이터 > 데이터베이스정보

ð 다음과 같이 기록됩니다:
“현재의 데이터베이스 크기” [Byte]
”측정값”: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측정값의 수
”최대 데이터베이스 크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측정값의 수
”주입 레벨”
”가장 오래된 데이터 세트”: 가장 오래된 측정값의 타임 스탬프
”가장 최근 데이터 세트”: 최신 측정값의 타임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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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고하십시오

2 기본 설정으로 리셋 [} 79]

6.6 정보

6.6.1 현재 측정값에 대한 정보 불러오기
►  > 측정값 > 누설률 및 압력

ð 누설률 및 다양한 압력값이 표시됩니다.

►  > 측정값 > 온도

ð 다양한 온도값이 표시됩니다.

►  > 측정값 > 작동 지속 시간

ð 현재 실행 시간에 관한 정보를 불러옵니다.

6.6.2 현재 보정값에 대한 정보 불러오기
►  > 캘리브레이션

6.6.3 연결된 액세서리에 대한 정보 불러오기
►  > 액세서리 > I/O-Modul

ð 만약 I/O 모듈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찾으십시오.

►  > 액세서리 > 버스 모듈

ð 만약 버스 모듈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찾으십시오.

6.6.4 장치에 대한 정보 불러오기
다음과 같이 장치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소프트웨어 번호, 일련 번호, 네
트워크 정보, 작동 시간.

►  > 장치 > 식별

►  > 장치 > 네트워크

►  > 장치 > 작동 시간

►  > 장치 > MSB

6.6.5 구성품에 대한 정보 불러오기
다음과 같은 구성품에 대한 다양한 측정값과 정보를 표시합니다. 프리 앰프, 이온원,
터보 분자 펌프(TMP), MSB 프로세서 구성품, 1차 펌프, 해당 주파수 변환기.

►  > 구성품 > 프리 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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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품 > 이온 소스

►  > 구성품 > TMP

►  > 구성품 > 1차 진공 펌프

6.6.6 에너지 데이터에 대한 정보 불러오기
기타 측정된 전원 전압 및 전기 출력 등이 표시됩니다.

►  > 에너지 > 전압 (1)

ð 이 창에서는 전압에 대한 정보 중 첫 번째 부분이 표시됩니다.

►  > 에너지 > 전압 (2)

ð 이 창에서는 전압에 대한 정보 중 두 번째 부분이 표시됩니다.

►  > 에너지 > 출력

6.6.7 HYDRO•S에 대한 정보 불러오기(UL3000 Fab PLUS 전용)
HYDRO•S의 내부 매개변수가 표시됩니다.

►  > HYDRO•S

6.6.8 SL3000 스니퍼라인에 대한 정보 불러오기(UL3000 Fab
PLUS 전용)
►  > 스니퍼라인

6.7 프로토콜

6.7.1 오류 및 경고 프로토콜 불러오기
►  > 프로토콜 > 오류 및 경고

항목이 20 개 이상 발생하면 가장 오래된 항목부터 덮어씁니다.

6.7.2 보정 프로토콜 불러오기
이 항목은 기본적으로 장치를 사용한 전체 기간에 적용됩니다. 항목이 약 20 개 이상
발생하면 가장 오래된 항목부터 덮어씁니다.

►  > 프로토콜 > 보정

6.7.3 정비 프로토콜 불러오기
►  > 프로토콜 > 정비

항목이 20 개 이상 발생하면 가장 오래된 항목부터 덮어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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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결과 프로토콜 불러오기
작동 모드 “자동 누설 테스트” 및 “진공”(Qmax).에서의 테스트 결과를 표시하기 위한 용
도.

항목이 50 개 이상 발생하면 가장 오래된 항목부터 덮어씁니다.

►  > 프로토콜 > 결과 프로토콜

6.8 장치 설정

6.8.1 개별 매개변수 보기 및 조정
장치의 현재 설정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ü 각 권한을 통해 변경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 매개변수 세트 > 매개변수 목록

ð 장치 설정이 목록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2 필요에 따라 개별 매개변수를 변경하십시오.

3 저장하십시오. .

► 매개변수를 조정하려면 목록에서 부제목을 누르십시오. 변경하여 저장할 수 있는
개별 설정 창이 열립니다.

ð 개별 설정 창에서 변경을 완료하면 을 통해 목록 개요로 돌아갑니다.

6.8.2 매개변수 세트 저장 및 관리
매개변수 세트는 장치와 관련된 설정이 있는 매개변수의 모음입니다. 텍스트 기반 파
일에서 언제든지 매개변수 세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는 명확한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ü  Supervisor 권한

1  > 매개변수 세트 > 매개변수 세트 관리

ð 이미 생성된 매개변수 세트가 목록 형태로 표시됩니다.
저장된 매개변수 세트의 값이 장치의 현재 설정과 100% 일치하면 녹색 점과
함께 표시됩니다.

2 새 매개변수 세트를 생성하려면 를 누릅니다.

ð 다음 창에서 원하는 설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 세트”와 저장 날
짜는 프리픽스로서 파일 이름에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를 통해 저장하십
시오. 최대 10 개의 매개변수 세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생성된 매개변수 세트의 콘텍스트 메뉴를 열려면 원하는 매개변수 세트를
누르고, 개별 매개변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표시하려면 

을 선택하십시오. 현재 장치 설정에서 벗어난 매개변수는 주황색 점으로 표
시됩니다.
누락된 설정은 적색 점으로 표시됩니다(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누락된 설
정을 확인한 후 새 매개변수 세트를 작성하고 기존 매개변수 세트를 삭제할 것
을 권장합니다.

매개변수 세트를 활성화 하기위해 을 선택.

매개변수 세트를 삭제 하기위해 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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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매개변수 세트 내보내기 또는 가져오기
내장 메모리에 저장된 매개변수 세트를 연결된 USB 스틱으로 전송하고 여기에서 다
시 가져오기 할 수도 있습니다.

ü  Supervisor 권한

1  > 매개변수 세트 > 매개변수 세트 관리

2 모든 매개변수 세트를 USB 스틱(FAT32 형식)으로 내보내려면 목록 하단의 
를 누르십시오.

3 USB 스틱의 모든 매개변수 세트를 장치로 가져오려면 목록 하단의 를 누르
십시오.

ð 개수가 10 개를 넘지 않는 한 가져오기를 통해 USB 스틱에 저장된 모든 매개
변수 세트 파일을 장치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전송 전에 USB 스틱
에서 초과된 매개변수 세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ð USB 스틱에 저장된 매개변수 세트의 개별 매개변수는 가져오기 실행 이전에
변경하지 마십시오. 변경 후에는 더 이상 장치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6.9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 장치에는 두 가지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 인터페
이스용이며 다른 하나는 기본 장치용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각각 하나의 개별 버전 번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6.9.1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USB 메모리 스틱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가져오십시오.

참조
연결 중단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는 동안 장치를 끄거나 USB 메모리 스틱을 분리하지 마십

시오.

ü  Supervisor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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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일을 FAT32 형식의 USB 메모리 스틱 메인 디렉토리에 복사하십시오.

2 USB 메모리 스틱을 장치의 USB 연결부에 연결하십시오.

3  > 업데이트 > 장치 조작기 업데이트

ð 창의 상단에 활성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소프트웨어 버전이 표시됩니다.
USB 메모리 스틱에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버전이 있는 경우, 발견된 최신
버전이 하단의 줄에 나타납니다. 이 버전이 이미 설치된 버전보다 최신 버전
인 경우 배경 색은 녹색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적색으로 표시됩니다.

4 새 소프트웨어 버전을 로딩하려면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ð 로딩 완료 후에는 장치 조작기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6.9.2 기본 장치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USB 메모리 스틱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가져오십시오.

참조
연결 중단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는 동안 장치를 끄거나 USB 메모리 스틱을 분리하지 마십

시오.

ü  Supervisor 권한

1 파일을 FAT32 형식의 USB 메모리 스틱 메인 디렉토리에 복사하십시오.

2 USB 메모리 스틱을 장치의 USB 연결부에 연결하십시오.

3  > 업데이트 > 기본 장치 업데이트

ð 창의 상단에 활성화된 기본 장치의 소프트웨어 버전이 있습니다.
USB 메모리 스틱에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버전이 있는 경우, 발견된 최신
버전이 하단의 줄에 나타납니다. 이 버전이 이미 설치된 버전보다 최신 버전
인 경우 배경 색은 녹색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적색으로 표시됩니다.

4 새 소프트웨어 버전을 로딩하려면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ð 완료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6.9.3 전문가 모드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ü  Supervisor 권한

1  > 업데이트 > 디바이스 동작 업데이트 / 기본 디바이스 > 장치 조작기 전문
가 업데이트

ð 장치에서 이미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버전이 목록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2 필요에 따라 소프트웨어 버전을 선택하고 5 단계를 계속하십시오.

ð 이전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리셋할 수도 있습니다.

3 새 소프트웨어 버전을 추가하려면 장치의 USB 연결부 중 하나에 업데이트 파
일이 있는 FAT32 형식의 USB 메모리 스틱을 연결하십시오.

4 새 소프트웨어 버전을 로딩하려면 을 누르십시오.

5 새 버전을 활성화하려면 원하는 목록 항목에 표시하고 을 누르십시오.

ð 완료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6.10 외부 모니터 사용
내부 모니터 대신 외부 터치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모니터 또는 외부 모
니터가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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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HDMI 인터페이스가 있는 조작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림 참고: “컨트롤 유닛
[} 21]“.

ü HDMI 및 USB 포트가 있는 터치 모니터와 해당 전원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DMI는 이미지 전송에 필요하고, 터치 전송에는 USB가 필요합니다.

1 터치 모니터의 HDMI 케이블 및 USB 케이블을 누설 탐지기 단자판에 연결하십
시오 - 참고: “액세서리 및 제어신호 연결부 [} 28]“.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는 케
이블 길이가 최대 3 m 이하여야 합니다.

2  > 표시 > 화면 전환

3 “외부 모니터“ 기능버튼을 누르십시오.

ð 외부 모니터에서 화면이 표시됩니다.

적용 가능한 또 다른 방법
► 모니터 화면을 전환하는 대신 장치를 켜기 전에 미리 외부 모니터를 연결해 놓을

수 있습니다.

ð 장치를 켜면 외부 모니터에서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를 위해 설정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6.10.1 내부 모니터로 돌아가기

참조
외부 모니터 분리
► 장치가 켜진 상태라면, 외부 모니터의 연결을 해제하기 전 메뉴에서 내부 모니터로

전환하십시오.

장치가 켜진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내부 모니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 표시 > 화면 전환

2 “내부 모니터“ 기능버튼을 누르십시오.

6.11 진공 다이어그램 보기
측정 시스템의 기능 및 작동 상태를 한 눈에 확인하려면 단순화된 진공 구조 그림을
불러오십시오.

►  > 진공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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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3000 Fab

V8

V7

V5

V4c

V4b

V4a
V3

V2b

V2aV1 p2

p1
MS

TL

1 2 3 4 5

7

8

6

약어 13: UL3000 Fab 장치의 진공 다이어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1 흡입측 플랜지 5 질량 분석기

2 p1 … p2: 압력 측정 위치 6 터보 분자 펌프

3 내부 테스트 누설 7 1차 진공 펌프 압력 측정 위치

4 V1 … V8: 가스 유량 제어를 위한
솔레노이드 밸브

8 포어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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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3000 Fab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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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14: UL3000 Fab PLUS 장치의 진공 다이어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1 흡입측 플랜지 6 터보 분자 펌프

2 p1 … p4: 압력 측정 위치 7 1차 진공 펌프 압력 측정 위치

3 내부 테스트 누설 8 유량 감시를 위한 압력 측정 위치

4 V1 … V10: 가스 유량 제어를 위한
솔레노이드 밸브

9 스니퍼 라인

5 질량 분석기 10 포어 펌프

6.12 기본 설정으로 리셋
장치를 기본 설정으로 리셋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및 측정 데이터 손실
기본 설정으로 리셋한 후에는 장치 메모리가 제조업체의 기본 설정이 됩니다. 기본 설
정으로 리셋을 통해 장치의 소프트웨어가 리셋되지는 않습니다.

ü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일반 > 리셋

2 선택하십시오:

ð 모든 설정을 리셋하고자 하면 “설정 리셋” 버튼을 누르십시오.

ð 기록된 모든 측정 데이터와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고자 하면 “데이터 삭제” 버
튼을 누르십시오.

ð 장치를 배송 상태로 전환하려면 두 버튼을 잇달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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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장치 로그아웃
1 디스플레이 왼쪽 상단 모서리에 나타나는 이름을 누르거나  > 사용자 계정

을 선택하십시오.

ð “사용자 계정”창이 열립니다. “개인 설정 변경 [} 47]”을 함께 참조하십시오.

2 “로그아웃” 버튼을 눌러 장치에서 로그아웃하십시오.

ð 로그인 창이 열립니다.

6.14 장치 끄기
전원 스위치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장치를 끌 수 있습니다. 장치 내에 설정된 매개변수
는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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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고 및 오류 메시지
작동 중에는 장치를 조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측정
값 외에도 현재 장치 상태, 작동 지침, 경고 및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장치에는 다
양한 자가 진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자 장치가 결함 상태를 감지하면 장치가
표시 화면에 이를 가능한 많이 표시하고, 필요할 경우 작동을 중단합니다. 경고 및 오
류 메시지는 숫자, 설명 텍스트, 때에 따라 관련 측정값(예: 측정된 전압) 등으로 구성
됩니다.

경고 메시지 경고 메시지는 장치 상태가 측정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상태인 경우 이를 경고합
니다. 장치의 작동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원인 및 해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을 누르십시오.
경고 메시지를 닫으려면 숙지 후 “지우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오류 메시지 오류는 작동을 중단하게 만드는 이벤트입니다. 
원인 및 해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을 누르십시오.
오류의 원인을 해결한 경우 “지우기” 버튼을 눌러 작업을 재개하십시오.

활성 오류 및 경고 이 메뉴 항목은 활성 오류 또는 경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 오류 및 경고

확인된 경고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성 경고를 확인하면 “확인된 경고” 아래에 표시됩
니다.

►  > 확인된 경고

디스플레이 참조 발생 가능한 오류 및 경고 개요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  > 도움말 > 오류 및 경고

특수한 경우 전원 전압이 허용된 작동 전압 범위 아래로 떨어지면 - 참고: “기술 데이터 [} 29]“, 누
설 탐지기의 내부 24 V 전원 공급은 중단될 수 있지만, 포어 펌프의 작동은 계속됩니
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1 장치가 켜진 상태에서도 디스플레이에 화면 표시가 없고, 장치의 모든 LED가
꺼져 있다면, 전원 스위츠로 장치를 끄십시오.

2 전기 기술자에서 전원 전압 검사를 맡기십시오.

3 문제가 계속 된다면, 고객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십시오.

7.1 경고 및 오류 메시지 UL3000 / UL6000
유형 메시지 가능한 오류 원인 장애 해결

W102 VI 보드에서 EEPROM과 통
신 중 시간 초과

VI 보드의 EEPROM 결
함 또는 존재하지 않음.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104 하나의 EEPROM 매개 변수
가 초기화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매개 변수
가 도입되었습니다.

• 경고 메시지를 확인하십시오.

• 전원을 다시 켤 때 메시지가 더 이상 나타
나지 않는지 점검하십시오.

• 새로운 매개 변수의 기본 설정이 귀하의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한지 점검하십시오.

VI 보드의 EEPROM 결
함.

• 경고 메시지를 확인하십시오.

• 전원을 켤 때마다 메시지가 나타나는지
점검하십시오.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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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메시지 가능한 오류 원인 장애 해결

W106 다수의 EEPROM 매개 변수
가 초기화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매개 변수
들이 도입되었습니다.

• 경고 메시지를 확인하십시오.

• 전원을 다시 켤 때 메시지가 더 이상 나타
나지 않는지 점검하십시오.

• 새로운 매개 변수들의 기본 설정이 귀하
의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한지 점검하십시
오.

VI 보드의 EEPROM이
교체되었습니다.

• 경고 메시지를 확인하십시오.

• 전원을 다시 켤 때 메시지가 더 이상 나타
나지 않는지 점검하십시오.

• 새로운 매개 변수들의 기본 설정이 귀하
의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한지 점검하십시
오.

VI 보드의 EEPROM 결
함.

• 경고 메시지를 확인하십시오.

• 전원을 켤 때마다 메시지가 나타나는지
점검하십시오.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107 내부 IIC 통신 오류 내부 IIC 통신 오류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108 내부 IIC2 통신 오류 내부 IIC2 통신 오류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110 실시간 시계가 리셋되었습니
다! 날짜 및 시간을 입력하십
시오.

실시간 시계가 설정되
지 않았습니다.

• 올바른 날짜 및 시간을 입력하십시오.

• 전원을 다시 켤 때 메시지가 더 이상 나타
나지 않는지 점검하십시오.

MSB의 축전지용 점퍼
가 삽입되지 않음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MSB의 축전지가 방전
되었거나 결함 발생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실시간 시계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111 최근 6분 내에 여러 번의
EEPROM 기록 사이클이 진
행됨

인터페이스를 통해 너
무 많은 기록 명령이 전
달됨. 이러한 경우 장기
적으로 EEPROM 사용
수명이 줄어들 수 있음.

• 제어 프로그램의 과도한 쓰기 개입을 차
단하십시오.

E112 DIP 스위치에 대하여 허용되
지 않은 설정

MSB에서 DIP 스위치
위치가 유효하지 않음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113 인식된 1차 진공 펌프와 장
치 ID가 일치하지 않음

MSB에서 DIP 스위치
위치가 유효하지 않음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1차 진공 펌프 타입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올
바르지 않음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122 버스 모듈에서 응답 없음 버스 모듈과의 연결이
끊김

• 버스 모듈과의 연결을 점검하십시오.

• 버스 모듈에 연결된 연결 케이블을 교체
하십시오.

버스 모듈 결함 • 버스 모듈을 교체하십시오.

장치의 버스 모듈용 연
결부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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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메시지 가능한 오류 원인 장애 해결

W125 I/O 모듈이 더 이상 연결되
어 있지 않음

I/O 모듈과의 연결이 끊
김

• I/O 모듈과의 연결을 점검하십시오.

• I/O 모듈에 연결된 연결 케이블을 교체하
십시오.

I/O 모듈 결함 • I/O 모듈을 교체하십시오.

장치의 I/O 모듈용 연결
부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127 잘못된 부트 로더 버전 부트 로더가 애플리케
이션과 호환되지 않습
니다.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129 EEPROM에 잘못된 장치 등
급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
음

기본 장치의 소프트웨
어가 EEPROM에 맞지
않습니다.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EPROM이 이 장치 등
급에 맞지 않습니다.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130 스니퍼 라인이 연결되지 않
음

스니퍼 라인은 본 장치
에 의해 활성화될 수 없
습니다.

• 장치와 스니퍼 라인의 연결을 점검하십시
오(분리 후 다시 연결).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스니퍼 라인 결함 • 가능하면 다른 스니퍼 라인을 사용하십시
오.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132 (XL) 타입의 스니퍼 라인이
허용되지 않음

스니퍼 라인, 타입(XL)
을 이 장치와 함께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스니퍼 라인을 장치에서 지원되는 타입의
스니퍼 라인과 교체하십시오.

W151 장치 조작기와의 통신 없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매개 변수 리셋이
실행되었습니다.

• 경고 메시지를 확인하십시오.

• 전원을 다시 켤 때 메시지가 더 이상 나타
나지 않는지 점검하십시오.

기본 장치와 장치 조작
기 사이의 내부 연결 문
제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152 조작 패널과의 통신 없음 기본 장치와 조작 패널
사이의 내부 연결 문제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153 장치 조작기 소프트웨어가
구버전임

최신 장치 조작기 소프
트웨어가 존재하지 않
습니다. 오류 없는 작동
을 위해 장치 조작기 소
프트웨어를 최신으로
유지하도록 권장합니
다.

• 최신 장치 조작기 소프트웨어는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171 CU1000이 지원되지 않음 CU1000을 이 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
다.

• 이 장치에서 CU1000을 분리하십시오.

W201 MSB U24V 전압이 너무 낮
음

24V 전원 장치 장애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24V 전원의 과부하 또
는 단락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202 MSB U24V 전압이 너무 높
음

24V 전원 장치 장애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203 24V 밸브 전압이 범위를 벗
어나 있음

밸브 장애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24V 밸브 전원 장치의
과부하 또는 단락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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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06 장치 조작기의 24V 공급 전
압이 범위를 벗어나 있음

장치 조작기 기능 장애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장치 조작기 24V 전원
의 과부하 또는 단락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207 내부 12V 공급 전압이 범위
를 벗어나 있음

12V 전원의 과부하 또
는 단락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208 24V 팬 공급 전압이 범위를
벗어나 있음

팬 장애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24V 팬 전원 장치의 과
부하 또는 단락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209 24V DIV1 공급 전압이 범위
를 벗어나 있음

24V DIV1 전원의 과부
하 또는 단락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210 24V DIV2 공급 전압이 범위
를 벗어나 있음

24V DIV2 전원의 과부
하 또는 단락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211 5V 내부 공급 전압이 범위를
벗어나 있음

내부 5V 전원의 과부하
또는 단락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212 스니퍼 라인용 5V 공급 전압
이 범위를 벗어나 있음

스니퍼 라인 결함 • 가능하면 다른 스니퍼 라인을 사용하십시
오.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스니퍼 라인 5V 전원의
과부하 또는 단락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221 24V_RC 내부 전압이 범위를
벗어남

리모컨 결함 • 가능하면 다른 리모컨을 사용하십시오.

REMOTE CONTROL 연
결부에 연결된 케이블
결함

• 가능하면 다른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ACCESSORIES 연결부
에 연결된 액세서리 결
함

• 가능하면 다른 액세서리를 사용하십시오.

ACCESSORIES 연결부
에 연결된 케이블 결함

• 가능하면 다른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24V_RC 전원의 과부하
또는 단락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222 24V_IO 내부 전압이 범위를
벗어남

LD 연결부에 연결된 모
듈 결함

• 가능하면 다른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LD 연결부에 연결된 케
이블 결함

• 가능하면 다른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24V_IO 전원의 과부하
또는 단락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223 24V_TMP1 내부 전압이 범
위를 벗어남

24V_TMP1 전원의 과부
하 또는 단락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224 PRESSURE(Pirani) 24V 내부
전압이 범위를 벗어남

24V_PRESSURE(Pirani)
전원의 과부하 또는 단
락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240 +15V 전압이 범위를 벗어나
있음

프리 앰프의 단락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VI 보드 또는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241 -15V 전압이 범위를 벗어나
있음

프리 앰프의 단락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VI 보드 또는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242 +15V 또는 -15V 전압 단락
됨

프리 앰프의 단락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VI 보드 또는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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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50 REF5V 전압이 범위를 벗어
나 있음

프리 앰프의 단락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VI 보드 또는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252 REF5V 전압 단락됨 프리 앰프의 단락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VI 보드 또는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254 밸브 유동이 범위를 벗어나
있음

내려져 있는 하나 또는
다수의 밸브가 연결되
어 있지 않거나 결함이
있음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VI 보드 또는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255 팬 유동이 범위를 벗어나 있
음

팬이 연결되어 있지 않
음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팬 막힘 또는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300 애노드 전압이 너무 낮음 애노드 전압의 단락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VI 보드 또는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301 애노드 전압이 너무 높음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302 서프레서 전압이 너무 낮음 프리 앰프 또는 서프레
서 단락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VI 보드 또는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303 서프레서 전압이 너무 높음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304 애노드-캐소드 전압이 너무
낮음

애노드 및 캐소드 사이
의 단락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VI 보드 또는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305 애노드-캐소드 전압이 너무
높음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306 애노드 전압이 잘못됨 애노드 전압 규정값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남

• 교정을 실시하십시오.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310 캐소드 1 항복됨 캐소드 결함 • 다른 캐소드의 전원이 켜졌는지 점검하십
시오.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캐소드와의 연결이 중
단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VI 보드 또는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311 캐소드 2 항복됨 캐소드 결함 • 다른 캐소드의 전원이 켜졌는지 점검하십
시오.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캐소드와의 연결이 중
단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VI 보드 또는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312 캐소드 항복됨 양쪽 캐소드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캐소드와의 연결이 중
단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VI 보드 또는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340 방출 오류 압력이 너무 높음, 에이
징된 캐소드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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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42 캐소드 연결되지 않음 자가 테스트 중 양쪽 캐
소드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이온원 커넥터가 연결
되지 않음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350 서프레서 연결되지 않음 서프레서 케이블이 연
결되지 않거나 결함 발
생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352 프리 앰프 연결되지 않음 프리 앰프 결함 또는 케
이블이 연결되지 않음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358 프리 앰프 범위 교체 프리 앰프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비정상적인 누설률 신
호 형태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359 프리 앰프 과변조됨 이온원 또는 프리 앰프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질량 분석기가 오염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360 프리 앰프 출력 신호가 너무
낮음

이온원 불량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질량 분석기가 오염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361 프리 앰프 오프셋 전압이 너
무 높음

프리 앰프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362 프리 앰프 범위 오류 프리 앰프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390 500 GOhm 앰프 저항이 범
위를 벗어나 있음

프리 앰프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400 TMP 오류 메시지 TMP의 처리되지 않은
오류 메시지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401 TMP 경고 메시지 TMP의 처리되지 않은
경고 메시지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402 터보 펌프 컨버터와의 통신
없음

TMP 케이블 결함 또는
연결되지 않음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TMP 컨버터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404 TMP 소비 전류 너무 높음 TMP 내 압력이 너무 높
음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405 TMP 시동 안 됨 상승 중 유입 압력이 너
무 높음

• 상승 중 1차 진공 펌프가 작동하는지 점검
하십시오.

• 상승 중 압력이 감소하는지 점검하십시오.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TMP 베어링 손상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410 TMP 온도가 너무 높음 주위 온도가 너무 높음 • 장치의 전원을 끄고 장치를 식히십시오.

• 장치가 있는 곳 주위의 온도를 낮추십시
오.

에어 필터가 오염됨 • 환기 슬럿을 청소하거나 필터 플레이트를
교체하십시오.

팬 막힘 또는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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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11 높은 TMP 온도 주위 온도가 너무 높음 • 장치가 있는 곳 주위의 온도를 낮추십시
오.

에어 필터가 오염됨 • 환기 슬럿을 청소하거나 필터 플레이트를
교체하십시오.

팬 막힘 또는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421 TMP 전압이 너무 낮음 TMP에 전원 공급이 충
분하지 않음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422 TMP 시동 안 됨 상승 중 유입 압력이 너
무 높음

• 상승 중 1차 진공 펌프가 작동하는지 점검
하십시오.

• 상승 중 압력이 감소하는지 점검하십시오.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TMP 베어링 손상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423 TMP 압력 상승 TMP에 공기 이입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450 TMP2 컨버터의 온도가 너무
높음

주위 온도가 너무 높음 • 장치가 있는 곳 주위의 온도를 낮추십시
오.

팬 막힘 또는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TMP2 컨버터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451 1차 진공 펌프의 온도 예비
경고

주위 온도가 너무 높음 • 장치가 있는 곳 주위의 온도를 낮추십시
오.

주위 온도가 너무 낮음 • 장치가 있는 곳 주위의 온도를 높이십시
오.

팬 막힘 또는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배압 펌프 온도 센서의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452 1차 진공 펌프와의 통신 없
음

1차 진공 펌프 제어 케
이블 결함 또는 연결되
지 않음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1차 진공 펌프에 전원
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1차 진공 펌프 컨버터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VI 보드 또는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453 1차 진공 펌프 오류 1차 진공 펌프의 처리
되지 않은 오류 메시지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454 1차 진공 펌프 오류: 부족전
압

누설 탐지기에서 1차
진공 펌프의 전원 입력
전압이 너무 낮음

• 함께 제공된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자격있는 전기 기술자가 전원 전압 설치
를 확인하게 하십시오.

1차 진공 펌프 컨버터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455 1차 진공 펌프 회전 수가 너
무 낮음

1차 진공 펌프 상승 없
음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456 1차 진공 펌프의 작동이 잠
김

1차 진공 펌프의 주파
수 변환기 포트 P1의
커넥터가 결함이 있거
나 삽입되지 않음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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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57 1차 진공 펌프 오류: 전류 차
단

누설 탐지기에서 1차
진공 펌프의 전원 입력
전압에 오류가 있음

• 함께 제공된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육안으로 전원 케이블에 손상을 점검하십
시오.

• 자격있는 전기 기술자가 전원 전압 설치
를 확인하게 하십시오.

W458 배압 펌프가 너무 저온이므
로 작동을 개시할 수 없습니
다. 펌프 작동을 시작하려면,
본인 책임 하에서 경고를 삭
제하십시오.

주위 온도가 너무 낮음 • 장치가 있는 곳 주위의 온도를 높이십시
오.

• 추운 외부에 있던 누설 탐지기를 따뜻한
실내로 옮겨 온 경우 누설 탐지기를 다시
켜기 전 최소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합니
다.

배압 펌프 온도 센서의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1차 진공 펌프 컨버터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459 1차 진공 펌프의 가동에 시
간이 너무 오래 걸림

배기가스 연결부가 막
혀 있음

• 배기가스 호스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1차 진공 펌프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460 TMP2 컨버터와의 통신 없음 TMP2 케이블 결함 또
는 연결되어 있지 않음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TMP2 컨버터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461 TMP2 오류 메시지가 처리되
지 않음

TMP2 컨버터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TMP2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462 TMP2 펌프 온도가 너무 높
음

주위 온도가 너무 높음 • 장치가 있는 곳 주위의 온도를 낮추십시
오.

팬 막힘 또는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TMP2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463 1차 진공 펌프의 온도 오류 주위 온도가 너무 높음 • 장치가 있는 곳 주위의 온도를 낮추십시
오.

팬 막힘 또는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주위 온도가 너무 낮음 • 장치가 있는 곳 주위의 온도를 높이십시
오.

배압 펌프 온도 센서의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464 1차 진공 펌프의 소비 전력
이 너무 높음

배기가스 연결부가 막
혀 있음

• 배기가스 호스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작동 고부하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465 1차 진공 펌프에서의 흐름
방향이 올바르지 않음

배기가스 연결부에서의
과압으로 인해 장치 내
로 가스 흐름

• 배기가스 연결부의 과압을 제거하십시오.

E466 1차 진공 펌프의 가동 오류 /
회전속도가 너무 낮음

배기가스 연결부가 막
혀 있음

• 배기가스 호스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1차 진공 펌프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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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67 1차 진공 펌프 과부하 방지 배기가스 연결부가 막
혀 있음

• 배기가스 호스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1차 진공 펌프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468 1차 진공 펌프의 경고 메시
지가 처리되지 않음

1차 진공 펌프의 처리
되지 않은 오류 메시지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500 압력 센서 p1 연결되지 않음 압력 센서가 연결되지
않음 또는 케이블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VI 보드 또는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502 압력 센서 p2 연결되지 않음 압력 센서가 연결되지
않음 또는 케이블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VI 보드 또는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504 압력 센서 p3 연결되지 않음 압력 센서가 연결되지
않음 또는 케이블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VI 보드 또는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505 압력 센서 p4 연결되지 않음 압력 센서 p4가 VI 보드
에 삽입되지 않음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VI 보드 또는 MSB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520 압력이 너무 높음 최소 15s 동안 압력 p2
가 너무 높음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521 압력 상승, 애노드 전압이 항
복됨

압력 센서 p2의 압력
상승 및 애노드 전압이
항복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522 압력 상승, 방출 전류가 항복
됨

압력 센서 p2의 압력
상승 및 방출 전류가 항
복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540 모세관을 통한 유량이 너무
적습니다! 경우에 따라 누설
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필터가 오염됨 • 스니퍼 팁의 필터를 교체하십시오.

스니퍼 팁 또는 모세관
이 막힘

• 스니퍼 팁의 막힘을 제거하십시오.

• 가능하면 다른 스니퍼 라인을 사용하십시
오.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막힌 모세관에 대한 압
력 한계가 너무 높게 설
정됨

• 필요한 경우 압력 한계를 점검 및 변경하
십시오.

W541 모세관을 통한 유량이 너무
적습니다! 경우에 따라 누설
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필터가 오염됨 • 스니퍼 팁의 필터를 교체하십시오.

스니퍼 팁 또는 모세관
이 막힘

• 스니퍼 팁의 막힘을 제거하십시오.

• 가능하면 다른 스니퍼 라인을 사용하십시
오.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막힌 모세관에 대한 압
력 한계가 너무 높게 설
정됨

• 필요한 경우 압력 한계를 점검 및 변경하
십시오.

W542 모세관을 통한 유량이 너무
많음

모세관이 파손되었거나
기밀하지 않음

• 가능하면 다른 스니퍼 라인을 사용하십시
오.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파손된 모세관에 대한
압력 한계가 너무 낮게
설정됨

• 필요한 경우 압력 한계를 점검 및 변경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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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559 누설률이 너무 높습니다! 오
염을 방지하기 위해 Stand-
By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시험체 연결부 또는 시
험물의 과누설

• 누설 탐지기와 시험체 사이의 연결 기밀
성을 점검하십시오.

과누설 방지 한계가 너
무 작게 설정됨

• 필요한 경우 과누설 방지 한계를 점검 및
변경하십시오.

오디오 알람 지연 시간
이 너무 짧게 설정됨

• 필요한 경우 오디오 알람 지연 시간을 점
검 및 변경하십시오.

W580 100 mbar까지의 최대 진공
배기 시간이 초과됨

시험체 연결부 또는 시
험물의 과누설

• 누설 탐지기와 시험체 사이의 연결 기밀
성을 점검하십시오.

• 가능하면 다른 시험체를 사용하십시오.

과누설 최대 진공 배기
시간에 대한 설정값이
너무 낮음

• 필요한 경우 과누설 최대 진공 배기 시간
을 점검 및 변경하십시오.

W581 측정 모드까지의 최대 진공
배기 시간이 초과됨

시험체 연결부 또는 시
험물의 과누설

• 누설 탐지기와 시험체 사이의 연결 기밀
성을 점검하십시오.

• 가능하면 다른 시험체를 사용하십시오.

측정까지의 진공 배기
시간에 대한 설정값이
너무 낮음

• 필요한 경우 측정까지의 진공 배기 시간
을 점검 및 변경하십시오.

W625 내부 교정 누설의 누설률이
설정되지 않음

EEPROM 매개변수가
리셋됨

• 내부 교정 누설에 대한 올바른 누설률을
입력하십시오.

W630 교정 요청 작동 모드 또는 접지가
변경됨

• 교정을 실시하십시오.

HYDRO•S가 켜졌음(기
능이 사용 가능한 경우)

• 교정을 실시하십시오.

자동 누설 테스트가 활
성화되고 테스트 시간
이 변경됨

• 교정을 실시하십시오.

신규 SL3000 스니퍼 라
인이 연결됨(기능이 사
용 가능한 경우)

• 교정을 실시하십시오.

작동 시간 30분 초과 및
마지막 교정 이후 5K
온도 변화

• 교정을 실시하십시오.

작동 시간 30분 초과 및
24시간 전부터 교정 없
음

• 교정을 실시하십시오.

W640 자동 누설 테스트: 실패한 연
속 테스트가 너무 많음

임계값 1 누설률이 시
험체에 맞지 않음

• 필요한 경우 임계값 1 누설률을 점검 및
변경하십시오.

테스트 챔버가 기밀하
지 않음

• 가능하면 다른 테스트 챔버를 사용하십시
오.

W670 교정 오류(방출 전류가 항복
됨)

교정 중 방출이 붕괴되
었습니다.

• 새로운 교정을 실시할 때 메시지가 다시
나타나는지 점검하십시오.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700 프리 앰프 온도가 너무 낮음 주위 온도가 너무 낮음 • 장치가 있는 곳 주위의 온도를 높이십시
오.

온도 센서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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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메시지 가능한 오류 원인 장애 해결

W702 프리 앰프 온도가 너무 높음 주위 온도가 너무 높음 • 장치가 있는 곳 주위의 온도를 낮추십시
오.

에어 필터가 오염됨 • 환기 슬럿을 청소하거나 필터 플레이트를
교체하십시오.

팬 막힘 또는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710 MSB 온도가 너무 높음 주위 온도가 너무 높음 • 장치가 있는 곳 주위의 온도를 낮추십시
오.

에어 필터가 오염됨 • 환기 슬럿을 청소하거나 필터 플레이트를
교체하십시오.

팬 막힘 또는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711 최고 MSB 온도 초과됨 주위 온도가 너무 높음 • 장치가 있는 곳 주위의 온도를 낮추십시
오.

에어 필터가 오염됨 • 환기 슬럿을 청소하거나 필터 플레이트를
교체하십시오.

팬 막힘 또는 결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901 정비: TMP 베어링/윤활제 TMP 베어링/윤활제의
정비 주기를 초과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903 정비: 교정 누설기 시한 만료 교정 누설기의 정비 주
기를 초과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904 정비: 스니퍼 팁 필터 스니퍼 팁 필터의 정비
주기를 초과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910 정비: 1차 진공 펌프 1차 진공 펌프의 정비
주기를 초과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920 정비: 배출 필터 배출 필터의 정비 주기
를 초과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W925 정비: 에어 필터 에어 필터의 정비 주기
를 초과함

•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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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소 및 정비
본문에서 설명된 모든 청소 및 유지보수 작업은 장치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위험
전기 충격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
장치 내부에는 높은 전압이 흐릅니다. 전압이 흐르는 부품에 접촉할 경우 생명의 위험
이 있습니다.

► 청소 및 유지보수 작업 전에는 항상 장치를 전원 공급장치에서 분리하십시오. 권한
이 없는 인원은 전원 공급을 복구할 수 없음에 유의하십시오.

► 장치를 열지 마십시오!

8.1 하우징 청소
물기가 있는 부드러운 천으로 하우징을 닦으십시오.

습기로 세척할 때는 물만 사용하십시오. 알코올, 그리스 또는 기름이 함유된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8.2 공구함 내 필터 매트 교체
공구함 필터 매트

필요한 공구 없음

사용 위치에 따라 공구함 내의 필터 매트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필터 매
트를 점검하고 매우 오염된 경우 교체하십시오.

ü 새 필터 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장치의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원 플러그를 분리하였는지 확인하십시오.

2 제공된 렌치로 공구함을 여십시오.

3 플라스틱 그리드를 탈거하십시오. 잠금 러그를 이용해야만 고정됩니다.

4 사용한 공기 필터를 플라스틱 그리드에서 꺼내고 새 필터를 넣으십시오.

5 새 공기 필터를 넣은 플라스틱 그리드를 장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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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장치 밑면의 필터 매트 교체
장치 밑면 필터 매트

필요한 공구 드라이버

정기적으로 필터 매트를 점검하고 매우 오염된 경우 교체하십시오.

ü 새 필터 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장치의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원 플러그를 분리하였는지 확인하십시오.

2 필터 매트를 탈거하려면 장치 앞쪽의 널드 나사 아래쪽을 풉니다.

3 필터 매트가 있는 금속 판을 탈거하십시오. 쉽게 잡아당길 수 있도록 금속 판을
비스듬하게 잡으십시오.

4 금속 판에서 필터 매트를 고정시키는 나사를 푸십시오.

5 필터 매트를 교체하십시오.

6 새 필터 매트를 장착하고 금속 판을 다시 장착한 후 널링 나사를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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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스니퍼 라인 SL200 필터 교체
스니퍼 팁 구성

약어 15: 스니퍼 팁

1 모세관 필터(플라스틱: 기본) 4 십자 스크루

2 펠트 휠 5 소결필터

3 모세관 필터(개스킷이 있는 금속;
옵션)

6 개스킷

스니퍼 팁 막힘 원인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모세관 필터 막힘 -> 펠트 휠 또는 모세관 필터 교체

소결필터 막힘 -> 소결필터 점검 또는 교체

스니퍼 팁의 모세관 막힘 -> 스니퍼 팁 교체

스니퍼 팁 손상 -> 스니퍼 팁 교체

스니퍼 라인 손상 / 막힘 -> SL 200 교체.

펠트 휠 또는 모세관 필
터 교체

• 누설 탐지기를 끄거나 스니퍼 라인을 장치에서 분리하십시오.

• 핀셋을 사용하여 오염된 펠트 휠을 제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하십시오.

또는

• 모세관 필터 나사를 풀어 새것으로 교체하십시오. 금속 모델에서는 개스킷을 잊지
마십시오!

소결필터 점검 또는 교
체

1 누설 탐지기를 끄거나 스니퍼 라인을 장치에서 분리하십시오.

2 양쪽 십자 스크루를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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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필터와 개스킷을 제거하십시오.

4 필터를 육안으로 오염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ð 오염이 없거나 오염이 약간만 있으면 개스킷을 포함한 소결필터를 계속 사용
하십시오.

약어 16: 소결필터가 약간 오염됨

ð 오염이 심할 경우 개스킷을 포함하여 소결필터를 교체하십시오.

약어 17: 소결필터가 심하게 오염됨

5 스니퍼 팁을 다시 조이십시오.

ð 스니퍼 라인이 다시 사용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비 요청 표시기가 켜져 있으면 정비 주기를 원하는 새로운 기간으로 설정하십시오.
“정비 요청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 55]”, ““스니퍼 팁 필터” 또는 “에어 필터” 정비 간
격 설정 [} 54]”을 함께 참조하십시오.

8.5 스니퍼 라인 SL3000 필터 교체
수분방지 팁 및 모세관
필터의 필터 인서트 교
체

플라스틱 모세관 필터, 금속 모세관 필터 및 수분방지 팁에는 필터 인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금속 모세관 필터와 수분방지 팁 아래에 코니컬 개스킷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모세관 필터에는 이러한 개스킷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표 3: 모세관 필터

1 스니퍼 라인 끝 4 플라스틱 모세관 필터

2 코니털 개스킷 5 수분방지 팁

3 금속 모세관 필터

모세관 필터와 수분방지 팁이 스니퍼 라인의 끝에 나사 고정되어 있습니다. 필터 인서
트는 밀려 들어가 있으며 이는 역시 밀려 들어가 있는 작은 금속 그리드 앞에 있습니
다.

필터 인서트를 교체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누설 탐지기를 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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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세관 필터 및 수분방지 팁의 나사를 푸십시오. 코니컬 개스킷이 떨어지지 않
도록 유의하십시오.

3 오래된 필터 패드와 금속 그리드를 뒤쪽에서 누르십시오.

약어 18: 모세관 필터에서 필터 인서트를 누르십시오

4 오래된 인서트를 폐기하고 금속 그리드를 청소하십시오.

5 금속 그리드를 밀어 넣은 다음 2개의 새로운 인서트를 앞에서 필터로 밀어 넣
으십시오. 그리드와 인서트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6 누설 탐지기를 켜십시오.

7 한 손가락으로 스니퍼 팁을 닫으십시오. 수분방지 팁의 경우 측면의 구멍도 닫
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진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설이
있는 것으로 스크루 연결을 점검해야 합니다. 코니컬 개스킷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8 정비 요청 표시기가 켜져 있으면 정비 주기를 원하는 새로운 기간으로 설정하
십시오. “정비 요청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 55]”, ““스니퍼 팁 필터” 또는 “에어
필터” 정비 간격 설정 [} 54]”을 함께 참조하십시오.

스니퍼 핸들의 소결필
터 교체

소결필터가 스니퍼 핸들에 있습니다. 필터 인서트를 교체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
오.

1 누설 탐지기를 끄십시오.

2 스니퍼 팁을 고정하고 있는 2개의 십자 스크루를 푸십시오.

3 소결필터를 O링과 함께 제거하십시오.

약어 19: 스니퍼 핸들의 소결필터

4 필터에 눈으로 보이는 오염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5 새 소결필터를 O링과 함께 필터 팁 하부에 삽입하십시오.

6 스니퍼 팁을 다시 조이십시오.

7 누설 탐지기를 켜십시오.

8 한 손가락으로 스니퍼 팁을 닫으십시오. 진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설이 있는 것으로 스니퍼 팁과 핸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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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필요하면 정비 주기를 원하는 새로운 기간으로 설정하십시오. ““스니퍼 팁 필
터” 또는 “에어 필터” 정비 간격 설정 [} 54]”을 함께 참조하십시오.

8.6 스크린샷 생성
현재 장치의 화면 내용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파일은 예를 들
면 서비스 작업 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USB 스틱(FAT 32 포맷)에 "Screenshots” 이름의 디렉터리를 만드십시오.

2 스크린샷을 생성하려면 USB 스틱을 누설 탐지기의 USB 포트 중 하나와 연결하
십시오("컨트롤 유닛 [} 21]” 뒷면도 참조).

ð 스크린샷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USB 스틱의 디렉터리에 저장됩니다. 이때 날
짜와 시간도 저장됩니다.

3 스크린샷을 추가로 생성하려면 USB 스틱을 USB 포트에서 분리한 다음 누설 탐
지기에 다시 연결하십시오.

ð 스크린샷을 추가로 생성할 때 이전에 저장된 스크린샷에 덮어쓰지 않습니다.

8.7 정비 또는 수리를 위한 발송
장치 내부의 정비 작업은 반드시 제조사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장치는 4000시간마다
또는 매년 정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INFICON으로 장치를 발송하여 서비스를 받거나 수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개별
사항은 “장치 송달 [} 99]“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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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정비 계획
구성품 정비 작업 작동시간 / 년 서비스

단계
교체부품 번호

1500 4000 8000 16000 24000

1/4 1 2 3 4

진공 시스템

스크롤 펌프
Agilent TS620

팁 씰 교체 X1 X1 X1 III 200001671

스크롤 헤드 교체 X1 III 200001665R

SplitFlow 80 작동유 저장소 교체 X3 II 200003801

베어링 교체 및 작동유 저
장소 교체

X2 III

밸브 블록 밸브 청소 X3 X X X III

밸브 씰 교체 X3 X X X III 200007630

밸브 블록 분해 및 청소 X3 X X3 III

플러드 퍼징 가스 라인 필
터 교체

X3 X1 X1 X1 II 200000683

200001095

배기관 필터
UL3000

점검, 비우기 X X X X X II, III

필터 인서트 교체 X1 X1 X1 II, III 200000694

전기장치

팬 구성품 TMP 및 섀시 팬 불어내기 X3 X1 X1 X1 X1 II

에어 필터 키트 점검 및 필
요 시 교체

X3 X1 X1 X1 X1 I 200007656

유지보수 계획표에 대
한 설명

• I 서비스 단계 I 고객

• II 서비스 단계 II 기술 교육을 받은 고객

• III 서비스 단계 III 공인 INFICON 서비스 기술자

• X 작동 시간 또는 기간 경과 후 정비 작업 수행

• X1 시간 제한 없음, 작동 시간만

• X2 기간 경과에 따라 정비 작업 수행

• X3 환경적인 영향, 사용 조건, 오염 정도 및 적용 절차 등에 따라 좌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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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치 사용 중지

9.1 장치 폐기 처리
본 장치는 시스템 책임자가 폐기 처리하거나, 제조사로 폐기 반송할 수 있습니다. 본
장치에는 재활용 소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
기 위해 상기의 방법을 사용해주십시오.

폐기 처리 시에는 해당 국가의 환경보호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장치를 가정용 폐기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9.2 장치 송달

 경고
건강 유해 물질로 인한 위험
오염된 장치가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염신고서는 장치에 접촉하는 모든 인원
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오염신고서를 완전히 작성하십시오.

1 반송 전에 제조사와 연락한 후 작성한 오염신고서를 보내십시오.

ð 이후 반송번호를 부여받습니다.

2 반송 시 원래의 포장을 사용하십시오.

3 이 경우 장치를 보내기 전에 작성한 오염신고서의 사본을 동봉하십시오. 아래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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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액세서리와 인터페이스

10.1 액세서리 및 예비 부품
다음 부품을 추가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버스 모듈

BM1000 PROFIBUS 560-315

BM1000 PROFINET IO 560-316

BM1000 DeviceNet 560-317

BM1000 EtherNet/IP 560-318

I/O 모듈

IO1000 모듈 560-310

데이터 케이블 0.5m 560-334

데이터 케이블 5m 560-335

데이터 케이블 10m 560-340

UL3000 Fab용 스니퍼 라인 SL200

스니퍼 라인 SL200, 3.8 m 길이(UL3000 Fab 모델에 연결시키려
면, 추가적으로 케이블 연장이 필요함)

14005

SL200 전기 연결용 케이블 연장 551-205

스니퍼 라인 SL200 및 전기 연결부를 위한 케이블 연장(세트) 551-210

UL3000 Fab PLUS용 스니퍼 라인 SL3000

케이블 SL3000-3, 3 m 길이 525-001

케이블 SL3000-5, 5 m 길이 525-002

케이블 SL3000-10, 10 m 길이 525-003

케이블 SL3000-15, 15 m 길이 525-004

스니퍼 라인 SL3000용 홀더 551-203

시스템 내장용 스니퍼 라인(로봇 응용 분야) 525-015

SL3000용 스니퍼 팁

스니퍼 팁 ST312, 120 mm 길이, 비신축성 12213

스니퍼 팁 FT312, 120 mm 길이, 신축성 12214

스니퍼 팁 ST200, 200 mm 길이, 비신축성 12218

스니퍼 팁 FT250, 250 mm 길이, 신축성 12266

스니퍼 팁 ST385, 385 mm 길이, 비신축성 12215

스니퍼 팁 FT385, 385 mm 길이, 신축성 12216

스니퍼 팁 FT600, 600 mm 길이, 신축성 12209

스니퍼 팁, 비신축성, 500 mm, 45° (ST 500) 1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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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3000용 기타 액세서리

필터형 펠트 표준 필터 SL3xx, 50 개 200001116

금속 사양 미세관 필터 (1 개) 12217

SL 300용 표준 필터, 세트 5 개 (플라스틱 모세관 필터) 20003501

SL3xx용 내부 필터, 세트 5 개 (O링이 있는 소결 필터) 20003500

수분방지 팁(1 개) 122 46

SL3000 홀더 551-203

RC1000 리모컨

리모컨 RC1000WL, 무선 551-015

리모컨 RC1000C, 케이블 연결 551-010

리모컨 연장 케이블 14022

기타

헬륨 병 홀더 551-201

테스트 챔버 TC1000

테스트 챔버 TC1000 551-005

테스트 챔버 TC1000 전기 연결용 케이블 연장 551-205

테스트 가스 분사총, 호스 포함 16555

스니퍼 라인 SL200
스니퍼 라인 을 사용하여 누설 탐지기를 스니핑 누설 감지기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
다. 스니퍼 라인의 길이는 3.8 m입니다.

이러한 스니퍼 라인 작동을 위해 전기 연결용 케이블 연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전원 케이블이나 스니퍼 라인을 감기 위한 고리 장착은 "배송되는 액세서리 연결
[} 37]”을 참조하십시오.

스니퍼 라인 SL3000
스니퍼 라인 SL3000 은 누설 검사기 뒤쪽에 연결되어 “스니핑” 작동 모드로 전환할 때
누설 탐지기 위에 있는 흡입측 플랜지의 진공 장치를 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니퍼
라인은 3, 5, 10 또는 15 m 길이로 제공됩니다.

전원 케이블이나 스니퍼 라인을 감기 위한 고리 장착은 "배송되는 액세서리 연결
[} 37]”을 참조하십시오.

헬륨 병 홀더
 헬륨 병 홀더를 사용하면 누설 탐지기와 함께 분사총이 있는 헬륨 공급 장치를 운반
할 수 있습니다. 중소형 병(최대 10 l, 200 bar)만이 장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
므로 사용에 적합합니다.

설치 지침은 병 홀더와 별도의 문서로 제공됩니다.

리모컨 RC1000C 및 RC1000WL
RC1000C 리모컨을 사용하면 길이가 최대 28 m인 케이블로 누설 탐지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무선 리모컨 RC1000WL을 사용하면 최대 100 m 거리에서 누설 탐지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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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을 사용하여 START, STOP/VENT(STOP/환기), ZERO(배경신호) 기능을 제어합니
다. 측정된 누설률은 리모컨 디스플레이에 막대 그래프, 수치 또는 다이어그램으로 표
시됩니다(RC1000 기술 매뉴얼 참조).

측정값은 최대 24 시간 동안 기록되어 RC1000의 내부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데이터
를 USB 메모리 스틱으로 손쉽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임계값 초과 시 경고를 위한 내부 경고 임계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경고는 디스플
레이에 시각적으로 표시되며 내장 스피커 또는 연결된 헤드폰을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리모컨은 인체 공학적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견고한 하우징에 보관됩니다. 밑면
의 자석을 이용하여 금속 표면이 수평일 때와 수직일 때 모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약어 20: 무선 리모컨 RC1000WL

약어 21: 트랜스미터는 함께 제공된 벨크로 테이프로 어느 곳에나 고정할 수 있습니다.

누설 탐지기에서 무선 리모컨 검색하기
RC1000WL 무선 리모컨을 전송하면, UL3000 Fab 또는 UL3000 Fab PLUS에서 이 리
모컨의 신호음을 낼 수 있습니다.

1  > 설치 > 액세서리 > RC1000

2 “페이징 조회” 입력란에서 “켜기”를 선택하십시오.

ð 리모컨이 음향 신호를 전송합니다.

3 리모컨을 찾은 후 신호 생성을 끄려면 “페이징 조회” 입력란에서 “끄기”를 선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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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챔버 TC1000
이 테스트 챔버 는 밀폐된 부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완벽한 작업 공간으로써 누설 탐
지기를 전환합니다. 또한 MIL-STD 883 표준에 따라 간편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테스
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챔버의 덮개를 닫으면 테스트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측정
시간 및 기각 누설률과 같은 테스트 매개변수는 “자동 누설 테스트”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자동으로 실행되며 해당 결과는 테스트 챔버에 연결된 적색 또
는 녹색 LED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테스트 챔버 작동을 위해 전기 연결용 케이블 연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약어 22: 테스트 챔버 TC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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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I/O-모듈

10.2.1 장치와 I/O 모듈간 연결 설정
ü  Supervisor 권한

1 INFICON I/O 모듈을 데이터 케이블을 이용하여 장치 뒤쪽의 LD 소켓에 연결하
십시오(“액세서리 및 제어신호 연결부 [} 28]” 참조).

2  > 설치 > 액세서리 > 장치 교체

3 “IO 모듈“을 선택하십시오.

4 저장하십시오. .

10.2.2 아날로그 출력부 구성
ü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액세서리 > I/O-Modul > 아날로그 출력에 대한 구성

2 “아날로그 출력 1”을 설정하십시오.

ð 옵션으로는 “끄기”, “압력 p1”, “압력 p2”, “누설률 가수”, “누설률 지수”, “누설
률 선형”, “누설률 대수”, “누설률 가수, 이력 ”, “인터페이스 이용” 등이 있습니
다.

3 “아날로그 출력 2”을 설정하십시오.

ð 옵션으로는 “끄기”, “압력 p1”, “압력 p2”, “누설률 가수”, “누설률 지수”, “누설
률 선형”, “누설률 대수”, “누설률 가수, 이력’, “인터페이스 이용” 등이 있습니
다.

4 “아날로그 출력 스케일링”을 설정하십시오.

ð 옵션으로는 “0.5 V / decade”, “1 V / decade”, “2 V / decade”, “2.5 V /
decade”, “3 V / decade”, “5 V / decade”, “10 V / decad” 등이 있습니다.

5 “상한 지수”을 설정하십시오.

6 저장하십시오. .

“아날로그 출력 스케일링”및 “상한 지수” 설정은 선택한 기능에 따라 두 아날로그 출
력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아래 표 개요 참조).

아날로그 출력 기능 및 할당:

끔 아날로그 출력이 꺼진 상태

(출력 전압 = 0 V).

압력 p1 / 압력 p2 1 ... 10 V; 0,5 V / 디케이드;
대수적

1 V = 1 x 10-3 mbar

누설률 가수 1 ... 10 V; 선형; 선택된 단위
로 표시

다른 아날로그 출력에 “누설률 지수”가 지정된 경우
에만 유효합니다.

누설률 지수 1 ... 10 V; 0,5 V / 디케이드;

층계함수;

1 V = 1 x 10-12; 선택된 단위
로 표시

다른 아날로그 출력에 “누설률 가수” 또는 “누설률 가
수, 이력”이 지정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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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적 누설률 0 ... 10 V; 선형;

선택된 단위로 표시

상한값(= 10 V)은 매개변수 “상한 지수”를 통해 전체
디케이드에 설정됩니다. 하한값은 항상 출력 전압 0
V에 해당하는 0(누설률)에 해당합니다.

이 설정은 해당 출력 기능이 선택된 경우 두 아날로그
출력에 모두 적용됩니다. 선택한 누설률 단위에 따라
또 다른 절대 제한값이 있습니다.

선택한 범위는 모든 인터페이스에 유효한 제한값에
의해 추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누설률 로그. 0 ... 10 V; 대수적;

선택된 단위로 표시

상한값(= 10 V) 및 스케일링(V / 디케이드)은 매개변
수 “상한 지수” 및 “아날로그 출력 스케일링 ”을 통해
설정됩니다.

예시:
상한값은 1 x 10-5 mbar l/s (= 10 V)으로 설정됩니다.
스케일링은 5 V / 디케이드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하
한은 1 x 10-7 mbar l/s (= 0 V) 입니다. 대수적 출력
기능에서는 V/decade의 기울기와 상한(10 V 값)이 모
두 설정됩니다. 그 결과로써 표시 가능한 최소값이 검
출됩니다. 다음 기울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0.5, 1,
2, 2.5, 3, 5, 10 V/decade 설정된 기울기 값이 높을수
록 표시 가능한 범위는 더 작아집니다. 상한값은 두
아날로그 출력 모두 동일합니다. 선택한 누설률 단위
에 따라 또 다른 절대 제한값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통함 출력 전압은 테스트용 LD 프로토콜 명령 221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누설률 가수, 이력 0.7 ... 10 V; 선형;

선택된 단위로 표시

다른 아날로그 출력에 “누설률 지수”가 지정된 경우
에만 유효합니다. 0.7에서 1.0까지의 범위 내에서 가
수가 중첩됨으로써 두 디케이드 간의 지속적인 점프
를 방지합니다. 0.7 V는 누설률의 0.7 x 10-x에 해당합
니다. 9.9 V는 누설률의 9.9 x 10-x에 해당합니다.

10.2.3 디지털 입력부 구성
이 입력은 프로그램 가능 논리 컨트롤러(PLC)를 사용하여 장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I/O 모듈의 디지털 입력부 PLC-IN 1 ... 10에 대해 사용 가능한 임의의 함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활성 신호: 일반적으로 24V

– 비활성 신호: 일반적으로 0V.

I/O 모듈의 24V 출력부가 활성 신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각 함수는 반전될 수 있습니다.

ü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액세서리 > I/O-Modul > 디지털 입력에 대한 구성

2 원하는 “디지털 입력”을 선택하십시오.

ð 입력부 PLC_IN 1 … 10 중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십시오(아래 표 개요 참조).

4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ð “표준” 모드 또는 “반전”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전” 모드: 다음 표 개요의 “전환” 열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전환 방향은 반
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5 저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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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전환 설명

VENT 비활성 → 활성: 흡입구를 환기합니다(스탠바이 상태에서만)

CAL 비활성 → 활성:

활성 → 비활성:

보정을 시작합니다.

하층신호의 값을 적용하고 보정을 종료합니다.

No function - 입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미사용된 입력의 권장 설정.

Clear 비활성 → 활성: 경고 또는 오류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보정을 중단합니다.

Sniff 비활성 → 활성:

활성 → 비활성:

스니핑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진공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Purge 비활성 → 활성:

활성 → 비활성:

퍼징을 켭니다(스탠바이 상태에서만)

퍼징을 끕니다(스탠바이 상태에서만)

함수 비활성 → 활성: 측정 모드로 전환합니다.

Start/Stop 비활성 → 활성:

활성 → 비활성:

측정 모드로 전환합니다.

스탠바이로 전환합니다.

STOP 비활성 → 활성: 스탠바이로 전환합니다.

ZERO 비활성 → 활성:

활성 → 비활성:

ZERO를 켭니다.

ZERO를 끕니다.

10.2.4 디지털 출력부 구성
I/O 모듈의 디지털 출력부 PLC-OUT 1 ... 8에 대해 사용 가능한 임의의 함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ü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액세서리 > I/O-Modul > 디지털 출력에 대한 구성

2 원하는 “디지털 출력부”를 선택하십시오.

ð 출력부 PLC-OUT 1 … 8 중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십시오(아래 표 개요 참조).

4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ð “표준” 모드 또는 “반전”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전” 모드: 표 개요에서 “열림” 상태에 대한 설명은 “닫힘” 상태에 대한 설명
과 바꾸어 참조해야 합니다.

5 저장하십시오. .

기능 상태: 설명

Off (open) 열림: 항상 열려 있음

Ready for operation 닫힘: 방출 켜짐, 보정 과정 비활성화, 오류 없음

열림: 방출 꺼짐 또는 보정 과정 활성화 또는 오류
발생

Emission on 닫힘: 방출 켜짐

열림: 방출 꺼짐

Error 닫힘: 오류

열림: 오류 없음

Error or warning 닫힘: 오류 또는 경고

열림: 오류 또는 경고 없음

Run-up 닫힘: 상승

열림: 상승 없음

Calibration request 닫힘: 외부 캘리브레이션 없음: 보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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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태: 설명

외부 보정 또는 “CAL 테스트” 시: “외부 보정
누설 열기 또는 닫기” 요청

열림: 요청 없음: 보정 성공하지 않음

Calibration active 닫힘: 장치가 보정됩니다.

열림: 장치가 보정되지 않습니다.

Calibration stable 닫힘: 테스트 누설로 보정 종료

열림: 신호가 불안정하거나 보정이 활성화되지 않
음

Cathode 2 닫힘: 음극 2이 활성화됨

열림: 음극 1이 활성화됨

Measuring 닫힘: 질량(ZERO 가능, 모든 임계값 출력은 누설률
에 따라 전환.)

열림: 스탠바이 또는 방출 꺼짐(ZERO 불가능, 모든
임계값 출력이 “누설률 임계값 초과”로 되돌
림.)

Open 열림: 항상 열려 있음

Sniff 닫힘: 스니핑 작동 모드 활성화

열림: 진공 작동 모드 활성화

Setpoint 1 닫힘: 측정된 누설률이 임계값 1 초과

열림: 측정된 누설률이 임계값 1 미달

Setpoint 2 닫힘: 측정된 누설률이 임계값 2 초과

열림: 측정된 누설률이 임계값 2 미달

Setpoint 3 닫힘: 측정된 누설률이 임계값 3 초과

열림: 측정된 누설률이 임계값 3 미달

Setpoint 4 닫힘: 측정된 누설률이 임계값 4 초과

열림: 측정된 누설률이 임계값 4 미달

Purge 닫힘: 퍼징 밸브 열기

열림: 퍼징 밸브 닫기

Vent 닫힘: 내부 환기 밸브 열림

열림: 내부 환기 밸브 닫힘

Standby or evacuate 닫힘: 스탠바이 또는 비우기 상태 활성화

열림: 스탠바이 또는 비우기 상태 비활성화, 예: 측
정 중

Status calibration
leak valve

닫힘: 테스트 누설 밸브 열림

열림: 테스트 누설 밸브 닫힘

Warning 닫힘: 경고

열림: 경고 없음

ZERO active 닫힘: ZERO 켜진 상태

열림: ZERO 꺼진 상태

10.2.5 I/O 모듈 프로토콜 설치
ASCII 및 LD 프로토콜 간 전환 용도.

ü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액세서리 > I/O-Modul > I/O 모듈 프로토콜

2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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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장하십시오. .

10.3 버스 모듈
장치와 버스 모듈 BM1000에 함께 제공된 USB 스틱에 버스 모듈 관련 추가 파일이 있
습니다. 여기에는 "..\Manuals\Interface Description” 폴더에 있는 PROFIBUS용 GSD
파일도 포함합니다.

INFICON의 다른 버스 모듈에 대해서는 "액세서리 및 예비 부품 [} 101]”을 함께 참조
하십시오.

10.3.1 장치와 버스 모듈 간 연결 설정
누설 탐지기와 버스 모듈 사이를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누설 탐지기를 끄십시오.

2 INFICON 버스 모듈을 데이터 케이블을 이용하여 장치의 LD 소켓에 연결하십
시오("액세서리 및 제어신호 연결부 [} 28]” 참조).

3 누설 탐지기를 켜십시오.

4  > 설치 > 액세서리 > 장치 선택

5 장치로서 “버스 모듈”을 선택하십시오.

6 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10.3.2 버스 모듈 주소 설정
필드버스 주소용 규정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PROFIBUS®에서는 노드 주소입니다.
DeviceNet에서는 MAC ID 입니다.

Profinet 및 EtherNet/IP용으로 이러한 설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1  > 설치 > 액세서리 > 버스 모듈

2 “버스 모듈 주소” 입력란에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3 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ð 설정된 값은 누설 탐지기를 다시 시작할 때 비로소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전원
을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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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네트워크

10.4.1 웹브라우저를 통해 누설 탐지기 작동(LAN)

참조
운영 체제는 USB 또는 이더넷을 통해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설 감지기에 사용되는 Linux 운영 체제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으므로 보안상
취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악용하여 누설 감지기의 이더넷 및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USB 포트/이더넷 포트 잠금 장치 등을 통해 이러한 인터페이스에 승인되지 않은 사
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십시오.

► 회사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해 누설 감지기를 공용 인터넷에 직접 연결하지 마십
시오. 이러한 권장 사항은 WiFi 및 이더넷을 통한 연결에 모두 적용됩니다.

► 만약 원격으로 누설 감지기의 웹 인터페이스에 접근하려면 암호화된 가상 사설망
(VPN) 연결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타사에서 제공하는 VPN 연결의 보안성은 보장되
지 않습니다.

10.4.1.1 누설 탐지기의 LAN 연결 구성
ü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네트워크 > LAN 설정

ð 대안으로 메뉴 표시줄에서 을 누르십시오.

2 “방식” 입력란에서 LAN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ð 끔: 네트워크 케이블 (RJ45 소켓) 이 연결되어 있어도 네트워크 연결이 구축되
지 않습니다.

ð DHCP: 누설 탐지기는 통합된 네트워크에 의해 IP 주소를 자동으로 적용합니
다.

ð 정적: IP 주소, 네트워크 마스크 및 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의 누설 탐지기에
도달하도록 수동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
하십시오.

3 저장하십시오. .

10.4.1.2 PC 또는 태블릿에서 LAN 연결 설정

LAN 연결 - 빠른 시작
여기에 설명된 단계를 한 번 수행하고난 뒤로는 많은 장치에서 같은 과정을 반복할 때
IP 주소만 입력하면 됩니다.

ü PC는 누설 탐지기와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ü 누설 탐지기 구성에서 LAN 설정이 이루어졌습니다("누설 탐지기의 LAN 연결 구성
[} 110]”을 함께 참조).

ü 누설 탐지기의 IP 주소를 적어 둡니다. 이는 누설 탐지기의 “진단> 정보> 장치> 네
트워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ü 웹 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활성화됩니다. Chrome ™, Firefox® 또는 Safari® 등
최신 버전의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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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또는 태블릿의 웹브라우저를 통해 누설 탐지기로 접근할 수 있으려면 누설 탐지
기의 IP 주소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십시오:
http://<IP-Adresse>

ð 누설 탐지기에서 현재 활성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호출됩니다.

ð 누설 탐지기의 터치스크린과 같은 기능을 PC나 태블릿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10.4.1.3 클라이언트 접근 허용
ü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네트워크 > 클라이언트 액세스

2 PC 또는 태블릿을 통해 누설 탐지기를  작동하려면 “클라이언트 접근” 옵션을
활성화하십시오.

ð “클라이언트 접근”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PC 또는 태블릿을 통해
누설 탐지기를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저장하십시오. .

연결된 모든 클라이언트 표시
ü 누설 탐지기와 하나 또는 다수의 PC 혹은 태블릿 사이에서 네트워크 연결이 구성되

었습니다 - 참고: "PC 또는 태블릿에서 LAN 연결 설정 [} 110]”.

►  > 설치 > 네트워크 > 연결된 클라이언트

10.4.2 웹브라우저를 통해 누설 탐지기 작동(WiFi)

참조
운영 체제는 USB 또는 이더넷을 통해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설 감지기에 사용되는 Linux 운영 체제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으므로 보안상
취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악용하여 누설 감지기의 이더넷 및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USB 포트/이더넷 포트 잠금 장치 등을 통해 이러한 인터페이스에 승인되지 않은 사
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십시오.

► 회사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해 누설 감지기를 공용 인터넷에 직접 연결하지 마십
시오. 이러한 권장 사항은 WiFi 및 이더넷을 통한 연결에 모두 적용됩니다.

► 만약 원격으로 누설 감지기의 웹 인터페이스에 접근하려면 암호화된 가상 사설망
(VPN) 연결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타사에서 제공하는 VPN 연결의 보안성은 보장되
지 않습니다.

WiFi를 통해 장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접근하려면 WiFi 액세스 포인트 기술이 적
용된 WiFi USB 어댑터를 컨트롤 유닛 뒷면에 연결해야 합니다.

WiFi USB 어댑터 최소 사양:

• 인터페이스: USB 2.0

• USB 연결부: Typ A

• 칩 세트: RTL819x 또는 동일 사양

• 지원 모드: Access Point Client Mode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기밀성 검사기 테스트를 통과한 WiFi USB 어댑터는
“EDIMAX EW-7612UAn V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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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연결 시 연결 장애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안정성은 도달 범위, 차폐
벽, 다른 무선 네트워크, 주변에 있는 무선 송신기의 간섭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집
니다.

10.4.2.1 기밀성 검사기의 WiFi 연결 구성
ü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네트워크 > WLAN 설정

ð 대안으로 메뉴 표시줄에서 을 누르십시오.

2 장치가 WiFi 연결을 지원하도록 설정하려면 “WLAN 활성화” 옵션을 활성화하
십시오.

3 “WiFi 이름(SSID)” 입력란에 원하는 네트워크 이름과 “WiFi 네트워크 키” 입력란
에 원하는 네트워크 키를 입력하십시오.

ð “WiFi 이름(SSID)”과 “WiFi 네트워크 키”가 다음 값으로 미리 할당됩니다:
“UL3xxx” 또는 “INFICONUL”. 네트워크 키는 최소한 8자리이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키가 일반 텍스트에서 표시되지 않고 모든 문자가 점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이를 원하지 않으면 입력란 뒤에 있는  기호를 통해 표시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저장하십시오. .

ð WiFi 지원 USB 어댑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 어댑터가 자동으로 액세스 포인트
로 기능을 시작합니다. 누설 탐지기의 WiFi 연결을 구성하려면 USB 어댑터를 삽
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10.4.2.2 PC 또는 태블릿에서 WiFi 연결 설정

WiFi 연결 - 빠른 시작
여기에 설명된 단계를 한 번 수행하고난 뒤로는 많은 장치에서 같은 과정을 반복할 때
URL만 입력하면 됩니다.

ü WiFi 액세스 포인트 기술이 적용된 WiFi 지원 USB 어댑터는 누설 탐지기 뒤쪽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컨트롤 유닛 [} 21]” 참조).

ü 누설 탐지기의 구성에서 “활성화” 옵션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기밀성 검사기의
WiFi 연결 구성 [} 112] 참조).

ü WiFi 연결은 클라이언트를 통해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ü 구형 장치의 경우 WPA2 암호화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ü 웹 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활성화됩니다. Chrome ™, Firefox® 또는 Safari® 등
최신 버전의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PC 또는 태블릿의 WiFi 설정에서 누설 탐지기의 WiFi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누설 탐지기의 WiFi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누설 탐지기 WiFi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키를 입력하십시오("기밀성 검사기의 WiFi 연결 구성
[} 112]” 참조).

3 PC 또는 태블릿의 웹브라우저를 통해 누설 탐지기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URL을
사용하십시오:
UL3xxx.inficon.com

ð 누설 탐지기에서 현재 활성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호출됩니다.

ð 누설 탐지기의 터치스크린과 같은 기능을 PC나 태블릿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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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3 클라이언트 접근 허용
ü  Supervisor 권한

1  > 설치 > 네트워크 > 클라이언트 액세스

2 PC 또는 태블릿을 통해 누설 탐지기를  작동하려면 “클라이언트 접근” 옵션을
활성화하십시오.

ð “클라이언트 접근”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PC 또는 태블릿을 통해
누설 탐지기를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저장하십시오. .

연결된 모든 클라이언트 표시
ü 누설 탐지기와 하나 또는 다수의 PC 혹은 태블릿 사이에서 네트워크 연결이 구성되

었습니다 - 참고: "PC 또는 태블릿에서 WiFi 연결 설정 [} 112]”.

►  > 설치 > 네트워크 > 연결된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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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록

11.1 메뉴 경로
이전에 메뉴 또는 하위 메뉴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내비게이션 버튼 을 사용하
여 측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11.1.1 진단
1  > 확인된 경고

ð 활성화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2  > 오류 및 경고

ð 활성화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3  > 측정 데이터 > 데이터 기록

4  > 측정 데이터 > 데이터베이스정보

5  > 측정 데이터 > 측정 사이클

6  > 측정 데이터 > 측정 데이터 내보내기

7  > 업데이트 > 장치 조작기 업데이트

8  > 업데이트 > 장치 조작기 업데이트 > 장치 조작기 전문가 업데이트

9  > 업데이트 > 기본 장치 업데이트

10  > 업데이트 > 기본 장치 업데이트 > 기본 장치 전문가 업데이트

11  > 진공 다이어그램

12  > 프로토콜 > 결과 프로토콜

13  > 프로토콜 > 유지보수 프로토콜

14  > 프로토콜 > 오류 및 경고

15  > 프로토콜 > 교정 프로토콜

16  > 재생

11.1.2 설정
1  > 표시 > 설정에 관한 일반 표시

2  > 표시 > 막대 그래프

3  > 표시 > 원 그래프

4  > 표시 > 선 그래프

5  > 표시 > 화면 전환

6  > 오디오

7  > 사용자 계정 > 로그아웃

8  > 사용자 계정 > 자동 로그인 관리

9  > 사용자 계정 > 사용자 계정 관리

10  > 사용자 계정 > 사용 중인 PIN 변경

11  > 사용자 계정 > 사용 중인 언어 변경

12  > 사용자 계정 > 즐겨찾기

13  > 작동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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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설치 > 일반 > 알림

15  > 설치 > 일반 > 날짜 및 시간

16  > 설치 > 일반 > 설정 단위

17  > 설치 > 일반 > 리셋

18  > 설치 > 데이터 기록

19  > 설치 > 측정 > 압력 한계

20  > 설치 > 측정 > HYDRO•S

21  > 설치 > 측정 > 질량

22  > 설치 > 측정 > 교정 누설기

23  > 설치 > 측정 > 스니핑 > 모세관 모니터링

24  > 설치 > 측정 > 스니핑 > SL3000 스니퍼 라인

25  > 설치 > 측정 > 보호

26  > 설치 > 측정 > 기타

27  > 설치 > 측정 > 진공 > 진공 영역

28  > 설치 > 측정 > 진공 > 자동 누설 테스트

29  > 설치 > 측정 > 진공 > 퍼징

30  > 설치 > 측정 > 진공 > 환기

31  > 설치 > 측정 > ZERO 및 필터

32  > 설치 > 네트워크 > 클라이언트 액세스

33  > 설치 > 네트워크 > LAN 설정

34  > 설치 > 네트워크 > 연결된 클라이언트

35  > 설치 > 네트워크 > WLAN 설정

36  > 설치 > 정비 요청

37  > 설치 > 유지보수 계수기

38  > 설치 > 액세서리 > 버스 모듈

39  > 설치 > 액세서리 > 장치 교체

40  > 설치 > 액세서리 > I/O-Modul > I/O 모듈 프로토콜

41  > 설치 > 액세서리 > I/O-Modul > 아날로그 출력에 대한 구성

42  > 설치 > 액세서리 > I/O-Modul > 디지털 출력에 대한 구성

43  > 설치 > 액세서리 > I/O-Modul > 디지털 입력에 대한 구성

44  > 설치 > 액세서리 > RC1000

45  > 매개변수 세트 > 매개변수 목록

46  > 매개변수 세트 > 매개변수 세트 관리

47  > 임계값

11.1.3 정보
1  > 구성품 > 이온 소스

2  > 구성품 > TMP

3  > 구성품 > 1차 진공 펌프

4  > 구성품 > 프리 앰프

5  > 에너지 >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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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에너지 > 전압 (1)

7  > 에너지 > 전압 (2)

8  > 장치 > 작동 시간

9  > 장치 > MSB

10  > 장치 > 네트워크

11  > 장치 > 식별

12  > 도움말 > 오류 및 경고

13  > HYDRO•S

14  > 캘리브레이션

15  > 측정값 > 작동 지속 시간

16  > 측정값 > 누설률 및 압력

17  > 측정값 > 온도

18  > 스니퍼 라인

19  > 액세서리 > 버스 모듈

20  > 액세서리 > I/O-Mod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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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CE 적합성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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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R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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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색인

기호
가스 선택  58
감독자  48
개인 설정 변경  47
교정

내부 보정  66
권한  46
그로스 리크 배출 시간  54
기계 계수  60
기능 설명  16
기본 설정  30
기본 설정 재설치  79
기술 데이터  29
끄기  80
누설률 및 압력 표시  72
단위 변경  52
리모컨 검색(페이징)  103
매개변수 세트

로드  74
삭제  74

배경 누설률 표시  51
배경신호  8
배경신호 억제  8, 64, 65
배기관  26
배출 시간 측정  54
배출가스 호스 연결에 관한 지침  57
버스 모듈  109
보정

외부 보정  67
출력 위치  66

보정 확인  67
사용자 프로필

로드  47
삭제  47
생성  47
편집  47

소프트웨어
기본 장치 업데이트  76
사용자 인터페이스 업데이트  75

송달  97, 99
스니퍼 라인

압력 모니터링  66
필터 교체  94

스니퍼 라인 SL200  102
스니퍼 라인 SL3000  102
스니퍼라인 SL200 연결  16, 26
스니퍼라인 SL3000 연결  17
스니핑 모드  16, 58
스크린샷 생성  97
실행 시간 표시  72
아르곤 배기

진공 영역 사이 압력 제한  61
언어 설정  47
오디오 설정 변경  53
오염신고서  99

온도 표시  72
외부 테스트 누설 설정  61
용어 정의  7
웹 브라우저  111
유지보수  92
음량 변경  53
임계값 설정  58
자동 누설 테스트

결과 화면  52
설정  59
작동 모드 선택  58
작동 모드(정의)  17

자동 누설 테스트 작동 모드  58
자동 로그인

끄기  48
켜기  48

작동 모드 선택  58
작동 옵션  56
재생  64
정비 간격

스니퍼 팁 필터  54
에어 필터  54

정비 요청  55
조작법

PC, 태블릿  112
진공 다이어그램  77, 114
진공 영역

FINE  61
GROSS  61
MASSIVE  61
ULTRA  61
압력 제한 변경  61
측정을 위해 활성화  58

진공 작동 모드  16, 58
청소 작업  92
최대 누설률 표시  22
측정 데이터

내보내기 형식  69
네트워크를 통해 내보내기  70

캘리브레이션 요청  55
터치 모니터  22
터치스크린  24

기호  24
테스트 누설 확인  67
테스트 챔버 TC1000  104
필터가 장착된 O링  26
헬륨 병용 홀더  102
화면 전환  76, 77
환기  63
환기 모드 선택  63

H
HYDRO•S

사용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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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60
정의  16

I
I/O-모듈  105

L
LAN  110

PC 또는 태블릿 설정  110
누설 탐지기 구성  110
클라이언트 접근 허용  111, 113

O
Operator  46

P
Proof  67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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