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y Current
Mapping System

미주 전류 지도 제작 시스템 (Stray Current Mapper : SCM)
미주 전류 지도 제작 시스템(SCM)은 파이프 라인에서의 미주 전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들은 제삼 음극 보호 시스템과 D.C. 전류 흐름 레일
시스템의 근간이 된다.
☞ 미주 전류의 근원을 확인 한다.
☞ 방전 지점을 찾아낸다.
☞ 선택 지점을 찾아낸다.
☞ 끊어진 파이프 라인을 찾아낸다.
☞ 매우 장애가 많은 지점들이나 파이프가 많은 곳에서의 사용을 위해 스마트 탐침봉(Smart Probe)을
사용 한다.
☞ 스마트 간섭기와 공유가 가능하다.

SCM은 다음과 같이 사용 될 수 있다.
-

미주 전류 간섭의 근원을 찾아 낸다.

-

미주전류 간섭이 의심 되는 지역을 방해 없이 해결한다.

SCM은 또한 어떠한 CP 근원의 산개에도 완전한 지도 제작이 가능하다.
이것은 전류의 방전이 일어나는 지역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다.(대개 코팅의 손상 및 결함). 이것은
또한 48 시간 데이터가 유지된다. 이것은 간섭의 근원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만이 아니라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지역에 대한 진행 상황을 탐지 할 수 있다.

특징 및 시방서.
▶ 완전 방수 용기.
▶ 1m(3피트)콘크리트 충격에도 견딤.
▶ 표준 노트북과 공유 가능.
▶ 기본적으로 분석 시스템이 포함됨.
▶ 4개의 SI의 도움으로 동시에 4 개의 진원 까지 확인 가능.

Stray Current Mapping System
기술적 사양

제품명:

Stray Current Mapping System

제품 번호:

10/ST2189

외형:
- 구조

NEMA 3R 과 IP54 비바람에 강한 알루미늄 외장

- 강도

1m(3ft) 높이에서 콘크리트로 떨어뜨렸을 때 견딤(BS EN 60068-2-32)

- 치수

12cm(49")(L) × 28cm(11")(W) × 20cm(8")(H)

- 박스 크기

136cm(53.5")(L) × 45cm(18")(W) × 30cm(12")(H)

- 무게

9.3kg

- 포장 무게

＞20kg

작동 모드
모

드

도

최대 측정 깊이

Smart Interrupter 20mA @ 1m

4m @ 100mA

Dynamic

4m @ 100mA

Stray Current

데이터 로그:

감

10mA @ 1m

No locate

8Mb 스마트 미디어 카드로 36시간
4Mb, 16Mb, 32Mb 카드 또한 지원된다.

데이터 표시:

Live 데이터 뷰어 와 시스템 셋업 적용

(PC 사용시)

로그된 데이터 뷰어 와 분석기.

PC 소프트웨어:

CD에 공급

최소 요구 PC 사양:

Window 95, 98, 2000 혹은 NT
Pentium 130MHz
1 Serial Port
스마트 미디어 카드 Reader

검색 센서:

4쌍의 자기계

배터리:

Lead/Ac 충전 배터리로 20℃(68°F)에서 간헐적으로 사용했을 시에 최소
48시간 유지

작동 온도 범위:

-20℃에서 +50℃ (-4°F에서 +122°F)

방어 환경:
- 충격

BS EN 60068-2-29

- 진동

BS EN 60068-2-6

- 자유낙하

BS EN 60068-2-32

- 먼지, 물에 대한 저항

BS EN 60529 (IP 56)

기 타:
- 호환성

Smart 프로브 ∥, Smart 단속기

- Q.C.

BS5750/ISO9001/EN29001

- 면허(승인)

EU: 유럽 EMC 89/336/EEC 의 CE 를 따름
USA : FCC규칙의 15.103부분을 따름

- 품질 보증

12개월

Stray Current Mapper
특징과 이점

THE STRAY CURRENT MAPPER (SCM) SYSTEM
SCM시스템은 무엇인가? 이 글은 SCM시스템을 다음의 3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설명될 수 있다.
□ STRAY 전류는 무엇인가?
□ SCM 은 어떤 일을 하는가?
□ SCM 은 어디서 사용하는가?
Note. 이 글은 구매자에게 기기를 임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이 글은 발전 단계에 있는 기기의 특징
과 이점들의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이 특징들은 기기가 발전해 감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 SCM 시스템은 음극 방식 측정법의 장애 때문에 만들어진 안전하고 비용 절감적인 측정 방법이다.
간단히 말해서, SCM은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질 수 있다.
□ STRAY 전류 간섭의 원인을 정확히 나타낸다.
□ STRAY 전류 연구와 조사를 실행한다.
□ 음극 방식의 장애를 알아채고 고장을 점검한다.
□ STRAY 전류 간섭 문제점들을 포함한 각각의 관련점들을 조정한다.

STRAY 전류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금속 관들은 부식작용을 막는데 도움을 주는 보호용의 코팅을 한다. 이렇게 코팅을 입힌 곳들
에 화학적 반응이 나타나 그 곳에 손상을 입게 된다. 이것은 부식 과정의 한 부분으로, 전류가 파이프로
부터 땅까지 흐르는데 그 원인이 있다. 기술자들은 전류를 파이프 안쪽으로 다시 흐르게 하기위해 파이
프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 보낸다. 이러한 방법이 부식 상태를 감소 시키고 실질적으로 '0'으로 만
든다. 역전류는 희생 양극과 정류기가 포함된 변압기로 손상을 입은 땅속 지점까지 전류를 흘려 보낸다.
전류를 땅속으로 흘려 보내게 되면 공교롭게도 그 전류는 파이프에 매우 근접한 경로를 택하게 된다.
이 전류가 지나간 지점은 다른 파이프의 부식 작용을 촉진 시킨다. 따라서 하나의 파이프를 보호하기
위해 전류를 흘려 보내면 다른 파이프의 부식 작용을 활성화 시키게 된다. 이런 부식작용을 야기 시키
는 전류를 Stray 전류라 부른다.
Stray 전류는 다른 많은 원인들, 예를 들어 전철 선로, 전원 공급 네트워크, 그리고 지구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잠재적인 요인들로부터 야기 되기도 한다.

SCM 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SCM은 Stray 전류 충돌을 탐지하고 측정하는데 있어서 안전하고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
한다. 또한, 부식 상태 탐지에 있어서 SCM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Stray 전류 간섭의 모든 유형을 연구, 조사하는데 도움을 준다.
□ line-drop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값비싼 파이프 접촉과 대비해서 수많은 측정들을 할 수 있다.
어떤 파이프 접촉도 필수적이진 않다.

□ 간섭에 관계된 모든 관련점들을 위해 광범위한 자료를 모은다. 따라서 최소 비용으로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 Stray 전류의 영향을 감소 시키기 위해 취하는 행동의 효과를 입증한다.
SCM은 Stray 전류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지을 뿐 아니라 어떤 CP원인의 구분을 완전히 지도화 할 수
있다. 이것은 전류가 방전되는 지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CM은 또한 정
보를 기록할 수 있고, 1000개의 결과치를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위치에서 파이프 시스템을 손
상시키는 조건들을 조사할 수 있고, 최고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한다.

SCM은 어디서 사용하는가?
□ 파이프를 손상시키는 곳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 충돌 문제는 1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라도
걱정 없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 Stray 전류 간섭은 간섭 위치의 개수에 상관 없이 측정 할 수 있다.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Stray 전
류 간섭의 안전한 구분(정리) 패턴은 즉시 얻어지고 지도화 된다.
□ 다양한 고장 점검 방법을 실행할 수 있다. SCM 하나가 많은 CP 고장 점검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다재 다능함은 기기의 비용을 낮추고, 전문가에게 고장점검 장치를 배워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준다.
□ 보수하는 행동을 취했을 때 효과를 확인할 수있다. 예를 들어 AC 전압 누설이 보수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