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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50Km 고 압력 제품 파이프 라인

위험 요소들:
▪ 굴착 장비,절도와 테러로부터 제 삼자 간섭
▪ 산사태, 지진
▪ 하천의 휩쓸림

환경적 감도:
▪ 높음

파이프 라인 명세:
▪ 주요 고속도로와 평행
▪ 두 철도를 교차
▪ 하나의 주요한 강을 교차
▪ 지역화 개발과 건설

시스템 요구조건:
▪ 현장 전원이 필요 없음
▪ 배분된 센서의 본질적인 안정성
▪ ±150m 내의 제삼자 간섭(TPI)과 변경을 탐지

파이프 라인 안전성 적용에 관하여, 이 시스템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파이프 안전 해결에
기여 한다.

FFT Secure Pipe™은 진보된 광 섬유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이며, 60Km 의 거리까지 매설된 파이프 표면을
따라 ±150m 내에서 시도되는 제 3 자 간섭(TPI),변경과 불법 천공을 탐지한다. 다양한 컨트롤러는 FFT 의
중앙 알람 모니터링 시스템(CAMS)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보다 긴 파이프 라인들을 감시
하는데 사용된다.

설치와 조작이 간단한 FFT 의 Secure Pipe™ 시스템은 가능한 한 최저의 오 경보 작동이 되며 주목할 만
한 탐지 수준을 제공한다. 이것은 유지비가 없으며; 광범위한 선택적 환경적 조건에서 쉽고 확실한 조작
이 가능하다-날마다, 해마다.
FFT Secure Pipe™시스템의 중심에는 지능이 센서 컨트롤러에 내장되어 있다. 레이저 빔이 광 섬유 케이
블을 따라 송출되고(분리 케이블 또는 만약 적절하다면 기존 파이프 케이블) 또한 이 반송 신호는 자동
적으로 모니터 되며 실 시간 침해를 분석한다. 이 반송 신호는 지능적으로 잘못된 신호 음을 최소화 하
는 공정을 진행한다 반면에 여전히 적대적 사건들에 재 반응하고 탐지한다. 이 케이블은 사건을 탐지하
기 위해 손상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한다.

단인 시스템과 결합된 간단한 설치, 신뢰성, 작동 유지비가 없는 이것은 60Km 까지의 파이프 라인을 감
시하며, 시장에서 원 거리의 제 삼자 간섭 탐지 해결책으로 소유주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온다. FFT
Secure Pipe™는 유일무이한 시스템이며 어느 타입의 파이프든지 간에 잠재적 위협의 위치 확인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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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거리를 처리-단일 시스템으로 60Km 까지.
다중 컨트롤러들은 비교적 긴 거리를 감시하
는데 사용된다(수천 Km)

전 파이프 라인은 굴착기 또는 하천 휩쓸림으로부터의
물리적 손상이나, 불법 천공으로부터의 위협들을 탐지
하기 위해 일주일 7 일, 하루 24 시간 감시된다.

±150m 정확도로 사건의 위치 확인

위협이 일어나는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있고, 환경적 손
상을 최소화 하기 위한 안전 관리 요원 또는 유지관리
부를 파견할 장소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지능 시스템

감시 요원은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다-Secure pipe 는 사
건 정보의 지능적인 분석으로 인해 매우 적은 오작동
신호음을 내며 100% 탐지된다.

현장에 전자 물품이 필요 없다.

광 섬유 케이블만 매우 내구성이 좋고 현장 밖에서 신뢰
할 만하다. 현장 유지가 없다;광 섬유 케이블은 본질적인
안전과 RFI,EMI,빛 또는 폭풍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FFT 사는 1994 년 호주 멜버른에서 설립 됐으며, 일련의 강한 말단 광 섬유 안전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고
이것은 고가의 자산과 부족한 기반의 안전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