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드들
`손드 사용을 위한 시기
손드 송신기는 비 금속 도관,하수관,하수 도관들 안으로 삽입을 위해 고안된 작은 자기 내장
신호 송신기이며 그래서 이것은 수신기를 가지고 위치 확인이나 추적을 하는 것이다. 송신
손드의 폭 넓은 범위는 차이 있는 적용들에 적합하게 이용된다. 비 금속 파이프들과 도관들
의 추적에 추가하여,손드들은 강철 가스 파이프 내의 접합 부분들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 하
기 위해서, 플라스틱 수도 파이프내의 누수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또한 수평 천공 기구들의
진행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 된다.

적절한 손드 선택 하기
손드가 적용을 위한 충분한 범위를 가지고 있고, 적용을 위해 충분히 견고하며 치수적으로
매우 작다. 손드의 주파수는 수신기의 주파수들에 반응해야 하며, 만일 주파수가 같지 않으
면 수신기는 손드의 위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손드들은 그들의 송신 주파수에 대해 표시된
다. 손드를 추진하는 수단은 정확한 피팅과 커플링과 함께 준비 되야 한다.
준비
손드 안에 새로운 배터리를 삽입하라. 새로운 배터리 또는 새로운 재 충전 배터리는 각 날
의 초기에 사용 되야 하며 각기 새로운 일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손드 삽입 전에, 손드와 수신기가 같은 주파수에 잇는 지 확인하고 올바르게 작동 하는지
점검하라. 이것을 하기 위해, 손드의 평가된 심도와 같도록 수신기로부터 의 어떤 거리의 대
지위에 손드를 두라. 손드와 일직선으로 안테나를 가진 손드에 수신기를 향해라.(어떤 라인
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수신기 이용과 반대로) 그리고 막대 그래프 판독이 최고 감도의
50%를 초과 하는지 점검 하라.

손드 추진하기
손드들은 하수구 로드에, 삽입을 위한 다른 장치들에 접속하기 위해 그리고 하수구나 도관
을 따라 손드를 추진하기 위해 한쪽 끝에 웅부의 실을 가진다. 손드는 매는 줄 끝에 하수관
을 따라 떠 오를지 모르며 부표들은 하수구 손드와 수퍼 손드에 대한 피팅을 위해 준비된다.
손드들은 고 압력 물 분사 또는 하수구들의 조사 ,유지, 청소에 사용을 위한 유사한 장치들
이 달 수 있다. 지하에서 사용된 드릴 링과 천공 운영에 있어 사용된 손드들은 일반적으로
볼링 내에 위치 하며 또한 보링 또는 드릴링 날 뒤 드릴 머리에 위치한다.

손드 추적과 위치 탐지

하수구 또는 도관 입구가 보이는 동안 손드의
위치를 찾거나 접근하기 위해 손드를 삽입하라.
손드와 일치하여 안테나가 있는 손드 위에 바로
수신기를 수직으로 쥐어라. 수신기 감도를 조절
하면 막대 그래프가 60%와 80% 사이에 판독된
다.

손드는 각 정점 끝의 다중상 신호를 가진 축의
중간으로부터의 정점 필드에 반응한다. 수신기를
뒷 방향으로 약간 옮기고 다중상 신호들을 탐지
하기위해 손드의 축을 앞으로 옮겨라. 두 다중상을
찾는데 있어 위치를 명확하게 확인한다. 다중상 신
호들을 줄이기 위해 수신기 감도를 줄이지만 여전
히 손드 위에 바로 명확한 정점 반응이 나타난다.
수신기의 감도는 만약 손드와 수신기 변화 사이의
거리가 없다면 지금 도관이나 하수관 추적을 위
해 둔다.
하수구 또는 도관을 따라 3 걸음 가고 멈추는 식으
로 손드를 진행하라. 손드의 의심 나는 지점에 수
신기를 두라. 감도를 조절하지 말라.

1. 손드와 일치하여 수신기의 날을 앞뒤로 움직이
고 막대 그래프가 정점을 나타낼 시 멈춰라.
2. 날이 중심점인 것처럼 수신기를 선회 시켜라. 막대그래프가 정점을 표시할 시 멈춰라.
3. 막대 그래프가 정점을 나타낼 때 까지 수신기를 좌우로 움직여라.
1.

수직 안테나와 함께 1,2 와 3 을 반복하고 대지 위 또는 표면에 두어라. 수신기는 그
때 손드와 일직선으로 안테나와 함께 손드 바로 위에 두어야 한다. 손드의 위치와
방향을 표시하라.

2.

3~4 발자국 더 나아가 손드를 추진하고 위치를 정확인 확인하여 표시하라. 조사가
완료 될 때까지 하수관 또는 도관의 라인을 따라 같은 간격으로 위치 확인을 반복
하라.

손드의 심도 점검

전자 심도 측정
위의 1-4 번의 공정을 따라 손드의 위치를 확인
하라. 크기에 대한 막대 그래프의 표시를 가져
오기 위해 감도를 조절하라.손드 심도 표시로
수신기를 바꿔라. 심도 측정 키를 누르고 화면
위의 심도를 판독하라.

주의: 만약 수신기가 손드 모드에 위치하지 않
으면 심도 표시는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계산 방법
손드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라.손드의 앞으로
수신기를 움직이고 이와 일직선으로 안테나와
함께 움직이고 다중상 신호의 정점을 알아내기
위해 감도를 증가시켜라. 손드의 뒤로 수신기를
움직이고 수신기 날이 항상 손드와 일직선이
되게 하라. 공 지점 A 와 B 를 확인하라. 대략의
심도 측정을 부여하기 위해 0.7 을 곱하고 그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라.

손드의 유형과 범위
표준 손드
표준 손드는 강한 신호를 가진 소형의 크기로
만들어 졌으며 만약 작은 크기,거대한 심도 또는
울퉁불퉁한 구조 손드가 요구 되지 않으면 대부분
의 적용에 이 손드가 사용된다.

초 소형 손드
이것은 특별한 손드이며 특히 굴착 없는 적용에
적합하다. 이 유형의 손드는 상호 교환 배터리 하

우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손드의 길이가 변경
될 수도 있다. 손드의 길이가 짧다는 것은 더 적은
배터리들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배터
리 수명에 영향을 준다.

하수구 손드
이 손드는 매우 강한 하우징이 들어 있고 시의 하
수구 시스템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졌다. 이
손드는 모든 조건에서 매일 사용을 위해 긴 수명을
가진다.

수퍼 손드
특히 깊은 하수구용 용도로 울퉁불퉁한 손드

플렉시 트레이스
플렉시 트레이스는 도체 선과 연결된 유리 섬유로
둘러 싸인 추적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다.
3 미터/10 피트 까지의 심도로 비금속 파이프,작은
구경의 위치를 탐지 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플랙시 트레이스는 최소 250mm/10 인치의 굴곡
반경을 가진 내부 구경 12mm/인치 만큼 작은 도관
또는 파이프 안에 삽입 된다. 배터리들은 요구되지
않으며 플렉시 트레이스는 양립하는 RD4000 송신
기에 의해 운용 된다.

플렉시 트레이스는 두개의 모드에서 사용된다: 손
드 모드와 라인 모드이다. 플렉시 트레이스의 끝에
만 손드 모드 내에서 에너지를 내며 반면 라인 모드는 그 전체 길이가 에너지를 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