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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etrant Testing Equipment
비파괴검사 장비 종합 전문

보다 효율적인 비파괴검사(NDT)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신 첨단장비 및 기자재를 연구 개발하여 높은 품질의 신뢰도와 
안정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바파괴검사의 품격을 
한단계 높여줄 것입니다.

적용분야
우주항공, 자동차 산업, 용접, 파이프, 철강, 공기구, 석유화학
군수, 기타제조물

Applications include
Aerospace, Automotive, Welding, Pipelines, Steel Mills
Tool Shops, Utilities, Munitions
other applications demanding high quality and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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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탐상검사 (Liquid Penetrant Testing)

영업종목 PRODUCT LINES

Penetrant TestingPT

1. 염색침투탐상제(용제제거성)

   침투액
   현상액
   세척액
   * 원자력 적용 제품

2. 수세성 염색침투탐상제

   수세성 침투액
   수세성 현상액

3. 형광침투탐상제

   후유화성 형광침투액
   수세성 형광 침투액
   건식 현상제
   습식 현상제
   세척액
   유화제

4. 침투탐상검사(수동 및 자동검사 장치) 장치대

5. 침투탐상검사용 기자재

1. Color-Contrast(Solvent Removable)

   Penetrant
   Developer
   Remover
   * Nuclear Used

2. Water Washable Color-Contrast

   Water Washable Penetrant
   Water Washable Developer

3. Fluorescent

   Post-emulsifiable fluorescent penetrant
   Water washable Type
   Dry developer
   Wet Developer
   Remover
   Emulsifier

4. Stations for Penetrant Testing

5. Materials for Penetrant Testing

침투탐상검사
침투탐상검사란 : 시험편 표면에 침투액을 적용시켜서 균열등의 불연속부에 침투시킨 후 과잉의 침투제를 제거하고 현상제를 적용시켜 
침투된 침투액을 추출시켜 불연속부의 위치, 크기 및 지시모양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특징 : 재료에 관계없이 응용분야가 넓다.

Liquid Penetrant Testing
What is Liquid Penetrant is applied to the surface to be examined and allowed to enter discontinuities. 
All excess penetrant is then removed, the part is dried, and a developer functions both as a blotter to absorb penetrant, and as a 
constrasting background to enhance the visibility of penetrant indications. 
This is effective means for detecting discontinuities which are open to the surface of nonporous metals and other materials.

Advantage : Applicable to a wide range of materials to be tested.

적용분야 / Application
- 항공산업자동차산업 - 용접  - 파이프  - 철강  - 공기구  -  석유화학 - 군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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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성 침투탐상제 / PICO COLOR CHECK-W

PICO COLOR CHECK-W 수세성 침투액으로서 침투액을 물로 세척하므
로 대량 검사에 용이하며 공정 중 계속 검사에 적합하다.
(예, 자동차 부품, 대형압력용기 등)

- 새로운 제조법에 의해 개선된 감도, 밝기 및 과잉세척에 대한 저항력을 제공
-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시험을 위해 처리 단계 축소
- 가장 간단한 장치 요구
- 모든 침투액이 침적, 분무, 정전, 분부 적용 등에 적합

특징 : 

1. 모든 시험물에 대하여 부식성이 없음.
2.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는 시험물 표면의 미세한 결함 검출이 빠르고 정확함.
3. 시험물 표면의 검사 결과는 닦아내지 않는한 보존됨.
4. Aerosol제품으로 취급이 간단하여 미숙련자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음.
5. 소규모 단위와 현장에서 경제적이다.

Water Washable Type - W

In the testing with water washable PICO COLOR CHECK-W the penetrant is 
removed by water. So it is good for application to a large quantity of parts or 
continuous testing during processes.
(For example, parts of automobile, large pressure vessel, etc.)

Water Washable Penetrants

- New formulas offer improved sensitivity, brightness, and resistance to 
  overwashing
- Fewer processing steps for greater speed and economy.
- Simplest equipment requirements.
- All penetrants are suitable for dip, spray, or electrostatic application.

PICO-COLOR CHECK-W 수세성

Water washable penetrant
General purpose water washable penetrant

수세성 침투액
- NPW  4ℓ Bulk
- NPW  19ℓ Pail

DRY POWDER DEVELOPER 건식현상제

- NDW-DP  10Lb. (4.5㎏)
- NDW-DP  25Lb. (11㎏)

AQUEOUS WATER SUSPENDIBLE DEVELOPER 습식현상제

- NDW-WP  25Lb. (11㎏)

NON-AQUEOUS WATER DEVELOPER 속건성 현상액

- NDW-WL  4ℓ Bulk
- NDW-WL  19ℓ Pail

수세성 침투탐상제 PICO COLOR CHEC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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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 COLOR CHECK 사용방법 / The Use of  PICO COLOR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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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침투시간이 경과하면 표면에 남아있는 
침투액을 제거해야 한다 과잉침투액의 제거는 
판독시 의사지시를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
하기 위해 철저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한다. 제거방법은 우선 마른걸레 등으로 과잉 침
투액을 제거하고 난 후 최종적으로 마른 걸레에 
세척액을 가볍게 뿌려서 표면을 완전히 처리한다.

침투액을 적용하기 전에 침투액이 불연속부에 
쉽게 침투를 하기 위해 세척액으로 오염물질을 
완전히 세척한다.

판독한다. 결함이 흰색의 현상제를 배경으로 
붉은 선으로 나타난다.

침투제를 도포한다. 침투제가 침투할 시간을
준다.

침투액의 적용은 검사부위에 적당히 도포한다. 
침투시간은 상온에서 약 10분 정도면 적당하다.

PICO COLOR CHECK 사용방법의 중요성

침투액이 불연속부로 쉽게 침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즉, 표면에 쌓여 있는 먼지, 그리스, 녹, 기름, 부식물, 심지어는 물도 포함되며 

피검체는 도색된 상태여서는 안된다. PCIO COLOR CHECK에 의한 침투탐상검사의 결과는 피검체 표면상태, 표면처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One of the most critical steps of a liquid penetrant inspection is the surface preparation. The surface must be free of oil, water or other contaminants that

may prevent penetrant from entering flaws.

검사부위를 전처리 한다. 세척제를 뿌린다. 
천으로 닦아낸다.

4. 현상처리 / Application of developer 

Spray on to thin, uniform film of developer

5. 관찰(판독) / Interpretation evaluation

Inspect. Defects will show as bright red
lines in white developer background.

6. 후처리 / Post clean 

Clean the penetrant and developer using 
the cleaner/ Remover on inspection area.

2. 침투처리 / Application of penetrant

Apply Penetrant. Allow short penetration 
period.

3. 제거처리(세척) / Cleaning

Spray cleaner/ Remover on wipping towel 
and wipe surface clean

1. 전처리 / Preclean

Preclean inspection area. Spray on cleaner/
remover. Wipe off with cloth.

걸레에 세척제를 뿌려 표면을 닦아낸다.

검사부위의 침투제 및 현상제를 세척제로 직접 
뿌려 세척한다.

현상제를 얇고 균일하게 뿌린다.

결함의 판독은 희색의 현상제 위로 선명한 붉은색
으로 나타난 지시를 규격에 의하여 판독, 판정한
다. 지시가 커지고 퍼지는 것은 깊고 넓은 결함이
며 완전 관통된 터짐 등의 결함은 그 지시가 나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기공이나 Shrinkage, 접착불
량, 누설 등은 점선 또는 국부적인 점으로 나타난다.

현상제를 도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상액이 들어
있는 용기를 잘 흔들어 현상제의 분사가 용이하도
록 한다. 현상제의 도포는 과잉 도포가 되어서는 
안되며 너무 얇게 해서도 안된다. 
과잉 도포시 결함시지가 감춰지고 너무 얇으면 
지시의 판독이 어렵게 된다. 
현상제 도포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가볍게 
도포한다.

검사가 완료된 후 검사부위에 잔존해 있는 침투제
및 현상제를 세척제로 뿌려 잔존물을 완전히 제거
한다. 공정상 완제품의 최종검사에 적용하였을 경
우 후처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식/음료 용기 
및 정밀 부품들은 특별한 세척(후처리)을 해야 한다.

침투탐상검사 (Liquid Penetrant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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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침투탐상제 / PICO Fluorescent Penetrant

Fluorescent Penetrant는 표준화 산업의 침투탐상검사에 적합하다.
모든 고체표면 검사시 표면이 열려 있는 재료의 결함을 검출할 수
있으며 강도 높은 자외선을 조사하여 염색 침투탐상법에서 놓치기 
쉬운 결함을 정확하게 검출한다.

적용은 항공기, 자동차, 전자부품 등 고도의 품질을 요구하며, 다량의 
검사일 경우, 발전소 및 해양 Plant 등 연속적인 공정 중 검사 가동 
중 검사등  그 품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FLUORESCENT PENETRANT

IPICO FLUOR is proper to the penetrant testing of standardization industries.
PICO Fluor makes it possible to detect openings on any surface of solid.
Under high intensity black light defects, that can be missed with dye 
penetrant testing are detected.
Application of includes the articles that requie high quality and have large 
quantity such as aircraft, automobile and electronic parts, and electronic
parts, and the ones that require continuous in-process testing or in operation
such as power plant off-shore plant.

형광침투탐상제 PICO FLUORESENT PENET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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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화성

Post Emulsifiable

Type

수세성

Water Washable

Type

건식현상제

Power

습식현상제

Aqueous

Water Suspendible

속건성

Non-Aqueous

용제세척제

Solvent 

Cleaner

유화제

(Lipophilic)

Emulsifier

Fluorescent

penetrants

형광침투액

 

Developers

현상제

 

 

세척제

Removers

유화제

Emulsifiers

PICO Flour-P

PICO Flour-W

NDW-DP

NDW-WP

NDW-WL

PICO R 1-3

NE-4B

General purpose normal 

sensitivity penetrant

(Spray type)

General purpose normal

sensitivity penetrant

General purpose powder

Water soluble Developer

 

General purpose liquid

Non-chlorinated Flammable

Meets requirements for special

alloys and nuclear applications

General purpose lipophilic

emulsifier. Meets major specifications

fro surfur and chlorine content

4 ℓ

19 ℓ

450 ㎖

4 ℓ

19 ℓ

10 Lb.

25 Lb.

25 Lb.

(11㎏)

4 ℓ

19 ℓ

450 ㎖

4 ℓ

19 ℓ

4 ℓ

19 ℓ

제품/Products           Packing                  Description



침투탐상검사 (Liquid Penetrant Testing)

ZYGLO PENET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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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GLO PENETRANT

SUPER-GLO PENETRANT

형광휘도가 높고 더 고감도이며, 침투성, 수세성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품     명     특             징      용             도

OD-2800N 형광휘도가 높고 수세성 형광 침투액 일반검사용(정밀용)

OD-2800Ⅱ 수세성 형광침투액으로 고감도용 정밀검사용(항공기부품용)

OD-1700A 후유화용 형광침투액  정밀검사용

OD-7000  고감도 후유화용 형광침투액  초정밀검사용(항공기부품용)

ZYGLO PENETRANTS

ZYGLO fluorescent materials are used with the liquid penetrant inspection method to locate
surface flaws in non-porous parts

  They are available in aerosol or liquid form.
  Choose from five sensitivity levels to satisfy military, industry or company specifications.
  Water wash anc post emulsifiable penetrants are available, plus a full line of emulsifiers, 
  removers and developers.

   ※ MIL-I25135E APPROVAL

WATER WASHABLE PENETRANTS
         PRODUCT       FLASH POINT                                       DESCRIPTION               CONTAINER SIZE
Sensitivity         ZL-60D*    >200℉  Normal sensitivity penetrant.         5 G/L Pail  
Level 2        (93℃)  For general purpose applicatons.
Sensitivity          ZL-67    >200℉  High sensitivity penetrant. Provides an       20 G/L Drum
Level 3        (93℃)  excellent combination of sensitivity/Washability 
Sensityvity          ZL-56    >200℉  Ultra-high sensitivity penetrant. For extremely critical applications   55 G/L Drum
Level 4        (93℃)  

POST EMULSIFABLE(PE/PR) PENETRANTS
Sensitivity          ZL-2C     >200℉  General purpose, normal sensitivity penetrant       5 G/L Pail   
Level 2         (93℃)  
Sensitivity         ZL-27A*     >200℉  Brighter and more resistant to abusive washing ZL-2C.    20 G/L Drum  
Level 3         (93℃) 
Sensityvity          ZL-37     >200℉  Ultra-high sensitivity penetrant. For extremely critical applications   55 G/L Drum  
Level 4         (93℃)

EMULSIFIERS AND REMOVERS 
Emulsifier         ZE-4B     >250℉  General purpose lipophilic emulsifer. Meets       5 G/L Pail 
(lipophilic)        (121℃)  major speciications for sulfur and chlorine content.
Remover        ZR-10B     >200℉  General purpose hydrophilic remover.      20 G/L Drum
(hydrophilic)        (93℃)  
Solvent         SKC-S*       54℉  Non-chlorinated. Flammable. Meets requirements      
         (12℃)  for special alloys and nuclear applications. 
Cleaners        SKC-HF*     125℉  High flash point. Low odor cleaner/remover     55 G/L Drum
        (51℃)

ZYGLO DEVELOPERS
Powder         ZP-4B   General purpose powder developer      10Lb. / 20Lb. 
Water        ZP-14A   Improved water soluble developer to meet Soluble     20Lb. / 50Lb.  
      requirement of MIL-I-25135E
Water Suspendible        ZP-5B   Improved developer to meet MIL-I-25135E         25Lb.
Non-         ZP-9F*   General purposem, non-chlorinated developer.     5 G/L Pail
Aqueous      Flammable. Recommended for titanium, nickel, and special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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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중요 시스템 공급업체 납품 실적

센트랄    자동침투탐상설비   자동차부품검사장치

이수금속    자동침투탐상설비   자동차부품검사장치

동남정밀    침투탐상설비   자동차부품검사장치

삼성터보엔지니어링   침투탐상설비   선박용엔진건사장치

세종금속(주)   침투탐상검사설비   방산부품 / 주물검사장치

(주)LIG넥스원   침투탐상검사설비   방산부품 / 주물검사장치

삼우금속공업(주)   침투탐상검사설비   항공기부품 열처리장치

서흥금속(주)   침투탐상검사설비   벨트검사장치

(주)위아    침투탐상설비   방산부품

AMPAK INC.   자동침투탐상설비   항공기부품 / 방산부품

S&T 대우 방위산업체   침투탐상검사설비   방산부품

세안기술    배관용접부자동침투탐상설비  원자력발전소

AMPAK INC.

자동침투탐상설비 (항공기 부품 / 방산부품)



침투탐상검사 (Liquid Penetrant Testing)

PT 시험편 Test Pi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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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비교시험편 / Aluminum Test Block

침투재료들의 감도를 비교하기에 편리한 방법
신규 또는 입고, 재고 자재들을 비교하여 균일성을 확인.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V, Article 6, T-662

Aluminum Test Block

Convenient method for comparing sensitivity of penetrant materials.
Compare used with fresh materials or incoming materials with those 
in stock to assure uniformity.
Complies with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V, Article 6, 
T-662

NiCr 비교시험편 / Nicr Penetrant Test Panels

AI. (A형) 비교시험편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나보다  정밀한 규별을 위해
미세하게 조정된 크랙 넓이를 가짐.
시험편 짝은 처리 변화의 효과를 조사할 수 있게 해줌.
크랙의 폭은 50, 30, 20, 10 미크론이 있음.

- 10 미크론 시험편  (matched pair)
- 20 미크론 시험편  (matched pair)
- 30 미크론 시험편  (matched pair)
- 50 미크론 시험편  (matched pair)
- 4종 세트 (10, 20, 30, 50 미크론 시험편)

Nicr Penetrant Test Panels

Functionally similar to aluminium test block, but with finely controlled crack 
widths for greater discrimination.
Matched Pairs of Panels permit studies of effects of process changes.
Available in crack widths of 50, 30, 20, and 10 microns.

- 10 micron panels (matched pair)
- 20 micron panels (matched pair)
- 30 micron panels (matched pair)
- 50 micron panels (matched pair)
- Complete set of all four size ranges above

TAM 시험편 / TAM Panels

조합시험편은 침투처리 과정 전체의 적정성과감도를  검사함.
4”×6”의 스텐레스강 시험편은 세척법의 완전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거친 표면과 거친것부터 아주 미세한 것까지의 5개의 별모양 결함이
만들어져 있는 크롬 부위가 있다.
발견된 결함의 등급에의해서  침투제의 감도와 처리 제어의 적정성을
알  수있다

TAM Panels

Convenient test panel monitors both adequacy and sensitivity of the entire 
penetrant process. Each 4”×6” stainless steel panel includes a rough surface 
for checking throughness of wash technique, plus a polished chrome section 
with 5 star shaped defects ranging from coarse to extremely fine.
Level of defect found indicates both penetrnat sensitivity and proper proces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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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조사등 / Black Light UV-100

- 강력한 형광탐상용 UV-Lamp(UV-A)
- 38㎝(15in) 6000㎼/㎠
- 튼튼한 내구성
- 편리한 구조의 핸들 및 거치대

적용 / Applications

- NDT  - Leak Detection       - Quality Control  - UV Curing

- Super-high ultraviolet intensity
- Lamp head is ergonomically designed for easy handling
- Wave length 320-400㎜ with peak at 365㎜
- Intensity : 6000㎼/㎠(38㎝)

자외선 조사등 / Black Light UV-125

- 고광도 자외선탐상용(125W)
- 블랙그라스 전구 일체형
- 경제적 유지 보수비
- UV-A, 6000㎼/㎠ (38㎝)

- High-intensity ultraviolet Lamp
- Powerful, Efficient and safe
- Integrally filtered 125W bulb
- UV-A(365㎜) 6000㎼/㎠ (38㎝)

고광도 UV-A 조사등 Maxima 3500 / Super Powerful, Portable UV Lamp

- 일반 광선밑에서 검사 가능(암막 불필요)
- 보통 UV Lmap의 10배 감도
- 즉각적인 On & Off
- 경량, 반도체를 이용한 안정기
- 가시광선의 방출이 적다.
- 열이 안나고 충격에 강한 케이스
- UV-A, 60,000㎼/㎠ (38㎝)
- 첨단 기술 Microdischang Light

- Features state-of-the-art micro discharge light technology and integral bulb/reflector
- Intensity of 60,000㎼/㎠ at 15”- 10 times the UV-A output of conventional lamps!
- A portable, battery-operated version(Maxima 3500M) With 12V battery pack is also
  available

자외선 조사등 / Black Light UV-100S

- 초소형 형광탐상용(100W)
- 가볍고 편리한 구조
- 손쉬운 전구 교체
- Long Wave (UV-A) 
- 강력한 자외선 방출 4000㎼/㎠ (38㎝)

- powerful
- Small & Compact
- Very Lightweight
- Wave Length 365nm
- Intensity : 400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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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조도계 DM365XA / Digital UV Radiometer

블랙라이트의 조도가 검사에 적당한지를 확인해준다.

- UV-A 측정을 위한 산업 기준 적용
- ±5%의 뛰어난 정확도
- 읽기 쉬운 LED화면
- 방수

- Industry standard for UV-A measurement
- Unmatched accuracy of better than ±5%, traceable to NIST
- Easy-to-read LED display
- Water-resistant

PICO-UV LINE 400 / Worlds Most Powerful UV Flood Lamp

비파괴검사에 있어 가장 강력한 UV탐상등

- 400W 메탈할로겐 전구  
- 넓은 조사면 26×27.9㎝ 필터 채택
- 안전을 위해 두개의 필터 채택으로 UV-B를 줄인다.
- 간단하고 편리한설치   
- UV-A(32~400㎜)
- 감도 : 10,000㎼/㎠ (38㎝)

- Irradiates 24” × 10” area with unequalled uniformity
- 400 watts, intensity of 10,000㎼/㎠ at 15”
- Powerful cooling fan and special air filtering system maintain highest UV irradiance

표면조도계 / TES-1330A

- 측정범위 : 0-20,000Lux / 4 Step
- 정밀도 : ±0.3% rdg ± 0.5% f.s.
- 측정 Rate : 2.0 tmies/sec.
- 전원 : One 9V Battery
- 크기 및 무게 : 135(L) × 72(W) × 33(H) ㎜ / 250g

표면온도계 / TES-1300

- 측정범위 : -50℃ ` 1300℃
- 정밀도 : -50℃ - 199℃ / 0.3% rdg +1℃
             -50℃ - 1000℃ / 0.5% rdg +1℃
- Sampling Rate : 2.5 times /sec.
- 전원 : one 9V Battery
- 크기 및 무게 : 135(L) × 72(W) × 31(H) ㎜ / 23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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