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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오일 누액·누유 감지시스템

주은 Smart Sensor
유해화학물질인 산성, 알칼리성, 오일, 유기용제의 누출발생시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사고 및 화재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누액, 누유 감지시스템입니다.

센싱기술력

경제성

고반응성 고분자 조성물 제작기술

누출시 교체가 필요없는 재사용 센서

용액별 구분 감지 기술 특허 보유

내구성이 우수한 센서(Polyimide, Teflon)

누유 감지 성능 업계 선두

탈부착 가능형으로 적용의 유연성

신뢰성

고객지향성

주요 공기업, 대기업 시공 및 유지관리

용액별, 설비형태별 맞춤 제작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 제품

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시공법

산업현장 적용으로 검증 완료

현장환경에 맞는 센싱감도 조정

(원자력, 화학공장, 반도체, 제철소, 정유사 등)

시스템 개념도
Smart Sensor

필름형

패드형

맞춤형

비산방지

Controller

Monitoring

중앙제어실 DCS시스템

일반형

방폭형

휴대폰 앱 지원

누액감지센서 선정시 핵심 고려사항
화학물질 누출시 신속한 감지가 가능한가?
•산성, 알칼리성 저농도부터 원액까지 3~5초 이내 감지
•반응 용액별 맞춤 센서 제작

반영구적 사용 가능 센서인가?
•내구성, 내화학성이 우수한 소재로 산성, 알칼리성 용액 누액시 세척 후 재사용
•Polyimide : Leak시 용액 제거 후 재사용
•Teflon : 95%황산 7일 침지 후 재사용

옥내외 고온, 비, 결로 등에도 오작동이 없는가?
•반응물질의 합지가 아닌 고분자 조성물의 흡착 열처리기술 적용으로 환경변화에도 센서층이 분리되지 않아
오동작 원인 제거(특허기술 적용)

먼지, 흙 등 이물질 적층 환경에도 센싱이 가능한가?
•이물질에 관계없이 해당 용액에만 반응하여 센싱

차별화된 주은 Smart Sensor
신속 감지로 사고방지
•소량 누출시(1ml)에도 신속한 알림기능 : 사용환경에 적합한 민감도 조절 기능
•화학물질 종류별 분리센싱 기능 : 산, 알칼리, 오일, 유기용제
•긴구간 센서 설치시 신속한 누출위치 확인

강한 내구성으로 경제성 제고
•설치 장소의 특성을 반영하여 내화학성, 내습성, 내열성이 강한 소재 적용
•Polyimide 소재(항공, 반도체사용), 불소수지 Teflon 소재 적용

맞춤형센서 제작으로 다양한 환경에 적용 가능
•크기 및 형태에 맞춤 제작
•특정 물질에 센싱하는 맞춤 고분자 조성물 제작

기존의 Sensor 코팅방식

당사 Smart Sensor 핵심기술
(용액별감지 고분자 조성물)

핵심
기술

내부 bubble 건조 후 Crack
반응성수지코팅
전도성 Paste
PET Film

Leak 발생
Leak 발생
코팅층
분리로
오작동
발생

고분자 조성물
흡착열처리 기술
Teflo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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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감지센서 제품 구성
Smart Sensor

LDJSS-PI-RU

LDJSS-TEF-SPA

재사용 감지센서

Oil/유기용제용 감지센서

•산성, 알칼리성 누액 감지
•Leak시 3~5초 이내 감지
•재사용 가능(누액 제거 후 즉시 사용)
•Film형 센서
•부식방지기술 적용

•오일, 유기용제류 감지
•Film형 센서
•경유, 등유, 항공유, 절연유, 윤활유,
작동유, 타르유, 퀴놀린, TDA, TDI,
DOP, 식용유, 흡수유, 벤젠, MEK 등

LDJSS-PI-OG

반도체 전용센서

누액감지센서

•DI Water 감지
•재사용 가능
(농황산에 7일간 침지후에도 재사용 가능)
•PAD형 센서
•테프론 소재
•맞춤형 제작 가능

•물, 산성, 알칼리성 누액 감지
•재사용 가능
•Film형 센서
•테프론 소재
LDJSS-TEF-LN

사용자맞춤형센서

부착형누유감지센서

•설비 형태에 따라 주문형 제작
•오일, 유기용제 전용 감지
•모듈형 적용으로 간편 교체
•테프론, 방염인증 소재 사용

•오일, 유기용제 전용 감지
•PAD형 센서
•모듈형 적용으로 간편 교체
•테프론, 방염인증 소재 사용
•Flexible Type(이송관에 부착 설치)

LDJSS-TEF-OPR

LDJSS-TEF-OPA

Controller

JS-400AR

JSP-54

재사용 알람제어기

일반용 알람제어기

•재사용센서 제어용
•4채널 사용가능
•채널별 독립 입출력 제어
•LCD인터페이스 모니터링
•상황실과 무선연결가능(옵션)

•일반센서 제어용
•4채널 사용가능
•채널별 독립 입출력 제어
•환경에 따른 감도조절기능
•LCD인터페이스 모니터링
•상황실과 무선연결가능(옵션)

JS-400A

일반형 제어판넬

방폭형 제어판넬

•2중 도어, 전면 투명창
•타워램프 적색, 황색, 녹색
•채널별, 통합별 이벤트 표시등
•부저 바이패스 기능
•채널별 상황실 접점(NO/NC) 출력

•타워램프 적색, 황색, 녹색
•채널별 이벤트 표시등
•부저 바이패스 기능
•채널별 상황실 접점(NO/NC) 출력
•안전인증 규격 : Ex d IIB T6(IP66)

JSB-56

재사용 감지센서
화학물질관리법에 지정된 약 960여 종의 화학물질 누액시 감지하는 것으로 누액시 센서 교체없이 누액
제거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한 감지센서
재사용 감지센서의 특징
● 감지 용액 : 5% ~ 원액
- 산성 : 황산, 염산, 질산, 플루오린화 수소산, 포름산, 과산화수소, 인산 등
- 알칼리성 : 수산화나트륨, 사이안화나트륨, 하이드라진, 수산화 칼륨, 아황산나트륨 등
● 반응시간 : 3~5초 이내
● Film형, 재질 : Polyimde (유리전이온도 : +370℃), Teflon (내열성 : 260℃)
● 재사용 방법 : 누액 제거 후 즉시 재사용
● 방폭지역 사용가능 : 안전인증 등급 (Ex ia IIC T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설치 방법 : 옥내·외 현장환경에 최적화 설치

설 /치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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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을 위한 부착형 누유 감지센서
고온, 고압 환경의 오일,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저장·이송(플랜지부 및 연결부 등)·사용 설비에 부착하여
누유, 누액을 신속히 감지하여 화재 및 재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Leak 감지시스템
부착형 누유감지 센서 특징
● 감지 용액 : 경유, 등유, 항공유, 절연유, 작동유, 타르유, 퀴놀린, 흡수유, 벤젠, TDA, TDI, DOP, 식용유 등
● PAD형 : 기계설비 정비시 탈부착 가능
● 사용온도 : -20 ~ 200℃ (Teflon 및 방염인증 소재 사용)
● 고압환경의 연결부 손상시 비산방지 기능(사용압력 830N )
● 설치 방법 : 직렬연결로 센서의 추가 및 교체 편의성
● 방폭지역 사용가능 : 안전인증 등급 (Ex ia IIC T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내화학성 메쉬 소재 적용으로 이송관 이음부의 손상시 누유 지연
● 센서의 설치 및 잦은 탈부착에도 안정적인 신호전달이 가능한 내구성 커넥터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발전본부
적용사례
(기술 전용실시권 계약 체결)

○
○
○
○

사용
적용
설치
누유

환경 및 용액 : 약 200 ~ 230℃ 절연유(ISO VG46), 윤활유(Tellus 46)
설비 : LPBP, HPBP, 보일러 터빈실 등 고온, 고압, 저압 유류이송관 설비
효과 : 누유 즉시 감지는 물론 고압으로 인한 비산(飛散, 분출) 방지
경보시스템 구성 : 중앙제어실 DCS 경보 발생 및 현장 비상 경광등 작동

설 /치 /사 /례

PV 연결부

Remote Servo부 연결부

옥외 유류 이송관

PCV 연결부

Servo VV 연결부

제어 판넬

비산방지 Flange Band
● 배관 Flange 이음부분의 용액 Leak시 높은 압력으로 발생하는

Before

After

비산(분출)을 방지
● 누액시 Band의 색상변화로 원거리에서도 육안으로 식별
● Teflon 소재로 누액시 (색상)감지부 교체 후 재사용
● 적용분야 : 산성·알칼리성 용액, 오일, 유기용제, 물, 초순수
관련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6-나-14] ‘플랜지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음부분의 점검을 하고 물질의 누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산방지

간편체결
벨크로 또는 클램프를 이용하여
간편한 체결 및 고압력에 견딜 수
있는 2중 탈부착 방식 채택

다층 메쉬형 구조로
고압, 고온에도
확산물질 비산방지

재사용

안전성 신속성
경제성 편리성

신속발견

내화학성, 내열성이 우수한
Teflon, STS 소재로 Leak 발생시
세척하여 재사용이 가능

Leak 발생시 색상 변화 KIT로
신속발견을 통한 즉각 대응 가능

구분

Teflon Type

Steel Type

Teflon Band Sensor

외부(Band) 재질

테프론

STS 316

테프론

내부(Mesh) 재질

테프론 + STS 316

STS 316

테프론

체결 방식

벨크로 이중 체결

클램프 고정(크기에 따라 조정가능)

벨크로 이중 체결

사용 Size

1/2”~20”, 맞춤 제작

1”~20”, 맞춤 제작

1/2”~20”, 맞춤 제작

사용 압력

830N

100kgf/cm

사용 온도

-100~287℃

~800℃

제품 사진

설 /치 /사 /례

2

-15~100℃

주은 Smart Sensor 신뢰도
지적재산권(특허 제10-1684317 : 유기용제(OIL)리크감지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리크감지센서 외 다수)

보유인증서
제품 안전인증 및 시험성적서
•LDJSS-TEF(Ex ia IIC T6)

: 한국산업기술원

•LDJSS-PI(Ex ia IIC T6)

: 한국산업기술원

•FSB-56-Ex d IIB T6(IP66) : 한국가스안전공사
•방염인증(MAM/아라미드)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비산방지안전밴드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S M ISO 175(내화학성)

: FITI시험연구원

•검출센서 신뢰도 검사

: 전자부품연구원

기업 인증
•ISO 9001:2015
•ISO 14001:2015
•벤처기업확인서 : 기술보증기금
•기술역량우수기업 : 한국기업데이터㈜

주요 고객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176 가동 322호 (성곡동, 타원TAKRA)
Tel. 031-353-7667
Fax. 031-353-4114
www.jueunss.co.kr
E-mail. jueunss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