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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PROBE 의 Array Probe 는, 

고도의 기술과 고품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재  료 

・진동자는 고감도특성을 지닌 1-3 컴포지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  류  

・목적에 따라, 다양한 Array 에 대응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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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다종다양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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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고품질:광대역으로서 감도의 불규칙성이 적은 고품질 파형을 제공합니다.  

특수 Array  

검  사   

Flexible Array Probe 고온용 Array Probe 

・부드러운 유연성을 지닌 Array Probe  

・좁은 공간의 측정도 가능 

・고온사양설계  

・고온용 Wedge 재 적용 

・1500℃까지 측정가능  

・신속하면서도 신뢰성높은 검사실현 

  Pulser & Multiplexer 및 Phased Array 장치에 의해, 

PC 에 전 체널의 파형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주파수   ・감도    ・대역 

파형 감도의 불규칙성  

데이터수집  

PC  

Array Probe  

Pulser/  

Receiver  

Multiplexer 

Phased Array 장치 

Array Probe  

파형데이터  



 

 

 

 

※ Flexible Array Probe 는, JAPAN PROBE(주)의 독자적인 제품입니다. 

■ 특   징   Probe 전체가 유연하며, 시험체형상에 알맞게 밀착하여 각각의 빔이 수직으로 입사  

              높은 내구성 (20,000 회 굽힘시험에도 신호불량없음확인)  

■ 종   류   Linear / Matrix (2D)  

■ 사   양   두께 : 5 mm 이하                   유연성 : R3mm 이하 

             주파수 : 1MHZ ~ 25MHz            소자수 : 8 ~128 

                               폴리스티렌수지 R3mm 코너부에 φ6mm 환봉으로 밀착하여,  

                               R10mm 로부터의 반사파를 확인 

9.5mm (32CH) 
폴리스티렌수지 φ20mm 

코너 R3mm 

φ6mm 

스테인레스강 환봉 

6.4mm 

       특수 Flexible Array Probe 제작예 

     유연성을 지닌 진동자 

■ 사용예 

볼록면 사용예 오목면 사용예 좁은 틈사이 측정 

주변상품 

■ 변환 / 연장케이블  

   ・컨넥터 및 소켓 

     Hypertronics, TYCO, ITT Canon,  

IPEX 

   ・케이블 

     다심동축케이블 (16 심~134 심) 
 

■ Wedge for Array (Shoe) 

   ・재  질 

    폴리스테렌, 아크릴, SX 재(고온용),  

폴리에테르이미드, 기타등등  

Hyper- / TYCO  
Hyper- / Hyper-연장  



 

 

사  양    납  기    

주문후 납기까지 1~1.5 개월이내  

주파수 

소자수 

소자 Pitch  

Connector  

Linear Array 설계예  

Concave Type  Connector 명칭  

항       목 사       양  No. 

주파수 5 MHz  1 

소자수 128  2 

소자 Pitch 1.0 mm  3 

소자 Size 0.9 × 10 mm  4 

케이스재질  SUS  6 

곡률  R 60  5 

Connector  Hypertronix  7 

케이블 길이  2 M  8 

옵  션     
● 연장 및 변환케이블   Hypertronix, Tyco, ITT Cannon  

● Array 용 Shoe 및 Wedge   재질 : 폴리스티렌, 아크릴, 기타등등  

변환 및 연장케이블  Array 용 Shoe 

・134 심/68 심/34 심  

・AWG 30/36/40  

・Shield 가공가능  

● 다심 케이블 
Hypertronix/TYCO 변환   

사각(斜角)용(폴리스티렌)    사각(斜角)용(SX 재)    

Hypertronix/ Hypertronix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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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관련상품       납품실적       

고속 Multiplexer 에 의한 

전 파형수집시스템  

고속화상처리도 가능합니다. 

파형 

데이터수집 

PC   

CH 전환 

  고속 Multiplexer 

Pulser/ 

Receiver  

Array Probe  

검사는 Pulser/Receiver 및 Multiplexer 에 의해 

신속하게 전 파형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또한, Phased Array 장치에 의한 화상확인도 

가능합니다.  

검사용 Software 

파형화면  

주요검사항목 

・주파수            ・감도 불규칙성 

・주파수대역        ・전파시간 

・외관, 형상치수     ・케이블길이등등  

・각종공업용 생산라인, 샘플제작, 연구용 

  (제철, 자동차부품, 항공기관련등등)  

・의료용 샘플, 연구용 

  HIFU(고감도집속식초음파치료법)등등  

・해양용 

  (항만, 심해등등)  

・대학연구용 각종 Probe  

・개발목적 

  (공중초음파 Array Probe 등등)  

Pulser/Receiver  고속 Multiplexer   

화상화 파형데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