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kage Detector

귀로는 듣지 못했던 것을 듣는다!
브레이크 시스템과 서스펜션 시스템 및 공조기에서
누출 탐지 시 최대 90%까지 시간을 절약해 보십시오

시간 절감

성공적

정밀 신속

신뢰 청결
간편 유연
적당한 가격 실용적

확실

신뢰하기 어려운 누출 탐지 방법에 만족하십니까? 잘 들리지 않아 진단이 어려운 작은 누출 부위로
골치가 아프십니까?
실용적이고 깔끔한 시간 절감형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비가연성 가스 압력이 있는 시스템에서
초음파 기술을 이용하여 누출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WABCO Leakage Detector는 초음파 신호를 음향
신호로 변환시켜 주며 디스플레이를 통해 누출 크기를 표시합니다.

취약한 부위를 찾아내는 것은 전문가의 일입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거나 호흡 곤란이 있거나 단순한 감기에 걸렸다면?
의사가 청진기를 이용하여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이제 WABCO Leakage Detector를
이용해서 어떤 시스템에서든 누출이 있는 경우 이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WABCO와 함께 전문가가 되어 보십시오.

“

화물차가 정비나 수리를 받으러 우리 정비소에 오게 되면 2
분짜리 누출 루틴 검사를 합니다. 한 번은 마모된 두 나사로
인해 발생한 작은 누출 두 곳을 발견했습니다. 추가 피해와
그로 인한 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누출을 수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우리의 꼼꼼함에 매우 만족해했고 정비소 측에서 보면
추가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한 장점:
지금까지 시간을 많이 잡아 먹던 소모적인 작업에서 현격한 시간 절감.
지금까지와는 달리 굉장히 빨리 누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로 누출이 빨리 발견되기 때문에 이는 결함이 있는
차량의 수리 시 기본 검사 절차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고객
만족도와 작업 의뢰가 늘어납니다
작은 누출의 즉각적인 확인(높은 연료소비량과 차량 컴프레서의
조기 마모 방지)
종래의 방법보다 더 확실하고 정밀
깔끔하고 간단하며 안전한 사용(부식성 액체를 흘릴 일이 없음)

필수 도구, 시중 제품 중 가장 시간 효율적인 시스템

© 2015 WABCO 모든 권리 보유 820 170 123 3 / 08.15

보정이 필요 없음
플렉서블 프로브가 접근이 어려운 부위에서 신속하게 점검
실용적인 키트: WABCO Leakage Detector, 차음 헤드폰, 파워 서플라이, 센서, 케이블과 숄더
스트랩
현격한 시간 절감, 추가 의뢰, 고객 만족도를 위해 정비소마다 이러한 기기를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WABCO Leakage Detector
•
•
•
•

당사의 서비스 파트너에서 사용
안전 관련 업계에서도 사용하는 기술(화학이나 우주 비행)
25년 이상의 진단 경험을 기반
150년의 자동차 부품 생산 노하우를 활용

> wabco-auto.com/diagnostictools의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쉽고 빠르게 누출을 탐지하고 싶으세요?

이제 판매점에서 WABCO Leakage Detector(400 606 410 0)를 주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