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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ve diagnostic device for 
accurately peak corona discharges just in time 

·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합니다.

· 사용법이 간단합니다.

· 탐지 중 최대 코로나 발생량을 표시하므로 전력설비의 이상 정도를 쉽게 판단 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발생 시 음향으로도 탐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녹화 및 재생 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충전으로 최대 5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독자적 기술 적용으로 시간이 지나도 탐지 성능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 국내 개발 생산품이므로 수리 보수가 용이합니다.

고전압 방전 탐지용 자외선 카메라



Field of View(H×V)
27.6° x 20.7°(Vis)
6.4° x 4.8°(UV)

Focus 0.5 ~ ∞(Vis)m

UV-C 파장대역 185 ~ 260nm

Display 3.5" LCD Display

Resolution(해상도) 320 x 240 pixel

Frame rate 30 Hz

Sensitivity 6.8pC @ 10m

Event Counting On board 표시

Maximum Event Counting On board 표시

영상저장기능 정지영상, 동영상 재생 및 저장 가능

Power Capacity 7.4V, 3500mAh 충전식

크기(W×H×D) (W)111 × (H)125 × (D)180mm

무게 약 1.2kg(베터리포함)

기본 구성품

본체, SD메모리카드, 충전식 배터리
(교체용), 보조충전기, 충전아답터,
충전케이블, 핸드스트랩, 운반 케이스, 
사용설명서

옵션 삼각대, 숄더패드

제품사양

• 숄더패드 • 

• 숄더패드 사용예 • 

UV-A Band
320~400nm

UV-B Band
280~320nm

UV-C Band
100~280nm

COROT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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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60nm까지 탐지 가능한
고전압 설비에 최적화 된 자외선 카메라

>> 자외선 파장대역

이중 코로나 방전을 탐지하는데 사용하는 대역은 UV-C대역으로 당사 

제품 COROTEK-V100모델은 185-260nm 사이의 코로나 방전을 탐지

함으로써 일반적인 코로나 방전 탐지 카메라(240-280nm)보다 넓은 

대역을 탐지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넓은 대역을 탐지함으로써 코로나

의 방전을 탐지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UV-C대역은 Solar Blind대역으로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파장의 빛 중 대기권에 의하여 차단되어 지상에서는 태양에 의한 파장 

영향을 받지 않는 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80nm 근처에서는 경계가  

되는 부분으로써 코로나 탐지용 카메라(자외선 카메라)의 구성품인  

자외선 필터의 성능이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입니다. 즉, 필터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오존층 파괴 및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카메라  

성능이 UV-C대역의 자외선으로 인하여 고전압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방전을 발견하는데 지장을 받게 됩니다.

COROTEK-V100은 이 부분을 최대한 피하여 260nm까지 탐지함으로써 

고전압 설비의 이상유무 탐지가 용이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Event Counting
코로나 방전이 나오는 정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물리학적  

단위(예를 들면 pC, Kg 등)가 아니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동일한 

코로나 발생량에서도 측정하는 거리가 가까우면 큰 숫자로 표시되고 

거리가 멀면 적게 나옵니다) 동일한 거리에서 측정했을 때에는 코로나 

방전의 발생량을 비교할 수 있으므로 고전압 설비의 고장 진행 정도를 

계속 비교측정할 수는 있습니다.

>> Maximum event counting

EventCounting 는 코로나의 양을 일시적으로 표시하고 사라집니다. 

Maximum Event Counting은 탐색하는 사람이 최대 발생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사용자가 수동으로 리셋하기 전까지 

최고로 나오는 양이 표시되도록하는 기능입니다.

수명 연장 및 획기적인 성능 개선 실현
일반적인 코로나 방전 탐지 카메라는 내부에 Solar Blind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외선 필터 모듈을 사용하는데 이 자외선 모듈 안에 핵심부품

으로 투명한 밴드패스필터인 필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밴드패스필

터 필름은 강한 햇빛 아래 장시간 노출되면 자외선 영역 투과율 등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COROTEK-V100은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Solar Blind를 구현함으로써 장시간 사용에 따른 성능의 저하가 없도록  

설계되어 결과적으로 자외선 카메라의 성능 및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 

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