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시스템 생산용
리크 테스트

마르포스는 자동차 산업의 생산 라인 전반에 필요한
측정 및 검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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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어셈블리

배터리에 대한 고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측정 및 테스트 기술이 생산 프로세스에 체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불량을 감소시키며, 안전과 성능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마르포스는 배터리의 생산 공정의 모든 단계에서 리크 테스트 및
리크 감지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셀 리크 테스트

•

HEV/EV 기술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로 자동차
산업을 위한 새로운 리크 테스트 요구사항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단일 배터리 셀은 습기 및 외기의
침투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마르포스의 헬륨 진공 테스트는 10-3 ~ 10-6 scc/s
범위의 미세한 누설율을 감지합니다.

•
•

개별 배터리 셀의 헬륨 진공 테스트
배터리 팩 부품의 헬륨 리크 감지 또는 압력 감쇠 / 유랑 테스트
(예: 냉각 튜브 및 호스)
대형 배터리 모듈, 팩, 하우징 (전원 전자 장치 포함)의 최종 조립
후 압력 감쇠/유랑 테스트 또는 헬륨을 사용한 리크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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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ble test • Bubble test

배터리 모듈 및 팩 쿨링 서킷 리크 테스트
개별 셀이 대형 배터리 모듈 또는 배터리 팩으로
결합되는 경우, 생산 시 냉각 회로의 기밀성이 보장
되어야 합니다. 물-글리콜 혼합물을 매체로 냉각할 때,
10-3 scc/s 범위 내의 누설율이 적용됩니다.
배터리 트레이, 커버 및 팩 리크 테스트
완성된 배터리 팩은 일반적으로 하우징 유닛에 장착되어
10-3 scc/s 누설율 범위 내에서 테스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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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크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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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포스는 1952년 설립이래 생산 환경에서 사용하는 작업 현장용 품질 검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르포스의 솔
루션은 가공 전, 가공 중, 그리고 가공 후에 사용될 수 있는 기계 부품용 게이지, 공작기계를 위한 모니터링 솔루션, 다양한
산업분야를 위한 조립 및 검사 시스템, 생산 라인용 자동화 머신 및 측정 스테이션 등이있습니다.
마르포스는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메인 협력사이며, 항공우주, 바이오메디컬, 첨단산업 및 유리가공 산업 등 전 세계 전반
에 정밀 측정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르포스 그룹에는 3,7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34개국 80곳 이상의 영업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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