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Us

SARAMDLE Co.,Ltd
Company history
2013 주식회사 사람들 설립
2014 특허등록
ISO 9001인증
2015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
벤처기업등록
제품전시“SEMICON JAPAN”
제품전시”SEMICON CHINA”
2016 CE 인증
Device 사업中, 해외 계약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2017 흡착제 및 촉매 제조 추가

AD : 인천 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미래도 30
AD : 경기도 화성시 독정리
TEL : +82 32 837 5178 FAX : +82 32 837 5179

2015년 대한민국 우수특허대상 _ 환경설비부분
현재 많은 산업현장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GAS, CHEMICAL등, 유해물질의 노출이
예상되고 있으며, 누수 및 노출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요구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독성 물질의 누수,누출에 대한 사전예지, 신속한 차단, 확산사고 예방을
목표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품으로 산업현장에 도움 드리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사람들 대표이사

Youngmin . Kim

■ Business area

SARAMDLE Product Application

1. Leak detect bellows

4. Leak detect Clamp

2. Joint alram clamp kit

5. Leak detect Cover

3. Leak detect tape

6. Leak detect Tape

■ Certification condition

■ Product
GLD CLAMP

(GAS LEAK DETECT CLAMP)

제품 규격

산업현장의 Toxic gas system에서 작업환경 및 작업자 환경에
가장 영향성이 많은 공급장치 및 toxic gas가 흐르는 배관 연결

구간에 대해 leak를 조기 감지 하고, 확산방지를 조기에 차단하여
인체 유해한 작업현장을 제거 하기 위함.

SIZE

Flange

width(mm)

Dimension(mm)

GLD25

NW

18

69*69

제품의 특징

GLD40

NW

18

84*84

- Gas Leak 감지 CLAMP

GLD50

NW

18

104*104

- 배관연결용 clamp type
- 배관 규격 : 25A/40A/50A

- 시공 규격 : NW FLANG 맞춤
- 몸체 재질 : SUS 303
- 검지체 재질 : 실리카 + black glass
- 사용 온도 : 100~250℃(고온용)
최대변형온도 : 400℃
사용 온도 : ~120℃ (저온용)
최대변형온도 : 160℃

- GLD TYPE : 검지체 분리형

■ Product
LD TAPE

(LEAK DETECT TAPE)

제품 규격

산업현장에서 잠재되어 있는 미세리크를 변색을 통해 육안으로 조기에
검지 확산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TAPE로, 현장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결착이 가능하며, 누구라도 육안으로 LAEK를 조기에 발굴할수
있습니다.

품명

Type

폭

길이

Gas/Chemical

SRD 50AA

신축성

50mm

7M

산성,염기성

SRD 25AA

신축성

25mm

7M

산성,염기성

SRD 50O3

신축성

50mm

7M

오존

SRD 25O3

신축성

25mm

7M

오존

SRD HT50AA

고온용

50mm

10M

산성,염기성

SRD HT50O3

고온용

50mm

10M

오존

■ Product
LD BELLOWS

(LEAK DETECT BELLOWS)

“사전예지” 의 목적으로 제작 되었으며, 기존 BELLOWS의 부식
및 크랙에 의한 누수를 사전에 감지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SYSTEM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

제품 규격
사양 (NW40용)

Test Sample

I.D (내경)

40

O.D (외경)

58

Material

SUS316Ti

Thickness

0.15t x 2Ply

Free Length

100mm

Coating 유무

없음

외관 점검
• 외관 찍힘 및 변형 없음
• 골 간격 변형 없음.
• 용접부 변색 및 언더컷 없음.

Property (by ASTM 240)

SUS316L

SUS316Ti

Yield Strength 0.2%
offset

170 MPA

205 MPA

Ultimate Tensile Strength

485 MPA

515 MPA

Elongation in 2”

40 %

40 %

Hardness(RB)

95

95

Character

Mo첨가하여 내식성,
내산성이 우수함

SUS316에 Ti를 첨가하
여
내입계내식성이 우수함.

고객사에 맞춤 제작 가능하며, 주문시 설계 진행 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 또한, 고객사의 통신사양에 의거하여 제작 되어 집니다.

■ Product
고용량 흡수포

(ABSORBER)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누수 및 결로의 확산으로 환경적 피해와 설비의
피해가 발생 하는바 좀더 조기에 누수 확산을 막고 흡수력을 높이고

크기를 최소화 하여 긴급조치 및 확산방지 용으로 사용 되어짐.

Ex) A TYPE 10장 =
18.9리터 생수통의 물을 흡수함.

■ Product
필름 리크 센서

(MCB 센서)

산업현장의 설비에 적용 되는 각종 액상 누수를 조기 감지 하고,
필름형태로 바닦 및 배관, 설비 내외에 간편하게 부착하여 사용할수 있다.

■ Product
Chemical Resin & Catalyst

SARAMDLE Chemical Resin
(촉매 및 흡착제)

- 다수의 특수바인더를 사용하여 펠렛(Pelloet)형태 및 겔(Gal) 형태로
제조 할수 있으며,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크기의 조절이 가능함.
- SARAMDLE社의 촉매 와 흡착제는 수요자의 타켓 맞춰 제작 가능함.
- 특수한 담체를 이용하여 자동차, 대기환경, 유독성가스처리장치 등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SARAMDLE Catalyst
Target Contaminants :
CF4, C3H6 C2F6, C3F8, C4F6, C5F8, SF6, NF3

★ SKR-00 Fab Scrubber (ETCH)
■ Target Contaminants :
HCl, HF, Cl2

★ SKR-30 FabScrubber (IIP)
■ Target Contaminants :
PH3, AsH3, SiH4

★ SKRB-00 Fab Scrubber (ETCH)
■ Target Contaminants :
BCl3, HCl, HF, Cl2

Advantages : 불연성, 탈착가스, 생성가스 없음, 세균번식 없음,
비유독성, 비유해성, 처리 용량이 많음, 강도가 강함,

Target Contaminants :
VOC, 악취제거…

Advantages : 불연성, 탈착가스, 생성가스 없음, 세균번식 없음,
비유독성, 비유해성, 강도가 강함, (Gal형태 가능)

★ SAA-20 Series Chemical Resin
■ Target Contaminants :

IPA, VOC, NH3 , NH4OH

★ SAR-00 Series Chemical Resin
■ Target Contaminants :
BCl3, HCl, HF, H2S, F2, Cl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