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진 모니터
차이가 있습니다!



은 조기 경보 및 고장에 사용하거나 경보 장치에 연

결할 수 있는 개의 독립적인 경보 계전기를 갖추고 있어

필터 저하 및 막힘 또는 파손을 감지하는데 사용됩니다

알람은 유량에서 공정 제어 시스템으로 에 사용

될 수 있습니다 벌크 솔리드 취급 및 공압식 운송 어플리

케이션에서 유량 상황이 없습니다 이 모니터의 전형적

인 특성인 매우 빠른 응답 시간으로 환경에 대한 고가의

제품 손실을 조기에 감지하고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 모니터링에 아날로그 신호 출력을 사용

하는 은 필터 사이클론 건조기 또는 이와 유사한 장

치의 다운스트림에 설치되어 필터 성능 및 미립자 배출

을 모니터링 합니다 가스 흐름의 입자 수준이 사전 설정

된 수준을 초과할 때 작동하는 개의 경보 릴레이가 있습

니다 특정 응용 분야의 공정 제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및 은 지시 정성 모니터링이 필요한 백 세

라믹 카트리지 필터 또는 사이클론이 장착된 모든 공정

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분진 제거 과정 관리

공식 배출량 측정 - EN14181 (2004)에 따른 TUV 인증

• 자동 범위 설정

• 수동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자동 드리프트 보정

• 청소할 광학 창 없음

특징

개의독립적인알람릴레이

사용자선택가능한알람한계 또는

신호출력

원격설정및구성

자체제로체크

스팬확인

필터백누출감지

필터성능

단위의미립자배출모니터링

의인증된배출모니터링

시리얼통신

승인모델

원격모델

표준 옵션

의 기능과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형식의

판독 값을 제공하는 추가 기능과 함께 플랜트 운영자는

먼지 농도의 절대 값 측정을 볼 수 있습니다 배출 스택

또는 스택의 공통 덕트에 설치되는 는 공정에서 지

속적인 먼지 농도를 제공하여 먼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자체 제로 및 자체 스팬 점검 기능을 갖춘 는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에 의해

입증된 공식 배기 가스 규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당국에 보

고하고 공장 운영자에게 판독 값을 제공하기 위해

공식 스택 측정에서 배출량 모니터링에 사용됩니다 규정

된 규제 한도 내에서 유지되도록 입자 배출을 지속적으로

측정합니다

모델

● ATEX Zone 20, 21 또는 22 인증

● 가스 및 먼지에 대한 카테고리 II 1/2 승인

● IP65 인클로저, 맞춤형 설계

● 인증 유형 : II 1/2 GD EEx ia IIC, T6, IP65, 85 C

● SINTROL의고급유도전기기술활용

지침은 폭발성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

의 건강과 안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영역을 가

스의 경우 영역 로 분류하고 먼지의 경우 또

는 로 분류하며 플랜트 운영자가 적절한 인증 시

스템을 설치하도록 안내합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

에서 잠재적인 발화원이 될 위험에 대비하여 제공하는

보호 수준에 따라 제품을 분류해야 합니다 장비 적합성

범주는 및 입니다



기술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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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응용

● 시멘트

● 화학처리

● 금속학

● 주조공장

● 제약

● 비료

● 목재가공

● 식품

● 담배

● 동물사료가공

● 발전소

● 폐기물소각로

● 펄프와종이

분할 아키텍처 (원격) 모델

S300 시리즈에는 S311, S313, S314 및 S315 원격 모델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격 모델은 센서를 제어 장치와

함께 최대 200m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이 모델에서 센서는 프리 앰프 (PA)를 수용하는 인클로저

에 연결되며, 권장 신호 중 하나를 사용하여 증폭된 신호

가 4선 차폐 케이블로 전송됩니다.



작동 원리

Sintrol 분진 모니터는 고유한 유도성 전기화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측정은 덕트 또는 스

택에 장착된 분리된 프로브와 상호 작용하는 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움직이는 입자가 근

처를 통과하거나 프로브를 칠 때 신호가 발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호는 일련의 Sintrol의

고급 알고리즘을 통해 처리되어 노이즈를 걸러 내고, 가장 정확한 먼지 측정 출력을 제공합

니다.

mailto:info@sintrolproducts.com
http://www.sintrolproduc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