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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MoistTech는 wash-downs, dusty / dirty 환경을 견디며 침수의 영
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000-IP67 온라인 근적외선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견고한 스테인레스 스틸 인클로저는 가장 혹독
한 환경, 공격적인 프로세스 응용 프로그램 및 업계의 극한 온
도에 이상적입니다. IP67은 0 ° C ~ 93 ° C (200 ° F)의 정격을 갖
는 통합 공기 와류 또는 액체 냉각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또한
단열 랩도 가능합니다.

IR-3000은 입자 크기, 재료 높이 및 색상과 같은 재료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있는 판독 값을 제공합
니다. 일회 보정, 유지 보수 불필요, 드리프트없는 광학 설계로
운영 요원은 실시간 측정을 기반으로 즉각적인 공정 조정을 자
신있게 수행 할 수 있습니다.

Bauxite
Bentonite
Ceramics
Chalk
Chemicals
Clay

Coal
Coke
Concrete
Detergents
Explosives
Fly Ash

디스플레이 옵션

센서는 제품 뒤쪽의 브래킷을 사용하여 제품에서 4 "- 16"(인치)
설치 할 수 있습니다. MoistTech 센서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설치 옵션이 있습니다 :

표시 및 / 또는 조정할 수있는 여러 가지 판독 옵션을 제공합니다.

•

벨트, 스크류, 드래그 & 밀폐 컨베이어

•

4-20mA 출력으로 연결된 디지털 패널 미터 (DPM)

•

Chutes, Cyclones & Bins

•

•

건조기 입 / 출력

풀 컬러 터치 오퍼레이터 패널 (OP-14) PLC 기반의
RS-232C 시리얼. (트렌드 그래프 제공)

•

Webs

•

•

플랜지 창 또는 샘플러 옵션을 사용하여 파이프 라인
또는 공압 이송.

컬러 터치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 (OI)는 이더넷으로 연결
됩니다.

사용자를 위한 주요 혜택 :

IR-3000은 최첨단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가장 극한의 장소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MoistTech의 첨단 디지털 프로세싱의 결과
로 IR-3000만이 벨트 또는 스크류 컨베이어상의 제품 흐름의
틈과 중단에 관계없이 진정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프로세스 최적화
생산 프로세스를 100 % 모니터링하여 "규격을 벗어
난"제품을 줄일 수 있습니다.

NIR 기술은 비파괴, 비접촉 측정입니다. MoistTech의 센
서는 매우 높은 반복 속도로 제품에 투사 된 NIR 빛의 다
중 파장을 사용합니다. 반사 된 빛은 디지털 방식으로
향상된 감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매초 수천 개
의 데이터 포인트가 샘플링됩니다.

Slag
Soda Ash
Tailings
Talc

MoistTech 관리 소프트웨어 외에도 MoistTech는 측정 출력을

제품 품질 모니터링
제품 품질 및 일관성을 개선하기 위해 즉각적인 생산
라인 조정을 허용합니다.

모든 분자 결합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합니다. O-H
(물)를 포함한 수소 결합; C-H (탄화수소)와 N-H (암모
니아) 모두 근적외선 스펙트럼 영역에서 강하게 흡수됩
니다. 주어진 파장에서 반사되는 근적외선 에너지의 양
은 제품에서 흡수되는 분자의 양에 반비례합니다.

Minerals
Ore Extraction
& Mining
Potash
Sand
Sinter Mix

설치 위치

정확한 실시간 측정으로 인한 생산 효율성 향상은 자재 손실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절감과 잠재적 인 생산성 향상을 제공합니
다.

근적외선 (NIR) 기술

Foundry Sand
Green Sand
Gypsum
Iron Ore
Limestone
Crushed

연료 소비 절감
건조 / 조리 공정을 제어 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사용량
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줄입니다.

물 절약
수분 함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물 사용량을 줄
입니다.
먼지 방지
먼지로 인한 폭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OP-14 & OI는 게이지 매개 변수를 변경하고 진단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며 보정을 프로그램 할 수있는 무제한의 기능을
운영자 및 엔지니어에게 제공합니다)

관리 소프트웨어
MoistTech은 구성, 데이터 로깅 및 진단 모니터링을위한 사용자
친화적 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첨단 Windows ™ 프로그램 제
품군을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정을 수행하고 게이지 및 측
정 매개 변수를 정의하고 최대 50 개의 제품 코드를 설정 및 구
성 할 수 있습니다. MoistTech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사용하기
쉽고 모든 PC 플랫폼과 호환됩니다.

표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옵션 및 액세서리

표준 IP67 센서 용 인클로저는 스테인레스 강으로 용접 된 판금 하
우징입니다. 광학 벤치가 내부 섀시에 장착 된 2 피스 디자인으로
구성됩니다. 에어 퍼지 라이트 튜브 및 외부 하우징에 개스킷이 부
착되어 있습니다. 모든 커넥터는 공기 냉각 장치와 마찬가지로 외
부 하우징에 밀봉되어 있습니다. 장치가 정상적으로 장착 된 와류
공냉과 함께 사용되는 내장형 팬이 있습니다.

나열된 디스플레이 옵션 외에도 MoistTech는
다양한 설치 옵션 및 액세서리를 제공합니다 :

인클로저는 적대적인 환경에 적합하며 수중 작업에 권장되지는 않
지만 수분 침수에 대한 IP-67 표준을 준수합니다. 센서 장착은 프로
세스 컨베이어 구조물에 용접 된 표준 1 인치 파이프와 함께 엔드
클램프를 사용하여 구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창으로보고 측정) 마운팅 플랜지 창

•

벌크 및 파우더 샘플러 컵 (떨어지는 물질 측정)

•

스노클 샘플러 (컨베이어 벽으로 측정)

•

선택적 자동 온 / 오프 솔레노이드로 고온 용 공기
또는 물 냉각
제품 손실 샘플 홀드 센서
제품 온도 고온계

•
•

센서 사양
			

1, 2 또는 3 수분 범위 : 최소 0.01 %, 최대 97 %
0-0.1 %, 0-100 % PPM 범위 적용 범위
± 0.01 %
± 0.01 %
4-16 in (10-40 cm)
약 1.5 in (3.7 cm) 직경의 샘플
50 표준
26 파운드.
IP-67 스테인레스 판금
12.25 in x 10.25 in x 10.25 in.
80-260 VAC (50/60 HZ), 옵션 24VDC
0-200F (93C)
Vortec 냉각 (고온) : 최대 170 ° F (85 ° C)
스테인레스 스틸 IP67 : 최대 200F (93C)
공장 사전 교정, PC 교정 소프트웨어 포함,
정기 재 교정 필요 없음.
없음

			

*Above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application

울트라텍코리아

3 개의 자체 전원 공급 절연 4-20mA 출력, RS-232 / 485,
이더넷 TCP / IP
Profibus, Profinet, DeviceNet, 이더넷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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