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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은 센서의 절대 수분값
을 신호로 모니터링 가능하게 하고 무선 
GSM/GPRS 연결을 통해 모든 자료를 액세스 
할 수 있게 제공.

측정되는 모든 데이터는 내장 메모리카드로 
옮겨져  IP연결을 통해 직접 고객의 FTP 서버
로 전송.
각각의 원격 모니터에서 각 데이터를 서버로 
파일을 전송.
무선전송은 GPRS프로토콜에 의해 진행..

외부연결 플러그:
     NBP330 센서 연결 케이블

     케이블 포함된 GSM/GPRS 안테나

    이더넷 포트 10/100 Mbit

데이터는 사진과 같이 LCD 화면에 측정된   
수분값, 온도와 원격값과  상태가 화면에 표시
된다. 각각의 센서와 원격장치의 전원은 플러
그인 형태로 공급.

.... 절대 수분농도 측정  &  무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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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수분측정

특징 및 기능

수분 모니터링 센서 NBP330-F는 모든 종
류의 유압유 및 윤활유, 절연유, 실리콘계
열, 에스테르계열, 생분해성 계열유 내의 
절대 수분값 측정 가능.

시스템은 오일내의 수분을 감지하기 위해 
센서와 디스플레이 장치 포함.

수분값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는 ppm으로  
표시.

원격 모니터링 장비를 센서에 연결해서 고
객사의 서버로 무선으로 수분값을 전송하
여 수분값을 모니터.(옵션)

모든종류의 유압유 및 윤활유, 
절연유, 실리콘계열, 에스테르계
열, 생분해성 계열유 내의 절대
수분 측정 가능

모든 센스는  Karl-Fischer 수분
측정법으로 보정(ASTM D1533)

실시간 오일내의 수분 값 측정 
및 연속 모니터링 

절대수분값 ppm과 온도표시
 

간편한 설치

NBP330-F     모니터링 시스템

유압유, 윤활유 및 절연유 속의

수분 모니터링



...오일내의 절대수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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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P330-F 센서는 모든 종류의 오일내에 있
는 수분농도를 직접 측정.

시스템에는 수분농도를 측정하는 센서와 디
스플레이 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분측정
값은 ppm 단위로 나타나고, 수분 측정값을 
원격처리법으로 모니터링이 가능.

오일에 있는 수분농도는 센서내에 구성되어 
있는 전기적인 전도성 있는 두개의 층과 오
일내의 수분에 대한  흡습성 있는 한개의 층
을 통해  오일내의 수분에 대한 선택적 측정 
반응원리 로 수분과 반응에서 나타나는 전기
적 전하량을 측정하여 절대 수분값을 나타내
는 원리.

수분값을 나타내는 전기적인 전하량은 센서 
제작시에  특정오일에 대한 각 일정 수분 함
량별 수분값을 Karl-Fischer 방법에 의해 보
정된 절대 수분함량과 일치.

GfS 수분측정 센서는  Karl-Fischer 방법에 
의해 특정 오일의 수분값을 보정하고, 이는 
ASTM D2224 표준에 기준, 각 오일의 수분
값과 온도를 동시에 측정.

센서에 내장 되어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오일내에서 읽은 전하량의 값을 절대 수분 
값으로 전환 측정하고 아날로그 신호  
4~20mA와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통해 ppm 
단위로 표시.

NBP330-F에는 일정 수분 농도이상에 대한 
알람을 위해  프로그래밍 가능한 스위칭 출
력도 있어 사용자가 직접 알람 프로그래밍 
가능.

Porous conductive layer

Hygroscopic active layer

Conductive layer

Ceramic substrate

출력신호:
아날로그 출력 4-20 mA

RS232 인터페이스

스위칭 출력 (24 V DC)

센서 기술사양:
측정범위:
10 .... 20,000 ppm

측정오일온도:
-20° C ~ +70° C

측정오일압력:
0 .. 300 bar

센서설치 깊이:
  >   50 mm (5/8-18 UNF)

보호표준:
IP65

오일 배관에 설치시 오일 흐름이 센서와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설치.

     오일 배관이나 탱크에 간단히 설치.

설치 방법:



WATER
IN OIL 오일내 수분모니터링 시스템

NBP330-F

표준 테이블 디스플레이
표준 테이블 디스플레이는 NBP330-F 센서에 
측정된 수분값을 4-20mA 아날로그 신호로 
받아 ppm 단위로 수분값을 표시해주고 고객
의 요청에 의한 모든 인터페이스에 연결 가능.

외부연결 플로그:

    NBF330-F 센서 연결 케이블

    NBF330-F를 RS232로 PC에 연결 

4-20 mA 출력 인터페이스

NBF330-F의 24VDC 스위칭 출력

디스플레이 장비와 센서의 전원은 플러그 식 
전원공급 장치를 통해 공급된다.
데이터는  3½-디지트 7-세그먼트표시를 통해 
표시. (13 mm 높이)

NBP330-F 센서의 스위칭 출력은 패널 앞쪽에 
LED로 표시.

기술사양:
디스플레이 범위:
0 .. 20,000 ppm

동작온도 범위:
0 .. +50° C

전원:
230 V  / 50-60 Hz

보호표준:
IP50

규격:
150 x 65 x 210 mm³ (w x h x l)

센서의 설치 장소 및 방법
센서는 오일내의 수분함량에 의해 현장의 장
비  유지보수 및 공정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오일내의 절대 수분량
을 측정 모니터링..
 

    예로 기능저하로 인해 오일 쿨러 누수   
    가 의심될때  쿨러 바로 뒤쪽 배관에수분 
    측정 센서를 설치 수분값을 모니터링 하여 
    쿨러 누수를 확인.

    시스템에 투입할 신규오일의 수분농도를
    모니터링 하려면 오일 투입폄프의 전단부
    에 수분측정 센서를 설치하여 수분값을      
    모니터링한다.

센서는 나사산 형태로 오일이 흐르는 배관에 
직접 설치하고, 오일 탱크내에 수분농도를   
모니터링할  경우 오일에 지속적으로 센서가 
담겨져 있어야 하며 기름과 수분의 침전분리
가 일어나는 곳은 피해야 한다.

일반적인 설치구성:

오일탱크

펌프

125 ppm

디스플레이

밸브 2밸브 1

밸브 3

오일샘플링 위치

구성:

표준 시스템구성 :

1 NBP330-F 센서(Karl Fischer 로 보정)
1 표준디스플레이 장치(ppm단위로 수분표시)

1  ½인치나사산 연결 부속

1 RS232 케이블 (2 m)

1 센서연결케이블 (3 m)

1 플러그 전원 230 V / 50-60 Hz

1 품질보증 및 Karl Fischer 보정자료


	쪽 1
	쪽 2
	쪽 3
	쪽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