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일이다！

누출 발생

집진기

① 눈으로 확인 ② 마모미터에 의한 감시

더스트

③ 정기적 샘플링 분석

교환 시기가
오면 필터를
교체

신규
필터

④ 필터 정기 교환 ⑤ 분진계에 의한 상시 감시 ⑥ 기타

최적의 집진기 관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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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기 관리 방법의 장단점

集塵機からの吹き漏れを常時監視するメリット

방법 장점 단점

① 눈으로 확인 눈으로 확인 (신뢰성 있음)
이미 누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확인 가능

②마모미터에 의한 감시
필터가 파손되면 압력이 줄어드는
것을 이용한 간접적 분진 감시 방법

소량의 누출에서 압력의 변화를 감지하기
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규제치를
넘어선 누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③정기적 샘플링 분석
규정에 따른 분석 방법.
주기적으로 분석.

분석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 하고 리얼
타임으로 데이터 받을 수 없음
분석 기간 이외에 갑자기 누출이 발생하면
모르고 지나 칠수 있음

④ 필터의 정기 교체
사용 빈도나 수명을 고려한 예방
보수

갑자기 발생한 누출을 모르고 지나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교체한 필터의 수명이 남아 있는데 교체
해서 낭비 하고 있을 수 있음

⑤ 분진 농도계에 의한 상시
감시

분진 누출 되는 일 없이 환경 피해
방지 가능.
예방 보수를 함에 있어 무인화, 
코스트 절감의 효과

모든 분진 농도계가 상대치 측정이기
때문에 알람 설정 레벨의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함



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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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샘플링 분석을 하고 있지 않는 기간에도
분진농도계에 의한 감시로 누출 예방.
기준치를 넘으면 필터를 교체 하여 [분진
누출]을 철저히 방지 합니다.

중요 설비의 경우

분진농도계

集塵機からの吹き漏れを常時監視するメリッ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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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설비의 경우

분진농도계

집진기 관리의 최적 감시 방법은??



3가지 방식의 특징
방식 광산란방식 광투과방식 마찰전기방식

상관계수 0.994 0.989 0.969

계측 농도
（ｍg/m3）

０~10, 0~500등
특히 저농도영역에서 높은
정밀도를 요구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０~20, 0~10000등
중 ~ 고농도에서 높은 정밀도를
요구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0~10, 0~1000등
저~중농도에서 높은 정밀도를
요구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장점 전기를 띄는 더스트도 측정
가능. 유속의 변화에 영향 없음
플랜트 가동중에 교정 가능

전기를 띄는 더스트도 측정 가능.
유속의 변화에도 영향 없음

더스트의 색에 영향을 받지 않음
설치가 간단, 에어 퍼지 불필요
전문 지식 필요 없음.

단점 더스트의 크기, 색의 영향을
받기 쉬움. 랜즈에 부착에
오차가 발생하기 쉬움.
퍼지가 필요.
전문 지식 필요.

2개소 설치 구멍이 필요.
광축을 조정하는게 매우 힘듬
외부 빛의 영향을 받기 쉬움
랜즈의 부착에 오차가 발생하기
쉬움. 퍼지가 필요
전문 지식 필요.

전기를 띄는 더스트 영향을 받기
쉬움. (전기 집진기 출구 부근
설치 불가)
유속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쉬움

유지보수 랜즈부에 부착이 있으면
클리닝이 필요. 에어 퍼지에
의한 부탁 방지 타입 있음.

랜즈부에 부착이 있으면
클리닝이 필요. 그 후에 광축
조정이 필요.

프로브의 부착물은 딱기만 하면
됨. 재 조정할 필요 없음.

가격 고가 고가 저가



절대치는 볼 수 없는가요?

절대치는 공인된 방법인 샘플링 분석 (원통여지법등)으로 계측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모든 분진 농도계(연속계측기)는 상대농도 입니다.
각종 분진 농도계는, 각각 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 절대치에 가깝게 표현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절대치 상대치

발
신

폐가스

수
신

폐가스
발신

수신

광산란방식

광투과방식 마찰전기방식

더스트

샘플링분석

폐가스



PFM시리즈

발표자：마쓰시마메저테크김기용

더스트모니터및
에어더스트모니터소개자료



집진기

필터찢어진곳!

일체형 고온용
Max.400℃

방폭형분리형

더스트모니터라인업!

덕트내부

고체입자
접촉or통과

더스트
모니터

더스트
배기가스



movie



더스트모니터는집진기의 2차측에서

배기가스중의분진(먼지)을감시하여, 필터

파손등에따른분진의대기방산을미연에

방지하기(또는최소화로하기억제) 위한

환경감시기기 입니다.

상시감시로미세한분진도누출도감시



사양



사양

※본질안전방폭（Ex ib ⅡB T4) 에도 대응가능한 모델도 있습니다.

분리형 더스트 모니터 변환기 라인업!



마찰정전기방식과광학방식의데이터비교!

분진농도가높음!
필터의찢어짐감지!

마찰정전기방식

■광학방식
■마찰정전기더스트모니터（마쓰시마 PFM시리즈）

더스트모니터는가격이비싼광학방식과동급의성능!



解説図11－校正曲線

y = 0.528x - 2.41
R = 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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ダスト濃度計指示値（％）

JIS B 7996 인용【참고】
상관계수 상관강도
0.0～0.2 （거의)상관없음
0.2～0.4 약간의상관관계가있다.
0.4～0.7 상관관계가있다.
0.7～0.9 강한상관관계가있다.
0.9～1.0 (거의)완전한상관관계가있다.

상관계수＝0.969 이며,
거의완전한상관성이증명되었습니다.

더스트모니터（JIS Ｚ 8808）의상관관계

JIS규격화시마찰정전기방식의성능평가시험에당사더스트모니터이용시의데이터입니다.

시험용
분체

플라이애시

먼지농도 더스트모니터

지시값

상관계수
먼
지
농
도(m

g/m

3)

해설도 1 –교정곡선 더스트모니터농도(%)



1. 저렴하면서광학방식과동등한성능을발휘

2. JIS Z 8852 에서정한온라인분진계

3. 「유지관리성」、「도입의용이성」을갖춘저비용형분진계

4. 커스터마이징을통한자체생산

더스트모니터의 특징



「공간내의 분진농도을 계측하는」에어더스트모니터

• 공간내에서 발생되는 분진 미연에 방지

• 실내 근로 환경 개선 향상

• 집진설비 제어에 의한 에너지 절약효과



에어더스트모니터 란？

자가 흡인에 의해 공간에서 분진을

취입하여, 먼지 농도로 환산합니다.

방식은 마찰 정전기 방식을 채택!

핸디 하고 운반하기 편하며, 손쉽게

개방된 공간의 분진 농도를 24시간
측정 할 수 있습니다.

흡입구 배기구



용도 사례

공장에서의 작업 환경개선

공사,해체현장에서의 분진 감시

원료 야드에서의 분진 감시 트럭에 의한 반송 설비

“”

컨베이어 벨트위에서 발생하는 분진 감시 봉지 포장 작업에서의 분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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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흄의 환기 과제
용접 흄 흡인에 의한 인폐증상은 오랜 농도에 축적되어, 이후 증상이
나타납니다. 한 제관공장에서는 작업자의 건강을 고려해 방진마스크
착용과 환풍기 설치, 연 수회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도 환기가 잘
되었는지 궁금해 상시 감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용접흄을 측정가능!

상시 감시 시스템!

자료롭게 설치 가능!

요구되는 조건이란・・・전체환기장치

공장 내용접현장 이미지

에어더스트모니토 24시간 감시!
간편한 설계로 실내 및 실외 자류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24시간 상시
감시합니다. 아래 그래프는 모 제관 공장의 용접 흄을 측정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환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접개시

환기팬ON

훔의 농도



사양

형 식 PFM-AD12

측 정 방 식 마찰정전기방식

먼 지 조 건 크기：≧0.3μm、 농도：0.1～1000mg/ 、 습도：≦40vol％以下

전 원 AC110V/220V -15%/ +10％ 50/60Hz

신 호 출 력 DC4～20mA ×1（Max.23.3mA）

고 장 경 보 1c×1（AC250V,2A/DC30V,2A）

상 한 경 보 1c×2（AC250V,2A/DC30V,2A）

표 시 농도: 디지털 4자리 표시(0%~118.5%)

검출농도범위 0.1～1000mg/ 、 9단계 전환: 감도1(저감도)~감도9(고감도)

적 분 시 간 0～30s 가변설정

보 호 구 조 IP54（커버,리드 인출구에 대한 배선 및 결속상태에서)

무 게 약6.6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