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Mon Ionometer
PowerMon Ionometer는 이온선택성 전극을 적용한 온라인 측정 장비
이다. PowerMon Ionometer는 하폐수처리장 분야, 초순수 분야등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표적으로 하·폐수처리장의 질산성질소 및 암모니아성질소의 모니터
링, 초순수의 Na, 음용수의 F 모니터링에 이용한다.
고도의 정확성과 측정 주기의 단축 외에 PowerMon은 외부의
Sensor(Oxygen, pH,ORP, Conductivity.)를 연결할 수 있다. 즉 개별
센서에 대해 PowerMon은 변환기기능을 갖출 수 있어 각 센서에 대한
분석결과를 별도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원격 조정기능을 통해 장비가 정상상태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제어를
수행 할 수 있다.

간편한 모듈형 디자인의 PowerMon은 최대 6개까지 시료를 분석할 수
있어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경제성을 극대화 시킨 시스템이다.

주요 분석항목
- 하·폐수처리 : NH4-N, NO3-N
- 음료산업 : 불소
- 지표수 : 염소
- 초순수 : Na
- 그외

특징
- 완전 자동 운전
- 쉽고, 편한 운전
- 빠른 데이터 전송
- 정확한 결과
-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 적은 시약 소모로 최소 운전 비용
- 외부 측정 센서 100까지 연결가능
- 원격 유지관리와 네트워크 기능
- USB를 통한 운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데이터 다운로드
- 대화형 터치스크린 사용
- 추가 비용 없이 2channel 사용가능
- Housing 유무에 관계없이 운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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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Process

주요 사양
측정방법
Potentiometric
측정시간
at least 6 min.
분석범위
NO₃ 0 - 1 to 0 - 500 mg/l
F- 0 - 1 to 0 – 1000 mg/l
Cl-0–0.1 to 0–1000 mg/l
Na+ 0-0.01mg/l
Further parameters and
measuring ranges on
repuest
정밀도
typ. < ±2~5% of
measuring range
(end of value)
드리프트
typ. < 1% of measuring
range
(end of value)
시약소모주기
for approx. 3 weeks

Number of measuring
points
max.6
Output signal
0/4 – 20 mA
max. load 500 OHM
characteristic curve:
linear/logarithmic
galvanically isolated
Interfaces
USB/Ethernet
Option:
modem: analog, GSM,
ISDN
Profi Bus DP
Relay contacts
potential free contacts
(e.g. alarm contact)
Digital inputs
activating and deactivating
of measuring points,
system control

Sample
pressure – free
Temperature
15 - 45℃
(288 – 308 K)
Flow
3 – 10 l/h
free from suspended
matter and oil
Connection
tube, flexible
(ID 1.5 – 3 mm)
Drain
pressure – free
tube, flexible
(ID 10 mm)
Power supply
85…264 VAC at
47…63 Hz or
120…370 VDC

Installation
wall - mounted
Protection class
(EN 60529)
IP 65 (electronics)
IP 54 (with housing)
IP 21 (with jacket)
Weight
housing with reagent
cabinet
53–60kg without
reagents
Dimensions(HxWxD)
housing
: 700×600×320 mm
with reagent cabinet
: 1100×600×354 mm

Power consumption
max. 150 VA
Environmental
temperature
15 - 35℃
(288 – 308 K)

High Quality & Best Perfro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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