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찰전하방식 더스트 모니터

PFM시리즈

제품 소개



회사 소개

국내사업거점：본사 공장 / 큐슈영업소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도쿄영업소, 나고야영업소, 오사카영업소

해외사업거점：한국 (포항) 주재원사무소

중국 (상해) 관련회사 (상해달굉마츠시마기계 유한공사)



매진 감시의 중요성

대기오염방지법시행후전국각처에서수작업에의한분석법으로
정기적 농도측정을해왔으나 "자동연속감시가가능하면좋겠다"  

"수작업에의한분석은번거롭고시간도걸린다" 는등편리성을
요구하는소리가높아지면서 20 년전부터는수작업분석과병행하여
온라인에의한더스트농도측정이실시되어왔습니다.

더스트 모니터의 보급！

대기오염 방지법 제정



매진 감시의 중요성 ～ 규격 정비

온라인에의한더스트농도감시에대해유럽을중심으로

ISO-10155 규격이정비되고 , 일본에있어서도그필요성이

검토되고있었습니다. （1977년 ... 규격화에이르지못함）

온라인에 의한 실시간 측정의 규격화 .・・・

２０１３년 ＪＩＳ규격화（ＩＳＯ－１０１５５ MOD）
ＪＩＳ Ｚ ８８５２ 배기가스 중의 더스트농도 연속 측정방법
（1962년에규격화된 [JIS Z 8808 배기가스 중의더스농도 측정방법 ]관련규격으로써）

적용범위： 광 투과식」 「광 산란식」 「마찰 정전기 검출방식」



더스트 모니터 란？

더스트모니터는백필터등집진기의 2차측에서배기가스중의매진

(더스트)을감시하고, 필터의파손등에의한분진의대기방출을미연

에방지 (또는최소화)하기위한환경보호용감시기기입니다.

더스트모니터 PFM 시리즈

일체형더스트모니터
ＰＦＭ－Ｍ０１Ｅ

분리형더스트모니터 (센서)

ＰＦＭ－Ｍ１１Ｐ

분리형더스트모니터 (변환기) 

ＰＦＭ－ＫＣＵ１１/１２/１４



더스트 모니터 란？

백필터의 2 차측에설치함으로써필터의손상을 신속하게
검출할수있습니다.

×
더스트모니터

백필터

더스트

실시간 동향

警報点

警報

警報

警報 필터 이상！
설비 정지！



더스트 모니터 란？

예방보전 (필터가손상되기전교환시기의관리)으로써백필터의

세정동작에착안한감시를할수있습니다.

필터 세정시 더스트 모니터의 출력 이미지

시간

더
스
트

누
출
량

경보라인

필터의성능저하 (미세한파손)에의해누출이많아짐

백 필터는 필터에 부착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에어펄스에 의한 분사세정] 이나
[진동]에 의한 세정을 합니다.

이 세정동작시 더스트 누출량의 변화를 감시함으로써 필터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스트 모니터 측정 원리

덕트 (연통)를흐르는배기가스중의더스트 (분진)가더스트모니터의
전극에접촉하면개체입자로부터전하이동이일으납니다.

마츠시마더스트모니터는이이동전하를검출신호로하여배기가스
중의더스트농도를측정하고있습니다.

더스트를포함한배기가스

유속방향

고체입자의접촉

검출 원리



마찰 전하방식의 우위성

더스트모니터(농도계)에는여기서소개하고있는「마찰전하방식」외에

「광투과방식」과「광산란방식」이있습니다.

이모두가마찰전하방식과 마찬가지「상대농도계」입니다만,

그개요는・・・

광투과방식：덕트내를 흐르는 배기가스중의더스트에 측정광을

조사했을 때, 측정광이더스트로 인해차단되어

원래의광량이 감소된다.  이상태에서더스트의

농도와측정광감소량이 상관관계임을 이용한 계측기.

광산란방식：덕트내를 흐르는 배기가스중의더스트에 측정광을 조

사했을때, 측정광이더스트에 의해흡수, 산란된다.

그때산란광의 강도가 더스트의농도와 상관관계인 점을

이용한계측기

（JIS Z 8852로부터인용）



마찰 전하방식의 우위성

10

「광투과방식」「광산란방식」을총칭「광학식」이라부르고있습니다.

～ 마찰전하방식과광학식의특성을비교・・・각기의우위성 ～

명 칭 측정원리 ·방법 특 징

광학식 광량의변화 (감소) 양을
측정

・전문지식의습득이필요

・사용환경이제한됨

・유지보수가번거롭고부착의영향이
큼 (센서부분청소및광축조정등)

・안전성에대한배려가필요

(레이저광이기때문에단계에따른

관리가필요)

・고가격

마찰전하방식 더스트의접촉에의한
전하의이동량을측정

・전문지식습득이필요없음

・유지보수가간단함

・안전성에대한배려가불필요

・저가격



마찰 전하방식의 우위성

～ 마찰전하방식과광학식의특성을비교・・・각기의우위성 ～

취급이 간단하고 저렴한 가격,
그러나 ··· 검출능력에 차이는 없으며, 부착에 강함

광학방식

마찰전하

더스트농도가 높음
필터파손



사 양

제품타입
일체형 분리형

표준타입 표준타입 고온타입

형식 ＰＦＭ－Ｍ０１Ｅ ＰＦＭ－Ｍ１１Ｐ ＰＦＭ－Ｍ１１ＰＴ

구조
센서부 변환기
일체형 구조 센서부 변환기 별도구조

전원전압 AC80～240V 50/60Hz 변환기로부터 공급

전용신호 케이블 길이 － 표준 5m 부속 (옵션으로 최대 100m 대응 가능)

표시
10 연속 LED 표시

(10 % 간격으로 점등)
－

아날로그 출력 신호
DC4～20ｍＡ

(부하저항500Ω)
변환기로부터 출력

접점출력 신호
상한용 1 , 고장경보용 1 

(접점용량AC250V 2A)
변환기로부터 출력

입자크기 0.3μｍ이상

측정범위 0.1～1000ｍｇ/㎥(참고농도)

측정온도 250℃이하 400℃이하

측정 range 9 단계 전환기능 보유 변환기로 설정

Probe 길이 300～1000ｍｍ



사 양

제품타입 표준 타입 농도 보정기능 타입

형식 ＰＦＭ－ＫＣＵ１１ ＰＦＭ－ＫＣＵ１２ ＰＦＭ－ＫＣＵ１４

전원전압 ＡＣ110Ｖまたは220Ｖ -15～＋10％ 50/60Ｈｚ

단위 % ｍｇ/㎥

접점출력신호
상한용 2 점, 고장 경보용 1 점

(접점용량AC250V 2Ａ)

보정범위 － 0.1～2 .0베（0.1간격）

전원전압 ＡＣ110Ｖ 또는 220Ｖ -15～＋10％ 50/60Ｈｚ

측정 range 9 단계전환기능보유



정 리

마츠시마 더스트 모니터는・・・

◆ 백 필터의 상태를 온라인으로 감시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마찰 전하방식을 측정 원리로 한 「유지 보수성」과 「도입의 용이성」을

겸비한 저비용형 측정기입니다.

◆ JIS Z 8852 (ISO-10155 MOD)에 준한 온라인 감시장치입니다.

◆ 더스트 검출 성능은 고가의 광학식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http://www.matsushima-m-tech.com
sales@matsushima-m-tech.com

본사 / 큐슈 영업소 ☎ 093-691-3731
도쿄 영업소 ☎ 047-424-9901
나고야 영업소 ☎ 052-679-6301
오사카 영업소 ☎ 06-6352-8011

계측✕ 기술로 세계를 향하여

http://www.matsushima-m-tec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