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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CU
PS11 Continuous Particulate Measurement

PM-CEMS · PM-CPMS

SPECIFICATIONS
Measuring Probe: 

Measurement range: 0- 20,000 mg/Actual m3

Scale range: : Dual ranging, user selectable anywhere within the measurement range.

Installation Information:
Pipe size: Mounts into standard 4” (or larger) pipes

Mounting flange: ASA standard 4” (150#) flange (6” OD, with eight, 3/4” diameter bolt holes on 7    “ diameter B.C.)

Probe length: Distance from mounting flange to center of sampling volume - 11”, 36” or 60’ standard

Physical Dimensions:

Optional Equipment:
1. High pressure purge system:

2. High temperature probe option:

3. Output cable:

4. Plant air backup

Probe length plus 30    “  long x 12    ” wide x 18“ high

Weight: 125 - 140 pounds (56.7Kg~63.5Kg)

For process gas pressures in excess of + 130 mm H2O

For temperatures from 260℃ up to 375℃ maximum

Complete with connector, lengths to 500 feet.

Detection limit : 0.5mg / Am3

Stability : Zero and Span Drift
Short term(2Hr.) - Less than 1% full scale / Long term(24Hr.) - Less than 2% full scale 

 

Response time:

Calibration : Internal system automatically performs a low level (Zero) and upscale Span cycle at intervals 
initiated by internal clock or by external data system command (contact closure). 
External calibration tube provides traceable values for reference calibrations and instrument audits.

Approximately 3 seconds

Ambient temperature: -30℃ to 55℃
Process gas temperature: to + 260℃ standard, to + 375℃ with high temperature probe option 

Process gas pressure: to + 130 mm H2O standard
to + 375 mm H2O w/ High volume purge blower option 

Process gas velocity :  Instrument operation is independent of gas velocity.

Power requirements: 110± 15 Volts AC, 60Hz, 6A. ( 220V, 50Hz option)

Output: 4-20mA, 0~5V  maximum resistance.

Remote Controller Unit
Sensor Channels : 1

Display :  7” TFT  Touch Screen LCD  

4-20mA Outputs : 1 ch 

Filter Diagnostics : Pulse-log review

Data Logs : Depends on log rate
10 days @ 1 sec

Ethernet : 1 port

Outputs  : 1x RS485 , 1x RS232 

Size (H x W x D) 19’ Rack Mount type 4U (8.7 in. x 4.8 in. x 3.2 in ) 

Power : 100-240 V AC, 0.6A 

103A ELZA DRIVE, OAK RIDGE, TN 37830-7214, U S A
TEL: 1-865-272-3526 / FAX: 1-865-272-3526 
Web: www.sptcusa.net / E-mail: sales@sptcusa.net



P-5CU 신규 광산란 먼지측정기
가장 낮은 농도의 먼지에서도 고감도 측정

P-5CU PS11 Continuous Partic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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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CU

SPTC

SPTC

P-5CU 7”  Touch screen Control Panel

7inch Touch screen
TFT-LCD displays  the instrument  out-

P-5CU

1. Wide measuring range : 
0.00~20,000mg/m3

2. Data logging up to 10days @1sec

3. Wide screen, 7 inch touch screen

4. Graphic function

5. Various I / O support

Features

다음은 기기가 성공적으로 적용된 응용분야 및 산업입니다. Uses a 7inch large touch screen , LCD graphics 
display with English language,
menu-driven screens, providing ready access to all 
information needed for full use of the system. 
In addition, the user can graph up to 10days per 1sec
of a selected parameter, such as:
• Instantaneous dust concentration , average dust 

concentration
• Calibration values

(zero, upscale, or dust com pensation)
The touch screen ensemble inlaid under a 
tough, hard coated, scratch and chemical resistant 
coating, can be used to:
• Display dust concentration on a mg/m3 or gr/cf basis
• Identify the cause of an alarm or malfunction
• Confi gure the relay outputs
• Confi gure the analog outputs

• Edit parameters such as voltages, currents and gains
• Set alarm values for dust concentration, zero cal and 

upscale cal
• Load correlation curves for particulate concentration

Ethernet Interface

The P-5CU Enhanced Remote Panel now features a 
10/100 Based Ethernet interface as standard equipment.
This capability provides a multilevel password protected 
 user interface to TCP/IP networks such as LAN’s or 
 the Internet.
Client side user interface access is via standard 
web browsers.
Simultaneous Modbus TCP access to instrument 
parameters and emission data is also supported.

P-5CU, Remote Display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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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광학 시스템

모델 "P-5CU"질량 농도 모니터는 LED 광원을 사
용하는 광학 장치로, 일반적인 수명은 100,000 시
간을 넘습니다.

방출 된 빔은 광학적으로 정의되고 기기 프로브 
외부의 샘플링 볼륨을 통과합니다. 여기서 입자상 
물질은 입사광 산란을 유발합니다.

후방 산란 된 빛은 검출기에 집중되어 전기 출력
으로 변환됩니다 (그림 1 참조). SPTC의 광범위한 
개발 프로그램은 기기의 출력이 광범위한 입자 유
형 및 크기에 대한 질량 농도에 비례하도록 독창
적인 디자인을 만들어 냈습니다. 

제 2 (기준) 검출기는 방출 된 광선의 일부를 수신
하고, 방출 된 전력의 임의의 변화를 자동으로 보
상하기 위해 비율 회로에서 사용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광학 헤드 어셈블리 (그림 2)
에 포함되어 있으며 스테인리스 스틸 프로브 내부
에 배치되어 프로세스 대기로부터 보호되며 퍼지 
시스템으로 시원하고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응용

출력 배출 감시 - 
목재 및 제지 산업의 전력 및 
복원 보일러

비바람직한 재질 존재 감지 - 
공정 라인; 예를 들어 화학 처
리 공장의 황산 미스트

디자인과 문제해결에 도움 - 
오염제어장비

제어 장치 - 금속 가공 공장
과 같은 제조 공정에서 손실 
된 제품을 최소화

동의 법령 및 CAM 
(Compliance Assurance 
Monitoring)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The new scattered light particulate monitor P-5CU
High-sensitivity measurement even at the lowest concentrations of dust

P-5CU PS11 Continuous Particulate
Measurement

P-5CU

P-5CU

SPTC’s

P-5CU 7”  Touch screen Control Panel

P-5CU

1. 넓은 측정 범위 :
0.00 ~ 20,000mg/m3

2. 초당 최대 10 일까지 데이터 로깅
3. 와이드 스크린, 7 인치 터치스크린
4. 그래픽 기능
5. 다양한 I / O 지원

특징

The light of a white LED diode (eye safe) il-
luminates the dust particles in the measur-

background light in the stack. Straylight 
plus background light are received in 
the integrated detector.

At the same time the detector
receives only the background light from 
the same area of the stack, without the stray 
light portion. 

The background light 
the pure amount of stray light is available. 
Since one parts of the integrated
detector share the same optics unit, no 
adjustment of the beam paths is necessary. 
The P-5CU is ready for operation directly 
after mounting and can easily be operated 
at another measurement point.

Listed below are a few of the applications and industries to which the
instrument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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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연결

P-5CU 마이크로 컨트롤러와의 직렬 통신이 원격
기능을 포함하도록 향상되었습니다.
분리 된 구리 미디어 또는 광섬유 케이블로의
RS-485 변환 옵션을 사용하면 P-5CU를 간단한
RS-232C 또는 RS-485 포트를 통해 ESC 8816
또는 8832 데이터 또는 다른 로거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연결을 통해 데이터 수집 시스템
은 P-5CU에서 데이터를 폴링하고 교정 검사를
시작하며 마이크로 프로세서 생성 디지털 플래그
를 감독 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의 장점에는 스택과 DAS 간의 높은
격리, 현재 루프 범위 문제 제거 및 DAS에서
분리된 I / O 사용 없음이 포함됩니다.
SPTC DAHS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와의 인터
페이스는 SPTC 제품군의 완벽한 표준 프로세스
입니다.

견고한 모듈형 설계

보호 덮개를 제거하면 그림 3과 같이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에 쉽게 접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은 견고한 전천후 어셈블리에서 구성
품을 위한 마운팅 베이스와 스택 플랜지에 부착
하는 수단을 모두 제공합니다.
견고성, 유연성 및 디자인 단순성은 시스템의
주요 기능입니다.

퍼지 시스템

주변 공기는 기기 프레임의 하단에있는 개구부
를 통해 유입되고 교체 가능한 필터를 통해 원심 
송풍기 입구로 전달됩니다 (그림 3 참조).
송풍기의 출력은 공기를 알루미늄 퍼지 튜브로 
보내며, 여기에서 외부 샘플링 볼륨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광학 헤드를 통과하고 프로세스 
가스 스트림으로 배출됩니다.
AC 전원 또는 퍼지 흐름이 손실되면 계측기는 
"실패 안전" 후퇴를 자동으로 시작하여 프로브 
끝의 밸브를 닫고 스택에서 센서를 제거합니다.

교정

"In Situ" 교정은 SS 프로브 끝에 위치한 고유한 
밸브 어셈블리를 통해 수행됩니다 (그림 4 참조).
"Operate" 위치에서, 밴드의 큰 구멍은 방출 된 
광과 후방 산란 된 광을 광학 헤드로 방출합니다.
밴드가 오른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밴드의 중앙에 
있는 작은 구멍이 방출 된 빔을 방출하지만 역광
이 디텍터에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짜 "제로 동작"이 제공됩니다.
밴드의 추가적인 움직임은 광학 헤드에 알려진
반사율의 표면을 제공하여 "스팬"신호를 제공합
니다.

그림과 같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밴드가 
폐쇄 밸브 역할을하여 프로세스 가스 스트림에서 
기기를 밀봉합니다.
밴드의 이동은 퍼지 튜브의 후면에 있는 핸드휠로 
간단히 수행됩니다.

조작

디지털 제어 전자 장치는 밀봉 된 상자에 들어 있
습니다 (그림 5 참조).
7 인치 터치 스크린 TFT-LCD는 메뉴 출력 제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계측기 출력 및 상태를 표시합
니다.
제어 시스템의 작동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메뉴로 
직관적 입니다.
화면을 클릭하기만 하면 시스템 설정, 상태보기, 
교정 또는 유지 관리를 위한 기본 및 하위 메뉴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시스템 설정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액세스
하지 못하도록 암호로 보호됩니다.
새로운 전기 제어 시스템은 작동을 단순화하고 더 
많은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며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을 향상 시킵니다.
작동하려면 전원을 켜고 출력 범위를 설정하고 
기준 및 현장 교정을 수행하십시오.
쉽게 들리나요? 그렇습니다. 몇 분 안에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격 디스플레이 패널

7 인치 대형 터치 스크린, 영어가 지원되는 LCD 
그래픽 디스플레이,
메뉴 중심 화면으로 시스템 전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에 즉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선택한 매개 변수를 
초당 최대 10일의 그래프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 순간 먼지 농도, 평균 먼지 농도
. 교정 값 (제로, 업 스케일 또는 먼지 보정)
터프하고 단단한 코팅, 스크래치 및 내 화학성 
코팅 처리된 터치 스크린 패널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g / m3 또는 gr / cf 단위로 먼지 농도 표시
. 경보의 원인 또는 고장 식별
. 릴레이 출력 구성
. 아날로그 출력 구성
. 전압, 전류 및 이득과 같은 파라미터 편집
. 먼지 농도, 영점 교정 및 고급 교정에 대한 
경보 값 설정

. 미립자 농도에 대한 부하 상관 곡선

이더넷 인터페이스
P-5CU Enhanced Remote Panel은 이제 표
준 장비로 10/100 기반 이더넷 인터페이스
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LAN 또는 인터넷과 같은 TCP /
IP 네트워크에 대한 다단계 암호로 보호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클라이언트 측 사용자 인터페이스 액세스는
표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계측기 파라미터 및 방출 데이터에 대한
동시 Modbus TCP 액세스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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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부천테크노파크 
203동 703호
TEL: 032-234-4444 / FAX: 032-234-3344
Web: www.sptckorea.com / 
E-mail: sales@sptckorea.com

측정 프로브:
측정 범위 :

스케일 범위 :

감지 한계 :

안정성 :

응답시간 :

교정 :

주위 온도 :

공정 가스 온도 :
공정 가스 압력 :

공정 가스 속도 :

전원 요구사항 :

출력 :

0-20,000 mg/Actual m3

이중 범위, 측정 범위 내 어디에서나 사용자가 선택가능

0.5mg / Am3

제로 및 스팬 드리프트
단기 (2Hr.)-풀 스케일 1 % 미만 / 장기 (24Hr.)-풀 스케일 2 % 미만

약 3 초

내부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저레벨 (제로) 및 업 스케일 스팬 사이클을 자동으로 수행
내부 클록 또는 외부 데이터 시스템 명령 (접점 폐쇄)에 의해 시작됩니다.
외부 교정 튜브는 기준 교정 및 기기 감사를위한 추적 가능한 값을 제공합니다.

-30 ℃ ~ 55 ℃

표준 + 260 ℃, 온도 프로브 옵션을 사용하여 + 375 ℃

+ 130 mm H2O 표준
대용량 퍼지 블로어 옵션 포함 + 375 mm H2O

기기 작동은 가스 속도와 무관

110 ± 15 볼트 AC, 60Hz, 6A. (220V, 50Hz 옵션)

4-20mA, 0 ~ 5V 최대 저항

설치 정보:
파이프 크기 :

마운팅 플랜지 :

프로브 길이 :

물리적 치수 :

무게 :

표준 4”(또는 더 큰) 파이프에 장착

ASA 표준 4”(150 #) 플랜지 (6”OD, 직경 8”, 3/4”볼트 구멍, 직경 7”

장착 플랜지에서 샘플링 볼륨 중심까지의 거리-11 ", 36"또는 60 '표준

프로브 길이 + 30.5"길이 x 12.5"폭 x 18"높이

40Kg ~ 47Kg

옵션 장비:
+ 130 mm H2O를 초과하는 공정 가스 압력 용1.고압 퍼지 시스템 :

2.고온 프로브 옵션 :

3.출력 케이블 :

4.플랜트 에어 백업 :

260 ℃에서 375 ℃까지의 온도

길이가 500 피트에 이르는 커넥터로 완성

리모트 컨트롤 유닛
1센서 채널 :

7" TFT 터치 스크린 LCD디스플레이 :

1ch4-20mA 출력 :
펄스 로그 검토필터 진단 :
로그 속도에 따라 다름
초당 10일

데이터 로그 :

1 포트이더넷 :

1x RS485, 1x RS232출력 :

19"랙 마운트 유형 4 U (8.7" x 4.8" x 3.2")크기(H x W x D) :

100-240 V AC, 0.6A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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