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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MK 3000은 DIN EN 50379-2 부분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

ecom-MK 3000은 지속적인 배기가스

배출 모니터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기 및 보일러에 세팅할 경우 반드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해야합니다.

1. 정기적으로 내장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분석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충전을 하십시요)

2. 절대 충전되지 않은 배터리로 장비를 보관하지 마십시요.

다음과 같은 화합물은 측정 후에 장비 내의 잔재 가스를

제거해 주십시오.

- 용액이 포함된 가스와 같은 :

- 세척제

- 지방제거제

- 왁스 광택제

- 접착제

- 포름알데히드, 포르말린

정확한 측정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1분의 신선한 공기 교정

-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한 측정 시간 2분 정도.

중요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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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공기 배출구

공기 펌프를 위해 신선한 공기 배출구를

막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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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케이스의 사용 설명서

ecom-MK 3000은 하드쉘 휴대용 케이스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측정하기 전 다음과 같이 장비를 준비하십시오:

- 잠금/해제를 당겨

- 장비를 들어올리고

- 핀을 잠금/해제와 맞물린다

잠금/해제(앞으로 당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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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MK 3000 은 자동 회전 지지대에 자석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분리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 왼쪽 손으로 자동 회전 지지대 (자석) 를 유지

- 오른손으로 손잡이용 고리를 잡고

- 당겨서 자동 회전 지지대 (자석) 에서 장비를 분리

자동 회전 지지대 (자석) 에 장비를 다시 고정시키려면 자동 회전 지지대 (자석)

하단에 있는 두 개의 고정용 볼트 자석에 본체 하단에 있는 두 개의 구멍을

맞춰 놓아야 합니다

하드쉘 휴대용 케이스

자동 회전 지지대 (자석)

고정용 볼트 자석

손잡이용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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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Pa 압력 센서

연결부분 연결부분

AUX

연결부분

USB 응축수 트랩과

연결부분 응축수 패드

멀티미디어카드

공기 온도 삽입구

연결부분

draught

연결부분

가스 온도

연결부분

샘플 가스

충전기 연결부분

연결부분

1. 가스분석기 디자인

응축수 트랩

(Peltier Cooler 포함)

작은 먼지필터 포함

(옵션)

IR 프린터용

다이오드

그래픽

디스플레이

충전표시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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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키

Keyboard

측정값 저장

숫자 입력에 사용됩니다

입력 모드에서 키는

Enter 키

(선택을 확인)

ESC 키

(그만하기, 나가기 메뉴)

방향 키

(위/아래/왼쪽/

오른쪽/스크롤)

(기능은 화면에 표시)

기능 키 정보 키

(관리 메뉴에 접근)

전원 키

(인쇄 메뉴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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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

Peltier element

주기적으로 작동하는 연동 펌프에 의해 배출됩니다.

가스의 열 손실에 의해 발생된 응축수는 용기에 떨어지고 있어 호스에서

수직으로 강제 환기를 통해서 운반됩니다.

열을 방출하고 외부 cooling body 로 전달합니다. 이 열은 주변의 공기로

배출구

자동 응축수

수증기 이슬점(35-65℃) 이상의 온도와 배기가스는 긴 가스 경로를 통해

열전도율이 좋은 금속으로 표면이 코팅 처리된 본체를 통해 나선형으로

흐릅니다. 이 가스는 메탈 본체의 열을 방출합니다. 연속 전류에 의해

선택하여 <Enter>키를 누릅니다(설명과 같이 절차를 반복하여 펠티어

쿨러를 작동시킵니다).

흐르는 Peltier element (반도체 냉각 성분)의 열은 두 번째 금속 본체와

(차가운 바람) 열전달을 발생시키며, 가스에 의해 흐르는 금속 본체의

측정 메뉴에서 <Enter>키를 누르고, 다시 메뉴 항목 „Peltier I/0“ 을

펠티어 쿨러는 배터리 모드에서 해제 할 수 있습니다.

Peltier element 를 통한 전류의 흐름은 WARM (뜨거운 바람)에서 COLD

cooling ribs 이 달린 환기구로 연결됩니다.

2. 가스 냉각 쿨러(옵션) : Gas Cooler (option)

COLD

W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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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Accu 5.4 V를 통해 전원 작업이 가능합니다: 분석기는 외부 충전기를

됩니다.

"Control"). 배터리 경보는 „Accu “의 값이 5.7 V 보다 작을 때 활성화

배터리의 충전 상태는 화면의 전압 표시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메뉴

를 통해 잠시 동안 작동이 가능합니다(6 V; 3.8 Ah). 배터리는 분석기

MK 3000은 외부 충전기와 함께 제공합니다. 또한 분석기는 내부 배터리

최소 2GB ~ 최대 64GB 까지

PC 그리고 rbr의 카드 리더기

rbr 의 SD 또는 MM 카드

카드 포맷 64비트 FAT

사용한 배터리는 세일국제무역으로 보내주시거나

공공 재활용 업체 또는

배터리를 판매하는 가게에 파시면 됩니다 !

화면에 해당 메시지(음향 경보 및 화면 표시)가 뜨면 재충전해야합니다.

혹은 Belkin이나 SanDisk 제품

다음은 멀티 미디어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리더기를 통해 PC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데이터 포맷의 안내는 부록에서 찾을 수 있으며, 파일은 카드

멀티 미디어 카드에 측정 값을 텍스트 파일(J2KDV.txt) 형식으로 저장

통해 전원을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3. 전원 공급 장치 : Power Supply

4. 데이터 메모리 : Data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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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 analysis(가스 분석) : 가스 분석을 시작합니다.

- Soot...Oil trace(매연…기름 파생) : 매연 측정 결과를 입력합니다.

- Data processing(데이터 처리) : 할당 측정 / 데이터 전송합니다

(단 삽입된 카드만)

- Adjustments(설정) : 장비를 설정합니다.

- Control(관리) : 장비의 작업 상태를 확인합니다.

- Diagnostics(진단) : 연소기 읽기 (단, ecom-AK 와 같이) /

delta-T 측정 / 열 체크 /

4 Pa 테스트

않도록 조심해서 삽입합니다.

같습니다. 카드를 세워서 밖으로 나오지

멀티 미디어 카드 삽입은 오른쪽 그림과

데이터 기록 중일 때는 절대로 메모리 카드를

강제로 꺼내지 마십시요.

모든 자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연소 플랜츠로 고체 연소를 가열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제시한 시간으로 필터링 시스템을

사용하셔야합니다.

장비를 작동(<I/0> 키)시키면 메인 메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6 개의 하위 메뉴와 다음의 기능들이

화면에 표시됩니다(표시되지 않은 하위

메뉴들은 방향 키를 사용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교정이 끝나면 항상 프로브를

배기 파이프 안에 넣으십시요!

5. 기계 전원 켜기 : Instrument Start

카드 삽입 : Card insert

Gas analysis

Soot..Oil trace

Data processing

Adjustments

Control

Diagno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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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샘플 데이터를 특정한 플랜트에

할당하고 싶다면 <F1> 키를 누릅니다.

(<F4> = NO -> 할당없이 측정이 시작

같은 연료 종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uely types acc. to 1st BImSchV

Fuel oil (B) (연료유)

Natural gas (B) (천연 가스)

City gas (B) (도시 가스)

측정을 시작하려면 커서 키를 사용해 하위 메뉴의 "Gas analysis" 선택

됩니다).

Coke oven gas (B) (코크스(석탄으로 만들어진 연료) 가스)

Liquid gas (B) (액체 가스)

화살표 키를 이용해 연료 종류를 선택 후

<Enter>를 누릅니다. 기계는 사용자에게

데이터 뱅크 사용 여부를 물을 것입니다.

후 <Enter>를 눌러 확인하십시오. 장비는 1분 동안 교정을 시작하며,

화면에는 Fuel selection table(연료 선택 테이블)이 뜰 것입니다. 다음과

Fuel type

Fuel oil (B)

CO2max A1 B
15.4 0.50 0.007

Select: 

Do you wish to

use the data

processing?

JA

Auswählen: <>!

N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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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ip:

-

-

-

-

-

임의적으로 숫자를 (최대 16 숫자) 입력:

Record number는 나중에 찾기 쉽게 날짜로 설정하시기를

추천합니다(날짜마다 검색).

방향 키<Up/Down>으로 텍스트 라인 1을 선택 후<Enter>를 누릅니다.

이미 저장된 플랜트 데이터 불러오기 및 새로 만들기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Create new : 새로 만들기 (MM카드는

자동 선택됨): 새 파일을 만들려면 숫자로

된 번호가 할당되어야 합니다.

방향 키<Up/Down/Right/Left>를 사용하여 해당 글자(검정색 배경

으로 표시된 선택 문자)를 선택.

원하는 글자가 완성될 때까지 절차를 반복합니다.

키보드에서 <F3>를 누릅니다 ( 4가지의 키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향 키<Up/Down/Right/Left>로 원하는 문자(검정색 배경으로

표시된 선택 문자)를 선택하십시요.

<Enter>를 눌러 원하는 문자를 실행합니다(필요한 경우 <F2>를 눌러

(최대 6줄 20자)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제: "25.09.2009"

<Enter>를 눌러 원하는 문자를 실행합니다(필요한 경우 <F2>를 눌러

마지막 글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번호가 완성될 때까지 절차를 반복합니다.

„Create new“를 선택 <Enter>를 누른 후

마지막 글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F1>키를 눌러 확인한 후에는 소프트웨어의 키보드로 글자 입력 및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6. 연소 설비의 입력 또는 선택 : Input or selection of combustion plants

Selection upon:

Search word

Memory number

Create new

Quit with: 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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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Memory number “를 선택 <Enter>로

확인하십시오. 임의적으로 데이터 레코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스 분석 시작을 위해 <ESC>를 누른다.

문자를 선택해 <F1>으로 돌아가 다음 라인을 위해 프로세스를 입력

<ESC>로 입력을 종료하면, 다음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 레코드가

활성화됩니다. <ESC> 누르면 가스 분석 메뉴로 돌아갑니다.

Memory number : 이미 장비 안에 저장

된 경우 플랜트 점검은 레코드 번호에

글자 수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원하는 글자 선택을 위해 <F4>를 누릅니다.

방향 키<Right/Left>를 이용해 교정이 필요한 문자를 고친다.

올바를 문자를 <F4>로 활성화.

예제 : Record number 3은 "3" 식으로

따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데이터 입력이 완료되면 <Enter>키를 누릅니다. 방향 키<Up/Down>

으로 레코드 번호를 활성화합니다.

<F1>는 첫번째 레코드번호를 선택할 때 누르고, <F2>는 마지막

레코드 번호를 선택할 때 누른다.

<F4>는 레코드번호의 내용을 삭제할 때 누른다.

기록된 번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Enter>를 누른다.

합니다.

Search word

Memory number

Create new

Selection upon:

Quit with: ESC

Input number

3

Please use the
numerical k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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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올 수 있습니다

<ESC>를 눌러 측정 데이터에서 나가고 현재 데이터의 레코드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방향 키를 사용해 5개의 화면 페이지로

(F1키로 선택을 시작하고 F2키로 선택을

마칩니다). <Enter>를 사용하여 원하는

데이터 레코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플랜

트의 마지막 측정은 <Enter> / „ View

memory “ / <Enter> 순으로 눌러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측정 및 계산된 값들은

사용해 플랜트 코드와 연관 3글자 입력:

예제 : "25.09" 플랜트 코드는 25.09.2009

입력 완료 후 <F1>을 눌러 검색을 실행

합니다. 이에 일치하는 모든 것들을 찾아

내고 필터링합니다 . 방향 키를 사용해

찾아낸 것들을 하나씩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arch word(글자 찾기) : 만약 플랜트 코드를 알 경우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저장된 플랜트 데이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Search word"를 선택 후 <OK>를 누릅니다. 소프트 웨어 키보드를

측정 값이 중간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Memory number 1

25.09.2009

O2 value in air

O2 value in air 12:15 25.09.09
Memory number 1

O2

CO

Draught

Soot..Oil trace

Soot..Oil trace 12:15 25.09.09
Memory number 1

Boiler temp. : 65°C
1.Soot meas. : 0.5
2.Soot meas. : 0.3
3.Soot meas. : 0.7
Oil trace : NEIN

dT-measurement

dT-measurement 12:15 25.09.09
Memory number 1

T1 70.4 °C

T2 56.3 °C

dT 14.1 °C

CO measurement 12:15 25.09.09
Memory number 1

O2

CO 0%

CO

Exc. air

17.5 %

738 ppm

123 ppm

7.00

Gas analysis 2:15 25.09.09
Memory number 1

O2
CO2
CO
Eff.
Losses
Exc. air
T.Gas
T.Air

3.2 %
13.1 %

0 ppm
92.5 %
7.5 %

1.18
184 °C
20 °C

19.5 %

3 ppm

0.01 hPa

Memory number 1

25.09.2009
12:15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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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값 저장 및 인쇄

<F2> 키

CO sensor 해제 버튼

<F3> 키

쿨러

ON/OFF 스위치

(메모리 보기), Display values(디스플레이 값), Fuel type(연료 종류),

<F2>는 측정 값을 중간 메모리로 저장과 동시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F3>은 높은 농도로 부터 센서를 보호하기 위해 CO 센서의 전원을

끌 수 있습니다.

<F4>도 „Standby“(설정 부분 참조) 이전에 선택한 항목을 측정 값에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한 메뉴 항목 위치: Soot…Oil trace(매연…기름 파생), Data proce-

ssing(데이터 처리), View memory(메모리 보기), Display values(디스

플레이 값), Fuel type(연료 종류), Efficiency (K)(효율성(K)), Internal(내부),

Adjustments(설정)(<F1>과 함께 디스플레이 값으로 돌아가기)

trace(매연…기름 파생), Data processing(데이터 처리), View memory

측정 값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메뉴 항목 위치: Soot…Oil

Efficiency (K)(효율성(K)), Internal(내부), Adjustments(설정). 또한, 모든

메뉴 항목에서 <F1>으로 측정 값 화면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F1> 키

단축키

1분의 교정 단계 후 기계는 측정 모드로 전환됩니다. 스위치는 가스

측정값이 바뀐다. 가스 측정 값은 4개의 화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방향 키를 사용해 페이지를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F1>은 „Standby(대기모드)“ (설정 부분 참조) 이전에 선택한 항목을

<F4> 키

단축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측정을 한 후(최소 한 시간 후에) 기계를

재교정을 해야합니다.

7.1. 가스 분석 : Gas analysis

7. 배기 가스 측정 : Flue Gas Analysis

O2

CO2

T.Gas

T.Air

BImSchV

3.2 %

13.1 %

184 °C

2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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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Protection bow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화살표가 아래쪽 방향으로 표시되면,

프로브를 빼내서 core stream 및 온도를 낮춥니다. 만약 최소 3초 동안

온도 변화가 없으면 동향 표시가 사라집니다.

<Enter> / „Display values“ / <Enter> 순으로 눌러 기능을 활성화

합니다.

방향 키(위/아래)를 이용해 라인을 선택.

방향 키(오른쪽/왼쪽)를 이용 원하는 매개의 변수를 선택하십시오.

모든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Enter>키를 눌러 기능을 비활성화합니다.

장비에서 „Connection gas“로 샘플링 튜브를 연결합니다. 배기 가스로

가득 둘러싸여진 열전지에 샘플링 프로브를 배기가스 경로에 놓는다

(도면 참조).

Core stream search (주요 흐름 검색)

배기가스 경로(가장 높은 온도 부분에 프로브 배치)의 Core stream(주요

흐름)에서 측정을 시작합니다. T.Gas에 대한 동향 표시가 Core stream

찾기를 쉽게 해준다. 화면에 화살표가 위쪽 방향으로 표시되는 동안은

측정된 온도가 상승한 것이며, 이것은 probe tip이 core stream 중앙으로

화면 페이지의 측정 및 계산된 값(가스 분석 하위 메뉴)의 위치 선택은

자유입니다. 기존의 명령 또는 조합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

하십시오:

Gas stream

O2
CO2
CO
Eff.
Losses
Exc.air
T.Gas
T.Air

BImSchV

3.2 %
13.1 %

0 ppm
92.5 %
7.5 %
1.18
184 °C
20 °C





Probe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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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측정 값을 중간 메모리로의 기록과 인쇄를 동시에 해야한다면

<F2>(중간 메모리 전체 내용이 인쇄됩니다)키를 누릅니다.

저장됩니다.

측정 값이 중간 메모리에

됩니다. 이 경우는 화면에서 „Efficiency(효율성)“ 다음에 (K)가 표시될 것

입니다.

정확한 측정 값은 짧은 가스 수송을 위한 지연 시간과 센서에서 안정적인

전기 화학 반응을 구축 후 화면에 표시됩니다. 시간은 약 1~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기록 및 인쇄,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값이 바뀌지 않을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에 여전히 2 ppm 이상의 편차가 가스 값에

의해 발생하면 배기 가스 경로는 불안정한 압력 상태가 됩니다.

O2 < 20,5 % and T.Gas - T.Air > + 5 ℃

측정 값이 안정적인 경우 결과를 인쇄할

수 있으며, 중간 메모리(주의: 가스 분석 및

CO 측정 값 따로따로 저장한다) 로 값을

전송하려면 <Record>키 (디스크 아이콘)

를 누릅니다. 값이 저장되면 나중에 인쇄

가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마지막 데이터

레코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효율, 손실, 공기 과잉과 dew point 값이 계산됩니다. 이것들

은 산소 및 온도와 같은 기본적인 매개 변수에 대한 실제 값이 있는 경우

에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dew point 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Adjustments" 메뉴에서

현재 기압 압력의 공기 압력값이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온도가 dew

point(25~65℃ 사이)보다 아래로 떨어질 경우 효율이 응축으로 계산

O2
CO2
CO
Eff.
Losses
Exc. air
T.Gas
T.Air

BImSchV

3.2 %
13.1 %

0 ppm
92.5 %
7.5 %
1.18
184 °C
2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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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값이 중간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7.2. CO 측정 (가스 경로 검사) : CO Measurement (gas path check)

계산된 값은 „CO 0 %“라인에 해당하며

측정된 CO 농도의 O2 농도는 0% 의 양인

배기가스 부피와 같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배기가스의 순수 CO 농도입니다. 값 표시

가 안정되면 <Record> 키를 눌러 결과를

중간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 만약 값의

인쇄와 기록을 동시에 해서 중간 메모리에

저장하려면(중간 메모리의 전체 내용이

인쇄됩니다) <F2> 키를 누르면 됩니다.

장치가 균질이 더 이상 없는 가스 상태가 되는 이유는 이차적인 공기와

반복적인 Core stream 측정이 불규칙해질 수도 있으며 배기 가스의

분석은 배기 파이프의 총 지름에 따라 시작됩니다. multi-hole probe

(추가 주변기기)는 sampling probe 로 쓰입니다.

CO sensor는 과부하로부터 내부 프로그램에 의해 보호됩니다. 20000

ppm의 최대 값을 초과할 경우, 두 번째 펌프 전원이 켜지면서 센서는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충분한 정화 시간 후 <F3>으로 센서

안정성 측면을 관리하는 가스 경로 검사는 종종 CO 측정으로 불리우며

가스 화력 발전소의 안정성 검사를 위해 쓰입니다.

이로써 가스 채널 안에 있는 CO 농도 유동 안전 장치와 값이 계산됐을 때

측정할 수 있습니다(배기가스에 남아 있던 O2 농도 = 0%). 유동 안전

측정모드로 재전환합니다(여기서 x는 CO 뒤로 사라진다). „Adjustments“

/ „Internal“ / „CO-Automatic“ 에서 „Yes“ 선택하면 CO sensor 측정을

자동적으로 전환). <F3>으로 측정 시스템에서 센서를 직접 해제할 수

있습니다.

O2

CO

CO

Exc. air

CO-Messung

17.5 %

738 ppm

123 ppm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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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측정은 연소 기기에서 실행하는 응축 오븐과 같다. 이것은 연소공기

(O2 농도감소/CO 농도 증가)로 배기가스 여부를 결정하므로 연소의 품질

이 분 석 을 위 해 서 는 multi-hole probe

(옵션)를 사용하여야 한다. 압력 조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값 표시가 안정되면

영점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센서의

7.4. Draught 측정 : Draught Measurement

찬바람 상태의 동향 표시 안에 있는 배기 채널은 이미 가스 분석 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뚝의 찬바람 값은 <Record>

키를 이용해 가스 값이 함께 저장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압력 센서가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 민감함으로 인해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따라서 정확한 측정을 위해, 샘플과 측정 값을 구하기 전에 센서를

재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cord> 키 를 누 르 면 결 과 가 중 간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값의 출력과 동시에

중간 메모리로의 기록 저장을 실행할지는

<F2>를 누르면 됩니다.(중간 메모리의

전체 내용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에 영향을 미칩니다.

7.3. 산소 체크 : O2 check

재교정과 함께 잠시 동안 <F4>를 눌러

장비에서 찬바람 호스를 분리합니다. 센서

는 재교정을 해야합니다.

저장됩니다.

측정 값이 중간 메모리에

화면에는 현재 값 뿐만 아니라 센서를 Pressure

Draught -0.12 hPa

Recorded value:
--.-- hPa

O2 value in air

O2

CO

Draught

O2 val. in air

19.5 %

3 ppm

0.01 h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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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값이 중간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측정 값이 중간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가 유량 경로에 위치한 후, 화면에는 속도

(m/s) 와, 유량(Nm3/h)이 표시됩니다. 만약

측정값이 안정되면 <Record>키 (디스크

아이콘)를 누르면 결과가 중간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 만약 값의 출력과 동시에

중간 메모리로의 기록 저장을 실행할지는

<F2>를 누르면 됩니다.(중간 메모리의

전체 내용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찬바람 호스를 연결합니다. 화면에

정확한 측정 값이 뜨고 <Record> 키를

누르는 것으로 저장이 가능하고 중간

메모리 안에 있는 전 결과에 추가합니다.

저장된 값은 화면에 표시됩니다. <ESC>

키를 눌러 Draught 측 정 메 뉴를 종료

합니다.

이 측정은 pitot tube 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이를 위해 먼저 pitot tube 의 피토

계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Adjustments“

/ „ Internal “ / „ Pitot factor “ ). 장비에

pitot tube를 연결한 후, <F4>키로 센서의

영점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F1>키를

누른 후 (유량 계산을 위한) 유량 경로의

횡단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Pitot tube

피토 튜브 연결

7.5. 유량 측정 (옵션) : Flow measurement (option)

Pressure

Draught -0.12 hPa

Recorded value:
-0.12 hPa

Flow measurement

Gas speed 0.3 m/sek

M.Flow 44 Nm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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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파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문서화로 확인할 수 있다:

활성화합니다. 보일러 온도를 입력하면

1-3 번까지 매연 측정값이 뜨며 , 장비

키보드를 사용해 그 밖의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 <Enter>키를 눌러 측정된

데이터 레코드 안에 값을 저장합니다.

하위 메뉴인 "Soot…Oil trace" 는 보일러

온도, 매연과 기름 파생에 대한 측정 결과

를 입력 가능하게합니다. 화면에서 원하는

라인을 선택 후 <Enter>를 눌러 입력을

<Enter> 로 결과를 입력합니다.

("No", "Yes" or "- - - ")

케이스 커버를 고정하기 전에 프로브가 식었는지 확

인할 것 !

모든 입력이 끝난 후 <ESC>키를 눌러 메뉴를 종료합니다. 측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Oil trace" 라인에 커서를 올린다.

7.6. 매연…기름 파생 : Soot...Oil trace

Soot..Oil trace

Select : 

Boiler temp. : 66°C

1.Soot meas. : -.-
2.Soot meas. : -.-
3.Soot meas. : -.-
Oil trace : ----

Soot..Oil trace

Select : 

Boiler temp. : 66°C

1.Soot meas. : 1.0
2.Soot meas. : 0.5
3.Soot meas. : 1.5
Oil trace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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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printout “ 을 누르고 <Enter>를

눌러 인쇄를 시작합니다 (프린터 전용

중요 : 가스 분석이 끝나면, 저장된 값을 멀티 미디어 카드(장비의 중간

메모리)에 저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치를 끄고 나서 손실될 수

소프트웨어 키보드로 6줄의 텍스트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글자를 입력하려면

(„Input text“ <Enter> 를 누른다. 제 7장

7.7. 측정 기록 및 인쇄 : Measurement record and printout

은 멀티 미디어 카드를 이용해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M“ 그리고 <Enter>를 눌러 내장 메모리

또는 멀티 미디어 카드(측정 모드에서

"디스크 아이콘 " 이 검은색으로 표시

됩니다)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글자 입력

장비)

<ESC> 를 눌러 가스 분석 메뉴로 돌아

갑니다.

„View memory“ , 기능 „Memory -> M“

및 „Input text“ 또한 <Enter>키를 사용하

있습니다.

<Print> (프린터 모양) 키를 눌러 인쇄

메뉴로 들어갑니다. 한번 더 („View me-

mory “ , <Enter>) 순 으로 누르고 방향

키를 스크롤해서 쓸 수 있습니다)샘플

참조)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Memory ->

측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Start printout

View memory

Memory -> M

Input text

--ECOM-MK 3000--

Select : 

Start printout

View memory

Memory -> M

Input text

--ECOM-MK 3000--

Select : 

Start printout

View memory

Memory -> M

Input text

--ECOM-MK 3000--

Select : 

Start printout

View memory

Memory -> M

Input text

--ECOM-MK 3000--

Sel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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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9 = 59 min : 59 sec = 최대 값

Printer = 기록 측정은 평균값에

사용됩니다.

„Measurement time“ 과 „Scanning“ 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신선한 공기 교정을 실행한 후, 메뉴 항목

에서 „Mean values“ 을 선택합니다. 평균

값을 측정하기 전에 „Measurement time“,

"Scanning", "Printer" 및 "Storage" 을

선택하거나 필요한 경우 설정을 변경해야

한다.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Measurement time = 평균값이

샘플링 되는 동안의 시간 범위

Scanning = 평균값 계산에 고려하여

측정 시간 사이의 간격

<Enter> 키를 눌러 확인합니다.

8. 평균값 측정(옵션) : Mean Value Measurement (option)

평균값 측정 기능으로, 측정은 프레임과 평균 값을 계산할 수 있고, 조정

시간내에 샘플링 할 수 있습니다. 몇몇의 측정 값이나 평균값 결과는

7 장에 설명된 것처럼 지정된 저장소를 선택해서 저장해야 합니다.

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Store” 기능이 활성화 된 경우, 이 저장 장소에 따라 모든 측정은 다음

저장소 연속적으로 기록됩니다. “Store” 기능이 활성화되에지 않은 경우,

평균값 결과는 <Print> / „Memory -> M 와 MMC (멀티 미디어 카드)

Store = 평균값 계산에 대한

모든 측정은 저장됩니다.

메뉴를 선택하고 <Enter>를 누릅니다.

숫자 키를 이용해 원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0.01 = 1 sec = 최소 값

Gas analysis

Mean value

Soot..Oil trace

Data processing

Adjustments

Control

Diagnostics

Start measurement

Measurement time

Scanning

Printer

Store

Mean values

Sel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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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measurement ’ / <Enter> 로 확인

하면 측정 값의 계산을 시작합니다. 디스

플레이의 실제이평균값 (커서 키

<up/down>으로 새 측정 값 업데이트 /

실제 값으로 전환)이 표시됩니다. 그것은

커서 키 <right/left>으로 값을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 <F2> 키로 중단할 수

있으며 <F4> 키로는 측정을 중지합니다.

„Printer“ 의 설정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메뉴를 선택하고 <Enter>를 누릅니다.

방향 키를 이용해 원하는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Enter>키를 눌러 확인하십시오.

„Store“ 의 설정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메뉴를 선택하고 <Enter>를 누릅니다.

<F1>키를 이용해 저장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F4>키로 저장 기능을 비활성화합니다.

측정 시간이 완료되면 모든 평균값과 결과의 프로토콜을 인쇄 할 수

있습니다(프린터 전용 장비 - <Print>키).

O2 3.2 %
CO2 13.1 %
CO 0 ppm
Eff. 92.5 %
Losses 7.5 %
Exc. air 1.18
T.Gas 184 °C
T.Air 20 °C

Mean value
15:3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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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m = volume concentration (parts per million) 부피 농도 (백만분 1)

- mg/m3 = mass concentration per volume unit 부피 단위 당 질량 농도

- mg/kWh (원액) = mass concentration per power unit 단위 당 질량 농도

- mg/MJ (원액) = mass concentration per power unit 단위 당 질량 농도

- ppm (원액) = volume concentration (parts per million) 부피 농도 (백만분 1)

- mg/m3
(원액) = mass concentration per volume unit 단위 부피 당 질량 농도

-

-

-

(<Enter> 키를 눌러 ppm 및 mg/m3 단위 입력):

O2 reference (참조) 값 입력은 O2 ref

하기 원하는 것을 불러옵니다.

수정 가능한 매개 변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커서 키를 사용하여 설정):

가스 농도의 계산:

원액:

입력 기준 산소 농도에 대한 가스 농도의 변환:

단위는 mg/kWh 및 mg/MJ 로 하고 항상 0% O2 로 계산

합니다.

수정 가능한 매개 변수와 수정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표시됩니다. 원하는

라인에 커서를 놓고 <Enter>를 눌러 수정

설정이 가능합니다.

메인 메뉴에서 하위 메뉴인 "Adjustments" 를 <Enter>를 눌러 실행

계산 공식

산소 참조값

ecom-MK 3000의 추가적인 기능들은 전에 설명되었고, 기계에서 다양한

9. 설정 : Adjustments

Einheit

Ref. O2

Fuel type

Air pressu

Set clock

Paper feed

Internal

Select : 

Adjustments

Eref = Emeas ×
21 - O2ref

21 - O2m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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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단축키 (<Enter>키를 눌러 선택):

<F1>키를 눌러 설정 메뉴의 프로그램 열기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화면 대비

(<Enter>키를 눌러 설정):

커서 키를 사용하여 화면 대비 설정

공기압 (<Enter>키를 눌러 선택):

이슬점의 계산을 위해 대기압을 입력한다.

시계 설정 (<Enter>키를 눌러 설정):

커서 키를 사용하여 장비 내의 시계 수정.

용지 삽입 (프린터 전용 장비)

(<Enter>키를 눌러 용지 공급을 활성화):

라인에 맞춰 용지 삽입

내부 (<Enter>키를 눌러 메뉴 열기):

장비 세부 설정:

Key beep

(<F1> for YES / <F4> for NO):

Acoustical signal by key pressing

언어 : 영어 (<Enter>키로 바꾸기):

언어 정보 (3개의 언어를 선택 가능)

연료 유형 (선택 항목에서 <Enter>키를 눌러 선택):

설정된 연료 유형 변경 (예를들어, 통합 시스템에서 측정할 경우).

인쇄 대비

(프린터 전용 장비)

커서 키를 사용하여 프린터 대비 설정

(<Enter>키를 눌러 설정):

Print contrast

Displ. contrast

Key beep

Language: English

F1 Hotkey

F4 Hotkey

Eff. (C)

CO-Automatic

USB

Bluetooth

WLAN

Pitot-factor

Printout

Select: 

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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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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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성 자동 연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접근 점: (YES는 <F1> / NO는 <F4>)

자동 연결 (W.O.): 자동적인 연결 (YES는 <F1> / NO는 <F4>)

채널: 입력 채널 (1 – 13) (<Enter>키를 눌러 선택)

프로토콜의 설정:

Protocol DAS = 프로그램 DASNT를 위한 프로토콜

강화된 Protocol = 프로그램 DAS5를 위한 프로토콜

무선 인터넷 : Wi-Fi (<Enter>키를 눌러 선택)

블루투스를 처음 사용할 때는 연결된 PC에 따라

비밀번호는 "0000"또는 "1234" 입니다

장비로 접근 점 (이동 단말기 연결 전용):

(Wi-Fi 시작/정지: 무선 인터넷 연결의 수동 전환

블루투스 (<Enter>키를 눌러 선택):

커서 키 <Right/Left>를 사용하여 블루투스 인터페이스에 대한

YES = CO sensor 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NO (권장하지 않음) = CO sensor 는 <F3>키로 다시 전환해야

USB 인터페이스 (USB 접속)에 대한 프로토콜 (커서 키 <Right/Left>)의

설정:

Protocol DAS = 프로그램 DASNT를 위한 프로토콜

강화된 Protocol = 프로그램 DAS5를 위한 프로토콜

F4 단축키 (<Enter>키를 눌러 선택):

<F4>키를 눌러 설정 메뉴의 프로그램 열기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효율성 (C) : Efficiency (C) (YES는 <F1> / NO는 <F4>):

응축수 증가와 관계엾이 효율의 계산

자동 CO : CO-Automatic (YES는 <F1> / NO는 <F4>):

CO 정화 설정

USB (<Enter>키를 눌러 선택):

전송 속도 (커서 키 <Up/Down>)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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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자동 연결 (W.O.): 자동적인 연결 (YES는 <F1> / NO는 <F4>)

네트워크 스캔: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검색

(<Enter>키로 선택)

WPA 암호: 선택한 네트워크에 대한 암호를 입력

피토 계수 (<Enter>키를 눌러 선택):

유량 계산 (기본 = 0.93)에 대한 피토 계수 입력

인쇄 (프린터 전용 장비)

측정 프로토콜에 출력하기 위한 텍스트 입력 (8 x 24 자)

(<Enter>키를 눌러 선택):

다음과 같이 1행의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F4>키를 사용하여 문자 선택을 활성화합니다.

<F3>키보드를 선택합니다 (4 개의 키보드 사용 가능).

원하는 문자를 선택하기 위해 커서 키를 사용합니다

(선택된 문자는 검은 색 배경에 의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Enter>키를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원하는 문자가 완료될 때까지 절차를 반복합니다.

1행의 입력이 완료되면, <F4>키로 문자 선택 모드를 비활성화하고

커서 키 <Down>키로 두번째 줄로 이동합니다.

원하는대로 모든 줄의 입력이 완료되면, <ESC>키로 메뉴를

종료합니다.

기존 네트워크와 연결:

(Wi-Fi 시작/정지: 무선 인터넷 연결의 수동 전환

비활성 자동 연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네트워크: 비활성 접근 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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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세일국제무역에 방문하셔서 해당 센서를 교체하셔야합니다.

관리 메뉴는 센서의 현재 상태 값에 대해 알려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화면 2페이지 (방향 키를 사용하여 아래로 스크롤

합니다)에서 확인 가능:

error amount : 오류 값

100% 50% 0%

center : 다음 서비스 센터의 전화 번호

배터리 전압(충전 상태)이 모든 메뉴에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시됩니다:

operation hours :

total : 총 사용 시간

date of the next recommended service

phone number of the next service

마지막 유지 보수의 내역

software version : 소프트웨어 버전

serial number : 일련번호

amount of CO switch-offs :

: 다음 권장 서비스 일

마지막 서비스 이후 작동 시간

10. 관리 : Control

가스 분석을 위한 전기 화학 센서는 프로세스 노화 및 마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샘플 가스의 오염 정도와 노출시간 및 가스 농도,

시간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센서를 모니터링

하고 편차를 해결합니다.

만약 이동과 연관된 측정 오류가 증가할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CO 종료 횟수

O2 10744 mV

CO 7 mV

Accu 6.09 V

Further pages: 

Operation hours : 8.45 hrs

Total : 18.75 hrs

Next unit check : 01.07.10

Service tel. :02371-945-303

Program version :V1.2 19.11.09

Serial no. :MK 3000-0001

CO purges : 15

Error counter : 21

Further pages: 

Operation hours : 8.45 hrs

Total : 18.75 hrs

Next unit check : 01.07.10

Service tel. :02371-945-303

Last service (history)

25.08.09 88 hrs

14.08.10145 hrs

23.08.11205 hrs

19.08.12322 hrs

--.--.--

--.--.--

Further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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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공장 출하시 장비의 초기 설정 중에만 사용됩니다

방향 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레코드 번호

를 선택하고 <Enter>키로 확인.

방향 키를 누릅니다.

(데이터 기록을 위한 레코딩을 위한 MMC (멀티 미디어 카드) 준비).

주의 :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ESC>키를 눌러 종료.

에서 „Data prosessing“ 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Select (선택):

11. 데이터 처리 : Data Processing

만약 MMC (멀티 미디어 카드)가 슬롯에

삽입되면 기록 매체로 사용됩니다. 메뉴

을 할당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7장 참조).

View (보기):

선택한 플랜트의 기록된 값을 볼 수 있습니다(제 7장 참조).

Memory (M):

번호를 기준으로 정렬)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각각의 측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Format:

이 장비는 검색 또는 파일의 생성 측정 값

여기에서 저장된 모든 측정 값을(레코드

Select

View

Memory (M)

Format

DRT <-> PC !

Datalogger

Quit with: ESC

Data processing

Date Fuel type

1 01.09.09 11:01 Fuel oil

2 01.09.09 11:02 Fuel oil

3 01.09.09 11:04 Fuel oil

4 01.09.09 11:07 Fuel oil

5 01.09.09 11:11 Fuel oil

6 01.09.09 11:23 Fuel oil

7 01.09.09 11:44 Fuel oil

8 01.09.09 11:53 Fuel oil

Sel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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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DASNT” 프로그램 및 USB 드라이버는

세일국제무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 불러오기를 사용

합니다 („www.rbr.co.kr“ 홈페이지에서 제공). 기술 데이터 형식에 대한

정보는(소프트웨어의 전송 옵션을 참고!) „Technical Data“ 장을 참조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USB 케이블로 ecom–MK 3000과 PC를 연결한다.

"Load data" 를 선택하고 <Enter>키로 확인한다.

/ 화면 오른쪽 상단에 디스크 아이콘이 나타난다) 중지될 수 있다(멀티

미디어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Record>키로 기록을

중단하고(배기 가스 분석기에서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록

에 대해 하나의 파일이 카드에 기록됩니다. 파일은 연속적으로 번호가

매겨지며(J2KDL - 00.csv, J2KDL - 01.csv 등), PC와 카드 리더기로 전송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록의 길이는 약 500 byte 로, 이것은 32MB

카드에 64,000 건의 측정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이터 로거뿐만 아니라(USB 드라이버 / 1200 전송 /

프로토콜 DAS) “DASNT” 프로그램에서도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여기서, 데이터 기록 장치의 기록이 시작되고("Data logger" 와 <OK>키

하십시오.

(제대로 연결이 될 경우 화면 오른쪽 하단에 "USB" 라고 표시됩니다)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Load data“ 장과 비슷한 절차).

Data logger / 데이터 기록 (선택 사항):

Send data (데이터 보내기):

이 기능으로, 측정 값과 함께 완료된 데이터 기록은 PC 프로그램으로

MMC (멀티 미디어 카드)로 저장 (최소. 1 초 - 최대. 99,999 초):

데이터 로거 기록을 위한 시간 간격을 설정.

표시되는 질문에 YES(<F1>) 대답합니다.

장치 데이터에 저장된 자료(YES는 <F1> / NO는 <F4>)를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PC로 데이터 전송을 시작합니다.

세일국제무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DRT <-> PC!:

Load data (데이터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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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MK 3000

케이블 연결

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 기록 작성은

<Enter>키를 누르면(재설정) 시작할 수

AUX 포트에

있습니다.

head for digital firing automates)에 의해

케이블 전송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를 수신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Fault diagnostic" 을 선택

하고 <Enter>로 확인합니다 . ecom-MK

3000 은 ecom-AK 로 연결을 시도합니다

(메시지 : "검색 중"). 제대로 연결이 되면,

화면에 연소기의 현재 작동 상태가 그래픽

으로 표시됩니다. 작동 상태 (최대 120초)

ecom-AK

12. 진단 : Diagnostics

12.1. 고장 진단 : Fault diagnostic

ecom-MK 3000 은 ecom-AK (read-out

1/0
RM
OV
RZ
BV1
BV2
FL
ErrOFF

OFF

228

D K O 9 7 2 / 2 2

2.3 1.2
모델명

엔진
실행

팬 모터 /
공기압력 스위치

전환

사용 전압 밸브 1
작동

밸브2
작동

점화가
활성화 된다.

불꽃이
검출

현재 불꽃 신호 분. 불꽃 신호

작동 조건(최대 120초)의

기록 :

1/0 = 연속 상

RM = 팬 모터

OV = 예열기

RZ = 점화

BV1 = 밸브 1단계

BV2 = 밸브 2단계

FL = 불꽃 감지

Err = 고장

Reset(재설정) = 신규 기록

작성 시작 (<Enter>를

사용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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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화면에서는 모니터링 시간에 대한 정보 (종류 및 자동 점화에

대한 정보의 양)를 보여줍니다

방향 키 (위/아래)를 사용하여 점화 속도의 추가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의 측면은 현재의 에러를 표시하고, 연소기가 작동

한 횟수를 표시합니다.

연소기 횟수는 전체

또는 연소기의 관리

재설정 이후 시작한

다.

지난 2 에러 (Satronic)

지난 5 에러 (Siemens)

(Right/Left>키를 사용

하여 에러를 교대)

에러 통계

(에러 횟수)

현재 오류

점화 시기 :

점화 자동화

모니터링 시간

양)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화면은 에러 내역에 대한 정보 (종류 및 자동 점화에 대한 정보의

No error !

Number of startups total 677
Service counter actual 142

Further pages: 

Current error

Flame signal during
straylight check
After:00112 sec
Stat :2.2 µA225 V
Total: 46
Straylight: 22
Safety time:9
Loss of flame: 17
FT/LW:0

Select: 

Error history

Safety time (TSA) 4.9 sec
Delay time valve 2 40.0 sec
Pre-ignition time 17.0 sec

Post-ignition time 20.0 sec
Delay straylight sup. 11.5 sec
Straylight supervision 5.0 sec

Rest time TSA (actual) 4.1 sec

Select: 

Timing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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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tics" 하위 메뉴의 "dT measurement" 을 선택하고 <Enter>키로 확인

합니다.

장치는 온도 T1(센서 연결시 „Gas tempe-

rature“ ), 온도 T2 (센서 연결시 „Air tem-

12.3. 열 체크 (옵션) : Heating Check (Option)

열 체크는 전체 난방 시스템 (열 생성, 배포 및 전송)의 에너지를 평가

하기 위한 간단하고 포괄적인 방법이다.

개별 시스템 구성 요소를 측정 및 시각적인 평가를 결합하여 열 전문가에

의해 검사 및 자신의 에너지 품질을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포인트 제의

측면에서 최대 100점까지 수여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에너지 국가로 현 상태의 편차 및 현대화 대책

12.2. delta-T 측정 : delta-T Measurement

이 실시되어 높은 에너지 절약 가능성이 될 것입니다.

perature “ ) 와 두 온도 (T1 - T2) 사이의

차이를 나타낸다. <Memory>키로 측정

값을 중간 메모리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Print>키로 측정 결과를 인쇄

할 수 있습니다.

측정 값이 중간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ecom-MK 3000은 특별한 프로브와 함께

배기 가스 손실, 환기 손실 및 표면 손실의

합니다.

"Diagnostics" 의 하위 메뉴인 "Heating-

Check" 를 선택하고 <Enter>키로 확인

저희 세일국제무역으로 주문하셔야 합니다. 메인 메뉴 항목 "Diagnos-

ecom-MK 3000 으로 미분 온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의 측정을

위해(예를들면 히팅 시스템의 수분 흡입과 수분 반환) 특수 온도 센서는

dT measurement

T1 70.4 °C

T2 56.3 °C

dT 14.1 °C

Gas losses
Surface losses
Ventilation losses
Results
Cancel

Select: 

Heating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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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 가스 손실 측정은 메뉴 항목(8.1 장

참조)을 불러온 후 노심 유량에서 장비의

을 저장한 후 마이너스 포인트에서 측정된

값의 변환은 메뉴 항목 „ Results “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측정 값이 중간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샘플링 프로브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Memory>키 (디스크 아이콘)로 측정 값

표면용 온도 센서

<Enter>키를 이용하여 각각의 입력

창을 엽니다.

숫자 키를 사용하여 값을 입력

<Enter> 키를 눌러 확인 또는:

방향 키를 사용하여 값을 설정

<Right/Left>

크기를 입력해야 합니다.

보일러 규격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F1>

표면 손실 측정은 표면에 대한 특정 온도

센서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것은

보일러 표면 사이의 온도차 및 주위 온도

(대기 온도 센서)를 결정하고, 백분율로

손실을 계산한다. 메뉴 항목을 선택하면,

보일러의 산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

측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보일러의 폭 ,

깊이 , 높이 ( 크기는 면적 계산에 저장

됩니다)를 여기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키 (시작)를 눌러 측정 값 기록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표면의

O2 3.2 %
CO2 13.1 %
CO 0 ppm
Eff. 92.5 %
Losses 7.5 %
Exc. air 1.18
T.Gas 184 °C
T.Air 20 °C

BImSchV

P.Boiler 24.5 kW
Width 1.20 m
Depth 1.20 m
Hight 1.20 m

Modify: 

Surface loss

Start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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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probe : 유량 프로브<Enter> 키를 눌러 확인 또는:

하기 때문에 이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뉴 항목을 불러온 후, 공기 압력, 외부

온도, 보일러의 성능 및 배기 가스 파이프

<F3> (Start + ->) 키를 눌러 실제 측정을

시작합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의 직경을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숫자 키를 사용하여 값을 입력

니다. 압련 센서가 안정화 될 시간이 필요

<F1> 또는 <F2> 키로 측정할 수 있는

표면 (보일러 쪽)을 선택

표면 센서를 장착한다.

<Memory> 키로 온도차를 기록 - 하위

영역 당 최대 10개의 값이 자동으로

평균값을 산출합니다.

또는 <F4> 키로 측정을 삭제

각 영역에 대해 이 절차를 반복

모든 표면 온도가 결정되면, <ESC>키로 메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표면 손실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마이너스 포인트에서 측정된 값의

변환은 메뉴 항목 „Results“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기 손실 측정은 연소기 회로 후 Flow

<Enter>키를 이용하여 각각의 입력

창을 엽니다.

probe (유량 프로브) 30초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측정은 5분 이내로 할 수 없습

방향 키 <Right/Left>를 사용하여 값을 설정

Wid. --- m
Hei. --- m
Surf --- m2
T.S. --- °C
T.A. --- °C
T.S. 21.5 °C
T.A. 21.5 °C

Surface losses

StoreSurfa.

-0-

Wid. 1.20 m
Hei. 1.20 m
Surf 1.44 m2
T.S. 40.5 °C
T.A. 21.5 °C
T.S. 42.5 °C
T.A. 21.5 °C

Surface losses

StoreSurf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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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은 <F1>키 (시작)를 눌러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

하십시오:

flow probe (유량 프로브)에서 호스를 당겨 해제합니다.

측정의 개요는 메뉴 항목 „Results“ 에서 볼 수 있고 <Print>키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압력 센서의 영점 조정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flow probe (유량 프로브)에 호스를 연결합니다.

유량 프로브를 배기관에 연결합니다.

(유량 방향에 대한 표시를 준수)

<F1>키를 눌러 연소기의 전원을 끄거나:

<F2>키를 눌러 타이머(5초)를 활성화하고 경고음 및 연소기의 전원을

끕니다.

30초 후 마이너스 포인트로 변환하여 측정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열 시스템 검사 소프트웨어로 전송됩니다.

또한, 결과는 USB 케이블을 통해 (기본값: 9600 전송 / 프로토콜: 고급)

Gas losses

Surface losses

Ventilation losses 

Results

Cancel

Select: 

Heating Check

Gas loss 2.9 %

Points 2.6

Surf. Lo. 2.29 %

Points 3.4

Vent. lo. 3.11 %

Points 3.0

Quit with: ESC

Heating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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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택된다)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Print>키를

사용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 단자에 capillary hose 연결

„+“ 기준점에 대한 capillary hose 연결 (계단 또는 실외 공기)

최대 전력으로 연속 및 배기 시스템을 운영한다.

연소실의 외부 창 또는 연결 문을 열고, 배기 가스의 정확한 배출을

확인한다.

<F4>키로 압력 센서를 영점으로 한다.

기준점에 대한 capillary hose

방향 키 <F1> (시작)으로 압력 값 기록 시작

(음향 신호를 30초 마다 / <F2>키를 눌러 켜기/끄기)

열려있는 외부 창 또는 연결 문으로 압력을 기록한다.

약 30초 후. 외부 창 또는 연결 문을 닫고 저압을 확인한다.

약 30초 후. 외부 창 또는 연결 문을 열고 영점을 확인한다.

약 30초 후. 외부 창 또는 연결 문을 닫고 저압을 확인한다.

약 30초 후. 외부 창 또는 연결 문을 다시 열고 영점을 확인한다.

약 30초 후. 외부 창 또는 연결 문을 닫고 저압을 확인한다.

12.4. 4 Pa 측정(옵션) : 4 Pa Measurement (option)

오픈된 굴뚝 벽난로와 공기 배출 시스템의 동시 작업은 위험하며, 저압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com-MK 3000은 4 Pa 의 저압 한계 값을 조절하고, 도표의 압력 곡선에

따라 시간 과정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압련 센서가 안정화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측정은 5분 후에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메뉴 항목을

선택하면, 선택한 항목의 측정이 실행됩니다:

측정 시간이 끝나면 도표 (<F3>키로 확대가 1x, 2x, 4x, 8x 되거나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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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압력 테스트 (옵션) : Pressure Tests (option)

1. 테스트 공기 또는 불활성 가스 사용 !

2. „가스 설치를 위한 기술 규칙“ 준수!

Conic test 마개
또는

One-pipe counter cap
또는

고압 시험 마개

연결 호스
(첨부 - 가로대)

ecom-UNO
(밀폐 테스트 및 읽기만)

압력 공기 펌프

연결 호스
(펌프 - 가로대)

안전 밸브

가로대

연결 호스
(ecom-MK 3000/UNO - 가로대)

전기 연결
ecom-MK 3000/UNO

ecom-MK 3000

연결
ecom-MK 3000

(delta p-)

연결 주사기
또는 매연 펌프

연결
ecom-UNO (+)

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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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작동 압력 (10~100 hPa, 기본값 : 23 hPa)

공기 압력 (800~1200 hPa, 기본값 : 1013 hPa)

다음과 같이 모든 매개 변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Up/Down>키로 매개 변수를 선택합니다.

2. <Enter> 키를 눌러 설정을 활성화합니다.

3. 숫자만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4. <Enter>키로 입력을 확인합니다.

메뉴의 „Pressure Tests“ 를 선택하면 미리 설정된 측정 항목 „Pressure

Test“ , „Loading Test“ , „Tightness Test“ 와 „Usage property“ 검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메뉴 항목 „Setup“ 에서 각각의 시험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tup” 메뉴에서 <Up/Down>키로 이동한 후 <Enter>키를 사용하여

메뉴를 활성화합니다. 다음 항목들은 각각의 시험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압력 시험 : Pressure Test

재하 시험 : Loading Test

기밀 시험 : Tightness Test

안정화 시간 (1~10 분, 기본값 : 1 분)

측정 시간 (10~120 분, 기본값 : 5 분)

안정화 시간 (1~10 분, 기본값 : 1 분)

측정 시간 (10~120 분, 기본값 : 10 분)

Test pressure (900 - 1200 hPa, default: 1000 hPa)

Setup

안정화 시간 (1~10 분, 기본값 : 1 분)

측정 시간 (10~120 분, 기본값 : 10 분)

안정화 시간 (1~270 분, 기본값 : 1 분)

측정 시간 (10~240 분, 기본값 : 10 분)

시험 압력 (20~160 hPa, 기본값 : 50 hPa)

시험 압력 (90~160 hPa, 기본값 : 150 hPa)

사용성 검사 : Usag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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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원이 켜져 있을 시)는 <F4>키로 다시 불러오기(물음=아니오) 또는

100 hPa 에 대한 “Pressure Test ” 은 ecom-MK 3000의 측정 루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

상기와 같이 구성 요소를 연결합니다.

메뉴 „Pressure Test“ 로 돌아가려면 <Up/Down>키로 이동합니다.

<Enter>키를 사용하여 메뉴를 활성화합니다.

사전에 시험 압력 (최대. 100 hPa)을 공기 펌프로 구축합니다.

공기 펌프의 연결(볼 밸브)을 중단 및 <Enter>키로 “Pressure Test”

를 시작합니다.

안정화 시간을 기다립니다 (안정화 시간이 끝나면 측정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측정 시간이 끝난 후에, 그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면 <Print>키를

눌러 인쇄할 수 있습니다.

압력 시험 : Pressure Test

적합한 어댑터 (시험 마개, 고압 마개 또는 파이프 카운터)로 도관을

닫습니다.

<F1>키로 새로운 측정(물음=예)을 할 수 있습니다.

메뉴 „Pressure Test“ 를 다시 선택하면, 그 결과(ecom-MK 3000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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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키를 사용하여 메뉴를 활성화합니다.

사전에 시험 압력을 공기 펌프로 구축합니다(상압에서 기기는 경고음

을 보낸다).

공기 펌프의 연결(볼 밸브)을 중단합니다.

안정화 시간을 기다립니다 (압력은 „test pressure +/- 10%“ 범위

메뉴 „Loading Test “ 를 다시 선택하면, 그 결과(ecom-MK 3000 의

내에 남아있는 경우 안정화 시간 동안 측정이 시작됩니다).

측정 시간이 끝난 후에, 그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면 <Print>키를

닫습니다.

ecom-MK 3000 의 AUX 연결 단자에 ecom-UNO 를 연결합니다.

적합한 어댑터 (시험 마개, 고압 마개 또는 파이프 카운터)로 도관을

상기와 같이 구성 요소를 연결합니다.

메뉴 „Loading Test“ 로 돌아가려면 <Up/Down>키로 이동합니다.

전원이 켜져 있을 시)는 <F4>키로 다시 불러오기(물음=아니오) 또는

<F1>키로 새로운 측정(물음=예)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하 시험 : Loading Test

DVGW 에 따라 „Loading Test“ - TRGI 작업표 G 600 (최대 작동 압력

100 hPa) 회선에서 ecom-MK 3000의 측정 루틴으로 저장됩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눌러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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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시간을 기다립니다 (압력은 „test pressure +/- 10%“ 범위

눌러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전원이 켜져 있을 시)는 <F4>키로 다시 불러오기(물음=아니오) 또는

DVGW 에 따라 „Tightness Test“ - TRGI 작업표 G 600 (최대 작동 압력

100 hPa) 회선에서 ecom-MK 3000의 측정 루틴으로 저장됩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ecom-MK 3000 의 AUX 연결 단자에 ecom-UNO 를 연결합니다.

<F1>키로 새로운 측정(물음=예)을 할 수 있습니다.

기밀 시험 : Tightness Test

메뉴 „Tightness Test“ 로 돌아가려면 <Up/Down>키로 이동합니다.

<Enter>키를 사용하여 메뉴를 활성화합니다.

사전에 시험 압력을 공기 펌프로 구축합니다(상압에서 기기는 경고음

을 보낸다).

공기 펌프의 연결(볼 밸브)을 중단합니다.

내에 남아있는 경우 안정화 시간 동안 측정이 시작됩니다).

측정 시간이 끝난 후에, 그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면 <Print>키를

메뉴 „Tightness Test“ 를 다시 선택하면, 그 결과(ecom-MK 3000 의

적합한 어댑터 (시험 마개, 고압 마개 또는 파이프 카운터)로 도관을

닫습니다.

상기와 같이 구성 요소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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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ane (프로판), Butane (부탄), Hydrogen (수소)

VB = V/TM * ((PA + P1)/(PA + P2)-1) * PB/P1 * f

with: VB = 작동 상태에서의 가스 누설량 (l/h)

V = 리터 : 파이프 내부

TM = 시간 : 측정시간

PA = hPa : 기압

P1 = hPa : 측정 시작 부분의 시험 압력

P2 = hPa : 측정 끝의 시험 압력

PB = hPa : 가스의 최대 사용 압력

f = 가스 유형 : 고려 요인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적합한 어댑터 (시험 마개, 고압 마개 또는 파이프 카운터)로 도관을

닫습니다.

다음 식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짐으로써 DVGW 작업표의 TRGI G 624의

과정에 해당된다:

Natural Gas (천연 가스), Air (공기), Town Gas (도시 가스),

메뉴 „ Usage property “ 로 돌아가려면 , <Up/Down>키로 이동

장치의 키패드로 현재의 기압 (PA)을 입력하고, <Enter>키로 확인

합니다.

<Up/Down>키로 가스의 유형 (f)을 선택하고, <Enter>키로 확인

합니다. <Enter>키를 사용하여 메뉴를 활성화합니다.

합니다. 가스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각각의 계수로 저장됩니다:

„Usage property“ 는 DVGW 에 따라 - TRGI 회선에 있는 작업표 G 624

은 ecom-MK 3000에서 측정 루틴으로 저장됩니다. 누설량의 계산은

사용성 검사 : Usage property

상기와 같이 구성 요소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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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12.

안정화 시간을 기다립니다 (압력은 „test pressure +/- 10%“ 범위

눌러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을 보낸다).

공기 펌프의 연결(볼 밸브)을 중단합니다.

내에 남아있는 경우 안정화 시간 동안 측정이 시작됩니다).

측정 시간이 끝난 후에, 그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면 <Print>키를

메뉴 „Tightness Test“ 를 다시 선택하면, 그 결과(ecom-MK 3000 의

<F1>키로 새로운 측정(물음=예)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시험 압력을 공기 펌프로 구축합니다(상압에서 기기는 경고음

„Calculate Volume automatically ?“ 질문에 NO 로 답변.

합니다.

파이프 볼륨 (V) 이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다:

„Calculate Volume automatically ?“ 질문에 YES 로 답변.

상기와 같이 주사기 또는 매연 펌프를 설치합니다.

전원이 켜져 있을 시)는 <F4>키로 다시 불러오기(물음=아니오) 또는

볼 밸브를 열고 압력이 안정화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커서 키 <right/left>로 주사기 또는 매연 펌프를 선택합니다.

<Enter>키로 볼륨 측정을 시작합니다.

주사기 또는 매연 펌프 테스트 볼륨을 중지합니다. 압력 손실은 분당

최소 2 hPa (그렇지 않으면 주사기 또는 매연 펌프 반복 작동)여야

볼 밸브를 닫고 <Enter>키로 확인합니다.

하고 <Enter>키로 확인합니다.

커서 키 <right/left>로 주사기 또는 매연 펌프 선의 번호를 선택

장치의 키패드로 최대 사용 압력 (PB)을 입력하고 <Enter>키로 확인

합니다.

파이프 볼륨 테스트는 (V) 누설량을 계산하는데 필요하다.

ecom-MK 3000 은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

파이프 볼륨 (V) 입력:

장비의 키패드로 파이프 볼륨 (V)를 입력하고 <Enter>키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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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응축수 트랩 (가스 쿨러 악기):

세일국제무역에서만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증은 무효가 됩니다.

이음매에서 응축수 호스를 분리하고 응축수를 배출합니다. 참고 : 응축수

으로 확인합니다. 시간내 트랩을 비우고 습기로부터 장비를 보호합니다.

응축수는 샘플링된 가스의 습기를 모읍니다. 모인 액체의 양을 정기적

호스는 측정하는 동안 이음매에 연결해야합니다!

측정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례 점검을 추천합니다. 과부하(예를

들어 하루 기준 영구적으로 몇시간, 열악한 환경 조건 등)에 따라 짧은

검사 간격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궁금함 점이 있으시면 저희

세일국제무역으로 문의바랍니다.

13. 유지 관리 지침 : Maintenance Tips

TÜV 승인이 만료된 모든 센서 및 다른 제조 업체의

프로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개별 부품 및 조립품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 다음 지침은 당신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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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필터 교체 (가스 쿨러와 장비)

뚜껑을 열어 입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필터가 회색이 될 때 교체해야

합니다(= 매연 지수 2 ~ 3).

Peltier 쿨링 전처리 시스템

응축수(수분) 배출구

응축수(수분) 감지 센서

Water Trap

먼지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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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 약. 20000 mV

그 외 0 mV (+/- 150)

4. 풀었던 나사를 다시 고정시킵니다.

5. 뚜껑을 잠그고 호스를 연결합니다.

센서

세일국제무역에서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산소 센서의 값은 >7000 mV

로 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서비스 센터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CO Sensor 는 내부 프로그램에 의해 초과 값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최대

값 20000 ppm 을 초과하면 제 2펌프가 켜지면서 센서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응축수 패드 (가스 쿨러가 없는 장비)

정기적으로 응축수 패드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또한 교체해야 합니다:

센서는 전원을 켤 때마다 표준 가스인 신선한 공기로 교정됩니다. 센서의

교정 및 보정을 반복하여 오류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 장비는 저희

상태는 영구적으로 장치에 의해 검사됩니다. 시약(산소 센서)의 오염 또는

유량 측정 범위(독성 센서) 이상의 농도의 노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센서의 사용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센서의 출력 값(메뉴

"Control")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연 지수 3 보다 어둡게 오염된 경우

확장자 표시가 "MAX" 인 경우

1. 호스를 제거하고 뚜껑을 풉니다.

다음과 같이 응축수 패드를 교체합니다:

2. 고정된 나사를 돌려서 풉니다.

3. 오래된 응축수 패드를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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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세척 시간 후 (X 는 CO 뒤로 사라진다) <F3>키로 센서 („Adjust-

ments“ / „ Internal“ / „CO-Automatic“ 에서 „Yes“ 로 선택하면, CO

있습니다.

청소는 건조시키거나 따뜻한 물에 불어서 깨끗하게 합니다.

연결 호스의 O-링은 가끔씩 약한 산성 윤활제로 기름칠을 해줘야

합니다.

Sensor 는 측정 모드로 자동 전환됩니다)는 다시 측정 모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센서는 <F3>키로 수동 해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프로브 및 호스

프로브 및 호스는 사용 후 미립자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청소

해야 기기의 조기 마모와 부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장비에서 모든 연결을 해제하면, 호스와 프로브 손잡이를 청소할 수

프린터 용지함의 덮개를 통해 용지를 실행하고, 덮개로 프린터 트레이

를 닫습니다.

프린터 ("Adjustments"/"Paper feed"/<Enter>키로 선택)를 통해 남은

용지를 꺼냅니다.

이전 용지 롤의 플라스틱 통을 제거합니다.

통을 제거한 자리에 용지 롤을 삽입합니다(용지는 안쪽과 마주보게

삽입).

프린터 용지 교체

프린터 덮개를 엽니다(아래로 밀어 잠금).

지정된 용지함에 용지 롤을 넣습니다.

프린터 ("Adjustments"/"Paper feed"/<Enter>키로 선택)를 통해

용지를 약 3cm 정도 출력합니다.

잠금 장치

프린터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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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 0 ... 21.00 vol-% Electrochemistry

CO 0 ... 20,000 ppm Electrochemistry

NO 0 ... 5,000 ppm Electrochemistry

NO2 0 ... 1,000 ppm Electrochemistry

SO2 0 ... 5,000 ppm Electrochemistry

H2S (option) 0 ... 5,000 ppm Electrochemistry

CO% (option) 4,000 ... 63,000 ppm Electrochemistry

CO2 (cal.) 0 ... 20 % Infrared

CH4 (option) 0 ... 100 vol. % Infrared

CO2 0 ... CO2max Calculation

T-Gas 0 ... 500 ℃ NiCr-Ni

T-Air 0 ... 99 ℃ Semi-conductor

압력 0 ... +/- 100 hPa DMS bridge

연소 효율 0 ... 120 % Calculation

가스 손실 0 ... 99.9 % Calculation

과잉 공기비 1 ... ∞ Calculation

CO 희석 (adjustable ref. O2) Calculation

연소 가스 이슬점(dew-point) Calculation

전원 공급 장치 Charger 230 V / 50 Hz~; Battery 6 V / 3,3 Ah

프로토콜 프린터 integral; 58 mm paper width

Indication graphic display; backlit

Dim. (W x H x D) 190 mm x 120 mm x 80 mm

Weight approx. 1.5 kg complete with sampling system

Parameter PrincipleRange

14. 기술 자료 : Techn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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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enu „Control“ all important instrument Where do I find important instrument

15. 자주 묻는 질문 : FAQ

independent of the operating hours and

years. The life span of the O2 sensor is

amounts to on the average between 4 and 6

The following sensors are exchangeable:

- O2 sensor

Which sensors can I exchange?

amounts to approx. 2 years.

by high gas concentrations and a not sufficient

stands you can switch to the second page.

operation hours etc.). With the arrow keys

sensor values, unit number, next service date,

informations are shown (e.g. accu voltage,information?

inaccurately CO2 values!

the MK 3000 by pressing „Enter“. Calculations 

that depents on these temperatures are not

Note: The error messages can be ignored at

This message appears automatically every 12

- NO sensor (pre-calibrated)

- SO2 sensor (pre-calibrated / only together

with CO sensor

the O2 values)

- Pump is not working correctly

- Leakage in the gas way

- CO sensor (pre-calibrated)

implemented.

The instrument shows the error

- Cable is broken (at the plug)

- T-Air sensor is broken

- Thermocouple is broken

- Cable is defective

The instrument shows the error

message „O2 sensor 0 mV“!

The instrument shows the message

ready for use.

Possible reasons could be:

Possible reasons could be:

months or after 250 operating hours. Note:

This is a recommendation to let check the

The instrument shows wrong or

instrument. The instrument is however still

The sensor must be renewed.

and the instrument equipment. The life span ofsensors?

- condensate trap / gas cooler is clogged

„Check required“!

message „T-Gas“ oder „T-Air“!

- O2 is defective (CO2 values are calculated from

The life span depends on the operating hoursHow long is the life span of the

purging. The life span for these sensors

the toxic sensors (CO, NO, SO2, NO2) is aff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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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instrument cannot be

exchanging the accessories (probe, hose, temperature sensor etc.).

If further questions or problems should arise, please contact the next authorised

service centre.

My instrument does not print!

Hint: If you have several instruments of the same type, you can locate an error by

Please check whether the printer paper is

correctly inserted. The thermal printer writes

only on the thermally sensitive side. Please use

always the correct paper for the printer, you

will prevent defects at the printer. Please make

sure that the printer is clean (no chads in the

drive).

You can change the printout

(Menu: Adjustments).

switched on!

(Accumulator could be over-discharged)

Can I change the printout?

- Please check the mains cable

- Please check the fuse

- Please check mains connection (Plug socket

switched on?)

- Please load the accumulator min. 8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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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Description Remark / Example
A Date DD.MM.YYYY (also US-Version)
B Time HH:MM:SS (also US-Version)
C O2 in vol.% 0,0 - 21,0
D CO in ppm 0 - 20000
E NO in ppm 0 - 5000
F NO2 in ppm 0 - 1000
G SO2 in ppm 0 - 5000
H CO converted*
I NO converted*
J NO2 converted*
K NOX converted*
L SO2 converted*
M T .Gas in °C or °F 0 - 500 (US-Version with other range in °F)
N T. Air in °C or °F 0 - 99 (US-Version with other range in °F)
O Draught in hPa 0,00 - 20,00
P CO2 in vol.% 0,0 - 25,0
Q Efficiency in % 0,0 - 120,0
R Losses in % 0,0 - 100,0
S Excess air > 1,00
T Dew point in °C oder °F 0 - 500 (US-Version with other range in °F)
U Poisoning index > 0,0
V O2 (gas channel check) in vol.% 0,0 - 21,0
W CO (gas channel check) in ppm Related to 0,0 vol.% O2
X CO (gas channel check) in ppm Measured value
Y O2 (O2 check) in vol.% 0,0 - 21,0
Z T. Boiler 0 - 999
AA T. Sensor 0 - 99
AB O2 reference 0,0 - 21,0
AC Unit 0=ppm; 1=mg/m3; 2=mg/kWh; 3=mg/MJ
AD Norm N = converted to O2 ref.
AE Fuel type number Index acc. to instrument table
AF Fuel type text Text acc. to instrument table
AG Soot 1 0,0 - 9,9
AH Soot 1 0,0 - 9,9
AI Soot 1 0,0 - 9,9
AJ Oil trace 0=no; 1=yes;
AK 20 characters text
AL 20 characters text
AM 16 characters text
AN Serial number
AO CO (O2 check) in ppm
AP Zug (O2 check) in hPa
AQ CxHy
AR Number copy data
AS T1 (deltaT-measurement)
AT T2 (deltaT-measurement)
AU Velocity m/s
AV CO Environment CH-version = Kind of control
AW free CH-version = Load range
AX Comment text
AY Comment text
AZ Comment text
BA Comment text
BB H2 in ppm CH version = Oil consumption
BC H2 converted* CH version = Thermal output
BD Sensor 6 in ppm CH version = Operation hours counter
BE Sensor 6 converted * CH version = Code

Description of data record ecom-MK 3000 with Multi Media Card
Format data logger records: J2KDL-xx.csv (separation mark between values = comma)
Format punctual measurements: J2KDV.txt (separation mark between values = co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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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dP (velocity) in Pa 0 – 1000,00 
BG Air pressure in hPa 300 – 1100
BH Unit 2 0=ppm; 1=mg/m3; 2=mg/kWh; 3=mg/MJ; 4=ppmN; 5=mg/m3; 6=---

BI CO (Unit 2)
BJ NO (Unit 2)
BK NO2 (Unit 2)
BL NOx (Unit 2)
BM SO2 (Unit 2)
BN Analogue input 1
BO Analogue input 2
BP Sensor 7 in ppm
BQ Meas. gas volume in l/min
BR Free
BS O2 Biogas
BT CH4 Biogas
BU H2S Biogas
BV Pressure Biogas
BW last column 0
* converted to unit (column AC) and converted on O2 ref. (Column AB) when column AD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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