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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 
Super System’s 사의 낮은 범위  노점 분석기  DPC3500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정적인 측정을 위하여 매뉴얼에 따라 안정한 장소에 설치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 성 품  
배송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품을 개봉할 

때 아래의 구성요소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Model DPC3500 12” x 10” x 6”  

 1  낮은 로점 센서 

 20’ 센서 연결선 

 1 외부장착형 조합품 

 1 제품 매뉴얼 

 

구성품이 빠졌거나. 손상되었다면 SSI 혹은 ㈜딕스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SI (800) 666-4330.  ㈜딕스  031-488-8123 

 

설 명 서: 
 DPC3500 은  -148°F 에서 +20°F (-100°C to -7°C) 범위 내  노점으로 샘플 가스내에 

포함되어진 수분함유량을 감지하도록 설계 되어져 있습니다.분석기에서 감지한 

노점을 외부에 장착되어 포함되어진 패널을 통해 화씨나 섭씨로 디스플레이 

되어집니다. 게다가 부가적으로 디스플레이 되어진 것을 데이터의 기록 및 저장을 

위해 DPC3500 은  4-20mA 와 RS232 를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DPC 3500 은 연속적으로 노점을 분석하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반응시간은 

센서에 남겨진 낮은 노점을 가진 샘플 가스의  흐름보다 더 빠르게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센서가 허용되는 노점에 도달하였다면 ( 4℃보다 높은노점), 낮은 

레벨의 노점을 수행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작동과 설치를 적절하게 되었을 때, 외부장착형 조합품(SSI 에서 공급된)을 낮은 

노점의 대기에 센서를 연속적으로 노출을 시켜야 결과적으로 반응 시간을 빠르게 

할수 있을 것이다.  
DPC 3500 은 측정 노점에 의해  게이지에  부식이  되지 않도록  디자인 되어져 있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몇몇의 측정게이지들은  센서에  묻어있는 S03, 높은 밀도의  

NH3, Chlorine , HCL, 와 어떠한 다른 게이지에도 부식을 초래할수 있는 요소들에 

의해  센서의 고장이나  손상을 일으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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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양: 
 
측정 범위                                                         -148°F to +20°F (-100°C to -7°C) 

정 확 성 –75°F to +20°F (–59°C to -7°C)               +/- 1.8°F (+/- 1°C) 

정 확 성 –148°F to –76°F (–100°C to –60°C)   +/- 3.6°F (+/- 2°C) 

출      력                           4 to 20 mA 

디스플레이      °F or °C 

센서 소재      금속화된 세라믹 

센서 보호관      80µ Sintered Metal Guard 

운용 압력                 Vacuum to 5,000 PSIG 

운용 온도                 –40°F to +140°F (–40°C to +60°C) 

셈플 가스 용량        10-15 SCFH (권장사항) 

전      원                              120 VAC, 1 Phase, 60 Hz 
 

운     용: 
DPC 3500’ 센서는 수증기 압력의 미미한 변화가 나타날 때. 그것의 

전기용량을 변화하는 표면을 형성하기 위하여. 도금되어있고. 세라믹판으로  

제조되었습니다.  

이 정보는,센서 끝에서 온도를 읽어내는 것으로써. 로점을 결정하는것으로  

처리 됩니다.. 샘플가스 안의 로점은 전면 판넬에 표시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는 화씨온도와. 섭씨온도를 변환하는 토글 스위치로. 이로 인해서 

전환해서 보여줍니다..  전면 오른쪽에 있는 표시등은 운용 모드표시를 

나타냅니다.  
 

시     작: 
 DPC3500 은  배송 하기 전에 Super Systems, Inc.에서 교정을 하였습니다. 

본체를 적절히 설치가 되기 전에 “배선 연결” 과 “ 샘플 포트 설치”, 

전원은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플로메타는 센서에 샘플 가스를 

대략 10-15 SCFH(0.5-0.7 L/H)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치됨과 동시에 센서는 로점을 끊임없이 읽을 것 입니다. 정확하게 읽는 

것을 안정화기 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센서를 샘플 

포트를 통해서 대략 2 시간 정도 완전히 말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연 

작업은 처음 시스템을 설치를 했을 때 만 하시면 됩니다. 센서에 감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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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 13123 
Remote Mounting Assembly

샘플가스가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그 수치는 일정하게 작동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기중 으로부터 흡수한 수분 있는 공기로 인해. 센서가 

방해를 받을것이며. 샘플가스흡입을 지속적이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고려되어야 할  것 입니다.  

샘플 포트 설치: 

샘플포트는 반드시 본체와 같이 제공된 Remote Mounting Assembly (SSi Part 

Number 13123)  설치 되어야 합니다.  센서 설치를 위한 모든 부품은 키트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감지기에 샘플가스를 도달 

위하여 스테인리스 배관과 이음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유니트를 

설치를 했을 때. 어떠한 누출이든지 부정확한 판독의 

원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이음이분이 정확하게 설치 

되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니트가 운용되는 동안, 샘플가스는 지속적으로 

센서에 불어주고, 배기구를 통해 외부로 나갈것입니다. 

샘플되어지는  가스의 형태는 적합한 안전 예방책으로 

샘플가스를 적당하게 배기를 시킨후 에 샘플링이 수행 

되어져야 합니다.  

 

샘플 관의 재료: 

샘플가스의 수분 함류량이 측정되었을, 샘플가스를 

운반하는 물질이 매우 중요하다. 관을 통한 가스에 

의해서.  수분이 습기 분자의 극성에 의해서 배관에 

끌리는 원인이 될 것이다.. 어떤 수분은 센서까지 상황에 

따라 운반이 안되고 내벽에 남아 있는 경우 생깁니다. 그래서 센서 반응 

시간이 지연시킵니다.  또한, 어떤 관의 재료 (고무, 구리, PVC, etc.) 는 

상당한 압력이 있는 관을 통해 침투되어진 수분이 직접적으로 센서로  통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Super Systems, Inc. 에서는 낮은 로점(below -50°F).  을 측정하기 위해. 

스테인리스를 사용한 튜브 사용을  권장합니다. 샘플링 시스템에 흠 없는 

상태  또한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모든 밸브와 이음 또한 스태인리스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물질에 대한 사전 대응책은  가스의 

수분함유량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센서 이후에 압력이 떨어지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 



 Model DPC3500 
 Continuous Low-Range Dew Point Analyzer 
 PRODUCT MANUAL 

Super Systems, Inc.  DPC 3500  
Manual # 4551A  Page 5 of 6 

교       정: 

DPC3500 은 교정은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표준에 기인합니다.  각각의 센서는 유일한 시리얼 번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 뒤쪽에 위치한 교정시트를 통해 교정 데이터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금속에 입힌 세라믹 습기 센서의 감도 및 복잡성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교정 할 수가 없고. 반드시 SSI 혹은 ㈜딕스 로 

돌려보내서. 재 교정 받고. 다시 증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센서의 교정 

주기는 6 개월로 권장합니다.  모든 센서는 재 교정 필요 없이 교환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판낼이 아니고. 센서만 별도로  재교정을 위해 돌려 보낼 

필요가 있다.  

 

배선 연결: 

센서에 전원과 통신연결은 센서 끝단에 부속된 플러그를 통해 연결된다.  이 

배선들은 이미 SSI 플러그로 묶여 있다. 그러나. 이 전선연결은 참고 

바랍니다. 참고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Sensor Plug Terminal #1:Green Wire (to location #1291 on terminal strip) 

Sensor Plug Terminal #2:White Wire (to location #1281 on terminal strip) 

Sensor Plug Terminal #3:Red Wire (to location #1261 on terminal strip) 

Sensor Plug Terminal #4:Black Wire (to location #1271 on terminal strip) 

 

본체에는 20 feet 센서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 운용되기 

위해. 더 긴 거리를 원한다면 가능하다.  판넬 안쪽에 터미널에 배선이 

필요하다면. 모든 연결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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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패어 부분: 
 

항   목             Part Number 

Factory Calibration & Re-Certification    T.B.D. 

Sample Tubing Assembly      13123 

Sensor Wire (50’)       T.B.D. 

Low Dew Point Sensor      31413 

+15 VDC Power Supply      31330 
Rev. Description Date 

- Initial Release 11/26/01 

A SSi Address Update, General Update 04/14/05 

   

 

2.0 AMP
1000 Line
1002 Neutral
GND Ground

SPARE N/A
1261 Red
1271 Black
1281 White
1291 Green
1331 Positive
1341 Negative
1361 Common
1371 Receive Data
1381 Transmit Data

120V
1 PHASE

60 HZ

FROM SENSOR 
CONNECTOR 

4-20 mA
OUTPUT

RS 232
COMMUNICATIONS

UNUS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