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킬른 트랙커
시스템
데이타 로거, 충전기, 써멀
베리어, 써머커플, 컴퓨터 인
터페이스 케이블, 인사이트
소프트웨어, 휴대용 케이스
및 매뉴얼 등이 기본 구성임. 

기술 사양

Tpaq21 데이타 로거
채널 수: 8 또는 10
메모리: 130,000 데이타 포인트
샘플링 간격:

No 텔레메트리 0.1 초 - 50 분
유선 텔레메트리 1 초 - 50 분
RF 텔레메트리(채널 10만 해당) 3 초 - 50 분

정확도: +/- 0.3℃
해상도: 0.1℃
최대 작동온도: 110℃
데이타 수집 시작: 시작/중지 버튼, 시간 또는 온도 트리거
밧데리: VHT 리튬 밧데리 수명 최고 250 시간
프로그램 가능한 이벤트: 1회 실행시 가능한 샘플링 간격 변경 최대 8회까지
최신 데이타 보호: 비휘발성 메모리를 통해/다운로드전 리셋 시도시 소프트웨어

경고를 통해
통신: USB 또는 RS 232

터널 킬른용 써멀 베리어
부품번호 H W L 중량 평균150℃에서 최대 분야

(전체) 열 지속기간 작동온도
TB6100 180mm 350mm 480mm 28kg 250시간 400℃ 내화벽돌

TB6200 155mm 280mm 430mm 19kg 150시간 400℃ 벽돌 및 루프타일

TB6400 120mm 200mm 370mm 10kg 98시간 400℃ 위생 도기

롤러 하스 킬른용 써멀 베리어
부품번호 H W L 중량 평균900℃에서 최대 분야

(전체) 열 지속기간 작동온도
TB3031 150mm 382mm 610mm 28kg 4시간 1200℃ 루프타일

TB3036 200mm 432mm 660mm 32kg 5½시간 1200℃ 식탁용 식기류

TB3038 300mm 512mm 735mm 51kg 12시간 1200℃ 위생 도기
데이타팩은 100개가 넘는 써멀 베리어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공정 내용을 상담하시고 귀사에게 가장 적
합한 베리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써머커플 프로브
타입 절연 최대 온도 대표적인 적용제품

Heavy duty MI K 직경 3mm MI Nicrobel 외장 1300℃ 벽돌
Flexible  MI K 직경1.6mm MI Nicrobel 외장 1200℃ 롤러 하스 킬른, 

위생 도기

로거와 베리어 결합제품은 고급 금속 써머커플 유형
RSB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고급 금속 써머커플
은 주로 고객 공급용입니다.

컴퓨터 최소 권장 사양
WindowsTM 95 이상 호환, WindowsTM 2000 이상 권장
펜티엄 II 프로세서 300MHz
128MB RAM
1024 x 768 화면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50MB
로거 통신용 시리얼 포트 또는 USB 포트

북/남미지역
DATAPAQ Inc.
187 Ballardvale Street
Wilmington MA 01887
USA
전화: +1 978 988 9000
팩스: +1 978 988 0666
sales@datapaq.com

www.datapa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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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하지 않는 서비스를
보증합니다

모든 데이타팩 시스템은 1년간 완전
보증 서비스가 지원이 되며, 이러한
보증 외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서비스 및
재교정 계약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무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임대
장비가 포함이 됩니다. 

유럽/아시아지역
DATAPAQ Ltd.
Deanland House
160 Cowley Road
Cambridge CB4 0GU
UK
전화: +44 1223 423141
팩스: +44 1223 423306
sales@datapaq.co.uk

자세한 정보 문의처:

지속적인 제품 개선으로 인해
제품의 사양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킬른
트랙커

. . . 세라믹 산업용
온도 프로파일링

www.datapa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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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른 트랙커 시스템

킬른 트랙커 온도 프로파일링 시스
템은 데이터 로거와 보호용 써멀
베리어 및 인사이트 소프트웨어로
구성됩니다. 규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초기 단계에 소성 문제를 감
지하여 생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성
공적인 사업에 필수적인 정확한 공
정 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스템은 제품과 함께 터널이나 롤
러 하스(Roller hearth) 킬른을 통
과하며 전 공정에 걸쳐 제품의 실
제 온도를 모니터합니다. 그런 다
음 저장된 데이타를 데이타팩 인사
이트 소프트웨어로 분석하여 소성
곡선을 최적화하는데 필요한 정보
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점:

데이타팩 시스템을 통해 사업에 필
수적인 공정 지식을 더욱 다양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제품 불량을 최
소화하면서 제품 처리량과 생산량
및 수익을 최대화하십시오.

석영 반전을 통하여 불규칙하
거나 높은 가열 및 냉각 속도
탐지

초기 단계에서 버너 고장과 냉
각 유입구 폐쇄, 잘못된 환기구
설정 등과 같은 소성 문제를 탐
지하여 생산력 손실 최소화

각 웨어 유형 및 차량 부하를
위한 소성 프로파일 데이터베
이스 구축

탄소 연소구역 조기 과열 탐지
및 해결

킬른 카(측면) 전체와 상단에서
하단까지의 온도 불균형 탐지
및 해결

데이타팩은 20년 동안 온도 프로
파일링 분야에서 사용이 간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계 표준을 설정
하여, 일관성 높은 분석을 확보함
으로써 수익과 품질을 보장해 왔습
니다. 

데이타팩 소프트웨어
간편합니다… 직관적입니다…강력합니다
데이타팩의 소프트웨어는 데이타 로거가 수집한 데이타를 활용해 신속하고 간편
하게 정보를 해석하고 즉석에서 필요한 분석결과를 보고합니다. 마법사를 통하여
주요 소프트웨어 기능을 숙지하고 설정 및 분석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프로파일 결과는 모두 한 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제공됩니다. 

이상적인 소성 곡선 작성 - 신제품 개발 시 참조용으로 사용

전용 계산은 석영 반전 지점 전체의 가열 및 냉각 품질을 모니터함

변동 푸시 속도 등급 - 실행 도중 변동 푸시 속도를 모니터함

3차원 프로브 위치 지정 - 벽돌 더미 사이에 있는 써머커플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함

다중 팩파일 표시 - 파일간 신속한 이동으로 상세한 비교 가능

미믹 위치 지정 - 프로파일 관련 버너, 팬 등의 정확한 위치 표시

킬른 시동 및 종료 - 관련 프로파일 정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

실시간 프로파일링

킬른 텔레메트리로 소성 공정 동안 제품에 일
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킬른 텔레메트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치가
터널 킬른에 있을 때 문제가 있는 웨어의 킬른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석 데이타 접근
은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며 이를 통하여 공정
이 진행되는 동안 킬른 설정을 변경했을 때 어
떠한 영향을 주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텔레
메트리는 신제품 연소 곡선 개발에 적합하며
사이클 횟수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타팩 킬른 텔레메트리 시스템은 고급
무선 데이타 전송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송수신함으로써 대다수의 터널 킬른에 이상
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타의 완전성
을 확보하기 위해 전송 즉시 로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데이타 로거
데이타팩 로거는 초소형으로 매우 정교하고 정확
합니다. 데이타 로거는 ±0.3℃의 정확도로 최
고 130,000개의 판독 결과를 저장할 수 있
으며 특히, 세라믹 산업에서 전형적인
고온 환경에 장기간 동안 작동하도
록 설계되었습니다. 
프로그램식 로거는 세라믹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써머커플
에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최고의 성능
을 자랑하는 데이타팩
데이타 로거는 실행 중에
도 소중한 데이타를 보호하여
밧데리를 교체하는 동안 데이타가
우연히 삭제되거나 손실되는 것을 방
지합니다. 다양한 제품 중에 귀사의 적용
분야에 가장 적합한 로거를 선택하십시오. 

써멀 베리어
데이타팩은 각종 킬른 및 적용분야에 매우 다양한 써
멀 베리어를 제공합니다. 루프와 바닥, 벽면 타일,

벽돌, 위생 도기 및 식탁용 식기류에는 특수
처리된 베리어가 이용됩니다. 베리어는

소형이기 때문에 킬른 카 하단에
설치할 수 있으며, 열 용량이
충분하여 장기간 열에 노출되어
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완벽한 온도

데이타팩프로파일을 위한프로파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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