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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머슨
오토메이션
솔루션즈

진동 포크 스위치, 위생 어플리케이션에서
신뢰받는 레벨 모니터링 제공
- Rosemount™ 2120, 위생 및 무균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글로벌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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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안전성과 작업자 효율성을 높이는
안전성 인증 비접촉 레벨 레이더 도입
- 주요 과충전 예방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사용하기 쉬운 SIL 3 장치로
향상된 진단 및 원격 보증 시험 능력 제공
숙련된 직원들이 은퇴하고 프

시간을 절약하고 작업자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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