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머슨은 사용자들이 플랜트 현장 내 변화들을 

시각적으로 보다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로즈마운트

(Rosemount) 스마트 압력게이지를 출시하며, 에머

슨 압력게이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신규 제품은 로즈마운트의 검증된 압력센서 기

술을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압력 측정값을 제

공한다. 변화하는 공정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유

연성을 갖춘 스마트 압력게이지는 최대 150배의 

과압 보호와 보다 안전한 현장 환경을 보장한다. 

스마트 압력게이지는 두 개의 공정 분리 레이어를 

사용해 공정 유체를 배관 내 안전하게 유지하여 작

업자가 유체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공정 오류의 위

험을 예방해준다. 또한, 최대 10년의 수명주기로 

유지보수 비용과 시간을 감소시키고, 상태 표시등

을 갖춘 대형 4.5인치 화면을 통해 필드 정보에 대

한 높은 가시성을 제공한다.

게이지에 장착된 로즈마운트 압력센서 기술은 

100년 된 부르동 타입 게이지 기술을 대체하며, 기

계식 게이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점들을 없앴다. 

기계식 게이지는 과압, 진동, 부식, 극한 기온 및 

돌발 손상과 관련된 품질 및 신뢰성 문제를 야기하

고 있으며, 이는, 플랜트 환경 내 수많은 신뢰성 및 

안전 관련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또한, 기계적 게이

지는 장치 상태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

압력게이지 제품 매니저인 Sven Hendrickson

은 “로즈마운트 무선 압력게이지에 대한 업계 반응

은 긍정적이며, 스마트 압력게이지의 추가를 통해 

문제가 되는 게이지의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고

객이 더 많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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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머슨
오토메이션
솔루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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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설비에 있어 각종 센서는 인간

의 신경 조직에 비유될 만큼 중요한 요

소 중 하나다. 최근 이러한 센서의 성

능도 진화하고 있다. 산업용 환경계측

장비 전문기업 ㈜두텍(대표이사 최득

남, www.dotech21.com)은 높은 정밀

도와 장기 안정성이 뛰어난 가스 트랜

스미터(CO, CO2 트랜스미터) GTX 

series를 출시했다.

최근 공기질 측정과 에너지 절약형 환기 장치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어 수요가 늘고 있으나 개

발이 쉽지 않아 해외 제품에 의존해 왔다. 두텍의 

센서 및 트랜스미터 제품군인 HUMITRONⓇ 브

랜드로 출시된 GTX110은 CO(일산화탄소) 트랜

스미터로 실시간 일산화탄소 감지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한 FAN 및 알람제어를 위한 2-CH 릴레이 출

력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했다. 아울러, 

일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3가지 색상의 LCD 백라이

트 기능을 넣어 시인성이 좋으며, 내부에 온도, 습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온습도 측정이 가능하다. 

또 다른 신제품은 CO2(이산화탄소) 트랜스미터 

GTX210이다. GTX210은 NDIR(분산적외선감지)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 공정 및 열악한 환경의 배

기 제어에 적합한 모델로 노후화에 따른 센서 변

화를 보상하고, 오염 정도에 민감하지 않으며, 장

기간 안정성을 자랑한다. 또한 5000ppm까지 측정 

가능하며, 온습도 측정까지 가능하다.

이번 신제품들은 모두 실시간 CO, CO2 감지 및 

모니터링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온습도 동시 측정, 

RS485 통신 지원, 4-20mA 아날로그 출력 등 주

요 기능을 갖췄다. 또한 공조 빌딩제어, 가정 및 상

업용 모니터링, 실내 주차장 모니터링, 환기제어용

으로 적용 범위가 넓다.

두텍의 관계자는 “앞으로 차별화된 신제품을 출

시하여 한층 폭넓은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사용

자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텍

CO, CO2 트랜스미터 신제품 출시

- 높은 정밀도와 장기 안정성이 뛰어난 가스 트랜스미터로 

 CO, CO2 감지 및 모니터링에 최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