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mission, Stack & Ambient EPA Methods 25A
UNI EN 13526 / EN 12619 / UNI EN ISO 25140

THC, CH₄, NMHC, TVOC, TOC 공정시험법에 따라
Hot - FID, 180℃ 가열식 샘플링 Heated tube 3M Line

오븐(OVEN) 온도 180℃ ~ 200℃
Up to 200℃ Heated Sample Line

Warm-up time : Up to 180℃ 까지 < 4분 이내
(Heated Sample Line and OVEN)

2GB ~ 64GB SD 카드 & USB 포트 (최소 1 초 단위)
DAS programing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가열식 흡입 샘플 펌프 180~200℃
스테인레스 스틸 시료도관 180℃

1초 이내에 0-98 % 의 빠른 응답 시간

O₂ (산소) 농도와 관계없이 연속 실시간 측정 분석 가능

수소(H₂) : 외부 가스 실린더로부터 IP 22 ㎖/min.
제로 공기 : 내장형 발전기에서 300 ㎖/min.

본체 내장된 H₂(수소) 실린더 80L는 수소가스 충전 사용

엑셀 파일로 실시간 데이터 처리 (최소 1초 단위)
휴대 및 사용, 유지 보수가 용이

내장 Zero air system 및 샘플링 라인 온도 모니터링

NMHC Docking 계산값을 별도로 사용하지않고 
THC, CH₄ 와 NMHC 를 연속적으로 실측값을 분리 측정

3 채널 DAS (Data Acquisition System)가 내장된 
컬러 TFT-LCD 비디오 그래픽 디스플레이 5.5"

아날로그 출력 : 0 - 10 Vdc,   4 - 20 mA
디지털 출력 : RS 232,   RS 485

FID 9000 Series
Hot FID Based - THC Portable Analyser FID 9000

Hot FID - THC, CH₄, NMHC, TVOC Portable Analyser FID 9000C

Dual Hot FID - THC, CH₄, NMHC, TVOC Portable Analyser FID 9000D

THC, CH₄, NMHC, TVOC Portable Gas Chromatographic Analyser FID 9000GC

Made In Italy

Double Hot - FID THC with NMHC and CH₄, TVOC, TOC Analyzer

FID 9000 PORTABLE, REAL TIME

Other specific compounds

FID 9000 FID 9000 TVOCTHC

FID 9000GC FID 9000GC TVOCCH₄ BTEX HCHONMHCTHC

FID 9000D FID 9000D TVOCCH₄ NMHCTHC

FID 9000C FID 9000C THC TVOCCH₄ NM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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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ble HOT FID - based THC Analyzer FID 9000

FID 9000의 측정분석 및 기술

* EPA Methods 25A, CEE UNI EN 13526 - UNI EN 12619 규정에 따른 Emission, Stack & Ambient 측정 ∙ 분석 모니터링

PCF의 FID 9000 은 가볍고 컴팩트한 사이즈의 휴대용 Hot-FID THC 측정기입니다. 사용 또한 매우 다목적으로, 배기 및 주변 공기 제어에 탁월합니다. Hot-

FID 분석은 매우 빠른 응답 시간(1초 이내에 0-98 % 의)과 함께 연속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강화 알루미늄 케이스로 견고하며, 보관이 용이할 뿐 아니라 탈

부착이 가능한 어깨끈으로 이동시 휴대가 용이합니다.

◆ FID 측정분석

검출기는 탄소 원자 계수기입니다. 샘플은 수소와 공기에 의해 점화되는 마이크로 플레임으로 도입되며, Cx 에서 CO 로의 산화에 의해 생성된 전하는 샘플의 

탄화수소 함량에 비례합니다. 실제 탄소 농도는 추적 가능한 기준 가스 혼합물에 의한 교정으로 계산되며, 전하는 두 개의 분극된 전극에 의해 수집되고 전기

회로에 의해 정규화된 전자 신호로 변환됩니다.

◆ 기술

PCF의 FID 9000 THC 분석기는 배출시 휘발성 유기 탄소 검출을 위한 UNI 

EN 13526 - UNI EN 12619 유럽 디플렉터에 따라 설계, 개발 및 제작되었습

니다. 

샘플은 상단에 세라믹 필터, 열 추적 PTFE 튜브 (150 - 200℃) 및 가열 헤드 

흡인 펌프가 있는 가변 길이 프로브를 통해 추출되며, SS 소결 가열 필터가 

멀어지면 샘플 모세관 앞에 배치됩니다. 샘플은 FID 감지기로 계속 공급되므

로 응답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샘플링 필터에서부터 FID 검출기까지의 전체 샘플 길이는 제어된 고온에서 

유지됩니다. 검출기 전자 신호 출력은 증폭되어 0-1 Vdc 표준 신호로 표준화

됩니다. 컬러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내장형 데이터 로거는 사용하기 쉬운 인터

페이스를 나타냅니다.

• 독점적인 hot FID (Flame Ionization Detector)

• 1초 이내에 0-98 % 의 빠른 응답 시간

• 휴대 및 사용, 유지 보수가 용이

• 제로 에어(zero air) 공급 장치 내장

• Hot mini 샘플링 펌프

• SD 카드로의 데이터 메모리 저장

• USB 포트를 통한 데이터 관리

• 3 채널 DAS (Data Acquisition System)가 내장된

컬러 TFT-LCD 비디오 그래픽 디스플레이 5.5"

• 가죽 끈 손잡이의 강화 알루미늄 케이스

수소 실린더 (80리터)

압력 레귤레이터 (3Bar)

압력계 (수소잔량표시)

전원 스위치
(ON/OFF)

전원 케이블
(220V)

가열식 샘플링 라인
전원 연결 부분

고온용
세라믹 먼지 필터

가열식 샘플링 라인
(180℃)

Model : FID 9000

180℃~200℃ 가열식
히팅 샘플링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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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USB
메모리 삽입구

USB 포트 조그 셔틀 키SD 카드 삽입구

측정 범위
(x1, x10, x100)

FID 9000 전면 패널 디자인 구성

제로 교정 키

DAS (데이터 수집 시스템)
컬러 비디오 그래픽 5.5"

흡입 펌프 작동 스위치
(Heated Pump)

FID 불꽃 점화 버튼 LED
(ON / OFF)

외장메모리 카드
삽입부 및 USB 포트

(문 열림)

스팬 교정 키 측정 범위
조절 레버

대기 공기 입력
(Zero Air)

수소(H₂) 가스
실린더 연결

오븐(OVEN) 온도
컨트롤러

먼지 필터 및
가열식 샘플링

호스 연결

조그셔틀키

날짜 및 시간

수소(H₂) 실린더
(Hydride canister)

압력 레귤레이터
(3Bar)

압력계
(수소잔량표시)

컬러 비디오
그래픽 5.5"

데이터
저장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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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분석기 FID 9000 사양 설명

• THC 측정 범위는 최대 0-1,000,000 ppm 까지 가능합니다.

(THC는 단일 가스가 아니기 때문에 희석하여 농도를 측정하면 안 됨)

• 산소 (O₂), 이산화탄소 (CO₂) 농도와 관계없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소모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유지비용이 ZERO( 0원) 입니다.

• 내장된 수소 실린더는 80 liter (연속 24시간 이상 사용 가능)입니다.

- 수소(H₂) 가스가 소진되었을 경우 충전하여 사용하며, 완충은 80 Liter, 

소비량으로 22㎖/min. 입니다.

• 제로 에어 가스 (Zero air gas) 는 본체에서 자동으로 자체 발생합니다.

• 소모품 교환이 없기 때문에 측정 중 중단 없이 원하는 대로 장시간 측정이 

가능합니다.

• 최소 1초 단위로 저장되며, 실시간 측정값 및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이 

5.5" 컬러의 TFT-LCD 화면으로 자동 디스플레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된 측

정 화면은 캡쳐할 수도 있고, USB 또는 MMC 카드에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메모리는 기본 2GB ~ 최대 64GB 까지 USB 또는 MMC 카드로 저장됩니다.

• 본체 내장된 Flash 2GB 메모리는 보안이 있는 업체 방문시 사용합니다.

• 별도 프로그램 없이 PC에 USB 또는 MMC 카드를 삽입하면, 엑셀 파일로 측정 시작시간, 측정 종료시간, 실시간 측정값,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등등이 

자동으로 엑셀로 정리됩니다.

• 예약 기능이 있어서 측정을 원하는 시간에 실시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가스 샘플 흡입 유량은 800 ㎖/min. 입니다.

• 옵션으로 Serial output (Ethernet, RS232 or RS485) 와 Analogue output (0-10 Vdc, 4-20 mA)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측정 범위를 1x10 (0-100 ppm), 1x100 (0-1,000 ppm), 1x1000 (0-10,000 ppm), 또는 0-100,000 ppm, 0-300,000 ppm, 0-1,000,000 ppm 으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음.

• 최소 측정 단위는 0.001 ppm (1ppb) 이며, 최소 검출 한계(LDL)는 0.2 ppm, FID 9000GC 는 0.02 ppm 입니다.

- 측정 범위는 구매 후에도 100% 국내에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 최고 프리미엄 오리지널 Hot-FID THC 분석기이면서, 가장 Low cost 한 가격입니다.

※ FID 9000 의 Zero Air 공급은 자동으로 자체 발생되므로

① Zero 가스를 몇 시간마다 매번 소모품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으며,*

② 자주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인 Carbon Filter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③ 200℃ 이상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High Temperature Scrubber 를 영구적으로 사용함으로서 Carbon Filter 교환이 필요 없으며, 

아주 높은 200℃ 이상 고온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Hot-FID THC Analyzer입니다.(소모품 없음, 유지비용은 ZERO)

④ Warm-up time (예열 시간) : Up to 180℃ 까지 < 4분 이내 (Heated Sample Line and OVEN)

THC 측정기를 구매할 때 본체 사이즈와 무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속기기의 무게(휴대의 용이성)입니다. FID 9000의 3M 히팅 호스의 무

게는 아주 가벼우며, 예열 시간은 3~5분 사이로 짧고, 사용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하여 측정하기가 아주 쉬운 THC 측정기입니다.

내장형 수소(H₂) 가스 실린더가 필요 없을 경우 
직접 수소 실린더를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부 수소(H₂)
실린더 연결 케이블

180℃ 가열식 히팅 샘플링 호스 3M

도장시설, 시멘트 소성로, 소각로, 연소시설등의 
굴뚝에서 사용하는 샘플링 프로브

180℃ 샘플링 프로브

대기용 가스 샘플링 프로브

Ambient 대기용 샘플링 호스 3M

Ambient 대기용으로 사용하는 
샘플링 프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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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O₂)가 0%일때도 THC를 측정

표준가스 197 ppm을 FID 9000으로 측정한... FID 9000의 ATT 기능이란?

예를들어)

『 x1=100ppm 이하, x10=1,000ppm 이하, x100=10,000ppm 이하 』 측정시, 

이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 10ppm 이하, 100ppm 이하, 1000 ppm 이하 』 와 같은 다양한 방식

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측정 범위는 300,000 ppm 까지 가능합니다.

① 실험실 또는 상온에서는 실리콘 호스를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THC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② 오븐(OVEN) 온도가 180℃ 이기 때문에 수분, 응축, 습기, 흡착등을 내부의 오븐에서 제거합니다.

③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O₂)가 0% 일 때도 THC 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단의 캡쳐 화면을 보면 표준가스 197 ppm 을 FID 9000으로 측정한 총탄

화수소 THC 농도 측정값이 변동없이 일정하게 측정됨을 알수 있습니다. 한눈

에도 측정 값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측정 값과 그래픽 화면을 캡쳐할 수도 있

기 때문에 데이터 자료로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실시간 <0.5% 이내의 현존 최고의 초정밀도를 자

랑하는 THC 측정기로, 측정시엔 THC 농도 측정의 높고 낮음을 나타낸 농

도 곡선 그래픽(Graphic)과 디지털 수치로 동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

시간 자동으로 엑셀 및 본체 내장메모리(2GB)는 물론 SD 카드(2GB~64GB), 

USB로의 저장이 가능하며, 저장 시간 예약도 가능합니다. (최소 1초 단위)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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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 9000 제품 기술사양 및 구성

2019년 12월 개정된) 총탄화수소의 공정시험법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FID 9000은, 전세계에서 가장 가볍고, Low Cost 하며 NMHC Docking 을 별도로 사용하

지 않.고, THC, CH₄ 와 NMHC 을 분리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소(O₂) 농도와 상관없이 THC를 실시간 측정 ∙ 분석할 수 있는 진정한 Portable hot - THC 

Analyzer (총탄화수소 분석기) 입니다.

측정 항목 / Measurement

기술 / Technology

측정 범위 / Measuring range 

* 기타 범위는 요청시 가능

정밀도 / Accuracy

백그라운드 노이즈 / Background noise

최소 검출 가능 한도 / Lower Detectable Limit

드리프트(24시간) / Drift

응답 시간 / Response time

지연 시간 / Lag time

선형성 / Linearity

샘플 유량 / Sample flow rate 

디지털 화면 / Digital display

데이터 저장 / Data storage

데이터 관리 / Data management

직렬 연결 / Serial output

작동 온도 / Operating temperature

아날로그 출력(옵션) / Analogue outputs (opt.)

서비스 / Services

권장 교정 가스 실린더
/ Recommended calibration gas cylinder

공압 연결부 / Pneumatic connections

샘플링 프로브 / Sampling probe

샘플링 라인 / Sampling line

• THC, CH₄, NMHC / TVOC, TOC

• Hot FID – Flame Ionisation Detection 

Catalytic separation of the Methane fraction

Hot FID – 화염 이온화 검출 메탄 분획의 촉매 분리

• 0-20/200/2,000/5,000/10,000 ppm and mg/Nm3

• 0-50/500/5,000/10,000 ppm and/or mg/Nm3 

• 0-20,000/30,000/50,000/100,000 ppm mg/Nm3

• ± 0.5% of full scale

• 0.1 ppm (0.2 mg/Nm3)

• 0.001 ppm (0.2 mg/Nm3)

• 안정성 제로 : ± 0.5 % of full scale

• 스팬 드리프트 : ± 0.5% of full scale

• 1초 이내에 0-98 % 의 빠른 응답 시간

• 2 초 (180 ℃ 가열식 히팅 샘플링 호스 3M)

• 0.5 % 이상

• 800 ㎖/min

• 320 x 200 픽셀 5.5" 인치 컬러 TFT-LCD 비디오 그래픽 디스플레이

• 2GB ~ 64GB SD 카드 또는 USB 포트 (최소 1 초 단위) & 데이터 수집 시스템

• NT용 표준 SW 패키지 Windows 95/98/2000/XP 

• USB 포트 (이더넷, 옵션 : RS 232 또는 RS 485)

• 0 – 40 ℃

• 0 – 10 Vdc, 4 – 20 mA

• 수소(H₂) : 외부 가스 실린더로부터 IP 22 ㎖/min.

• 제로 공기 : 내장형 발전기에서 300 ㎖/min.

• 10 ppm 프로판, 공기 균형

• 1/4" 또는 4/6 mm 및 1/8" 또는 1/2 mm 플라스틱 또는 SS 튜브

• 300mm, 700mm, 1000mm, 1500mm, 2000mm (길이는 옵션 선택)

• 최대 180 ℃ 가열식 히팅 샘플링 호스 3M 와 샘플링 프로브 (굴뚝에서 샘플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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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 9000 제품 기술사양 및 구성

FID 9000 디스플레이 환경 모습

서비스 / Services

휴대용 케이스 / Carrying case

기기 구성 / Instrument configuration

표준 전원 공급 장치 / Standard power supply

소비 전력 / Power consumption

사이즈 / Dimensions

무게 / Weight

• 미니 실린더 케이스 (2개) & 내장형 + 수소

• 고체 수소 화합물 탱크(Solid state hydride tank)가 수소(H2)를 추가 (옵션)

• 가죽 끈 손잡이의 강화 알루미늄 케이스

• 전면 패널

• 220 Vac 50/60 Hz

• 500 VA 

• 370 x 210 x 270 mm

• 8.5 kg

* UNI 10263 규범에 따른 316 SS 샘플링 프로브와 180 ℃ 가열식 히팅 샘플링 호스 기본으로 포함됩니다.

• FID 9000 측정 시간과 종료 시간 사이에 최대, 최소, 평균값 

(화면은 측정 모드가 아닌 상태) 

• 자유자재로 총 측정 시간 및 측정 시간 간격 조절(최소 1초 단위부터)

• 별도 프로그램 없이 아무 PC 나 USB, 또는 SD 카드를 연결하면, 

측정 시간,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등의 측정치들이 엑셀로 바로 자동 출력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화면 캡쳐 기능을 이용해 측정 데이터 화면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

여 측정데이터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측정 값은 0.0001(0.1 ppb) ppm 부터 가능합니다.

• 측정 데이터를 수년동안 저장할 수 있어 추후에도 저장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최대 128GB)

• FID 9000 측정 화면이 바로 컴퓨터(그래픽, 메모리, USB, SD 카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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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열 먼지 필터 프로브
(40 - 220℃)

상단에 먼지 필터가 있는 샘플링 프로브
기본 500mm로 2개를 연결하면 1000mm,

3개를 연결하면 1500mm등등 
원하는 길이에 맞춰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소(H₂) 충전 케이블
1차 H₂ 공급원(H₂ 가스 실린더 또는 H₂ 발생기) 연결을 위한

특수 파이프로 제작된 수소 충전 케이블

Ambient 대기용 샘플링 호스 3M

Ambient Sampling Probe
Ambient 대기용으로 사용하는

샘플링 프로브

샘플링 프로브 300mm (기본)
프로브 길이는 700mm, 1000mm, 

1500mm 등

Dust Filter

외부 수소(H2) 실린더 연결 케이블
외부 수소 가스(99.999%) 실린더에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특수파이프

FID 9000 시리즈의 악세사리

Sintered Dust Filter
on top 500 mm 

S.S. Sampling Probe
시멘트, 유리, 더러운 먼지, 소각로 등

어떠한 환경, 고온 등에서도
필터 교환이 필요없는
신개념 샘플링 프로브

교정용 T' 샘플라인
(표준가스 교정시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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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A Methods 25A, CEE UNI EN 13526 - UNI EN 12619 규정에 따른  Emission, Stack & Ambient 측정 ∙ 분석 모니터링

Model : FID 9000C

SS 소결 가열 필터가 멀어지면 샘플 모세관 앞에 배치됩니다. 샘플은 FID 검

출기에 지속적으로 공급되므로 샘플링 밸브 순환으로 인한 지연 사이클없이 

반응이 빠르고 지속적으로 활성화 됩니다. 샘플링 필터에서부터 FID 검출기까

지의 샘플 방식은 제어된 고온에서 유지됩니다. 메탄 분율은 최종적으로 모든 

유기 화합물을 변환시키는 촉매 변환기 (바이 패스 밸브를 통한)의 간단한 수

동 삽입에 의해 연속적으로 결정되지만 CH₄ 는 화염 이온화 검출기에서 반응

을 보이지 않는 CO₂ 로 변환됩니다.

PCF의 FID 9000C THC / CH₄  / 분석기는 배기 가스에서 TVOC, THC 및 CH₄ / NMHC 분획 검출을 위한 UNI EN 113526 - UNI EN 12619 유럽 디플렉터에 

따라 설계, 개발 및 제작되었습니다. 샘플은 상단에 세라믹 필터, 열 추적 PTFE 튜브 (150 - 200 ℃) 및 가열 헤드 흡입 펌프가 있는 가변 길이 프로브를 통해 추

출됩니다.

 FID 9000C 에 대한 설명

FID 검출기는 탄소 원자 계수기입니다. 샘플은 수소와 공기에 의해 점화된 마이크로 플레임에 도입되며, Cx 에서 CO 로의 산화에 의해 생성된 전기 전하는 샘

플 내의 탄화수소 함량에 비례합니다. 실제 탄소 농도는 추적 가능한 기준 가스 혼합물을 이용한 교정으로 계산됩니다. 전하는 2 개의 극성 전극에 의해 수집되

고 전기 회로에 의해 전자 신호로 변환됩니다.

• 독점적인 hot FID (Flame Ionization Detector)

• 메탄(CH₄) 분리 측정의 촉매 분리

• 가죽 끈 손잡이의 강화 알루미늄 케이스

• 3 채널 DAS (Data Acquisition System)가 내장된 

컬러 TFT-LCD 비디오 그래픽 디스플레이 5.5"

• 제로 에어(zero air) 공급 장치 내장

• Hot mini 샘플링 펌프

• SD 카드로의 데이터 메모리 저장

• 1초 이내에 0-98 % 의 빠른 응답 시간

• USB 포트를 통한 데이터 관리

• 휴대 및 사용, 유지 보수가 용이

Portable HOT FID - THC, CH₄, NMHC Analyzer FID 9000C

압력 레귤레이터
(3Bar)

압력계
(수소잔량표시)

수소(H₂) 실린더

전원 스위치
(ON/OFF)

가열식 샘플링 라인
전원 연결 부분

Model : FID 9000C

전원 케이블
(220V)

컬러 비디오
그래픽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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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 9000C 전면 패널 디자인 구성

FID 9000C 1개의 FID로 촉매 원리의 CH₄ 분리 계산값의 NMHC 측정

♣ NMHC 농도 측정 = THC - CH₄

THC를 먼저 측정하고 CH₄를 측정한 후
THC 농도값에서 CH₄ 농도값의 차이를 계산하여

NMHC의 측정값을 산출

측정할 시료 주입구
(Sample in)

비디오 그래픽 디스플레이
(144 x 144 mm)

가스 샘플링 가열 펌프의 작동 스위치
(Heated Pump)

FID 9000C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압 연결.
압축 공기 및 재순환은

설치된 공기 압축기에서 보장

스팬
교정 키

THC/CH₄ 모드 전환
수동 레버

수소(H₂) 가스
실린더 연결

오븐(OVEN) 온도
컨트롤러

제로
교정 키

FID 불꽃
점화 버튼

측정 범위
조절 레버

NMHC

산화촉매 CH₄ 측정

※ 탄화수소는 더 높은 고온에서 산화하는
CH₄를 제외하고 전부 CO₂로 산화됨

THC 농도측정
CH₄ 농도측정

측 정시간

측
정
농
도

1× FID

외장메모리 카드
삽입부 및 USB 포트

(문 열림)

조그셔틀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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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 9000C 제품 기술사양 및 구성

측정 항목 / Measurement

측정 범위 / Measuring range

메탄(CH₄) 분리측정

정확도 / Accuracy

백그라운드 노이즈 / Background noise

최소 검출 가능 한도 / Lower Detectable Limit

드리프트(24시간) / Drift

응답 시간 / Response time

지연 시간 / Lag time

선형성 / Linearity

정밀도 / Precision

샘플 유량 / Sample flow rate

디지털 화면 / Digital display

데이터 저장 / Data storage

데이터 관리 / Data management

작동 온도 / Operating temperature

서비스 / Services

권장 교정 가스 실린더
/ Recommended calibration gas cylinder

공압 연결부 / Pneumatic connections

서비스 / Services

기기 구성 / Instrument configuration

휴대용 케이스 / Carrying case

표준 전원 공급 장치 / Standard power supply

소비 전력 / Power consumption

사이즈 / Dimensions

무게 / Weight

• THC, CH₄, NMHC / TVOC, TOC

• 0-100/1,000/10,000 ppm and/or mg/Nm3 

• 편차 밸브의 수동 삽입

• ± 1% of full scale

• 0.1ppm (0.2 mg/Nm3)

• 0.2ppm (0.4 mg/Nm3)

• 안정성 제로 : ± 0.5 % of full scale
• 스팬 드리프트 : ± 0.5% of full scale

• 1초 이내에 0-98 % 의 빠른 응답 시간

• 2 초 (180 ℃ 가열식 히팅 샘플링 호스 3M)

• 0.5 % 이상

• ± 0.5%

• 800 ㎖/min

• 320 x 200 픽셀 5.5" 인치 컬러 TFT-LCD 비디오 그래픽 디스플레이

• 2GB ~ 64GB SD 카드 또는 USB 포트 (최소 1 초 단위) & 데이터 수집 시스템

• NT용 표준 SW 패키지 Windows 95/98/2000/XP 

• 0 – 40 ℃

• 수소(H₂) : 외부 가스 실린더로부터 IP 22 ㎖/min.
• 제로 공기 : 내장형 발전기에서 200 ㎖/min.

• 40 ppm CH₄ + 10 ppm 프로판, 공기 균형

• 1/4" 또는 4/6 mm 및 1/8" 또는 1/2 mm 플라스틱 또는 SS 튜브

• 미니 실린더 케이스 (2개) & 내장형 + 수소
• 고체 수소 화합물 탱크(Solid state hydride tank)가 수소(H₂)를 추가 (옵션)

• 전면 패널

• 가죽 끈 손잡이의 강화 알루미늄 케이스

• 220 Vac 50/60 Hz

• 500 VA 

• 390 x 200 x 290 mm

• 9.3 Kg

* UNI 10263 규범에 따른 316 SS 샘플링 프로브와 180 ℃ 가열식 히팅 샘플링 호스 기본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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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ble dual HOT FID - THC with NMHC, CH₄, TVOC Analyzer FID 9000D

FID 9000D 에 대한 설명

* EPA Methods 25A, CEE UNI EN 13526 - UNI EN 12619 규정에 따른 Emission, Stack & Ambient 측정 ∙ 분석 모니터링

PCF의 모델 FID 9000D 는 매우 다목적이며 컴팩트하고 가벼운 휴대용 dual hot FID THC 모니터입니다. 배출 및 산업 위생 관리 분야에서 최고의 솔루션 중 

하나입니다. hot FID 분석은 매우 빠른 응답 시간(1초 이내에 0-98 % 의)과 함께 계속됩니다. CH₄ 및 THC 농도 모두 두 개의 분리된 FID 라인에 의해 연속적으

로 검출됩니다. 모든 분석 장치는 가죽 끈 손잡이의 강화 알루미늄 케이스에 넣어 운송하기가 쉽습니다.

PCF의 FID 9000D dual hot FID TVOC 모니터는 UNI EN 12619 : 2013 및 UNI EN ISO 25140, 방출시 휘발성 유기 탄소 검출을 위한 유럽 규정에 따라 설계, 

개발 및 제작되었습니다. 샘플은 세라믹 필터가 상단에 붙어있는 가변 길이의 탐침과 150-200 ℃ 의 열 추적 PTFE 튜브 및 가열된 헤드 (180 ℃) 흡입 펌프를 

통해 추출됩니다. SS 소결 가열 필터가 멀어지면 샘플 모세관 앞에 배치됩니다. 

샘플은 두 개의 FID 감지기로 분리되어 연속적으로 공급되므로 응답은 빠르

고 항상 활성화됩니다. CH₄ 측정 라인에는 모든 탄화수소, 즉 CH₄ 가 CO₂ 로 

변환되는 촉매 변환기가 포함됩니다(FID 는 CO₂ 농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샘

플링 필터에서부터 FID 검출기까지 전체 샘플 방법이 고온에서 제어됩니다.

감지기 전자 신호 출력은 0-1 Vdc 표준 신호로 증폭되고 표준화 됩니다. 대형 

컬러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DAS 는 작업자와의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나타냅

니다.

Model : FID 9000D

• 독점적인 dual FID (Flame Ionization Detector)

• CH₄ 및 THC, NMHC 의 연속 측정에 대한 Dual hot-FID 

• SD 카드로의 데이터 메모리 저장

• 별도의 측정 라인에서 메탄(CH₄) 분리측정 촉매 분리

• 1초 이내에 0-98 % 의 빠른 응답 시간

• 3 채널 DAS (Data Acquisition System)가 내장된 

컬러 TFT-LCD 비디오 그래픽 디스플레이 5.5"

• 제로 에어(zero air) 공급 장치 내장

• Hot mini 샘플링 펌프

• 내장 ZAS 및 샘플링 라인 온도 제어

• USB 포트를 통한 데이터 관리

• 가죽 끈 손잡이의 강화 알루미늄 케이스

• 휴대 및 사용, 유지 보수가 용이

THC

CH₄

NMHC

CH₄ / THC / NMHC 
동시 측정 화면

(0.01 ppm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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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그래픽 디스플레이
(144 x 144mm)

전기 가열식 및
미립자 필터 라인에 전원 공급

전원 공급 장치
(220V AC 60Hz)

외장메모리 카드
삽입부 및 USB 포트

(문 열림)

아날로그출력

수소(H₂) 가스
실린더 연결

오븐(OVEN) 온도
컨트롤러

조그
셔틀 키

THC 채널 제어
마이크로 패널

CH₄ 채널 제어
마이크로 패널

측정 범위 조절 레버
x1, x10, x100

NMHC 스크러버, CH₄ 레벨 측정용
S.S. 수동 바이 패스 밸브

2 개의
FID 라인을

위한
2 개의

독립적인
소형 압축기의

공기 흡입구

열 추적 샘플 라인의
삽입용 공압 연결 

"샘플" 연결

가스 샘플링 가열 펌프의
작동 스위치

(Heated Pump)

FID 9000D 2개의 FID로 실측값의 NMHC 측정

FID 9000D 전면 패널 디자인 구성

THC

CH₄

NMHC

♣ NMHC 농도 측정 = THC - CH₄

THC와 CH₄를 동시에 측정하면서
실시간으로 THC 농도값에서 CH₄ 농도값의 차이로

NMHC의 실제 측정값을 산출

NMHC

THC 농도측정
CH₄ 농도측정

측 정시간

측
정
농
도

1× FID

1× 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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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 9000D 제품 기술사양 및 구성

측정 항목 / Measurement

측정 범위 / Measuring range
* 기타 범위는 요청시 가능

THC 로 부터의 NMHC, CH₄ 분리 

정밀도 / Accuracy

백그라운드 노이즈 / Background noise

최소 검출 가능 한도 / Lower Detectable Limit

드리프트(24시간) / Drift

응답 시간 / Response time

지연 시간 / Lag time

선형성 / Linearity

정밀도 / Precision

샘플 유량 / Sample flow rate

디지털 화면 / Digital display

데이터 저장 / Data storage

데이터 관리 / Data management

직렬 연결 / Serial output

작동 온도 / Operating temperature

아날로그 출력(옵션) / Analogue outputs (opt.)

서비스 / Services

권장 교정 가스 실린더 / Recommended calibration 

gas cylinder

공압 연결부 / Pneumatic connections

서비스 / Services

기기 구성 / Instrument configuration

휴대용 케이스 / Carrying case

표준 전원 공급 장치 / Standard power supply

소비 전력 / Power consumption

사이즈 / Dimensions

무게 / Weight

• THC, CH₄, NMHC / TVOC, TOC

• 0-20/200/2000/0-100/1.000/10.000 ppm mg/m³
• 0-20,000/30,000/50,000/100,000 ppm mg/Nm³

• 촉매 반응기에 의한 고온

• ± 1% of full scale

• 0.1ppm (0.2 mg/Nm³)

• ≤ 0.2ppm (0.4 mg/Nm³)

• 안정성 제로 : ± 0.5 % of full scale
• 스팬 드리프트 : ± 0.5% of full scale

• 1초 이내에 0-98 % 의 빠른 응답 시간

• 2 초 (180 ℃ 가열식 히팅 샘플링 호스 3M)

• 0.5 % 이상

• ± 0.5%

• 800 ㎖/min

• 320 x 200 픽셀 5.5" 인치 컬러 TFT-LCD 비디오 그래픽 디스플레이

• 2GB ~ 64GB SD 카드 또는 USB 포트 (최소 1초 단위) & 데이터 수집 시스템

• Windows 또는 엑셀 데이터 처리

• USB 포트 (이더넷, 옵션 : RS 232 또는 RS 485)

• 0 – 40 ℃

• 0 – 10 Vdc, 4 – 20 mA

• 수소(H₂) : 외부 가스 실린더로부터 IP 30 ㎖/min.
• 제로 공기 : 내장형 발전기에서 300 ㎖/min.

• 10 ppm, C3H8(프로판) 공기 균형

• 1/4" 또는 4/6 mm 및 1/2 mm SS 튜브

• 미니 실린더 케이스 (2개) & 내장형 + 수소
• 고체 수소 화합물 탱크(Solid state hydride tank)가 수소(H₂)를 추가 (옵션)

• 전면 패널 또는 USB 를 통해

• 가죽 끈 손잡이의 강화 알루미늄 케이스

• 220 Vac 50/60 Hz

• 800 VA 

• 470 x 270 x 370 mm

• 16.8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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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 9000GC 모니터링 조건의 기본 메뉴

PCF의 모델 FID 9000GC는 탄소 원자 계수기입니다. 샘플은 Cx 에서 CO 로의 산화에 의해 생성된 전기 전하가 샘플의 하이드로 카본 함량에 비례하는 수소 

및 공기에 의해 점화된 마이크로 화염에 도입된다. 실제 탄소 농도는 추적 가능한 ref-erence 가스 혼합물을 이용한 보정으로부터 계산됩니다. 전하는 2 개의 

분극된 전극에 의해 수집되고 전기 회로에 의해 전자 신호로 변환된다.

• 독점적인 dual FID (Flame Ionization Detector)

• 다중 방법 기능

• RS 232 를 통한 로컬 및 원격 통신

• 제조법에 따라 탄화수소의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 분리

• Analytical cycle, according to the recipe

• Benzene LDL, 0.1 ppm

• 디스플레이상의 실시간 크로마토 그램

• 자동 점화 장치 내장

• 미세 열 FID 원자 계수기의 특성

• SD 카드로의 래서피 저장

• SD 카드로의 데이터 메모리 저장

• 가죽 끈 손잡이의 강화 알루미늄 케이스

• 디스플레이의 연속 탄화수소 농도

• 휴대 및 사용, 유지 보수가 용이

* EPA Methods 25A, CEE UNI EN 13526 - UNI EN 12619 규정에 따른  Emission, Stack & Ambient 측정 ∙ 분석 모니터링

FID 9000GC, Portable, THC, CH₄, NMHC/TVOC GAS CHROMATOGRAPHIC

검출기 출력 정보(선택한 측정 범위)
Info about detector output(selected measuring range)

분석 카메라의 온도
Temperature of analytical camera

프로그램 사이클 :
C 7/00 = 7번째 연속 측정 주기
T 85/180 경과 시간 : 180초 주기 85초

CH₄ / THC / NMHC 동시 측정 화면
(0.001 ppm 단위)

Model : FID 9000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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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를 선택했을 때 "그래프"를 선택했을 때

FID 9000GC 전면 패널 디자인

* 장비의 모든 컨트롤은 전면 패널에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FID 아날로그 출력
(0-10 Vdc)
FID analogue output

아날로그 출력
Analogue outputs

FID 9000GC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압 연결(압축 공기 및 재순환은

설치된 공기 압축기에서 보장)

THC THC

수소(H₂) 가스
실린더 연결

CH₄ CH₄

샘플 입력
Sample Input

통합 창(integration windows) * 왼쪽의 증폭 신호와
동일한 디스플레이

전원 공급 장치 연결구
Vac Power Supply with switch

USB 출력
(플래시 드라이브)
USB output (flash drive)

서비스 공기 공급
Service Air supply

RS232 시리얼 출력
RS232 serial output

압력계
Pressure gauges

압력 조절기
Pressure regulators

터치 스크린
Touch screen

측정 값이 디지털 값으로 반환
Measure returns to display digital values

주 메뉴 수평 및 수직 증폭 명령
Horizontal and vertical amplification commands

진단
Diagno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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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 9000GC 에 대한 설명

PCF의 FID 9000GC는 주로 탄화수소의 총 농도에서 메탄 분율을 by으로써 주변 대기 및 / 또는 소스 가스에서 반응성 탄화수소의 측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

러나 분석기는 특정 탄화수소 측정을 위해 쉽게 재구성 될 수 있습니다. 공압 회로의 뒤쪽에 있는 샘플 펌프는 교정된 모세관을 채우며, 그 내용물은 10 포트 

회전 밸브를 통해 PQS 또는 총탄화수소로부터 메탄 분획을 분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질로 채워진 크로마토 그래피 칼럼에 주입됩니다. 각 측정 주기 이전

에 장비의 제로에 내장되어 높은 제로 드리프트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모든 전자 신호는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며 분석기의 아날로그 출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램은 LCD col-display에 표시됩니다. INTEL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데이터 관리뿐 아니라 분석 시퀀스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관리합니다. 내장 진단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사전 컨디셔닝 단계, 분석 순서 및 경보 상태

를 제어합니다. 전면 패널에 삽입된 카드에있는 SD 메모리 카드에 기록된 펌웨어를 통해 장비는 특정 탄화수소 (예. 방향족, 에틸렌 옥사이드, 용매, 아세톤 등 

최대 8 종. 프로그램 카드와 크로마토 그래피 칼럼을 교체 할 수있는 기회로 FID 9000GC는 모든 유형의 오염성 탄화수소 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최상의 솔

루션이되었습니다. 측정 및 상태 데이터는 SD 메모리 카드에 기록됩니다. PC 에서 SD 메모리 카드는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관리 및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ⅰ) 사전 구성된 SD 카드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다양한 분석을 수행합니다.

ⅱ) 모든 작업 조건과 측정 데이터가 기록 된 강력한 데이터 카드입니다.

ⅲ) 다음은 FID 9000GC로 측정하는 항목 중 측정 빈도가 높은 항목의 일부입니다.

FID 9000GC는 FID 기반의 다양한 휴대용 가스 크로마토 그래프 (GC)에서 

특히, 스택 및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특수 탄화수소를 모니터링하는데 적합합니다.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압력 레귤레이터 (3Bar)

압력계
(수소잔량표시)

수소(H₂) 실린더

터치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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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 9000GC 의 주요 측정 가스 항목 - Other specific compounds (Minimum Range)

 FID 9000GC 의 제품 기술사양 및 구성 (Maximum Measurement range)

항목

메탄(CH₄) / NMHC

스티렌 + 아세톤
Styrene + Acetone

할로겐화 HC의 트리 클로로 에탄, 
디 클로로 에틸렌,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Halogenated HC Three-chloro- ethane,

di-chloro-ethylene, tetra-chloro-ethylene

벤젠 및 톨루엔
Benzene and Toluene

에틸렌 옥사이드 및 프로필렌 옥사이드
Ethylene oxide and Propylene oxide

에틸 아세테이트
Ethyl acetate

아세트산 Acetic acid

메타 크실렌 (트리 메틸 벤젠)
Meta-xylene (Three methyl benzene)

에틸 및 프로필 알콜
Ethyl and propyl alcohols

포름 알데히드 (CH₂O)
Formaldehyde (CH₂O)

범위

0-10 ppm

0-100 ppm

0-100 ppm

0-10 ppm

0-10 ppm

0-100 ppm

0-100 ppm

0-10 ppm

% level

0-20 ppm

분해능

0.1 ppm

1 ppm

1 ppm

0.1 ppm

0.1 ppm

1 ppm

1 ppm

0.1 ppm

% 의 비율

(Fraction of %)

0,2 ppm

응용 분야

스택 배출 (Stack emissions)

연속 NMHC 분석기의 현장 제어 
(Field controls on continuous NMHC analysers)

감사 (Auditing)

유리 섬유 제조 업체 (보트, 캐비닛 등)
Fibber glass manufacturers (boats, cabinets etc.)

산업 설비 시스템 (Industrial plant)

가솔린 공장 (Petrol plants)

가솔린 스톡 (Petrol stocks)

스택 배출 (Stack emissions)

주유소 관리 (Gas station controls)

토양 오염 (Ground pollution)

살균된 환경 (Sterilised environment)

과일 주식 (Fruit stocks)

실험 공장 (Pilot plant)

인쇄 공장 (Printing plants)

산업 설비 시스템 (Industrial plant)

산업 설비 시스템 배출량 
(Industrial plant emission)

L.E.L (낮은 폭발 한계) 측정
L.E.L  (Low Explosion Limit) meas.

산업 설비 시스템 (Industrial plant)

플라스틱 산업 (Plastic industries)

목재 산업 (Wood industries)

산업 위생 (Industrial hygiene)

※ Minimum Range는 최대 측정 범위(Maximum Measurement range) 의 Active range 측정 범위 내에서 확장 변경 가능

활성 범위 / Active range

CH₄, THC, NMHC/TVOC 의 측정 범위
/ Measuring ranges CH₄, THC and NMHC

단위 / Units

백그라운드 노이즈 / Background noise

최소 검출 가능 한도 / Lower Detectable Limit

• 0-10,000 ppm, 0-100,000 ppm 또는 mg/m³(옵션)

• (10개 범위) 0-5/10/50/100/200/500/1,000/5,000/10,000/100,000 ppm
* 기타 범위는 요청시 가능 (0-10,000 ppm and mg/㎥ 범위에서 가능)

• ppm 또는 mg/Nm³

• 0.01 ppm

• < 0.5 % 풀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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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 9000GC 의 제품 기술사양 및 구성

드리프트(24시간) / Drift

측정 주기 / Measuring cycle

응답 시간 / Response time

선형성 / Linearity

정밀도 / Precision

샘플 유량 / Sample flow rate

디지털 화면 / Digital display

데이터 저장 / Data storage

GC 구성 / GC configuration

데이터 관리 / Data management

3개의 전면 패널 출력 
/ Three front panel outputs

직렬 연결 / Serial output

작동 온도 / Operating temperature

아날로그 출력(옵션) / Analogue outputs (opt.)

제로 드리프트 / Zero drift

제로/스팬 컨트롤 : Zero/Span control

서비스 / Services

샘플링 펌프 / Sampling pump

권장 교정 가스 실린더
/ Recommended calibration gas cylinder

공압 연결부 / Pneumatic connections

설치 / Mounting

기기 구성 / Instrument configuration

표준 전원 공급 장치 / Standard power supply

소비 전력 / Power consumption

사이즈 / Dimensions

무게 / Weight

• 안정성 제로 : ± 0.5 %
• 스팬 드리프트 : ± 0.5 %

• 최대 20 ~ 180 초

• 최대 20 ~ 180 초

• 0.5 % 이상

• ± 0.5 %

• 500 ㎖/min

• 640 x 200 픽셀 컬러 LCD 그래픽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

• 2GB ~ 64GB SD 카드

• 전면 패널 슬롯에 삽입 가능한 SD 카드

• Standard SW packages for 98/NT windows O.S.

• CH₄ : 디스플레이 또는 RS232 / USB 직렬 출력
• NMH : 디스플레이 또는 RS232 / USB 직렬 출력
• THC (TVOC) : 디스플레이 또는 RS232 / USB 직렬 출력

• 표준 RS 232, 9 핀 커넥터

• 5 – 40 ℃ 

• 0-1 VDC 4-20 mA

• 자가 보정

• 전면 패널 및 / 또는 리모컨 설정

• 수소(H₂) : 30ml / 분 (이동식 가스 실린더에서)
• 청정 공기 : 300ml / 분 (이동식 가스 실린더에서)
• 작동 공기 : 4.5 Bar (63 psi)

• 전기 가열식 펌프

• 3 ppm CH₄ + 1 ppm C3H8 (프로판), 공기 균형
(10ppm 이상의 범위에 비례하여 더 높음).
참고 : THC는 선택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1/4" 또는 4/6 mm 및 1/8" 또는 1/2 mm 플라스틱 또는 SS 튜브

• 휴대가 용이한 강화 알루미늄 케이스

• 전면 패널

• 230 Vac, 50/60 Hz, 300 VA

• 300 VA 

• 480 x 270 x 380 mm

• 17.8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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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portable CH4, NMHC, THC/TVOC Analyzer

Model

측정값
(Ranges)

0-20 PPM
0-100 PPM

0-1,000 PPM
0-10,000 PPM
0-30,000 PPM

* 기타 범위는 요청시 가능

0-20 PPM
0-100 PPM

0-1,000 PPM
0-10,000 PPM
0-30,000 PPM

* 기타 범위는 요청시 가능

0-20 PPM
0-100 PPM

0-1,000 PPM
0-10,000 PPM
0-30,000 PPM

* 기타 범위는 요청시 가능

0-20 PPM
0-100 PPM

0-1,000 PPM
0-10,000 PPM
0-30,000 PPM

* 기타 범위는 요청시 가능

Display/
Communication

Video graphic 
DAS + USB + Ethernet

Video graphic 
DAS + USB + Ethernet

Video graphic 
DAS + USB + Ethernet

Video graphic 
DAS + USB + Ethernet

아날로그 출력
(Analogue outputs)

Option
0-10 Vdc, 4-20mA

Option
0-10 Vdc, 4-21mA

Option
0-10 Vdc, 4-22mA

0-1 VDC 4-20 mA

Zero Air + H₂  Built in + Hydrides Built in + Hydrides Built in + Hydrides Built in + Hydrides

Dimensions
+

Cabinet

370x210x270 mm
알루미늄 케이스

390x200x290 mm
알루미늄 케이스

470x270x370 mm
알루미늄 케이스

480x270x380 mm
알루미늄 케이스

가격
(Base Price)

LOW MEDIUM HIGH HIGH

비고
Measures
THC/TVOC

Measures
THC/CH₄

NMHC/TVOC

Measures THC/CH₄,
NMHC/TVOC
continuously
by 2x FIDs

Measures THC/CH₄,
NMHC/TVOC
continuously

Gas Chromatograph

Ambieant LDL
(Very Low Det. Limit)

○

Ambieant LDL
(Low Det. Limit)

○

Ambieant HDL
(High Det. Limit)

○ ○ ○

Stack
THC

○

Stack
CH₄ + THC/TVOC/NMHC

T < 120 ℃
○ ○ ○

Stack
CH₄ + THC/TVOC/NMHC

○ ○

Stack
Dual HFID

CH₄ + THC/TVOC/NMHC
○

Comparison between different hot - FID,
measurement for Stacks (Emissions) & Ambie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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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븐(OVEN)의 온도가 180℃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시멘트 소성로, 소각로, 연소 시설 등에 적용)

2. 180℃ 샘플링 호스 라인 기능 (도장시설, 시멘트 소성로, 소각로, 연소 시설 등에 적용)

3. Ambient 대기용 샘플링 호스 라인 기능 (Ambient 대기 측정 등에 적용)

전 세계 모든 THC 측정 장비 중에서 오븐 180℃ 가열되는 THC 측정

기는 연속 측정시 고온으로 인해 모두 알루미늄 케이스로 제작됩니

다.

180℃ 히팅 샘플링 호스와 오븐(OVEN) 180℃ 는 전혀 다른 분야입

니다. 180℃ 히팅 샘플링 호스를 사용해도, 오븐(OVEN) 180℃ 기능

이 안되는 THC 측정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개정된 공정시헝법에 부합하는 THC 분석기는 

가스 샘플 펌프가 180℃ 가열식 펌프 헤드를 사용하는 THC 측정기

라 할 수 있습니다.

180℃ 히팅 샘플링 호스는 분석기 외부의 응축수를 방지하는 기능이

고, 180℃ 오븐은 분석기 내부의 응축, 수분, 습기 등을 제거하는 기

능입니다.

180℃ 시료도관

FID Detector

오븐 (OVEN) 180℃

오븐 (OVEN) 180℃ 가열식 펌프 헤드가 장착된
FID 9000 내부 사진

공기 압축기
Air compressor

180℃ 시료도관
180℃ Stainless Steel

180℃ 가스 샘플 가열식 펌프
180℃ Gas Sample Heated Pump

180℃~220℃ 가열식 스크러버
180℃~220℃ Heated scrubber

총탄화수소(THC) 공정시험법과 FID 9000의 오븐 180℃ 펌프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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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ent
에서만 적용

FID 9000처럼 샘플 펌프 헤드가 180℃ 이상으로 가열되어야 180℃ 오븐(OVEN) 기능입니다. 

가열이 안되는 가스분석기용 샘플 펌프를 사용하거나 180℃ 이하로 가열되는 펌프를 사용하는 THC 측정기는 

2019년 12월 개정된 공정시험법에 부적합 합니다. 

오븐(OVEN) 기능은 THC 측정기 샘플 입구에서 FID 센서까지 180℃를 유지하여 내부의 응축, 수분, 습기 등을 제

거하고, 대기 온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고 THC를 일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Emission,
Stack & Ambient 등
모든 분야에서 적용

2019년 12월 개정된 THC 공정시헙법의 오븐(OVEN) 180℃ 기능이란?

FID 9000의 오븐(OVEN) 180℃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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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 9000 제품 사양에 따른 Ordering code

표준 가스 교정시

교정용
10 bar 레귤레이터

Flowmeter

0~5L/min

교정용 T'
샘플 라인

FID 9000
Sample in

Vent

수소 충전시

수소(H₂) 충전용
20~50 bar
레귤레이터

FID 9000 수소(H2) 실린더 (기본)

H2 가스
(순도 99.999%)

수소(H2)
충전 케이블

(기본)

※ FID 9000 사용자 별도 구매 준비 물품 ※ 

1. 수소 충전시 : 20~50 bar 레귤레이터 (15 Bar 에서 충전),  H2 (순도 99.999%) 가스

2. 표준 가스 교정시 : 10 bar 레귤레이터,  CH4 (Air Balance) 가스,  Flowmeter,  교정용 T ' 샘플라인

USB 16GB

SD 카드 4GB
수소 (H2) 충전 케이블

내장형
수소 가스

실린더
압력계
(수소 잔량 표시)

오븐(OVEN) 180~200℃ 기능

♣ FID 9000 본체

오븐(OVEN) 180~200℃ 기능

제로 에어 (Zero Air) 가스 자동 발생 기능 본체 내장

엑셀 (Excel) 파일로 데이터 처리 기능

본체 내장 메모리 2GB

USB 16GB

SD카드 4GB

수소 (H2) 충전 케이블

(수소 99.999% 봄베 → 내장형 수소 가스 실린더 충전용)

ㆍ

ㆍ

ㆍ

ㆍ

ㆍ

ㆍ

ㆍ

기본제공

B. FID 9000 본체

1. FID 9000 본체 2. FID 9000 본체 + 내장형 수소 가스 실린더

D. 샘플링 프로브

1. 선택안함

2. S.S. Sampling Probe 500 mm with dust filter

3. Ambient 대기용 샘플링 프로브 300 mm

4. 별도 주문 길이

C. 샘플링 호스 라인

1. 선택안함

2. 180℃ 가열식 히팅 샘플링 라인 3M

3. Ambient 대기용 샘플링 라인 3M

4. 별도 주문 길이

E. 아날로그 출력

1. 선택안함 2. 4-20mA

3. 0-10 VdcF. 기타

1. 본체 메모리 확장 8GB ~ 64GB

2. 디지털 출력  RS232 또는 RS485

3. Ethernet

4. Modbus

5. On-Line 실시간 LabView 프로그램

6. 외부 수소(H2) 실린더 연결 케이블

A. FID 9000 측정 범위

1. 0-100, 0-1,000, 0-10,000 ppm or mg3

2. 0-300, 0-3,000, 0-30,000 ppm or mg3

3. 0-100,000 ppm or mg3 저농도, 고농도 등 측정 범위 선택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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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탄화수소(THC) 분석기 비교표

2021년 개정된
총탄화수소(THC)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FID 9000

1.1 목적
먼지를 제거한 후 가열채취관을 통하여 불꽃이

온화검출기 (flame ionization detector)로 유입한 후 분석한다.

적합

1.2 적용범위
시멘트 소성로, 소각로, 연소시설, 도장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의 총탄화수소 (THC)를 분석....

3.1. 측정장치
시스템

측정장치 시스템의 구성도는.... 분석기로 이어지는 모든 샘플링 구성품은 

안전상의 이유를 언급하지 않는 한 샘플링 시간 동안 

110 ℃ 이상으로 가열되어야 한다.

적합

3.7 펌프
펌프는··· 가열시 오염물질의 영향이 없도록

테플론재질의 코팅이 되어 있어야한다.
적합

7.2 배출가스
측정방법

.....측정은 공정이 정상상태에서 30 분 동안 연속측정하고··· 

30 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동안 측정한다. 

측정시간 동안 측정결과를 저장하여 평균 측정결과를 나타내고··· 기록한다.

적합

Warm-up time < 5분 이내

수소(H₂) 가스 실린더 잔량 확인 방법 압력계로 확인

본체 무게 8.5 Kg 이상

Heated Sample Line 3M 0.8 Kg 이상

소모품 비용 전혀없음

■ FID 9000은 오븐(OVEN) 180℃ 기능과 180℃ Heated Sample Line을 가열하는 Heated Scrubber 기능이 있기 때문에 Warm-up time 이 < 5분 이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