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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용 NOx tube를 사용하면 NO2 및 SO2와 같은 수용성 가스

의 희석 손실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한다. tube의 매끄러운 표면은 

유속을 증가시켜 응축수 형성 및 희석 손실을 감소시킨다.

가스 샘플링 시스템 SU 프로브

측정 항목 측정 범위 분해능 정확도

T-Gas 0…500 °C 0,1°C
± 2 °C (0-125 °C)
± 3 °C (125-250 °C)
± 4 °C (250-500 °C)

구성품

필요한 경우 프로브 팁을 다른 길이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나사식 홀딩 핸들 및 
분리와 부착이 쉬운 호스 연결부
이중 튜브 프로브 팁(가스, 압력) Ø 10mm, NiCr-Ni 열전대 사용,  측정 범위 
0-500℃, 아래 목록에 따라 다양한 길이 선택 가능.

테프론 보호관과 스테인리스 스틸 팁이 있는 프로브 부착용 고정 콘 Ø 10mm

3-챔버(가스, 압력, 전기 라인) 희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테프론 슬리브가 있는 
보온용 NOx Tubing 호스. 
T-Gas 연결부에 고품질의 내구성이 강한 ODU 커넥터 사용.

사용 가능한 프로브 팁 및 보온용 NOx Tubing 호스 길이

프로브 팁 길이 : 300 – 1,500 mm

보온용 NOx Tubing 호스 길이 : 3.5 – 10m

교체 가능한 팁과 보온용 NOx tube가 있는 
건 그립 프로브

Normal sampling tubing

Low flow speed / rough surface

Condensation formation

Tubing with Teflon sleeve

High flow speed / smooth surface

일반 샘플링 호스

저유량 / 거친 표면

응축수 형성

테프론 보호관이 있는 호스(보온용 NOx Tubing)

고유량 / 매끄러운 표면

보온용 NOx Tubing 호스

가스 샘플링 시스템 SU 프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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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SAMPLING SYSTEM SU PROBE

The use of NOx tubing minimizes the drop out of water-

soluble gases like NO2 and SO2. The smooth inner surface 

of the tubing, which also increases the gas’ flow rate, 

reduces the formation of subsequent drop out.

Sampling system SU probe

Measured value Range Resolution Accuracy

T-Gas 0…500 °C 0,1°C
± 2 °C (0-125 °C)
± 3 °C (125-250 °C)
± 4 °C (250-500 °C)

Components

Ergonomic holding grip with thread for simple exchange of probe tip 
against another length in case of needs and easy slip-on and detachable 
tubing connections
2-pipe probe tip (gas, pressure) Ø 10 mm with NiCr-Ni thermocouple, 
measuring range 0-500 °C. Various lengths at choice according to below 
list.
Fixation cone for probe pipe Ø 10 mm, with Teflon protective ring and 
stainless-steel tip
3-chamber (gas, pressure, electric cable) NOx tubing with Teflon sleeve, for 
avoidance of washout effects.
With high-value and robust ODU plug at T-Gas connection.

Available probe tips and tubing lengths

Probe tip length: 300 mm to 1500 mm

Tubing length: 3,5 m – 10 m

PISTOL GRIP PROBE WITH EXCHANGEABLE TIP AND 
3-CHAMBER NOX TUBING

Normal sampling tubing

Low flow speed / rough surface

Condensation formation

Tubing with Teflon sleeve

High flow speed / smooth surface

3-CHAMBER NOX TUB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