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된 고온 F.I.D. (Flame Ionization Detector) TVOC 모니터, UNI EN 13526 및 UNI EN 12619

요구 사항 및 사양을 충족, 지속적인 소스 모니터링을위한 빠른 응답 모니터.

• 빠른 응답 분석기

• 메탄의 분리

• 제로 공기 공급 장치 내장

• 내장형 와이드 스크린 데이터 로거

■ 개요

• Hot FID (Flame Ionization Detector)

• Hot 샘플링 펌프

• 제로 에어 공급 장치 내장

• 메탄의 촉매 분리

• 1 초 이내에 0-90 %의 빠른 응답 시간

• D.Igs에서와 같은 TUV 인증. 152/06 parte V titoli I e II

• (옵션) 3 채널 DAS (Data Acquisition System)가 내장된 

내장형 컬러 비디오 그래픽 (5.6 "),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저장,

USB 포트를 통한 데이터 다운로드

• 랙 장착형

• 고정 설치시 연속 스택 및 덕트 모니터링에 적합

■ FID 검출기

검출기는 가열된 탄소 원자 계수기입니다. 샘플은 Cx 에서 CO 로의 산화에 의해 생성된 전기 전하가 시료의

탄화수소 함량에 비례하는 수소와 공기 (1:10 비율)에 의해 점등되는 마이크로 화염에 도입됩니다.

실제 탄소 농도는 추적 가능한 ref-erence 가스 혼합물을 사용하는 교정에서 제외됩니다. 전하는 두 개의

분극된 전극에 의해 수집되고 전기 회로에 의해 전자 신호로 변환됩니다.

Hot-FID 방식 19인치 RACK 설치용 TVOC 분석기 • 110 H

110 H_HOT FID TVOC, THC RACK MOUNTED MONITOR

HOT FID TVOC / THC RACK 마운트 모니터, 11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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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FID 방식 19인치 RACK 설치용 TVOC 분석기 • 110 H

110 H_HOT FID TVOC, THC RACK MOUNTED MONITOR

■ 기술

PCF의 110 H 모니터는 방출시 TVOC, THC 및 CH4 분율을 지속적으로 감지하기위한 새로운

EN 113526 - EN 12619 유럽 지침에 따라 설계, 개발 및 제작되었습니다. 샘플은 상단에 세라믹 필터

(3 μm 다공성), 150 ÷ 200 ℃ 에서 열 추적 PTFE 튜브 및 가열 헤드 흡인 펌프가 있는 가변 길이 프로브를 통해

추출합니다. SS 소결 가열 필터가 멀어지면 샘플 모세관 앞에 배치됩니다. 샘플은 FID 디텍터로 계속 공급되므로

응답은 전체 범위의 98 % 까지 1 초 - 1 초의 속도로 매우 빠릅니다. CH4 분리 측정은 모든 4- 산화제 화합물을

CH4 로 전환시키는 특수한 촉매 변환기를 수동 4- 방향 밸브를 통해 선택함으로써 연속적으로 수행되지만,

CH4는 이산화탄소로, 화염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종 이온 검출기. 모니터는 디아 그램, 작동 온도, 작동 상태,

알람, H2, Air 및 Sample의 유량 곡선을 표시 할 수있는 고화질 TFT-LCD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이 내장된

PC 기반 데이터 로거를 보여줍니다. 값. RS 232 및 USB (선택 사양)를 통해 데이터가 원격 PC 에 다운로드 될 수

있습니다. 원격 프로세스 제어 및 감시 장치 및 프린터와의 상호 연결을 쉽게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안전 고장 솔레노이드 밸브는 Flame OUT 조건의 경우 수소 흐름을 차단합니다.

■ 기술 사양

검출기 HOT F.I.D. (불꽃 이온화 검출기)

측정 범위 0-100/1,000/10,000 ppm and-or mg/Nm3
(다른 범위는 선택 사항)

메탄 분리 (옵션) 편차 밸브 수동 삽입

선형성 최대 스케일의 ± 1 %

정밀도 최대 눈금의 ± 1 %

노이즈 0.2 mg / Nm3

최저 검출 한계 (LDL) 0.4 mg / Nm3

110 H 카탈로그 세일국제무역 주식회사 • 전화 02-837-6974 • 팩스 02-859-2059 • 메일 info@seic.co.kr 2 / 3



Hot-FID 방식 19인치 RACK 설치용 TVOC 분석기 • 110 H

110 H_HOT FID TVOC, THC RACK MOUNTED MONITOR

■ 기술 사양

제로 드리프트 (24 시간) 전체 스케일의 ± 0.5 %

스팬 드리프트 (24 시간) 전체 스케일의 ± 1 %

응답 시간 1 초 ~ 98 % 전체 스케일

샘플유속 1000 - 2000 ml / min

샘플 회로 온도 180 - 200 ℃

작동 온도 범위 5 - 40 ℃

FID 검출기 온도 200 ℃

디스플레이 5.5 "색깔 TFT - LCD 접촉 스크린

경보 높은 농도 값 (전체 스케일) 화염 온도 온도 비 Ok

자동 수소 차단 FLAME OUT 조건의 경우

아날로그 출력 0-10 Vdc 및 4-20 mA

직렬 및 디지털 출력 RS 232 (USB 옵션)

서비스 수소 발전기 또는 가스 실린더에서 IP 30 ml / min

공기 UPP 발생기 또는 가스 실린더에서 300 ml / min

권장 교정 가스 실린더 30ppm CH4 + 10ppm C3H8, 공기 균형

장착 표준 19 "랙, 4U

사이즈 483x185x450 mm (19 "x7"x18 ", WxHxD)

무게 13.5 Kg

표준 전원 공급 장치 220 Vac, 50/60 Hz

소비 전력 500 VA

공압 연결 1/4" or 4/6 mm and 1/8” or 1/2 mm

■ 주문방법

CODE NUMBER DESCRIPTION

110 H-085-0001 110 H, TVOC / THC / CH4 HOT FID 모니터, 220 Vac 50 Hz

110 H-052-1001 수소 발생기

110 H-048-0001 UPP 공기 발생기

110 H-041-5011 교정 가스 실린더, 감압 기가 장착 된 10ℓ

110 H-042-1001 히트 트레이싱 라인 (길이 지정)

110 H-042-1002 열 추적 선 온도 제어

110 H-085-0101 소모품 키트

110 H-085-0102 예비 부품 키트

110 H 카탈로그 세일국제무역 주식회사 • 전화 02-837-6974 • 팩스 02-859-2059 • 메일 info@seic.co.kr 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