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 및 산업 (위생) 연속 모니터링

• 독점적인 마이크로 FID 검출기

• 가스 크로마토 그래픽 분리

• 터치 스크린상의 시각적 크로마토 그램

•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에 간편하게 통합

• 컴팩트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 저장 가능 

• 독립형 및 휴대용 버전으로 제공

■ 개요

• HOT FID 원자 계수기 등록 정보

• 총 탄화수소로부터 포름 알데히드 분리의 기체 크로마토 그래픽 분리

• 분석주기, 300 초

• 포름 알데히드 LDL, 0.1 ppmV

• 연속 포름 알데히드 (결과적으로 THC 및 THV-CH2O)가

컬러 터치 스크린에 출력 및 표시.

• 디스플레이상의 실시간 크로마토 그램

•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저장

• 자동 점화 장치 내장

• RS 232 를 통한 로컬 및 원격 직렬 통신

• 자동 시스템에 쉽게 통합 

• 랙 장착형 및 휴대용 버전

PCF 의 529 CH2O 는 신뢰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있는 포름 알데히드 분석을 위해 랙 장착형 및 휴대용 구성으로

제안된 당사의 표준 산업용 가스 크로마토 그래프를 완전히 새롭게 적용한 제품입니다

■ FID 검출기

장착된 두 개의 탐지기는 탄소 원자 계수기입니다. 이러한 장치에서 시료는 수소와 공기 (1:10 비율)가 공급되는

미세 화염에 도입되며, Cx 에서 CO 로의 산화에 의해 생성된 전하는 시료의 탄화수소 함량에 비례합니다.

2 개의 분극된 전극에 의해 수집된 전하는 전기 회로에 의해 정규화된 전자 신호로 변환된다. 실제 농도는

최근 사용 가능한 추적 가능한 기준 가스 혼합물을 사용하는 교정 절차에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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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GC 분석기 529 C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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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PCF 의 529 CH2O 포름 알데히드 분석기는 대기 및 산업 (위생) 공기 중 포름 알데히드 농도를 지속적으로

분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당사 공장에서 설계, 개발 및 구축되었습니다. 크로마토 그래프 회로의 뒤쪽에있는

샘플 펌프는 교정 된 모세관을 채우며, 그 내용물은 10 포트 회전 밸브를 통해 합계 탄화수소에서 특정 분자를

분리 할 수있는 가장 적합한 기판으로 채워진 크로마토 그래픽 충전 된 컬럼에 주입됩니다 (THC).

분리된 CH2O 는 내장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해 응답이 기억되는 FID 검출기로 보내진다. 10 포트 회전 밸브의

수리 단계에서 두 번째 샘플을 탄화수소 (THC)의 총량을 측정하기 위해 FID 검출기에 도입 할 수 있으며 관련

전자 신호도 전자 장치에 기억됩니다. THC의 신호로부터 CH2O 분율을 빼냄으로써 샘플 중의

총 THC 포름 알데히드의 값을 계산할 수있다. GC 분리는 각 측정주기 이전에 장비의 자동 영점 조정과 결합되어

IR 기법과 관련하여 높은 선택도 뿐만 아니라 높은 제로 드리프트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9529_CH2O 분석기는 연속 3 가지 측정을 제공합니다.

■ 기술사양

CH2O 측정 범위 0-20 / 200 / 2000ppmV 및 / 또는 mg / m3 (기타 범위는 선택 사항)

THC와 포름 알데히드 분리 GC 특정 컬럼

노이즈 ≤ 0.1 mg / m3

낮은 검출 한계 (LDL) ≤ 0.2 mg / m3

정확도 전체 스케일의 ± 2 %

정밀도 전체 스케일의 ± 2 %

제로 드리프트 (24 시간) 전체 스케일의 ± 1 %

스팬 드리프트 (24 시간) 전체 스케일의 ± 2 %

사이클 시간 F.S.D의 300 초에서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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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양

지연시간 300 초

샘플유속 500 ml / min

작동 온도 0 – 40 ℃ 

디스플레이 640 x 200 픽셀 컬러 LCD 그래픽 디스플레이

데이터 저장 2Gb MMC 메모리 (더 높은 용량 사용 가능)

아날로그 출력 (CH2O) 0-1 Vdc , 4-20 mA

아날로그 출력 (THC) 0-1 Vdc , 4-20 mA

아날로그 출력 (THC-CH2O) 0-1 Vdc , 4-20 mA

직렬 출력 RS 232 (9 핀 커넥터)

제로 드리프트 매 주기마다 자동 보정

제로 / 스팬 제어 전면 패널 및 / 또는 리모컨에서 설정

서비스 수소 외부 가스 실린더에서 IP 30 ml / min

공기 300 ml / min

캐리어 (N2) 외부 가스 실린더로부터 25 ml / min

권장 교정 가스 실린더 10 ppm CH2O, 질소 균형

사이즈 480x185x560 mm (19"x7.6"x22", WxHxD)

무게 15 Kg

표준 전원 공급 장치 230 Vac, 50 / 60 Hz

소비 전력 300 VA

공압 연결 1/4" or 4/6 mm and 1/2 mm

■ 주문방법

CODE NUMBER DESCRIPTION

529 CH2O-041-0198 529 CH2O, 포름 알데히드 분석기, 230 Vac 50 Hz

529 CH2O-052-1001 수소발샐기

529 CH2O-048-0001 UPP 공기 발생기

529 CH2O-041-1023 교정 가스 실린더, 10 ppmV 질소 밸런스

529 CH2O-041-1101 소모품 키트

529 CH2O-041-1111 예비 부품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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