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 다중 점 L.E.L. 및 / 또는 TVOC 모니터. 지속적인 프로세스 및 / 또는 소스 모니터링.

UNI EN 13526 및 UNI EN 12619 지침 및 사양 충족

• 완전히 장착된 시스템

• 내장형 H2 및 공기 공급 장치

• 사용하기 쉽고 유지 보수가 용이

• 맞춤형 턴키 프로젝트

■ 개요

• 상위 항목 아래 UUP 모델에서부터 컴포넌트 항목. 

9588 제로 에어 제너레이터 멀티 포인트 모듈 9110_E TVOC 모니터 수소 발생기

• Hot FID (Flame Ionization Detector)

• 개별 샘플링 루프

• 응답 시간, 30 초.

• (옵션) 3 채널 DAS (데이터 수집 시스템)가 있는 컬러 비디오 그래픽 (5.5")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저장. USB 포트를 통한 데이터 다운로드

• 전체 시스템 랙 마운트

• 지속적인 L.E.L. 및 / 또는 산업 설비의 스택 모니터링

■ FID 검출기

FID 검출기는 탄소 원자 계수기입니다. 샘플은 Cx 에서 CO 로의 산화에 의해 생성된 전하가 샘플 내의 탄화수소

함량에 비례하는 수소 및 공기에 의해 점화되는 마이크로 화염에 도입된다. 실제 탄소 농도는 추적 가능한

기준 가스 혼합물을 이용한 교정에서 계산됩니다. 전기 요금은 두 개의 극성의 전기로 수집되어 전기 회로에 의해

전기 신호로 변환됩니다.

MULTI-POINT 자동 FID 시스템

다지점 자동 FID 시스템 - VOC/THC 연속 모니터링 • MULTI-POINT AUTOMATIC FID SYSTEM

THC-9110, 다 지점 자동 피팅 시스템, 멀티 스트림 TVOC 모니터링 분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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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측정 시스템은 순환 샘플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압에 대해 균형을 이루는 샘플 가스 약 0.6 ml를 분석 회로에

도입하는 자동 회전 샘플링 밸브를 예견합니다. Eve-rything 은 온도 조절 환경에서 조립됩니다. 샘플링 밸브의

뒤쪽에 위치한 에어 이젝터로 샘플을 해킹합니다. 온도 제어 챔버에서 포장된 크로마토 그래픽 컬럼은

특정 유기 화합물의 분리 및 측정을 수행하기 위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크로마토 그래픽 칼럼을 사용하면

너무 높은 설정 값의 경우 농도가 오염 물질 또는 버너의 메탄 누출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메탄 분율

함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술사양

측정 범위 0-10 / 100 / 1,000ppm / mgNm3

0-100 / 1,000 / 10,000ppm / mgNm3 (요청시 추가 범위)

노이즈 0,01 ppm3

낮은 검출 한계 (LDL) <1 % 전체 스케일

제로 안정성 (24 시간) ± 0.5 %

스팬 드리프트 (24 시간) ± 1 %

측정주기 30 초 (2000 년까지)

응답 시간 30 초

선형성 1 % 이상의 전체 스케일

정밀도 ± 1 %

샘플유속 600 ml / min (측정과 관련 없음)

작동 온도 5 - 40 ℃

디스플레이 2 x 40 문자 LCD

각 구성 요소의 아날로그 출력 0-1 Vdc 4-20 mA (선택 가능)

직렬 출력 표준 RS 232, 9 핀 커넥터

제로 드리프트 자기 보상

제로 / 스팬 제어 전면 패널 및 / 또는 리모컨에서 설정

서비스 수소 30 ml / min

공기 300 ml / min

추적 가능한 가스 실린더에 의한 교정 20 ppm C3H8, 공기 균형

사이즈 1600x600x600 mm (64 "x24"x24 ")

무게 구성에 따라

표준 전원 공급 장치 230 Vac, 50 / 60 Hz

공압 연결 1/4 "또는 4/6 mm 및 1/8"또는 1/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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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방법

CODE NUMBER DESCRIPTION

041-5001 멀티 포인트 자동 시스템, 220 Vac 50 Hz

052-1001 수소발샐기

048-0001 UPP 공기 발생기

041-5011 교정 가스 실린더

042-1001 히트 트레이싱 라인 (길이 지정)

042-1002 열 추적 선 온도 제어

041-1113 소모품 키트

041-1114 예비 부품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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