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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k Instrument 

제품 개요

MS400군 휴대용 복합 가스 감지기는 여러 가스의 농도, 온도 및 습도 측정, 초과 표준 경보를 신속

하게 감지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MS400은 실시간 표시를 위해 59밀리 고화질 천연색화면을 채택하고 고품질 가스감지기를 사용합

니다. 주요 감지 원리는 전기 화학, 적외선, 촉매 연소, 열전도율, PID입니다. 고급 회로 설계로  향
상된 커널 알고리즘 처리, 독특한 모양 설계, 수많은 소프트웨어 작업 특허 및 외관 특허를 획득했

습니다.
MS400은 파이프 라인이나 밀폐 공간 및 대기 환경의 가스 농도를 감지 할 수 있습니다. 질소 또
는 산소와 같은 다양한 배경가스의 가스 누출 또는 고순도 단일 가스 순도를 감지 할 수
있습니다. 500 가지 이상의 가스를 감지 할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 1~ 4 종의 가스를 동시에 감지하여 자유롭게 유닛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가스의 분자량을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특수 가스의 분자량을 입력하면 검출기가 자동으로 
계산 및 전환됩니다)   선택 단위 : ppm, mg / m3, Vol %, LEL %, PPHM, ppb, mg / L.

★ 내장 펌프 흡입, 통합 수증기 및 먼지 필터, 빠른 응답, 장거리 샘플링 지원.
센서와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는 내장 수증기 및 먼지 필터는 습도가 높고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샘플링 거리는 10 미터 이상이며 특수 가스 경로 설계는 직접 감지할 수 있습니다.  
-0.5 ~ 2Kg의 가스의 음압 또는 양압은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
59밀리 고화질 천연색 화면, 실시간 농도 표시, 경보, 시간, 온도, 습도, 저장, 통신, 전력, 충전 상태, 농

도 단위, 가스 분자식, 가스 이름 및 기타 정보, 메뉴 인터페이스는 높은- 각 메뉴의 기능 이름을 표시하는 
정의 모의 도형 

★ 대용량 자료저장 기능, 여러 저장 방법을 지원합니다.
100,000자료저장 용량의 표준 구성, 더 큰 용량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저장, 타

      이밍 저장 또는 경보 집중 자료 및 시간 만 지원합니다.
       로컬보기 및 데이터 삭제를 지원하고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컴퓨터에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상위 컴
      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장 및 인쇄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RS485 통신.
★ 고온 가스 감지-별매

선택적 고온 샘플링 냉각 필터 핸들 또는 고온 및 고습 전처리 시스템, 400 ℃ 가스 감지 가능, 고온 가스 감         
지 사용자 정의 가능.

★ 세  가지 표시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4개의 가스 농도 동시 표시, 단일 채널 가스 농도의 큰 글꼴주기 표시, 실시간 곡선. 자동 또는 수동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값, 최소값, 가스 명 표시 여부를 설정하고 과거 곡선 그래프를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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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기간 동안 곡선에 가스 농도 변화 추세를 반영하는 그래픽 표시 
★ 데이터 복구기능. 부분 또는 전체 복구를 선택할 수있어 잘못된 작동으로 인한 걱정을 없앨 

수 있습니다.

★ 최대 값, 최소값, 평균값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USB 충전 인터페이스, 충전 보호 기능, USB 핫 플러그   지원.

휴대폰 충전기와 호환되는 컴퓨터 또는 보조 배터리로 충전 할 수 있습니다. 과충전, 방전, 과전압, 단락, 
과열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5 단계의 정확한 전력 표시.
감지기는 충전시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 4600mA 대용량 충전식 폴리머 배터리로 장시간 연속 작동이 가능합니다. 
★ 고정밀 온도 및 습도 측정 (옵션). 동시에 센서에 온도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감지 또는 타이밍 감지를 지원합니다. 감지되지 않으면 펌프를 끄고 작업 시간을 연장 할 수 있습

니다.
★ 다양한 경보 모드, 경보시 경보 상태의 다차원 표시. 소리 및 빛 경보, 진동 경보, 시각 
경보를 포함합니다. 경보 유형에는 농도 경보, 저전압 경보 및 오류 경보가 포함됩니다.

★ 경보 값은 여러 경보 모드 설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수준 경보, 고수준 경보, 간격 경보, 가중 평균 경보.

  
★ 오동작 인식 기능, 농도 보정 오동작을 자동으로 파악하여 예방할 수있어 인적 요인으로 인한 불량을 피할 수 있
습니다.

★ 영점 자동 추적, 장기 사용은 영점 드리프트의 영향을받지 않습니다.
★ 측정의 선형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상 지점의 다단계 교정. 
★ 선택을위한 중국어와 영어 인터페이스.
★ 로깅. 교정 로그, 유지 보수 로그, 문제 해결 조치, 센서 수명 알림, 다음 농도 교정 알림을 기록합니다.

★ 본질 안전 회로 설계. 정전기 방지, 전자기 간섭 방지, 국가 표준 테스트 및 CMC 측정기 생산 라이센스를 

통과했습니다.

★ IP65, 방수, 방진, 방폭, 충격 방지 보호 등급.

기술 규격 
감지가스

1~ 4 종의 가스를 감지하고 현장 요구 사항에 따라 구성합니다.
옵션 : 4 가지 종류의 가스 농도, 온도 및 습도를 감지 할 수 있습니다.

측정범위
0 ~ 1ppm, 0 ~ 10ppm, 0 ~ 100ppm, 0 ~ 1000ppm, 0 ~ 5000ppm, 0 ~ 50000ppm 0 ~ 
100mg / L, 0 ~ 100 % LEL, 0 ~ 20 % Vol, 0 ~ 50 % Vol, 0 ~ 100 % Vol (선택 사항). 
첨부된 표를 참조하여 다른 범위를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습니다.

분해능
0.001ppm (0~10ppm) 고정밀도 

0.01ppm (0~1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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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ppm (0~100ppm) 

0.1ppm (0~1000ppm) 

1ppm (0~5000ppm) 

0.01mg/L; 0.1%LEL; 0.01%; 0.001%Vol 

첨부표를 참조요, 기타 분해능은  주문할 수가 있음

동작 원리 전기 화학, 적외선, 촉매 연소, 열전도율, PID. 측정 범위, 현장 환경 및 고객 
요구 사항에 따라 다름

감지 방법 내장 흡입펌프 흐름: 500mL/min

표시기 2.31"  320* 240 HD 천연색 창 5 가지 단추 동작

정확도 ≤±3% F.S. (더 높은 정확도는 주문생산） 

직선성 ≤±2% 재현성 ≤±2% 

경보
경음 경광 경보, 진동 경보, 시각 경보, 소리와 빛 + 진동 + 시각 경보, 종료 경보 (별매)

반응시간 T90≤ 20s 복귀시간 ≤30s 

동작전압 DC3.7V 

건전지 용량

3.7VDC, 4600mA 대용량 충전식 폴리머 건전지,

과충전, 과방전, 과전압, 과열, 단락 보호 기능

동작환경
온도: -40℃~ +70℃ 

상대습도: ≤0~99%RH (고온 다습 환경에서 사용하기위한 필터내장)

압력: 0.1MPa±20% 

추출가스 온도 -40℃~ +70℃ 

400도씨 이상을 감지하기위한 별매의 고온 추출냉각필터 유

온도측정

(별매)

-40℃~ +120℃ 

정확도: 0.5℃ 

습도측정(별매) 0~ 100%RH 

정확도: ±3%RH 

자료저장

표준 구성은 100,000 개의 자료용량이며 더 큰 용량을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습니다. 로컬보

기, 삭제 또는 자료 내보내기, 무료 상위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 지원, 저장 기능은 기본적

으로 꺼져 있으며, 켜짐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저장 간격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음

통신연결 USB (충전과 통신)
별매: RS-485 또는 RS-232 

통신 언어 영어

방폭인증 본질안전 ExiaⅡCT4Ga 방폭인증번호：CnEx16.3090 

보호급수 IP65 방진, 물뿌림방수

크기 160* 70* 28mm (L× W× H) 무게 300g 

표준부속품 사용 설명서, 적합성 인증서, USB 충전기(데이터 케이블 포함), 백 클립, 습도 먼지 
필터, 고급 알루미늄 합금 악기형 상자

별매품 1.2m 접이식 샘플링 핸들 (1~ 10m 호스, 표준 길이: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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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온도 및 습도 측정 기능

고온 샘플링 냉각 필터 핸들

고온 고습 전처리 시스템 습도 및 먼지 필터

사용처
석유, 화학, 제약, 환경 보호, 연도 가스 분석, 공기 처리 등

포함 품목
1. MS400 가스 감지기

2. 장비 외함

3. 적합 인증서

4. 사용자 설명서

5. 방습 방진 필터

6. USB 충전기(자료전송 연결선포함)

7. 소프트웨어(이-메일로 전송)

가스 선택 표

감 지 가 스

측정범위

(기타범위는 별도

주문)

정확도 

(기타범위는 별도

주문) 

분해능 

(기타범위는 별도

주문) 

반응시간

가연성 가스(폭발) 0- 100%LEL ＜±3%(F.S.) 0.1%LEL ≤10s 

가연성 가스(폭발) 0- 100%Vol ＜±3%(F.S.) 0.1%Vol ≤10s 

메탄(CH4) 0- 100%LEL ＜±3%(F.S.) 0.1%LEL ≤5s 

메탄(CH4) 0- 100%Vol ＜±3%(F.S.) 0.1%Vol ≤10s 

산소(O2) 0- 30%Vol ＜±3%(F.S.) 0.01%Vol ≤15s 

산소(O2) 0- 100%Vol ＜±3%(F.S.) 0.01%Vol ≤15s 

산소(O2) 0- 1000ppm ＜±3%(F.S.) 1ppm ≤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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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O2) 0- 50000ppm ＜±3%(F.S.) 1ppm ≤20s 

일산화탄소(CO) 0- 500ppm ＜±3%(F.S.) 0.1ppm ≤20s 

일산화탄소(CO) 0- 1000ppm ＜±3%(F.S.) 0.1ppm ≤20s 

일산화탄소(CO) 0- 2000ppm ＜±3%(F.S.) 0.1ppm ≤20s 

일산화탄소(CO) 0- 20000ppm ＜±3%(F.S.) 1ppm ≤20s 

일산화탄소(CO) 0- 100000ppm ＜±3%(F.S.) 1ppm ≤20s 

이산화탄소(CO2) 0- 2000ppm ＜±3%(F.S.) 1ppm ≤20s 

이산화탄소(CO2) 0- 5000ppm ＜±3%(F.S.) 1ppm ≤20s 

이산화탄소(CO2) 0- 10000ppm ＜±3%(F.S.) 1ppm ≤20s 

이산화탄소(CO2) 0- 50000ppm ＜±3%(F.S.) 1ppm ≤20s 

이산화탄소(CO2) 0- 20%Vol ＜±3%(F.S.) 0.01%Vol ≤20s 

이산화탄소(CO2) 0- 50%Vol ＜±3%(F.S.) 0.01%Vol ≤20s 

이산화탄소(CO2) 0- 100%Vol ＜±3%(F.S.) 0.01%Vol ≤20s 

포름 알데히드(CH2O) 0- 10ppm ＜±3%(F.S.) 0.001ppm ≤20s 

포름 알데히드(CH2O) 0- 50ppm ＜±3%(F.S.) 0.01ppm ≤20s 

포름 알데히드(CH2O) 0- 1000ppm ＜±3%(F.S.) 0.1ppm ≤20s 

오존(O3) 0- 1ppm ＜±3%(F.S.) 0.001ppm ≤20s 

오존(O3) 0- 10ppm ＜±3%(F.S.) 0.01ppm ≤20s 

오존(O3) 0- 50ppm ＜±3%(F.S.) 0.01ppm ≤20s 

오존(O3) 0- 100ppm ＜±3%(F.S.) 0.01ppm ≤20s 

오존(O3) 0- 2000ppm ＜±3%(F.S.) 0.1ppm ≤20s 

황화수소(H2S) 0- 10ppm ＜±3%(F.S.) 0.001ppm ≤20s 

황화수소(H2S) 0- 50ppm ＜±3%(F.S.) 0.01ppm ≤20s 

황화수소(H2S) 0- 100ppm ＜±3%(F.S.) 0.01ppm ≤20s 

황화수소(H2S) 0- 200ppm ＜±3%(F.S.) 0.1ppm ≤20s 

황화수소(H2S) 0- 2000ppm ＜±3%(F.S.) 0.1ppm ≤20s 

이산화황(SO2) 0- 10ppm ＜±3%(F.S.) 0.001ppm ≤20s 

이산화황(SO2) 0- 20ppm ＜±3%(F.S.) 0.01ppm ≤20s 

이산화황(SO2) 0- 100ppm ＜±3%(F.S.) 0.01ppm ≤20s 

이산화황(SO2) 0- 500ppm ＜±3%(F.S.) 0.1ppm ≤20s 

이산화황(SO2) 0- 2000ppm ＜±3%(F.S.) 0.1ppm ≤20s 

이산화황(SO2) 0- 5000ppm ＜±3%(F.S.) 0.1ppm ≤20s 

산화 질소(NO) 0- 20ppm ＜±3%(F.S.) 0.01ppm ≤20s 

산화 질소(NO) 0- 100ppm ＜±3%(F.S.) 0.01ppm ≤20s 

산화 질소(NO) 0- 2000ppm ＜±3%(F.S.) 0.1ppm ≤20s 

이산화질소(NO2) 0- 20ppm ＜±3%(F.S.) 0.01ppm ≤20s 

이산화질소(NO2) 0- 200ppm ＜±3%(F.S.) 0.1ppm ≤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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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질소(NO2) 0- 1000ppm ＜±3%(F.S.) 0.1ppm ≤20s 

이산화질소(NO2) 0- 5000ppm ＜±3%(F.S.) 0.1ppm ≤20s 

염소(CL2) 0- 10ppm ＜±3%(F.S.) 0.001ppm ≤20s 

염소(CL2) 0- 20ppm ＜±3%(F.S.) 0.01ppm ≤20s 

염소(CL2) 0- 200ppm ＜±3%(F.S.) 0.1ppm ≤20s 

암모니아(NH3) 0- 50ppm ＜±3%(F.S.) 0.01ppm ≤20s 

암모니아(NH3) 0- 100ppm ＜±3%(F.S.) 0.01ppm ≤20s 

암모니아(NH3) 0- 1000ppm ＜±3%(F.S.) 0.1ppm ≤20s 

암모니아(NH3) 0- 5000ppm ＜±3%(F.S.) 0.1ppm ≤20s 

암모니아(NH3) 0- 100%LEL ＜±3%(F.S.) 0.1%LEL ≤20s 

수소(H2) 0- 100%LEL ＜±3%(F.S.) 0.1%LEL ≤20s 

수소(H2) 0- 1000ppm ＜±3%(F.S.) 0.1ppm ≤20s 

수소(H2) 0- 20000ppm ＜±3%(F.S.) 1ppm ≤20s 

수소(H2) 0- 40000ppm ＜±3%(F.S.) 1ppm ≤20s 

수소(H2) 0- 100%Vol ＜±3%(F.S.) 0.1%Vol ≤20s 

시안화 수소(HCN) 0- 30ppm ＜±3%(F.S.) 0.01ppm ≤20s 

시안화 수소(HCN) 0- 100ppm ＜±3%(F.S.) 0.01ppm ≤20s 

시안화 수소(HCN) 0- 20ppm ＜±3%(F.S.) 0.01ppm ≤20s 

시안화 수소(HCN) 0- 200ppm ＜±3%(F.S.) 0.1ppm ≤20s 

인화수소(PH3) 0- 5 ppm ＜±3%(F.S.) 0.001ppm ≤20s 

인화수소(PH3) 0- 20 ppm ＜±3%(F.S.) 0.01ppm ≤20s 

인화수소(PH3) 0- 2000 ppm ＜±3%(F.S.) 0.1ppm ≤20s 

이산화 염소(CLO2) 0- 1ppm ＜±3%(F.S.) 0.001ppm ≤20s 

이산화 염소(CLO2) 0- 10ppm ＜±3%(F.S.) 0.01ppm ≤20s 

이산화 염소(CLO2) 0- 100ppm ＜±3%(F.S.) 0.01ppm ≤20s 

산화 에틸렌(ETO) 0- 100ppm ＜±3%(F.S.) 0.01ppm ≤20s 

산화 에틸렌(ETO) 0- 1000ppm ＜±3%(F.S.) 0.1ppm ≤20s 

산화 에틸렌(ETO) 0- 100%LEL ＜±3%(F.S.) 1%LEL ≤20s 

포스겐(COCL2) 0- 1ppm ＜±3%(F.S.) 0.001ppm ≤20s 

실란(SiH4) 0- 1ppm ＜±3%(F.S.) 0.001ppm ≤20s 

실란(SiH4) 0- 50ppm ＜±3%(F.S.) 0.01ppm ≤20s 

불소(F2) 0- 1ppm ＜±3%(F.S.) 0.001ppm ≤20s 

불소(F2) 0- 10ppm ＜±3%(F.S.) 0.01ppm ≤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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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k Instrument 

불소(F2) 0- 100ppm ＜±3%(F.S.) 0.01ppm ≤20s 

불화 수소(HF) 0- 10ppm ＜±3%(F.S.) 0.01ppm ≤20s 

불화 수소(HF) 0- 50ppm ＜±3%(F.S.) 0.01ppm ≤20s 

 브롬화 수소(HBr) 0- 50ppm ＜±3%(F.S.) 0.01ppm ≤20s 

다이보레인(B2H6) 0- 10ppm ＜±3%(F.S.) 0.001ppm ≤20s 

비소(AsH3) 0- 1ppm ＜±3%(F.S.) 0.001ppm ≤20s 

비소(AsH3) 0- 10ppm ＜±3%(F.S.) 0.001ppm ≤20s 

비소(AsH3) 0- 10ppm ＜±3%(F.S.) 0.01ppm ≤20s 

게르마인(GeH4) 0- 2ppm ＜±3%(F.S.) 0.001ppm ≤20s 

게르마인(GeH4) 0- 20ppm ＜±3%(F.S.) 0.01ppm ≤20s 

히드라진 (N2H4) 0- 1ppm ＜±3%(F.S.) 0.001ppm ≤20s 

히드라진 (N2H4) 0- 300ppm ＜±3%(F.S.) 0.1ppm ≤20s 

테트라 하이드로 티 오펜 (THT) 0- 50mg/m3 ＜±3%(F.S.) 0.01 mg/m3 ≤20s 

 브롬(Br2) 0- 10ppm ＜±3%(F.S.) 0.001ppm ≤20s 

 브롬(Br2) 0- 50ppm ＜±3%(F.S.) 0.01ppm ≤20s 

아세틸렌 (C2 H2) 0- 100%LEL ＜±3%(F.S.) 0.1%LEL ≤20s 

아세틸렌 (C2 H2) 0- 100ppm ＜±3%(F.S.) 0.01ppm ≤20s 

아세틸렌 (C2 H2) 0- 1000ppm ＜±3%(F.S.) 0.1ppm ≤20s 

 에틸렌(C2 H4) 0- 100%LEL ＜±3%(F.S.) 0.1%LEL ≤20s 

에틸렌(C2 H4) 0- 100ppm ＜±3%(F.S.) 0.01ppm ≤20s 

에틸렌(C2 H4) 0- 1000ppm ＜±3%(F.S.) 0.1ppm ≤20s 

아세트 알데히드(C2H4O) 0- 10ppm ＜±3%(F.S.) 0.01ppm ≤20s 

에탄올(C2 H6O) 0- 100%LEL ＜±3%(F.S.) 0.1%LEL ≤20s 

에탄올(C2 H6O) 0- 100ppm ＜±3%(F.S.) 0.01ppm ≤60s 

에탄올(C2 H6O) 0- 2000ppm ＜±3%(F.S.) 0.1ppm ≤20s 

 메탄올(CH4O) 0- 100%LEL ＜±3%(F.S.) 0.1%LEL ≤20s 

메탄올(CH4O) 0- 100ppm ＜±3%(F.S.) 0.01ppm ≤20s 

  메탄올(CH4O) 0- 2000ppm ＜±3%(F.S.) 0.1ppm ≤20s 

이황화 탄소(CS2) 0- 50ppm ＜±3%(F.S.) 0.01ppm ≤20s 

아크릴로 니트릴 (C3H3N) 0- 50ppm ＜±3%(F.S.) 0.01ppm ≤20s 

아크릴로 니트릴 (C3H3N) 0- 100ppm ＜±3%(F.S.) 0.01ppm ≤20s 

아크릴로 니트릴 (C3H3N) 0- 2000ppm ＜±3%(F.S.) 0.1ppm ≤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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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k Instrument 

메틸 아민(CH3NH2) 0- 50ppm ＜±3%(F.S.) 0.01ppm ≤20s 

질소(N2) 0- 100%Vol ＜±3%(F.S.) 0.01%Vol ≤20s 

요오드(I2) 0- 50ppm ＜±3%(F.S.) 0.01ppm ≤20s 

질소 산화물(NOX) 0- 100ppm ＜±3%(F.S.) 0.01ppm ≤20s 

질소 산화물(NOX)  0- 5000ppm ＜±3%(F.S.) 0.1ppm ≤20s 

벤젠(C6H6) 0- 200ppm ＜±3%(F.S.) 0.1ppm ≤20s 

톨루엔(C7H8) 0- 200ppm ＜±3%(F.S.) 0.1ppm ≤20s 

자일렌(C8H10) 0- 200ppm ＜±3%(F.S.) 0.1ppm ≤20s 

스티렌 (C8H8) 0- 200ppm ＜±3%(F.S.) 0.1ppm ≤20s 

스티렌 (C8H8) 0- 5000ppm ＜±3%(F.S.) 0.1ppm ≤20s 

염화 비닐(C2H3CL) 0- 200ppm ＜±3%(F.S.) 0.1ppm ≤20s 

트리클로로 에틸렌(C2HCL3) 0- 200ppm ＜±3%(F.S.) 0.1ppm ≤20s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C2CL4) 0- 200ppm ＜±3%(F.S.) 0.1ppm ≤20s 

 메틸 브로마이드(CH3Br) 0- 200ppm ＜±3%(F.S.) 0.1ppm ≤20s 

플루오르화설퍼릴(SO2 F2) 0- 200ppm ＜±3%(F.S.) 0.1ppm ≤20s 

헬륨(He) 0- 10%Vol ＜±3%(F.S.) 0.01%vol;0.001%vol ≤20s 

헬륨(He) 0- 100%vol ＜±3%(F.S.) 0.01%vol;0.001%vol ≤20s 

VOC/TVOC 0- 10ppm ＜±3%(F.S.) 0.01ppm ≤30s 

VOC/TVOC 0- 100ppm ＜±3%(F.S.) 0.1ppm ≤30s 

VOC/TVOC 0- 1000ppm ＜±3%(F.S.) 1ppm ≤30s 

VOC/TVOC 0- 10000ppm ＜±3%(F.S.) 1ppm ≤30s 

참고: 위 표에 나열되지 않은 기타 가스에 대해서는 당사로 문의해 주십시오. 

한 국 대 리 점    길 우 트 레 이 딩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33길 15, 703호 (양평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703호)

02)2636-0009(대)    팩스02)2636-4753
www.gilwoo.co.kr       giltr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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