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가스 산업을 위한 설계

Class 1, Div 1 Groups B, C, D  

측정범위: 0- 10 ppm~ 0- 2000ppm    

정밀한 전기화학 H2S 센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효율적이며 낮은 유지 보수 비용 2개

의 구성 가능한 계전기 접점

기술 규격:

정확도: < +/-1% F S 범위*              
경보: 2개-구성 가능한 계전기 접점

분석 범위: 0 ~ 200ppm / 0 ~ 2000ppm

위험지역 분류: Class 1, Div 1, Groups B,C,D 
크기: 15.25” x 12.5” x 5.25”
유량:  0.25- 5.0 SCFH (0.12~ 2.36 l/m)

가스 연결: 1/4” Compression Tube 
출력: 분리형 4 - 20mA 또는 1 - 5 VDC
전원: 12 - 24 VDC 
압력 0.1 - 50 PSIG Inlet, vent to atm
반응 시간: T90 - 45 초 이내

샘플링 시스템: 옵션

센서: 정밀 전기화학식 셀

온도: 0 ~ 50 deg C
센서 보증 기간: 12개월
전자회로 보증 기간: 12 개월
무게: 18.5 lbs(8.4kg

*일정 조건하에서의 정확도임

"사용처 문의 요망"

• 천연가스 추출 및 배관라인 공정
• 천연가스 처리 공정
• 매립지 가스 모니터링
• H2S 세정 전/후 바이오 가스 공정
• 기타 여러 산업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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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감도
가스  100ppm당  센서  응답:

메틸 메르갑탄:  40 ppm           
일산화탄소: 4 ppm
수소: 1 ppm
이산화황: 18 ppm

특장점: 
- 사용자 정의 가능한 측정 범위

- 샘플 적응체계

- 양방향 RS485 Modbus

- 가열식 외함

사용처:

G
사각형

G
사각형



H2S-625 H2S 분석기 제품 기술 규격

H2S 분석기: H2S 센서 기술:

주문 정보:

전원 규격:

H2S 센서:

Model Number: 
H2S-625 H2S Analyzer

Selected Range & Sensor: 
1    0 - 200 PPM; H2S-1x PPM H2S Sensor (Ranges: 0 - 10 ppm, 0 - 50 ppm, 0 - 100 ppm, 0 - 200 ppm)
2    0 - 2000 PPM; H2S-2x PPM H2S Sensor (Ranges: 0 - 100 ppm, 0 500 ppm, 0 - 1000 ppm, 0 - 2000 ppm)

Electronics Package: 
2    12 - 24V DC Input Power 
M   12 - 24V DC Input Power + MODBUS RS485 RTU

H2S-625   - - - 

Southland Sensing 정밀 H2S 센서는 예상 수명을 극대화

하면서 탁월한 성능, 정확성 및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H2S-1x PPM H2S Sensor: 0 - 200 Max PPM Range
H2S-2x PPM H2S Sensor: 0 - 2000 Max PPM Range

H2S 센서는 주기적으로 보정 되어야 합니다. 제조원 권장 사

항은 매 1~3개월 또는 자체 QA나 관리 감독 기관의 요청에 

따라 결정됩니다. 센서는 공인된 스팬 가스로 교정 할 때 우 

수한 선형성을 제공합니다.

모델 H2S-625 황화 수소 분서기는 견고한 디자인
과 SSO2의 정밀한 H2S 센서를 결합합니다. 그 결
과 천연 가스 산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어 사용자
가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매
우 안정적이고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분석기가 생산
되었습니다.

H2S-625 분서기는 옵션으로 MODBUS 
RS485 RTU 양방향 통신 프로토콜과 함께 제
공됩니다.

Gas Connections: 
4    1/4” Compression Tube Fittings with Sample / Span Valve & Flowmeter
8    Delete Sample / Span Valve & Flow Meter, 1/8” Compression Tube Fittings

입력 전원: 12 - 24 V DC
허용 전류: 50 mA

Use This Part Number When Or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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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서식의 공란 영역에 선택한 품목 번호 번호 기록

H2S-725에 사용된 H2S 센서는 갈바닉 전기 화학 연료 전

지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모든 H2S 센서는 엄격한 품질 절

차에 따라 제조됩니다.

센서는 자체 장착되어 있으며 유지 보수가 거의 필요 없으
므로 전극을 청소하거나 전해액을 추가 할 필요가 없습니
다.

H2S 분석기는 Class 1, Div 1, Group B, C, D의 
위험지역을 충족 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H2S 분석기는 전원 입력과 선형출력 모두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기존 경쟁 장
비 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전자 장애를 제거
할 수 있습니다.

가스 연결은 1/4 "Swagelok 튜브 연결로 이루어
집니다. 셈플링 시스템에는 샘플 / 스팬 밸브 및
유량계가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