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MD-150 산소 전송기

한국대리점:
길  우  트  레  이  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33길 15, 703호
(양평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07271>
02)2636-0009(대)   팩스02)2636-4753
www.gilwoo.co.kr   giltron@naver.com

제 품 규 격

미량  또는 비율 구성

정밀 연료 전지 산소 센서 기술

산소를 0.01ppm에서 100 %까지 측정 

읽기 쉬운 대형 표시기

직관적 인 사용자 친화적 인 목록의 연결

완벽한 설계를 통한 짜임새 있는 유량흐름

비용 효과적이고 낮은 유지 보수

기술규격:
정확도:  < 1% FS*
인증: CE 
크기: 약 24.1x 16.5x 9.6 Cm  
외함: NEMA 4X / IP66
온도범위:  -10~ 50도 C
온도보상: 적분

가스연결: 1/8” 스웨지락 도관결합기

유량: 0.5 - 5.0 SCFH
압력: 5 - 30 PSIG
감지기 형:  정밀 연료전지 

보증1:  12 개월 감지기 

보증2:  12개월 전자회로

사용처:

전 문  분 야  문 의 

• 용접분야, 3D 인쇄기 사업분야
• N2, O2, H2 불활성가스 발생기 제조분야
• 연구소와 대학교
• 제철과 기타 금속처리 분야
• 리플로우 용접분야
• 기타 산업분야

선택적 출력 구성:

2 선식 루프/ 4- 20mA 송신기(무 후광) 6- 선식 송
신기, 4- 20mA 및 0- 10VDC 출력

제너 배리어 본질 규격 안전 별매

 양방향 RS485 MODBUS를 갖춘 "스마트 트랜스미터" 

** MODBUS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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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D-150 산소신호 전송기 제 품  규 격 서

산소신호 전송기: 산소감지기 기술:

주문방법: 

Oxygen 감지기:

서식의 공란에 표시된 영역에 선택한 옵션으로 부품 번호 기록

형명: 
OMD-150 Oxygen Transmitter

감지기 선택과 범위 선택: 
1 미량분석 표준(TO2-1x): 0- 10ppm, 0- 100ppm, 0- 1000ppm, 0- 1%, 0 - 25%
2 산성 미량분석(TO2-2x): 0- 10ppm, 0- 100ppm, 0- 1000ppm, 0- 1%, 0- 25%
5 표준 비율분석(PO2-160): 0- 1%, 0- 5%, 0- 10%, 0- 25%, 0- 100%
6 산성 비율분석(PO2-24): 0- 1%, 0- 5%, 0- 10%, 0- 25%, 0- 100%

전기신호 출력: 
2    2-선식 루프 전원 4- 20mA 송신기, 12- 24VDC 입력(비 후광)
6    6-선식 전송기, 12- 24VDC 입력, 4- 20mA 와 0- 10VDC 출력(MODBUS 대기)
Z    본질안전 2선식 제너 배리어 부[MTL-7706]

OMD-150  - - - 

OMD-150에 사용된 산소 감지기는 갈바니 전기 화학 연료 전지
의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모든 산소 센서는 엄격한 품질 프
로그램에 따라 Southland Sensing Ltd.에서 자체적으로 제조됩
니다.
표준 쎌은 H2, He 또는 탄화수소와 같은 다른 배경 가스에 의
해 영향을받지 않습니다. 산성 세포는 CO2 또는 천연 가스와 
같은 산성 가스가 존재할 때 잘 작동합니다.

센서는 자체 장착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유지 보수가 필요하므
로 전극을 청소하거나 전해액을 추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SSO2 정밀 산소 센서는 탁월한 성능, 정확성 및 안정성을 제
공하면서 예상 수명을 극대화합니다. 

TO2-1x PPM 산소감지기: 미량분석 포준형
TO2-2x PPM 산소감지기:  미량분석, 산성 
PO2-160 비율 산소감지기: 비율 분석, 표준형
PO2-24 비율 산소감지기: 비율분석, 산성

산소 감지기는 주기적으로 보정해야합니다. 공장 권장 사항은 
2- 3 개월마다 또는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지기는 공
기 보정과 함께 우수한 선형성을 제공하거나 정확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인증된 스팬 가스로 보정합니다. 

모델 OMD-150 산소신호 송신기는 견고한 인라인
설계와 SSO2의 정밀 산소감지기를 결합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매우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소형 설계
제품입니다.

송신기는 설치사항을 고려하여 3 가지 형태로 제공
됩니다. 여기에는 RS485 양방향 Modbus가 있는 2 
선식, 6 선식 및 제너 장벽이있는 본질 안전 규격이
포함됩니다. 

송신기는 미량(PPM) 또는 비율분석을 위해 구성 될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가 큰 송신기의 표시기는 자동 범위로 설
정되어있어 사용자가 모든 범위에서 O2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온보드 목록을 통해 출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어 PLC, DCS 또는 다른 제어 체계와 쉽게 연결
할 수 있습니다. 

가스 연결은 Swagelok 1/8 " 도관 연결구로 이루어
집니다.

전원 규격: 

가스 연결구: 
8    1/8” 스웨지 락 도관 연결구

12 - 24 V DC입력 전압:
인가 전류: 25 mA

주문시 이 주문번호를 사용

Rev 1.0 June_25_2018

한국대리점:
길  우  트  레  이  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33길 15, 703호
(양평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07271>
02)2636-0009(대)   팩스02)2636-4753
www.gilwoo.co.kr   giltron@naver.com


	OMD-150_pg1
	OMD-150_pg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