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MD-640 산소분석기

0- 1 PPM 낮은 범위; 0- 25% 높은 범위

기술규격

사용처 

파이프 라인 누출 감지

부분검사 공기의  분리 및 액화

공간영역 가스 분석

음료급 CO2 감시

열처리 및 유광 열처리

신종재료의 불활성 가스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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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친근형의 후광부 대형 표시기

이동식 USB메모리스틱으로 자료저장

Swagelok 바이패스 변 체계 실장

충전시에도 연속 분석

전기화학식 감지기 기술

USB자료기록 이력기와 시료채취 체계를 겸한 이동식 PPM산소분석기

별매 부속품

 ENC-640  
CF-640  
PP-640 
TO2-233T 

충격완화 내장재가 있는 휴대용상자 
0.1u 필터가 장착 된 유착 필터

일체형 시료채취 펌프

산소 감지기(> 0.5 % CO2 존재)

정확도:  < +/- 1% fs*
분석범위:  0- 1/ 10/ 100/ 1000ppm/ 25%
건전지 표시기:  대형 표시기에 실장

교정: 주기적

자료이력저장: 이동식 USB메모리스틱

크기:  약 27.7x 25.4x 12.4Cm
표시기:  후광부 대형 표시기

외함:  무광 SS강 
유량: 0.5 - 5 SCFH
가스연결구: 1/8” Swagelok 도관 연결구

출력(선형):  0- 1V DC
전원:  재충전용 건전지100- 

240 VAC AC어댑처

압력:  입력 0- 50 PSIG
반응시간:  T90 10 초 이내

시료추출 체계: 유량조절, 4-way 시료/ 바이

패스변, 유량표시기

감지기: TO2-133 미량 O2감지기

감지기 예상수명: 20 - 25개월- 조건에 따라 달라짐 

온도: 0- 50 도 C
온도보상:  적분식

보증기간:  12개월

무게:  5.3Kg

*일정한 조건하의 정밀도

OMD-640 산소 분석기는 SSO2의 정밀 산소 감지기와 견고하게 설계
되 휴대형 제품임을 자랑합니다.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로 높은 신뢰성과 가성비를 제공합니다.

본 분석기에는 .CSV (Excel) 파일 형식을 통한 데이터 로깅을 위한 0- 
1 PPM 풀 스케일 저 범위 및 이동식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함께 제
공됩니다. 8GB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사용하면 약 50년 동안 1분
간격으로 자료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
니다. fs 범위가 낮고 자료를 쉽게 불러낼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이
분석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본 분석기의 표시기는 직사광선 아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
었습니다. 그늘을 찾거나 다른 방법으로 화면을 볼 필요가 없습니
다.
OMD-640에 사용 된 산소 센서는 갈바닉 전기 화학 연료 전지 원
리를 기반으로합니다. 모든 산소 센서는 엄격한 품질 프로그램에 
따라 Southland Sensing Ltd.에서 자체적으로 제조됩니다.

표준 쎌(TO2-133)은 H2, He 또는 탄화수소와 같은 다른 배경 가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산성 쎌(TO2-233)은 CO2 또는 천연 가스
와 같은 산성 가스가 존재할 때 잘 작동합니다.

센서는 자체 장착되어 있어서 유지 보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전극을
청소하거나 전해액을 추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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