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L 1000RS
휴대용
미량 산소 분석기

업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휴대용 추적 O2 분석기
MODEL 1000RS 휴대용 미량 산소 분석기는 천연 가스 산업에서 ppm 수준의 산소를 측정하는
확실한 선두주자입니다. 특허받은 혁신과 주요 기능이 작고 견고한 디자인에 담겨 있습니다. 특
허받은 Cell Block과 센서 기술의 조합으로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안정적인 O2 측정이 가능합니
다. 데이터 로깅 기능은 현장에서 검출하기 어려운 간헐적 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
다.
ELIMINATOR CELL BLOCK™의 장점
COMMON
작지만 누출 없는 설계– 특별한 샘플 시스템 접근 방식은 유량 효율
성을 최적화하면서 모든 잠재적 누출 경로를 사실상 제거합니다. 샘
APPLICATIONS
플 시스템과 유량 효율적인 센서 포켓은 단단한 금속 블록으로 가
천연 가스
공되고 정밀하게 뚫린 교차 가스 통로와 상호 연결됩니다. – 긴 길
공기 분리
이의 튜브와 누출이 발생하기 쉬운 압축 피팅을 사용할 필요가 없
습니다.
항공 우주 분야
신속한 대응을 위한 통합 밸브– 4-way 밸브를 사용하면 O2 센서를
우회하면서 프로세스 가스로 샘플 라인에서 공기를 완전히 제거 할 수 있습니다. 4방향 밸브를 '샘플 모
드'로 간단히 90 ° 회전하면 파이프 라인 가스의 미량 산소 수준에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이 밸브
는 새로운 가스 연결과 관련된 일반적인 지연 시간을 제거합니다. 여기서 산소 판독 값이 공기 중으로 급증
하여 ppm 수준까지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샘플링이 완료되면 4 방향 밸브를 'OFF'위치로 돌려 센서를
측정 지점 사이의 불필요한 공기 노출로부터 격리합니다.
현장을 고려한 진정한 휴대성과 설계
7.3kg에 불과한 MODEL 1000RS는 시중에서 가장 작고 가볍고 빠르지만, 가장 정확한 휴대용 미량 산소
분석기입니다.
가장 심한 누수 LOCATING
이 장치는 낮은 ppm 수준의 현장에서 '찾기 어려운' 산소 누출을 추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MODEL
1000RS는 O2 레벨, 온도 및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온보드 데이터 로거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수
명이 긴 충전식 배터리는 간헐적인 산소 스파이크를 추적하면서 무인 작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MODEL 1000RS
물리적 및 전기적 사양
가스 연결

습식 부품

입력: Female Quick Disconnect
ﬁtting. Supplied with mating male
quick disconnect ﬁtting coupled
to ¼” compression ﬁtting

316 S.S. 피팅, 무전해 니켈 도금 셀
블록, 금도금 접점 아크릴 유량계
및 O-링(Viton, kalrez 및 Buna-N)

무게

5.0 lbs
(2.3 kg)

9.5”
(24 cm)

배출: Male barb ﬁtting for ¼”
ﬂexible tubing
전원
4.5” (11 cm)

충전식 니켈 카드뮴 배터리 (350 시간 연속 작동)

4.5” (11 cm)

Note: 부품이나 제조 상의 결함에 대하여 2년 보증,
산소 센서 6개월 보증

작동 사양
출력 범위
(사용자 선택 가능)

0 – 10 ppm
0 – 50 ppm
0 – 100 ppm
0 – 500 ppm
0 – 1000 ppm

0 – 5000 ppm
0 – 1.0%
0 – 5.0%
0 – 10.0%
0 – 25.0%

작동 온도

유속
(권장)

유입 가스 압력

25°F to 115°F (–3.9°C to 46°C)

0.1 to 2.0 SCFH
(0.05 – 1.0 Lpm)

0.5 − 150 psig
(0.03 − 10.3 bar)

센서 및 분석기 성능 사양
T-2 SENSOR

T-4 SENSOR

Max Range:
0 –10,000 ppm

Max Range:
0 –10,000 ppm

Special Conditions:
<10 ppm H2S,
100% CO2

Special Conditions:
<500 ppm H2S,
100% CO2

특정 범위에 대해
90 % 확장된 응답 시간

0.0 – 10 ppm
에 대하여 <25 초

10 ppm – 25.0%
에 대하여 <10 초

반복성

범위의 ± 1 % 또는 산소의 ± 0.2ppm
중큰값

승인

CSA-Class 1, Div. 1
그룹 B, C, D에 위험에 대해 승인

분석기 주요 기능
ELIMINATOR CELL BLOCK™

유량계, 계량 밸브 및 4 방향 선택 (ON / OFF) 밸브를 포함하여 모든 구성 요소가 완전히 통합된 완전한 샘플
시스템 포함

아날로그 출력

0.0 − 1.0 VDC

COMMAND CENTER

AMI의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고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

악세서리

225 Paularino Avenue
Costa Mesa, CA 92626
714.848.5533
www.amio2.com

교정 세부 정보
보안 설정

조정할 수 있는 간격 기록 기능이 있는 타임스탬프 데이터 로거:

휴대용 케이스
보조 전원 어댑터

유연한 고압 샘플 튜브

- O2 측정 - 온도 - 배터리 전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