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RACUDA
MODEL 4010BR
TRACE MOISTURE

진화된 TDL 수분분석기의 새로운 기준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 보증
BARRACUDA MODEL 4010BR TDL 수분분석기는 천연가스/바이오가스 등에서
수분을 측정하는 기준을 크게 높혔습니다. AMI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며
컴팩트한 수분 분석기를 설계하였으며 원하는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중인 고유한 레이저 파장 및 블록기술을 활용하는 4010BR 은
천연가스 / 바이오가스 등의 가스 산업에서
COMMON
표준이 되었습니다.
ADVANCED TUNABLE DIODE LASER
AMI 는 저렴한 가격으로 컴팩트한 디자인에 더 높은 정확도와
신뢰성을 제공하는 최첨단 TDL 수분분석기를 제공합니다.

APPLICATIONS

UPSTREAM NATURAL GAS
MIDSTREAM NATURAL GAS

BIOGAS
ELIMINATOR CELL BLOCK™ OPTIMIZES PERFORMANCE
AMI의 특허 출원중인 ELIMINATOR CELL BLOCK ™은 소량의 샘플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와
액체 차단 맴브레인, 유량계, 계량 밸브 및 바이패스 제어밸브를 하나의 소형 스택 블록에 통합하고 있
습니다. 이는 피팅과 튜빙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누출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DESIGNED FOR FIELD CHALLENGES
4010BR의 저전력 요구 사항과 컴팩트한 크기는 원격 태양광 에너지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AMI의 COMMAND CENTER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에게 Alarm 설정, 4-20mA 혹은
1-5VDC 아날로그 출력, 현장에서 레이저 흡수 피크의 많은 편의 기술을 제공합니다.
UNMATCHED VALUE
4010BR은 다른 TDL 분석기와 비교하여 저렴하며 AMI의 탁월한 수준의 성능, 제공, 고객 서비스
및 품질 관리와 함께 제공됩니다.

BARRACUDA MODEL 4010BR
PHYSICAL & ELECTRICAL SPECIFICATIONS

17.0 lbs
(7.7 kg)

WETTED
PARTS

마운트 타입

GAS
연결부

Wall Mount
or 2.0” Pipe

¼” 316 S.S.
compression ﬁttings

무게

316 S.S. 피팅, 무전 해 니켈 도금
셀 블록, TeFon® 기반 액체 거부 막,
아크릴 유량계 및 O- 링 (Viton 및 Buna-N)

10.0”
(25 cm)

전원
DC

AC

10 – 28 VDC, 1.2 amps max

14.0” (36 cm)

5.1” (13 cm)

110 – 120 VAC, 500 mA max
Note: 2-year Warranty for Parts & Labor for any defects
in materials or workmanship.

OPERATIONAL SPECIFICATIONS

측정범위

사용 온도

사용 유량
(권장)

사용 압력

0.25 – 20.0 lbs (5.25 – 420 ppm) H2O

20°F to 120°F (–6.7°C to 49°C)

1.0 to 2.0 SCFH (0.5 – 1.0 Lpm)

1.0 − 20.0 psig (0.07 − 1.4 bar)

ANALYZER PERFORMANCE SPECIFICATIONS
반응속도 : 측정값의 90%

재현성

승인사항

<2 sec

±1% of range or ±0.25 lbs (±5.25 ppm) of H2O, whichever is greater

CSA-approved for Class 1, Div. 1,
Groups C & D, T3A

ANALYZER KEY FEATURES
ELIMINATOR CELL BLOCK™

완전한 통합 샘플 시스템 (유량계, 샘플 계량 밸브, 바이 패스 계량 밸브, 압력 변환기, 온도 변환기, 액
체 차단 멤브레인 및 샘플 측정 셀 포함)

ALARMS

구성 가능한 알람 로직 및 릴레이 접점이있는 완전 조정 가능한 농도 알람 2 개 :

Alarm Bypass
Latching/Non-latching
ANALOG OUTPUTS
COMMAND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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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rm Above or Below Setpoint
Open or Close on Alarm

1 − 5VDC 및 4-20mA 절연 출력 신호 및 Modbus 양방향 RS485 통신
AMI의 분석기에서 작동하고 사용자에게 고급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

Error Status Display
Alarm Conﬁgurations

ACCESSORY

Alarm Delays
Failsafe/Non-failsafe

Extreme Weather Enclosure

SMART REALIGNMENT of signature H2O and methane peaks
Data Logger with time-stamped records of moisture readings,
temperature, brown-outs and pressure as well as security settin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