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RACUDA
MODEL 4010L

TRACE MOISTURE ANALYZER
가스 스트림에서 중요한, H2O 측정을 위한 완벽한 기능을 갖춘 TDLAS 수분분석기
TYPICAL
APPLICATIONS

최적화된
디자인

UPSTREAM NATURAL GAS

BIOGAS

MIDSTREAM NATURAL GAS

CUSTODY TRANSFERS

빠른 판독에 최적화된,
소량의 가스로도 측정가능한 다중패스 Laser Herriott Cell
완벽한 샘플 시스템을 포함한 특허받은ELIMINATOR CELL BLOCK

월등한
신뢰도
우수한
가치

내장형 분석기 Guardian 기술은 액체 및 미립자로부터 보호합니다.
간편한 설치를 위한 콤팩트한 크기와 저전력 모델
위험지역에 대한 세계적인 인증 터득
: Class I, Division 1, Groups B,C,D Installations
고급 설정을 위한 COMMAND CENTER 소프트웨어 포함

MODEL 4010L

DESIGN

BARRACUDA MODEL 4010LX TDL 수분측정기는
천연 가스 스트림의 수증기 측정 수준을 높였습니다.
36 cm

SUPERIOR VALUE
BARRACUDA MODEL 4010LX은
Exhaust Port
24 cm

Sample Gas
Inlet Port

다른 TDL 분석기에 비해 쉽게 수분을
측정하는 기능과 도구들을 모두 갖추
었습니다. 그럼에도 공간과 비용을 절
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Bypass Gas /
Liquid Drain
13 cm

IP65 등급의 외함

(주변 환경으로부터 수분 침투에 대한 인증)

손쉬운 제어 패널
•2 개의 독립적인 알람
•PPM 디스플레이 옵션

Backlit LCD

•LBS H2O 디스플레이 옵션

(for easy viewing)

• ALARM BYPASS

샘플 가스 조절 밸브
USB Computer
Connection

바이패스 유량 조절 밸브

½” NPT Machined
Access Openings (x2)
전원 연결부 분리,
아날로그 출력과 RS485로 알람 릴레이

까다로운 현장에도 활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MODEL 4010LX 의 컴팩트한 디자인과 약 8kg의 가벼운 무게로 사용자 1명이 좁은 공간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IP65 등급은 가혹한 환경의 실내 또는 실외에서도 활용됩니다. AC 또는
DC 전원을 지원하고 태양 전지 패널로 작동되도록 DC 요구 전력이 낮습니다. Extreme
Weather Enclosure를 추가하여 분석기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량계

고급 기능 탑재
작업자는 AMI의 COMMAND CENTER 소프트웨어에 연결하여 장치의 고급 설정을 이용할 수 있
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알람 구성 정의, 타임 스탬프 데이터 로그 정보 다운로드, 보안 설정,
오류 코드 검토, SMART ALIGNMENT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레이저 흡수 피크를 재정렬할 수 있
습니다.

MOISTURE

(기본 태양 전지판으로도 작동 가능)

위험 지역에 대한 세계적인 인증 터득
Class I, Div 1, Groups B,C,D

( COMMAND CENTER Software에 연결된 모습)

MODEL 4010L

ADVANCED TECHNOLOGIES

ELIMINATOR HERRIOTT CELL BLOCK with ANALYZER GUARDIAN

특특허
허

소량의 샘플 가스를 측정하는 레이저 셀, 유량계, 계량 밸브 및 GUARDIAN 액체 제거 기술을 소형 스택 블록으로 통합하였습니다.
AMI의 혁신적인 설계로 컴팩트한 크기의 분석기를 개발하고 누출이 발생하기 쉬운 피팅 및 튜브의 사용을 제거하여
MODEL 4010LX의 가스 경로를 짧게 만들어 빠르고 정확한 수분 판독값을 제공합니다.

측정에 최적화된 소형 레이저 셀

Herriott Laser Cell

THE BEER-LAMBERT LAW 에 따르면, 레이저 경로가 길수록 더

(multi-pass moisture
measurement)

큰 샘플 가스 흡광도를 생성하여 더 정확하고 정밀한 수분 측정을 생성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I0
A = log10— = ε I c
I
Absorbance

Absorption Path Length

AMI의 고유한 소형 Herriot 레이저 셀 설계는 다중
패스 레이저 경로를 활용하여 단일 패스 셀 설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측정 역량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초소형 레이저 챔버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
하고 정밀한 수분 측정이 가능합니다.

샘플 가스 조절 밸브
샘플 가스 출구 밸브

샘플 가스 입구 밸브

바이패스 가스
액체 배출구
(액체를 분석기에서 배출 )

PROTECTION AGAINST WATER SLUGS

ANALYZER GUARDIAN 기능을 사용하면
샘플 가스가 Herriott Cell을 통과하면서 미립
자, 물, 압축기 오일 및 글리콜을 거부합니다. 이
방식으로 큰 액체 슬러그가 분석기에 도달할 경
우 4010LX 를 완전히 밀봉하고 보호합니다.

바이패스 유량
조절 밸브

빠른 응답 시간
전체 가스 경로는 AMI의 특허 받은 ELIMINATOR CELL
BLOCK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스는 레이저 측정 셀에 들
어가기 전에 샘플 가스 주입구에서 짧은 4인치를 이동하여
빠르고 정확하며 안정적인 판독값을 제공합니다.

현장에서 작업 가능한 설계
4010LX 설계는 드물지만 액체나 미립자가 보호막을 뚫는 경우,
현장에서 Herriott Cell의 반사경을 닦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자는 AMI의 COMMAND CENT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레이저
흡수 피크를 쉽게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End Caps

(machined blocks containing
the mirrors)

BARRACUDAMODEL
MODEL4010L
4010L
BARRACUDA
물리적 • 전기적 사양
제품 중량

MOUNTING

가스 연결

WETTED PARTS

7.7 kg

Wall Mount
혹은
2.0” Pipe

¼” 316 S.S.
압축 피팅

316 S.S. 피팅, 무전해 니켈도금
셀 블록, Teflon® 기반 액체 제거 멤브레인,
아크릴 유량계 및 O-링(Viton 및 Buna-N)

전원
DC

AC

10 – 24 VDC
1.0 A @12V max* 0.14 A @12V con�nuous

Pictured: Extreme Weather Enclosure로
혹독한 환경이나 결빙 온도에서 보호되는 MODEL 4010LX 모습

100 – 240 VAC, 50/60Hz
500 mA max

모든 장치는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쳐
고객에게 신속하게 배송되며 업계 최고의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 max power only during start-up

작동 사양
측정 범위

유량

주변 온도

(UNITS SELECTABLE)

0.25 – 20.0 lbs or
0 – 420 ppm

–6.7°C to 65°C

(RECOMMENDED)

1.0 to 2.0 SCFH (0.5 – 1.0 Lpm)

주입가스압력

1.0 − 20.0 psig (0.07 − 1.4 bar)

분석기 성능 사양
90% 응답 시간

최소 감지 한계

반복성

정확도

세계적인 규제 승인

<2 sec

5.25 ppm

±5.25 ppm

±5.25 ppm

Class I, Division 1,Groups B,C,D, T4
Class I Zone 0/1, AEx ia op is/db IIB+H2 T4 Ga/Gb
IECEX: Ex ia op is/db IIB+H2 T4 Ga/Gb
ATEX/UKCA:
II 1/2 G Ex ia op is/db IIB+H2 T4 Ga/Gb
–20°C ≤ Tamb ≤ 65°C
Ingressed Protec�on: IP65

분석기 주요 기능
ELIMINATOR CELL BLOCK™

완전 통합된 샘플 시스템 (유량계, 샘플 조절 밸브, 바이패스 조절 밸브, liquid rejec�on membrane, 레이저 측정 셀)

ALARMS

2개의 농도 알람 조정 가능, 알람 로직 설정 가능, 릴레이 접점:

Alarm Bypass
Latching/Non-latching

Alarm Delays
Failsafe/Non-failsafe

ANALOG OUTPUTS

1 − 5 VDC, 4 − 20mA 절연 출력 신호, Modbus 양방향 RS485 통신

COMMAND CENTER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AMI의 소프트웨어:

에러 상태 표시
알람 구성

Alarm Above or Below Setpoint
Open or Close on Alarm

H2O 및 메탄 피크의 스마트 재조정
수분 측정값, 온도, 절전, 압력에 대한 타임 스탬프 기록 데이터 로거,
보안 설정
Mirror Cleaning Kit

ACCESSORIES

Extreme Weather Enclosure

WARRANTY

2 Years for Parts & Labor for any defects in materials or workman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