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R800 공정 산소분석기
ZR800은 가장 요구가 많은 온라인 작동환경에서
탁월한 정확도, 신뢰성 그리고 유연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특징 및 장점
 비소모성, 무보수 산소 센서

 크고, 자동범위 설정 기능의 LED 디스플레이

 대기 또는 추적관리 가스 교정

 진동 또는 위치에 무영향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기능

 산소에 특화

 초고속 응답

 초고순도 분석용 신형 탄화수소 내성 버전

 3개 센서 옵션을 갖춘 견고하고 안정된 구조

 공급전원 24VDC 버전

다음 유럽 지침을 준수합니다:
전자파적합성 지침(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2004/108/EC
저전압 지침(Low Voltage Directive) 73/23/EEC

고성능 온라인 산소 분석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적용 분야

비교할 수 없는 성능

정밀 센서

기본 작동 원리

전자기기

신속성. 정확도. 신뢰성. 유연성. 이와 같은 특성들은 Illinois의

모든 ZR800 산소분석기는 정확한 산소 검출을

산소 검출 셀은 고순도, 고밀도, 안정화된 지르코니아 세라

납땜 분말 생산

공정 산소분석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ZR800 시리즈 산소분

위하여 정밀 산화지르코니아 센서를 사용합니다.

믹입니다. 센서는 샘플가스 스트림의 산소농도에 따라 전압

반도체 제작로

석기로 대부분의 산업용 가스 스트림에서 0.1ppm부터 100%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셀의 로그 출력은 고속처리 마이크로

가스 품질

oxygen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 응답시간과 정확도에

프로세서에 의해 변환 및 선형화되어, 계측기의 LED 디스플

서 비할 데 없는 ZR800은 전자기기 제작, 반도체 생산, 식품가

레이에 디지털 값으로 바로 표시됩니다.

금속 가공

공 및 가스 생산 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

열 처리/담금질

다. 이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 계측기에는 사용자 친화적 메뉴

철강 생산

를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어 고객의 요건에 충족

합금 및 분말 금속

할 수 있도록 분석기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ZR800

제약

산화 지르코니아 센서 이론

시리즈는 초고속으로 산소 분석 결과와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기존 산화지르코늄 셀은 표면 내부와 외부에 다공성 백

제공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금 전극이 도금된 산화지르코늄 세라믹 튜브로 구성됩
니다. 센서가 1112℉ 이상 가열되면, 산소 이온(O2-)이

불활성 포장
발효
용기 봉입

투과하게 되어 결정격자 구조 내 공공에 이동이 이루어

외함 제작 및 설치

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센서는 산소 이온 전도성 전

고객의 요구에 맞게 3가지 타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해질이 됩니다.

공정

 패널 또는 탁상 설치

세라믹

 NEMA 4X/IP66 방수 및 내후성

전극은 산소 분자 O2에서 산소 이온으로, 그리고 산소

콘택트렌즈 제조

 19 in. 랙 설치

이온에서 산소 분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촉매 표면을 제

식품 포장
유리/섬유광학
불활성 가스 용접
램프 제조
태양광 셀 제조
기타
가스 생산
환경관리

공합니다. 셀의 고농도 기준 가스측에 있는 산소 분자

사용자 인터페이스/진단기능

는 전자를 획득하여 전해질에 들어가는 이온이 됩니다.
이와 동시에, 내부 전극에서 산소 이온은 전자를 상실

 사용자 친화적 메뉴

하여 산소 분자일 때 표면에서 방출하게 됩니다.

 읽기전용 모드 사용 가능
 진단기능

산소농도가 센서의 각 측면 마다 다를 경우, 산소 이온

 고장 알람

은 고농도쪽에서 저농도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온 유동
은 전자적 불균형을 초래하여 전극 전체에 DC 전압을

샘플링 시스템

글로브 박스

 바이패스 유량계

산소 결핍환경

 압력 조절기

연구 개발

 샘플 펌프

유발합니다. 이 전압은 센서 온도의 함수이며 센서의
각 측면에서 산소 부분 압력의 비(농도)가 됩니다.

 유동 알람
 자동교정
 카트리지 필터 킷

출력 및 알람 옵션

미지 가스의 산소농도, 기준 가스의 산소농도(일
반적으로 부피에 대해 산소 20.9%인 공기), 온도,

여기서:

R = 가스 상수
F = 패러데이 상수

도표 작성, 공정제어 또는 원격 모니터링 용도.

전압 출력 그리고 셀 상수 사이의 관계는 네른스

 RS 232/485

O2 Ref. gas = 대기 중 산소의 부분 압력

트 방정식(Nernst Equation)에 의해 다음과 같이

 아날로그 출력

O2 Sample = 샘플 가스 중 산소의 부분 압력

정의됩니다.

T = 지르코니아 센서의 절대 온도

 고/저 알람
 고장 알람
 유동 알람

백금 전극

안정화된 ZrO2 전해질
샘플 가스

DC 전압 출력

대기 기준 가스

ZR800 공정 산소분석기

ZR810

ZR820

ZR830

IP66/NEMA 4X

랙 설치 4U-19 inch

탁상/패널 설치

벽체 설치/내후성

1대 또는 2대의 분석기를함께 설치

7.48H×9.33W×16.14D(inches)

18.11H×14.96W×6.3D(inches)

7H×19.05W×16.14D(inches)

17.4lbs

34.2lbs

21.4lbs(단일 유닛)

기술 제원
측정 범위

0.1ppm~100%까지 자동 범위설정

정확도

10%-100%
1%-9.99%
100ppm-0.999%
0.1ppm-100ppm

응답시간

5초 내 단계 변화의 90%

재현성

측정값의 0.2%

측정 셀 타입

안정화된 지르코니아 센서

0.2% 절대값(측정값의 최대 2%) 및 표시되는 마지막 자리에서 ±1
0.02% 절대값(측정값의 최대 2%) 및 표시되는 마지막 자리에서 ±1
측정값의 최대 1% 및 표시되는 마지막 자리에서 ±1
측정값의 최대 2% 및 표시되는 마지막 자리에서 ±1

작동환경
샘플 흡입 압력

0.25~4Barg

샘플 가스 유량

약 150cc/min

샘플 가스온도

-5~50℃(23~122℉)

대기온도

-5~50℃(23~122℉)

샘플 가스습도

0-99% non-condensing

샘플 연결부

1/8" OD 압축 피팅

통신 인터페이스

USB/RS232/RS485

비적합 가스

H2S, 암모니아, 부식성 가스, 탄화수소, 가연성 물질, 수소, NO2, 일산화탄소, 할로겐화 탄화수소, 유황 성
분 함유 유황 함유 혼합물, 할로겐, 납 함유 혼합물.
주: 탄화수소 저 ppm 레벨 함유 가스, 가연성 물질, 고순도 분석용 수소 및 일산화탄소에 사용 용도의 옵션 버전

사용 전원
공급전원

115/230VAC, 50/60Hz, 24VDC 버전 옵션.

디스플레이 타입

4자리 표시, 고선명 LED

옵션
고/저 알림

2볼트-자유 전환 접점. 정격 240V/5A

아날로그 출력

스케일 조정 가능 4-20mA, 0-20mA, 0-10V, 0-100mV, 모두 구분, 1개 채널 또는 3개 채널용 옵션.

자동교정

원격 교정 개시 및 공정중 자동교정기능 제공

샘플 가스 스트림 옵션

바이패스 유량계, 샘플 펌프, 유동 알람, 황동/동 대체로 스테인레스강 샘플 시스템.

니트로세이브

O2 측정 및 제어 시스템 ZR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