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903

RACETM Cell Oxygen Analysers

EC903은 공기 노출로부터 자동으로 격리하는 보호 기능이 있어 신속하게
산소 ppm을 측정합니다.

Features & Benefits

공기 노출로부터 자동 PPM 센서 보호
기능

산소에서 ppm 레벨까지 매우 빠른
응답 속도

불활성 및 가연성 가스 혼합물에서 추적
ppm 산소 측정

질소 퍼지 공정을 위한 설계

벽, 패널 또는 벤치 탑 인클로저의
옵션
크고 자동으로 범위를 조정하는 디스플레이

긴 수명, 유지 보수가 필요없는 산소
센서
Nitrosave: 퍼지 비용 절감을 위한 질
소 공급 제어 옵션

전자 회로와 관련된 결함과 정상적인 부품의 고장을 36개월 간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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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기 화학적 ppm 산소 분석기
적용 분야
가스 품질 관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RACETM cell 성능

타협할 필요없이 최상의 신뢰성과
성능을 위해 센서를 적용 분야에 맞
출 수 있습니다.

Systech Illinois는 오랜 기간 산소 분석기 분야
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알려져 왔습니다.

불활성 가스의 산소 추적
질소 발생기
경화
질소 퍼징
경화 오븐
UV 프린터 시스템
전자 분야
리플로우/웨이브 납땜
납땜 분말 생산
반도체 제조
가스 품질
금속 가공
열처리 및 담금질
철강 생산
합금 및 분말 금속
용접
제약 분야
불활성 포장
질소 블랭킷
발효
공정
세라믹
콘텍트 렌즈 제조
식품 포장
유리 섬유 광학
램프 제작 글로브 박스

RACETM Cell Sensor Selection

특별한 RACETM cells의 특허 설계를 활용
하는 EC903 산소 분석기는 대부분의 산업
용 가스 및 대기에서 산소를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첨단 분석기는 산소 수
준이 %에서 ppm으로 변화할 때에도 불활성
가연성 가스에서 빠른 ppm응답 시간을 제공
하며 ppm센서가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완
벽하게 보호합니다.

EC923

고객의 요청에 따라 3가지 타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응답 소요 시간 - RACE™ V Standard Sensor

NEMA 4X / IP66 방수 및 내후성
19 in. 랙 설치
패널 및 탁상 설치

센서가 공기로 포화된 후 T90 시간
O2 level

EC933

사용자 인터페이스/진단기능
사용자 친화적 메뉴
데이터 다운로드
진단 기능
고장 알람

RACETM

Standard

1000 ppm

20 초

30 초

100 ppm

45 초

8분

10 ppm

3분

2 시간

1 ppm

10 분

24 시간

이 표는 표준 및 RACE™ 센서의 공기에서 순
수 질소까지의 응답 시간을 보여줍니다.

Nitrosave: 질소 절감 기능 옵션
EC913

질소 또는 충진 가스 제어
질소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생산 손실량 저감
보다 개선된 품질관리

미량 (part per million) 센서
미량 센서는 대부분의 산업계 가스 스트림에서
0.1ppm – 1% oxygen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 있습니다. 이 센서는 정상적인 작동 범위에서
사용하면 보통 3 – 5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출력 및 알람 옵션
도표 작성 , 공정 제어 또는 원격 모니터링 용도 .

퍼센트 센서

Nitrosave Oxygen Control System
Reflow Zone O2
Measurement

샘플링 시스템
바이패스 유량계
압력 조절기
샘플 펌프
유동 알람

RACE™ 센서는 전기화학 기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당사에서 특허 받은 설계*로서, 센서
가 고농도 산소 레벨에서 포화되는 것을 방지합니
다. TURBOPURGE™ 를 사용하면, 대기로부터
20ppm와 같이 낮은 레벨로 2분 내에 도달할 수 있
습니다. 이 센서는 탄화수소나 휘발성 환경의 영향
을 받지 않아 웨이브 납땜과 리플로우 오븐과 같은
분야에 적용한다면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
다.
RACE™ 센서는 무보수 타입이며, 가끔 교정이 필
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이나 교환해야 할
가성 전해질이 없습니다. RACE™ 센서는 3년 한정
보증됩니다.

외함 제작 및 설치

USB 및 RS485
아날로그 출력(1개 또는 3개 채널)
고/저 알람
고장알람

RACETM 센서

Control Valve

N2

Reflow M/C
Control Signal

Systech Illinois의 퍼센트 센서는 0 – 100%
oxygen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의 전기화학적 센서와 달리, 이 센서는 이산화탄
소와 같은 산성 가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UK Patent no. 2324870. USA Patent no. 5929318

EC903 RACETM Cell Oxygen Analysers

EC913
탁상/패널 설치

EC923

190H x 237W x 410D (mm)
7.9 kg

IP66/NEMA 4X
벽체 설치/내후성
460H x 380W x 160D (mm)
15.5kg

EC933

랙 설치 4U - 19 inch
1대 또는 2대의 분석기를 함
께 설치
178H x 484W x 410D (mm)
9.7kg (싱글 유닛)

기술 사양
센서타입

RACETM

측정 범위

0.1ppm - 30%

정확도 : >10ppm

20°C에서 측정값 ±2%
전체 온도 범위에서 측정값의 ±5%
20°C에서 측정값 ±2% + 0.4ppm
온도 범위에서 측정값 ±5% + 0.6ppm

<10ppm
응답 시간

공기에서 20ppm까지 2분 이내, 공기에서 0.1ppm까지 20초 이내

측정 셀 유형

RACETM Cell (US & UK) patents

작업 조건
샘플 흡입 압력

0.25 - 2 Barg, 3-30psi

샘플 가스 유량

약 140 cc/min

샘플 가스 온도

-5 to 50°C

대기 온도

-5 to 50°C, 상대습도 0-99% non-condensing

샘플 연결부

1/8" OD 압축 피팅, 기본 규격

통신 인터페이스

USB 및 RS485

비적합 가스

산성 가스, 부식성 가스 및 고농도의 솔벤트

사용 전원
공급 전원

90-260 VAC, 50/60 Hz, 40 VA 4

디스플레이 타입

자리 표시, 높은 선명도의 LED

옵션
고저알람

2 볼트-자유 전환 접점. 정격 240V 3A

아날로그 출력

아날로그 출력 채널: 스케일 조정 가능 0-10V, 4-20mA 또는 0-20mA 모두 구분 .

자동 교정

원격 교정 개시 및 공정 중 자동교정기능 제공

3개 채널용은 옵션

샘플 가스 스트림 옵션 
Nitrosave

바이패스 유량계, 샘플 펌프, 유동 알람, 황동/동 대체로 스테인리스강 샘플
샘플 시스템. 샘플 전처리 자문 지원 가능.
O2 측정 및 제어 시스템 EC9500

Systech Illinois는 30년 이상 산업계 전반에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 있는
저희 제조공장에서 산업 공정용 가스분석기, 식품 가스 충진 포장의 모니터링용 헤드스페이스 가스
분석기 그리고 용도에 따른 투과분석기를 생산합니다.

Systech Instruments Ltd (UK)
17 Thame Park Business Centre,
Wenman Road,
Thame, Oxfordshire OX9 3XA
Tel: +44 (0)1844 216838
Fax: +44 (0)1844 217220
E-mail: sales.uk@systechillinois.com
www.systechillinois.com

Illinois Instruments, Inc (U.S)
2401 Hiller Ridge Road
Johnsburg, Illinois 60051
U.S.A
Tel: +1 815 344 6212
Fax: +1 815 344 6332
E-mail: sales.usa@systechillinois.com
www.systechillinois.com

Illinois Instruments (Thailand)
26/6 Ladprao 23, Jatujak,
Bangkok 10900
Thailand
Tel: +66 (0)2030 5851
Fax: +66 (0)2030 5850
E-mail: sales.ap@systechillinois.com
www.systechillinois.com

Systech Illinois reserve the right to change specifications without notice. 10/2017

Systech Illinois (China)
Room 1107-1108 Forte Building
No. 910 Quyang Rd, Hongkou district,
Shanghai, China 200437
Tel: +86 21 65533022
Fax: +86 21 65539651
Email: info@systechillinois.cn
www.systechillinois.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