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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D3군 본질안전 고정 가스 검출기 
 

 

본질안전 가스검출기란? 

 

본질안전 가스 검출기는 환경 또는 산업 공정의 특성상 전기 장치에서 발생하는 자극적인 스파크가 폭발할 위험이 

있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대기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스 감지기는 전기적 고장 시 발생되는 에너지가 자극적인 스파크를 일으키기에 불충분하도록 설계되었

습니다. 

 

전기 안전 차단 장치를 사용하여 가스 검출기와 '안전 구역'(즉, 주 전원 장비가 존재하는 잠재적으로 폭발할 수 있

는 대기 바깥 지역) 사이에 전원과 신호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대기에 진입하는 전력을 안

전한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설비의 안전 무결성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적절한 장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속품 부문을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물, 제약, 화학 산업이 있습니다. 

 

제품 상세 정보 

FGD3군 가스 검출기  

FGD3군 가스 감지기는 본질적으로  

안전한 직류 전원 공급기로부터  

구동되며 업계 표준 4~ 20mA 출력 

신호를 제공합니다. 

 

장착된 감지기 유형에 따라 가연성

(탄화수소)가스, 유독 가스 또는 산

소를 감지하기 위해 단일 가스 적외

선, 촉매 또는 전기화학 감지기가 

장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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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D3군 본질안전 고정 가스 검출기 
 

FGD 3 암모니아 가스 검출기는 전기화학 감지기 기술을 이용하여 0~ 100ppm 또는 0~ 1000ppm 범위의 대기 

중 암모니아 수치를 검출합니다.  

 

검출기는 산업 표준 4- 20mA 전류 루프를 사용하여 검출기에 전원을 공급하고 검출된 가스 수준을 상태 과학 

제어 MCU군과 같은 별도의 제어 장치로 전달합니다.  

즉, 제로 가스 조건에서는 4mA를, 풀 스케일 가스 조건에서는 20mA를 공급측에서 인출합니다.  

 

전류는 0과 최대 스케일 사이의 가스 레벨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합니다.  

감지기 머리는 2-선 결선을 사용합니다. 

 

•  표준범위 0- 100ppm 또는 0- 1000ppm  
암모니아 NH3 

• 구역 1 및 2 위험 구역에서 사용하기에 적합 

• 두 개의 연결선 

• 8~ 24V 직류에서 동작 

• 산업 표준 4~ 20mA 출력 

• 디지털 표시기 

• 단일 연산자 보정 

  

[ 위험 지역 인증서 번호 ] 

• BAS 01ATEX2300  

• II 2 G Ex ia IIC T4 Gb  

(-20 deg. C ≤Ta≤ +60 deg. C) 

  

제품  특징 

제품  상세 설명 

주문 방법 

품 번 FGD3 암모니아 가스 검출기규 격 

SS406-100 
- (4- 20mA 출력) 

- 범위 0- 100ppm NH3 

SS406-1000 
- (4- 20mA 출력) 

- 범위 0- 1000ppm NH3 

전기화학 가스감지기 기술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