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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500ppm)~ (0- 100%) CO2량 범위- 아래의 '주문부호'를 참조하십시오. 

• 적외선 센서 온도 보정. 

• 비폭발 지역에서만 사용, 경제적인 가격. 

• 3선 연결방식. 

• 8~ 24VDC동작(또한, 감지기에 전원을 공급하려면 5.8~ 7.5VDC의 추가 공급필요) 

• 산업 표준 4~ 20mA 출력 

• 삽입식 손잡이형 장치 

제품 장점 

FGD4 가스 탐지기는 최신 적외선 감지기기술을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정확하게 탐지합니다. 이러한 검출기는 폭

발성 가스가 존재할 위험이 없는 영역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검출기에는 적외선 센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 공급 연결부와 제조원 STATUS SCIENTIFIC사 LC군과 같은 별도의 제어 장치에 가스 수준을 전달하기 위한 2

선식 산업 표준 4- 20mA 전류 루프로 구성된 3와이어 연결이 필요합니다. 0가스 조건에서는 4mA를, 최대 가스 조

건에서는 20mA를 공급.추출합니다. 전류는 0과 최대 범위 사이의 가스수준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합니다. 

 

보정 가스의 농도가 검출기의 공장 보정에 사용된 농도와 동일할 경우 기기 내부의 ZERO 및 SPAN 단추를 사용하

여 FGD4 보정을 간단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기 보정 인증서 참조). 

또는 아래에 표시된 목적을 두고 설계한 삽입식 휴대형 구성 장치를 적절한 시험 가스 농도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제품  상세 설명 

FGD4-SS782 이산화탄소(CO2) 고정감지기 
 

FGD4군 - 안전지역 루프구동 4~ 20mA 신호송신기 
                전외선 가스센서 사용 

  

FGD4- SS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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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번호 

품 번 규격 

SS782-500  
FGD4 이산화탄소 가스 감지기 

- (4~ 20mA 출력) 
- 범위 0~ 500ppm 

SS782-1000  
FGD4 이산화탄소 가스 감지기 

- (4~ 20mA 출력) 
- 범위 0- 1000ppm 

SS782-2000  
FGD4 이산화탄소 가스 검출기 

- (4~ 20mA 출력) 
- 범위 0~ 2000ppm 

SS782-5000  
FGD4 이산화탄소 가스 감지기 

- (4~ 20mA 출력) 
- 범위 0- 5000ppm 

SS782-10000  
FGD4 이산화탄소 가스 감지기 

- (4~ 20mA 출력) 
- 0~ 10,000ppm 범위 

보정 단위 

FGD4는 특수 설계된 삽입형 휴대형 구성 장치를 사용하여 보정

됩니다. 보정을 수행하려면 작업자가 장치의 전면 커버를 열고 

구성 장치를 연결한 다음 보정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감지기에 

0 및 스팬 가스를 공급해야 합니다. 

 

주의!- 이 가스 감지기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대기에서 사용하

도록 인증되지 않았으므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가스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응용장소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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