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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범위, 0~ 100% LEL(폭발 하한) 아세틸렌 

• 스테인레스강 316 등급(알루미늄 대신 사용 가능)에서도 사용 

• 삽입형, 별도 인증 Exd 감지기 

• 표시창 포함 또는 미포함형 가능 

• 윈도우 판 목록은 자석식 펜을 통해 작동하므로 내화성 외함을 열 필요가 없음 

• 전천후 기상 보호기를 선택적으로 장착할 수 있음 

• LC군 및 MCU군 단일 및 다대역 제어판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출력: 4~ 20mAdc(3-선 결선식) 

• 8~ 24Vdc 동작 

• 표시기 형에는 3개의 제어 계전기가 장착됨 

• 다양한 케이블 조임기(글랜드) 나사산 크기 사용 가능 

• IECEX 및 ATEX에 대한 Ex IIC 인증 

• 해외(중국) 사용 승인받음 

제품 장점 

FGD10군 - 촉매(필리스터) 가스 센서 기술 사용! 
  

FGD10-Acetylene 내화성 아세틸렌 가스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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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D10B형 비표시기 판 

비표시기판은 가스 수준을 표시하는 국지 표시기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 절약적인 감시해법을 제공합니

다. 이 장치는 4~ 20mA의 출력을 제공합니다. 

FGD10B 교정은 교정 가스의 농도가 검출기의 공장 교정 시 사용한 농도와 동일할 경우 기기 내부의 ZERO 및 

SPAN 단추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기기 교정 인증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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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 

이 종류 뒤에는 4자리 LCD 표시기가 장착된 투명 창이 있습니다. 창문 뒤에 있는 4개의 자석 작동 스위치를 통해 

사용자는 내화성 뚜껑을 열지 않고도 다양한 작동 매개변수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위치는 특수 자기 펜

을 통해 창 밖에서 작동합니다. 

3개의 제어 계전기가 장착되어 개별 전환 접점을 통해 경고수준 1, 경고수준 2 및 고장 출력을 제공합니다. 4~ 

20mA 선형신호 외에 RS232 통신 출력도 제공됩니다. 

FGD10A형 표시기판 

품 번 규격 

SS709-8  
FGD10A-IR 표시기 장착 아세틸렌 가스 감지기 
(4~ 20mA 출력) 
- 0- 100% LEL(폭발 하한) 범위 

SS729-8  
FGD10B-IR 아세틸렌 가스 검출기(표시기 없음) 
(4~ 20mA 출력) 
- 0-100% LEL(폭발 하한) 범위 

주문 방법 

FGD10B 교정 장치 

FGD10B 장치를 보정하려면 내화성 외함의 전면 뚜껑을 제거해

야 하므로 다음 조건 중 하나에서만 수행해야 합니다: 

- 주의! 폭발성 가스가 존재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역에서. 

인화성 가스가 해당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후 통

제된 조건에서 허가된 직원이 위험 영역 내에 있습니다. 이 작

업을 수행하려면 관리 또는 보건 및 안전 부서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정을 수행하려면 작업자가 장치의 전면 커버를 열고 보정 유

닛을 연결한 다음 보정 절차 도중 감지기에 0 및 스팬 가스를 

공급해야 합니다. 

. 

FGD10-Acetylene 내화성 아세틸렌 가스 감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