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MD-625 PPM 산소 분석기

  제 품  규 격

천연 가스 산업을 위해 설계된

Class 1, Div 1 Groups B, C, D

0- 1ppm 낮은 fs 범위

 정밀 연료 전지 산소 센서 기술

자동 후광 표시기 

 0.01ppm~ 25 % 산소 범위

 직관적인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가성비가 높고 낮은 유지 보수

2개의  완벽하게 구성 가능한 경보계전기 접점

기술규격:
정확도:  < +/-1% FS*

 < +/- 5% (0- 1ppm 범위)*

경보: 2개의 설정가능한 계전기 접점

분석범위: 0- 1/ 10/ 100/ 1000ppm/ 25%
인증: CE (대기중) 

CSA International (대기중)
사용지역 급수: Class 1, Div 1, Groups B,C,D 
크기: 약 38.7x 31.7x 13.3Cm
유량:  0.1 - 5.0 SCFH
가스연결구: 1/4” Swagelok Tube Fittings
출력: 분리형 4- 20mA
전압:  12- 24 VDC 
압력: 0.1- 50 PSIG 입력, 대기로 배출

반응시간: T90 10초내 

시료채취체계: 별매

감지기: 정밀급 연료전지

온도:  -10~ 50 도 C
감지기 보증: 12 개월

전자회로 보증: 12 개월

무게: 약8.4Kg
*일정한 조건시의 정확도

사용처:

                    “전 문 분 야  문 의”

• 천연가스추출과 파이프라인
• 천연가스공정
• 산성(CO2) 가스 흐름
• 불활성가스, 탄화수소, 수소공정
• 기타 산업공정

특장점: 

- 사용자 정의 가능한 측정 범위

- 시료 컨디셔닝 체계

- 양방향 RS485 Modbus기능(대기 중)
- 가열식 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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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D-625 산소 분석기          제 품 규 격 서 

산소분석기: 산소감지기 기술:

주문방법: 

전원규격:

산소감지기:

공란에 표시된 영역에 선택한 옵션으로 부품 번호 기록

품번:
OMD-625 Oxygen Analyzer

범위 선택 및 감지기 종류: 
1    표준 미량분석(TO2-133): 0- 1ppm, 0- 10ppm, 0- 100ppm, 0- 1000ppm, 0- 25%
2    산성 미량분석(TO2-233):  0- 1ppm, 0- 10ppm, 0- 100ppm, 0- 1000ppm, 0- 25%

전원:
 2    12 - 12V DC 입력전원

OMD-625   - - - 

OMD-625에 사용된 산소 감지기는 갈바니 전기 화학 연료 전지
의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모든 산소 센서는 엄격한 품질 프
로그램에 따라 Southland Sensing Ltd.에서 자체적으로 제조됩
니다.

표준 쎌은 H2, He 또는 탄화수소와 같은 다른 배경 가스에 의
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산성 쎌은 CO2 또는 천연 가스와 
같은 산성 가스가 존재할 때 잘 작동합니다.

감지기는 자체 장착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유지 보수로써 전
극을 청소하거나 전해액을 추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SSO2 정밀 산소 센서는 탁월한 성능, 정확성 및 안정성을 제
공하면서 예상 수명을 극대화합니다.

TO2-133 PPM 산소 감지기: 미량분석 표준형
TO2-233 PPM 산소감지기: 미량분석 산성형

산소 감지기는 주기적으로 보정해야합니다. 공장 권장 사항은 
2- 3 개월 마다 또는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센서는 공
기 보정과 함께 우수한 선형성을 제공하거나 정확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인증된 스팬 가스로 보정합니다. 

형명OMD-625 산소 분석기는 견고한 설계와 SSO2
의 정밀 산소감지기를 채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천연 가스 산업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사용하기 쉬
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매우 안정적이며 비
용 효율적인 소형 설계제품입니다.

산소 분석기는 Class 1, Div 1, Group B, C, D 설치
에 대한 CSA / UL 표준을 충족 시키도록 설계되었
으며 현재 인증을 신청 중입니다.

산소 분석기는 전원 입력과 선형 출력 모두에서 분
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기존 경쟁 장비에
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전자 장애를 제거 할 수 있
습니다.

표준범위는 0- 1ppm, 0- 10ppm, 0- 100ppm, 0- 
1000ppm, 0- 25%입니다.  

가스연결은 1/4” Swagelok 도관연결구로 연결.

가스연결구: 
4    1/4” Swagelok 도관연결구

12- 24 V DC입격전압:
인가전류: 50 mA

본 품번을 주문시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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