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SF6-6100 Bench
Gas Analyser
INS-SF6-6100 Bench 형 가스 분석기는 다양한 실험실 및 현장 응용 분야에서
SF6 가스의 품질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응용 분야에는 의료 테스트, 실험실 기반 연구 개발 및 중압 및
고압 가스 절연 전기 장비에 존재하는 SF6 가스 분석이 포함됩니다.

SF6, SO2 및 H2O (Dew point) 가스는 동시에 분석되고 매우 정확한 표준
에 따라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가스 Outlet 노즐을 사용하면 분석기를 Rapidox 가스 회수 백에 부착하여
샘플링 된 모든 SF6 가스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INS-SF6-6100 Bench analyser 는 완벽한 휴대용 키트로도 제공되므로
사용자가 필요한 모든 장비를 IP66 케이스에 담을 수 있습니다.

키트에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보호된 호스(자체 밀봉 커플 링)이 공급되며 ,
옵션으로 분석기에 장착 된 스윙 핸들 및 별도의 감열식 프린터, DN8 및
DN20, IN-6200, IN-6100 피팅 세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나 요구 사항에 대해 문의하려면 Cambridge Sensotec 에
문의 하십시오.

개별 고객 요구 사항에 맞게

•

Low maintenance sensors

•

Powerful Rapidox software

구성 할 수 있지만

•

Easy calibration procedure

•

Operates on worldwide

INS-SF6-6100 Bench analyser

•

Digital outputs

mains voltage
Password protection
Two fully programmable

에는 기능을 향상시키기위한

•

옵션으로 흡입펌프 가능

•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

Fully programmable analogue

•

outputs

alarms

SF6 Gas
SF6은 매우 안정적이고, 비인화성이며, 뛰어난 유전적 성질을 가진 고도로 전기화된 기체다.
일반적으로 전기 절연체, 아크 냉방 및 냉각 매체로 중전압 및 고압 전기 장비에 사용된다.
그러나 SF6은 온실가스로 분류되며 대기 중 의도적인 방출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 내에 보관해야 한다.
국제 교토 의정서는 회원국들 사이에서 유해한 배출량을 줄이도록 의무화했다.
송전, 배전망의 경우, SF6 기술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인력, 장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보수 일정 내에 정기적인 SF6 분석을 채택해야 한다.
SF6 가스 내의 분해 제품과 습기를 조기에 식별하면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것 외에 불필요한
가동 중단 및 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

Accessories
1

IN-6200 square
connector.

1

2

3

2

Gas Recovery Bag.

3

Sampling Kit

Specification
SF6 - Sulphur Hexafluoride

0-100%, ±0.5% full-scale accuracy

H2O - Dew Point

-65oC to +20oCdp, ±2oCdp accuracy

SO2 - Sulphur Dioxide

0-100ppm, ±2% full-scale reading

Operating Temperature

-10oC to 40oC

Warm-up Time

3-4 minutes at 20oC

Response Time

3-5 minutes

Voltage

90-260 VAC, 50/60Hz

Voltage Outputs

0-5V linear, user programmable

Sample Connections

Rectus style closed coupled fitting

Current Outputs

4-20mA linear, user programmable

Digital outputs

RS232 (RS485 option available). Data streamed on demand

Max Inlet Pressure

10 Bar gauge (protected)

Optional Pump
Calibration
Display
Analyser Dimensions

0-1 litres per minute
SF6 and SO2: User selectable gas values. H2O: Sensor is factory fitted
20 x 4 character (9mm) back-lit LCD
150mm(H) x 350mm(W) x 263mm(D)

Weight

Cambridge Sensotec Limited. Unit 29 Stephenson Road,
St Ives, Cambs, PE27 3WJ, United Kingdom
Due to continuous product development necessary changes to specifications
may be made without prior notice. Issue no: V1.2018

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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