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가스 및 CO2 트랜스미터 검측기

기술 매뉴얼

올덤
산업과학 회사
변함없는 가스 탐지인들

올덤
산업과학 회사
변함없는 가스 탐지인들
가스 탐지
산업 과학 올덤의 기기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거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에 대한 고백은 고객께 완전한 만족을 드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음 문서를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제한


산업 과학 올덤은 본 기술 매뉴얼에서 제시된 지침과 경고 및/또는 현행 표준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이 장비의 부적절하게 사용, 설치, 보관으로 인해 일어나 전부 또는 일부의
자재 손실, 개인적인 상해나 사망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산업 과학 올덤은 산업 과학 올덤의 제품 판매에 관여한다할지라도, 산업 과학 올덤을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고 간주되는 모든 사업체, 개인, 또는 법적 실체를 지원하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산업 과학 올덤은 제품들이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산업 과학 올덤에 의해 선택되고
정의되지 않는 한, 올덤 제품의 사용 및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손해, 또는
직간접적인 손해과 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유권 조항



본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도면, 시방 및 정보 등 기밀사항은 본 산업 과학 올덤의
재산입니다.



이 정보의 전체 또는 일부는 물리적, 전자적, 또는 다른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복제, 복사,
유출, 번역될 수 없으며, 혹은 산업 과학 올덤의 사전 동의없이 다른 이유로는 산업 과학 올덤
기기의 제조 및 판매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경고



본 문서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고객의 최선의 이익과 성능 향상이라는 목적 하에서, 산업 과학
올덤은 사전 통지없이 장비의 기술적 특징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제품을 처음 사용하기 전, 본 주의사항들을 주의 깊게 읽어주십시오 :
사용, 유지 보수 또는 장비 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인원은 누구나 이 지침을 읽어야만 합니다.




산업 과학 올덤의 직원이나 산업 과학 올덤이 권한을 부여한 직원에 의하여, 본 기기가 산업
과학 올덤이 지정한 지침에 따라 사용, 관리, 수리된다면, 본 기기에 대한 모든 보장과 성능적
요구사항은 유효하다고 간주됩니다.
보증

정상적인 조건에서 사용되고 공장으로 반품된 부품 및 제품은 센서, 필터 등과 같은 소모품을
제외하고 5 년간 보증됩니다.

고정 러그

접지 나사

그림 1
안티 - 스플래시 커버
OLCT IR "E"버전

케이블 글랜드, M20
(외장
케이블)

또는

비외장

REP

NBR

명칭
안티 스플래쉬 커버
O-링 직경 다이어램=65*3
로킹 넛 M5
금속 인클로저 커버
EEx2 핀 터미날 블록
O-링 직경 다이어램=69*1
IR 센서 LED 카드

REF OFSA
6313862
6136242
6903376
6123723
6152989
6135036
6451495

옵션
케이블 글랜드, M20, 외장 케이블 혹은
케이블 글랜드, M20, 비외장 케이블

그림 2
OLCT IR
분해도

6343489
6343493

그림 2
OLCT IR
커넥션 터미널 블럭

LED 확인

자기 수신기

OLCT IR 연결
mA 에서의 출력 신호 (산업 과학 중앙
유닛의 터미널 1)
전원 공급 장치 0 V (산업 과학 중앙
유닛의 터미널 2)
전원 공급 장치
유닛의 터미널 3)
SER = 서비스 (사용하지 않음)
전선 끝단은 압착해야 함

케이블글 랜드, M20
(외장 또는 비외장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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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과학

중앙

접지 나사

고정 러그

그림 4
가스 인렛
아웃렛

OLCT IR

및

가스순환 헤드(교정 파이프)

가스 순환 헤드

케이블 글랜드, M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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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켓 : 6322420

그림 4

그림 5
어답터 브라켓을 갖춘 OLCT IR 의 고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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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OLCT IR 가스 검측기는 폭발성 가스 또는 환경에서 CO2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OLCT IR 에서 사용하는 적외선 기술은 극한 영역의 검측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직류를 통해 OLCT IR 은 가스의 측정 농도에 따라 4-20mA 의 정규화 된 전류를 제공한다. 이
검측기의 케이스는 열 필요가 없으며, ATEX 영역에서 보정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 보정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OLCT IR 검측기는 폭발성 가스와 먼지를 포함한 분위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럽 ATEX
94/9/EC 지침과 다음과 같은 유럽의 EN 및 IEC 국제 표준의 필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

EN 60079-0 : 2006
EN 60079-1 : 2004
EN 60079-7 : 2004
EN 60079-11 : 2007
EN 61241-0 : 2006
EN 61241-1 : 2004

IEC 60079-0 : 2004
IEC 60079-1 : 2003
IEC 60079-7 : 2001
IEC 60079-11 : 2006
IEC 61241-0 : 2004
IEC 61241-1 : 2004

OLTC IR 는 다양한 구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탄 버전 (CH4)
0 ~ 100 % LEL(0~5% vol) 표준 범위에서 메탄 검출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이 버전은 0-4.4 % vol 의 범위로 조절하여 국가에서 사용하는 메탄의 폭발 하한값을 삼을 수
있습니다.
0 - 100 % vol.에서 메탄 검출.
HC 버전 :
포화 탄화수소 (프로판, 부탄, 펜탄, 헥산, 에탄올)의 검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표준 범위는
공장에서 설정 될 수 있습니다 :
C3H8 - 0~100% LELC4H10 0 - 100 % LEL
C2H6O- 0~ 100 % LEL
C6H14- 0~ 100 % LEL
CO2 버전 :
0 - 3 % vol 규모의 CO2 검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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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1)
검출 방법
감지 가스 (3)
표준 측정 영역 1
정확성
-25 ° C~ 55 ° C 구간의 장기 온도 안정성
보호 커버가 없는 응답시간

보호 커버가 있는 응답시간
검측기 터미널에서 전원 공급 장치
평균 소비전력
출력 전류 (신호) S

케이블 유형
케이블 도체 당 최대저항 (산업 과학 올덤의
중앙 제어 장치와 함께 사용)
출력 전류의 최대저항
케이블 입구 유형
케이블 굵기

광학적: 적외선 흡수
메탄 : 프로판, 부탄, 헥산, 에탄올 (2) CO2
참고 : 공장에서 산업 과학 올덤에 의해 프로그래밍
100% LEL CH4, C3H8, C4H10; 100% volume CH4; 3%
CO2
+/-3% LEL CH4 or 표시 데이터의 +/- 5 %
+/-2% LEL HC or 표시 데이터의 +/- 3 %
제로 : + / -1 LEL
게인 : + / -5 % LEL 또는 표시 데이터의 + / - 10 %
T50 <7 초
T90 <8 초
T50 <10 초
T90 <16 초
16-30 VDC
2.5 min. watts (최대 단속 전류 = 500mA)
0-25mA (비 절연)의 코딩된 전류 소스
검측된 0mA 가스 레벨에 대한 선형
4-20mA 전류
비율:정전 또는 전기 고장
0.5 mA 범위 : 광학 결함, 범위를 초과한 온도
2mA : 교정 모드
23mA 이상 전류 :범위 초과
3 개의 활성 와이어로 차폐
루프에서 8 옴 (1.5 mm²에서 250m)

300 옴
M20 케이블 글랜드
외장 케이블 : 외경 8.5-16 mm
내경 6~12mm
비외장 케이블 : 내경 6~12mm
검측기 작동 온도
-25 ° C ~ 55 ° C
(-40 ° C ~ 55 ° C 요청시 가능)
보관 온도
-40 ° C ~ 55 ° C
전자기 호환성
EN 50270 과 호환
IP 등급
IP66
폭발성 분위기
유럽 지침 ATEX 94/9/EC 및 IEC Ex Schema 에
따름(첨부 참조)
무게
1.6 kg
재질
INOX 316L
습도
0-99% 상대 습도 (비 응축)
압력의 영향
측정:부분 압력
(1) 우리의 제품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인해, 산업 과학 올덤은 이 문서에 나와있는 제품 사양을
언제든지 변경할 권리를 갖습니다.
(2) 대부분의 유기 성분은 C-H 결합을 포함합니다.
(3) 수소는 검측되지 않습니다.
포화 탄화수소는 CH4 (일반적으로 5-7 배)보다 더 많은 시그널을 발생시키며, 불포화 탄화수소
혹은 벤제닉 탄화수소는 CH4 보다 적은 시그널을 발생시킵니다.
실리콘, H2S 에 둔성, 폭발성 가스 버전, 비 응축 수증기, O2,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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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아세틸렌과 암모니아는 검측기의 측정을 방해합니다. 2,000 PPM 이상의 아세틸렌
혹은 10,000 PPM 을 초과하는 암모니아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가스의 존재가 감춰질 수 있습니다.
2.1.OLCT IR (CH4 및 HC)상의 일반 가스의 간섭
민감도 수준이 다를 수 있지만 아세틸렌을 제외하고 적어도 하나의 C-H 결합을 가진 모든 유기
분자는 OLCT IR 에 의해 잠재적으로 감지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센서의 종류와 관계없이, 포화 탄화수소는 CH4 보다 쉽게 검출됩니다.
OLTC IR CH4 는 CH4 에 더 민감하고 OLCT IR HC 보다 탄화수소에 덜 민감합니다.
OLCT IR CH4 의 경우, 20mA 신호의 출력신호는 100 % LEL CH4 또는 20 % LEL C3H8
값입니다. (5 요인)
OLCT IR HC 의 경우 : 6.4mA 신호의 출력 신호는 100 % LEL CH4 또는 14 % LEL C3H8
입니다. (7 요인)
OLCT IR HC 는 일반적으로 알칸, 알코올, 케톤, 유기산, 에스테르 및 에테르와 같은 포화
분자에 더욱 잘 적용됩니다.
OLCT IR CH4 는 일반적으로 불포화 알켄 및 CH4 보다 더 약한 시그널을 보내는 CH 기와
결합된 방향족 형 분자에 더욱 잘 적용됩니다.

예) 일반적인 탄화수소에 대한 OLCT IR 검측기의 + / -15 % 반응 곡선.


OLCT IR CH4
CH4 를 대상으로 OLCT IR CH4 교정 : 주요 알켄 및 알코올의 간섭효과

메탄 CH4
프로판 C3H8
부탄 C4H10
헥산 C6H14
노난 C9H20
씨클로 헥산 C6H10
메탄올 CH3OH
에탄올 C2H6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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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된 OLCT IR HC 프로판
C3H8 대상 OLCT IR HC 교정 : 주요 알켄 및 알코올의 간섭효과

메탄 CH4
프로판 C3H8
부탄 C4H10
헥산 C6H14
노난 C9H20
씨클로 헥산 C6H10
메탄올 CH3OH
에탄올 C2H6O

3. 설치
경고 : 계속 진행을 하기 전에, 18 페이지, 타이틀 8. "폭발 위험성이 있는 환경에서의 어셈블리에
대한 특정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3.1.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검측기는 최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OLCT IR 검측기는 수평으로 설치하여 보호 커버의 화살표가 위쪽을 향하도록 해야합니다.
잘못 장착 된 경우, OLCT IR 검측기는 공기 중 가스 또는 증기를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2. 기계 설치
언급한 안전 지침을 조심스럽게 따르십시오
검측기 검사 : 그림 1 과 4 를 참조하십시오.
OLCT IR 검측기는 벽과 같은 수직 지원 구조에 장착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수평
표면에 장착하는 경우 (부품 번호 6132380, 그림 5 를 참조하십시오.) 어댑터 브래킷을
사용합니다.
3.3. 전기적 설치
설치가 현재 시행 기준, EN / IEC 60079-14, EN / IEC 61241-14 표준 영역 분류, 및
기타 모든 시행 버젼 또는 국가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검측기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케이블의 저항은 기술 사양표에 지정된 한계
범위 내서 유지되어야합니다.
검측기 단자 전원 : 16-30 VDC
설치 :
연결 단자에 액세스 할 수있도록 보호 커버를 제거합니다.(참조 4, 그림 2 참조)
그림 3 과 같이 3 개의 활성 선을 연결합니다.
보호 커버를 교체합니다.
검측기 본체 (그림 1)를 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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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 시작
-

모든 장비 연결 및 설치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고 경보를 작동시키지 않도 록안전 모드로 시작합니다. (알람이 차단됩니다)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고 안정 될 수 있도록 2 ~ 3 분 정도 기다립니다 : (워밍업의 첫 1 분 동안
검측기는 2 ㎃의 전류를 전달합니다)
영점 (4mA) 및 가스 반응을 테스트합니다. CO2 검측의 경우, 영점 설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질소를 주입합니다.

5. 유지보수
검출의 신뢰성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곳에서 언급한 조정 작업은 훈련을 받은 유자격
인원이 담당하도록 합니다.
불활성 가스를 포함하는 검측기 케이스를 열지 마십시오. 검측기가 열렸을 경우, 센서는 공장에
반환해 수리해야합니다.
점검 및 유지 보수 작업은 EN60079-17 또는 IEC 60079-17, 현재 시행되는 버젼 또는 다른 국가
표준에 따라 수행해야합니다.
OLCT IR 은 최소한의 유지 보수를 필요로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기적 검측기 헤드 검사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됩니다.
5.1. 고장 수리
광학 표면은 광학 장애 (0.5 mA 의 출력 전류) 또는 신호 드리프트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청소해야합니다 :
-

보호 커버 제거(참고 1 그림 2)
부드럽고 보풀이 없는 천에 이소 프로필 알코올을 묻혀 광학 표면을 청소
필요한 경우, 옵션사항인 방충 커버 및 보호 커버도 청소
건조 가능
화살표 방향이 정확하게 놓여지도록 확인, 보호 커버 교체.

5.2. 정기 유지 보수
경고: 검출의 신뢰성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곳에서 언급한 조정 작업은 훈련을 받은 유자격
인원이 담당하도록 합니다.
가스 검측기는 안전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산업 과학 올덤은 고정식 가스 탐지 설비의 정기적인
테스트를 권장합니다. 이런 시험 유형은 사전 조정 알람을 설정하는 센서에 충분한 농도의 표준
가스를 주입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는 어떤 경우에, 센서의 전체 교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산업 과학 올덤은 매 3 ~ 4 개월마다 알고 있는 가스의 공인 농도를 이용해 검측기를 철저히
교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스 테스트 주기는 센서가 사용되는 산업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테스트는 설치 시작 후
몇 개월 동안 자주 실시해야 하며, 더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나중에 테스트 간격을
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스트 사이의 시간 간격을 3 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검측기가 가스와 접촉 시에 반응이 없을 경우 반드시 보정해야합니다. 교정 주기는 반드시 테스트
결과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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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과학 올덤은 검측기 보정을 위해 테스트용 가스를 사용하시도록 건의합니다.
현장 관리자는 자신의 현장의 안전 절차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산업 과학 올덤은 안전
절차의 실행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5.3. 확인
 필수 장비 :
가스 교정 키트 (시험 가스 탱크 및 액세서리)
테스트 커버 (부품 번호 6313829).
 순서
시험 가스를 주입 (2L /m) 및 정확한 수치읽기 또는 적절한 경보를 위해 테스트
커버를 사용합니다. (테스트 커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레벨이에서 과소 평가될 수
있습니다.(바람> 20km / H)
5.4. 교정 :
 필수 장비 :
가스 교정 키트 (시험 가스 탱크 및 액세서리)
유지 보수 메뉴 및 유효성 검사 설정을 위한 자석 (파트 넘버 6155651) 교정 파이프
(파트 넘버 6313863).
준비 :
-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
중앙 컨트롤러를 교정 모드로 조정(릴레이 차단)
나사 제거 (참고 3, 그림 2), 보호 덮개 제거
그림 4 와 같이 교정 후드를 놓음
후드 단자 중 하나에 키트 튜브를 연결
1l /m~ 2 L /m 의 유량으로 ( 2 분간 안정화) 공기 또는 시험 가스를 주입.
사용되어야만 할 시험 가스의 농도가 검측기에 표시됨
적색 LED 등(참고 8, 그림 2)에 표시된대로 절차를 완료하려면 배터리 사용

교정 :
순서
교정은 일반적으로 영점 조정으로 제한됩니다. 감도 조정은 드물게 실행됩니다. (좀 더 자주 실행할
경우, 다이어그램 참조).
가스가 없는 환경에서 영점 조정
깨끗한 공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영점이 제대로 조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소
혹은 재구성된 공기를 주입, CO2 는 질소 주입.
다이어그램의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실행 후 : 가스 주입을 중지하고 본래 안티-프로젝션 커버를 교체하며, 화살표의 방향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중앙 측정 콘트롤러를 다시 "정상 모드"로 전환(릴레이는 더 이상 차단되지 않음)
경고 : 교정시, 안전 기능은 보장이 되지 않으며 출력 전류는 교정이 끝날 때까지 2mA 수준에서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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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아웃
:
전류
측정(4~20mA)LED : 꺼짐

정상 작동

자석의 신속 이동

I 아웃 : 2mA,
LED : 느린 섬광

교정절차 호출

-

영점 설정 :

OCLT
IR
송신기에
질소를 주입
참고
:영점
안정화
대기
시간은 ~ 20 초까지

-

자석의 느린 이동

동작 수행 없이
과정 종료

자석의 느린 이동

동작 수행 없이
과정 종료

자석의 느린 이동

영점 유효성 검사
절차 종료

I 아웃 : 2mA,
LED : 느린 섬광

자석의 신속 이동

-

감도
검증

설정에

-

중단 감도 설정

제로

스위치

혹은 감도 설정 절차 계속
수행 (표준 참조 가스 양의
주입은 OLCT IR 에 표시)
참고 :안정화 값 대기 시간은 ~ 90
초까지
-

-

I 아웃 : 2mA,
LED : 느린 섬광

I 아웃 : 2mA,
LED : 보통 플래시

NO = 없음, 자석의
느린 이동

감도의 검증?

YES =자석의 빠른 이동

I 아웃 : 측정 결과 또는
결함에 따라, LED :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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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점 유효성 검사를
종료

KEY :


자석 운동 :

적색 발광 다이오드 (그림 3) 근처에 있는 자기 수용체 앞의 자석의 움직임



빠른 움직임 :

<1 초.



느린 운동:

> 1 초. 과정의 출력을 인식할 수 있는 점까지 (적색 LED 꺼짐).



I 아웃 :

전류 출력



LED

(적색등이 꺼져있거나 깜박임).

참고 :

각 배터리의 움직임 사이의 간격은 10 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절차가 취소되고 기기가 정상 작동 모드로 돌아갑니다.

6. 폐기
자연 보존, 보호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또한 인간의 건강 보호 및 자연
자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활용을 위해, OLCT IR 은 전자 장비와
분리해서 폐기해야하며 일반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처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환경을 위해 안전하게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른 폐기물과 OLCT IR 을 분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폐기물의 현행
수거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품의 로컬 관리담당 또는 판매상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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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액세서리 리스트
액세서리
가스 유량 헤드 / 교정 파이프

파트 넘버
6313863

테스트 후드

6313829

교정 자석

6155651

보호막 (기후,
보호막)

태양

방사선

장착 브래킷 (볼트 불포함)

안티 프로젝션 커버
교차점 나사 M5 D40

OLCT IR 방충 커버

6313858

6322420

6313862
6903376

6313946

그림 2 와 그림 4 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 보관 온도 : -40 ° C ~ 55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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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TEX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의 사용 관련 특별 지시 및 조업 안전
8.1. ATEX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
폭발에 대한 안전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하에서 주위 온도, 전원 전압 및 전원 등 일반적인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이 매개 변수는 계량 데이터가 아닙니다. (기술적 특성 표 참조)
-

유럽 통일 EN 규격에 및 국제 IEC 기준에 적합함 :

OLCT IR 은 다음과 같은 표준을 준수합니다 :
폭발 관련 보호 표준
EN 60079-0 : 2006
EN 60079-1 : 2004
EN 60079-7 : 2004
EN 60079-11 : 2007
EN 61241-0 : 2006
EN 61241-1 : 2004

IEC 60079-0 : 2004
IEC 60079-1 : 2003
IEC 60079-7 : 2001
IEC 60079-11 : 2006
IEC 61241-0 : 2004
IEC 61241-1 : 2004

메탄과 프로판 기준 가스, 계량 성능 :
2005 년 1 월 EN 61779-1 및 EN 61779-4
전자기 호환성 :
2010 년 4 월 1999 년 EN 50270
-

작동 영역 :
주변 온도가 -50 ° C~+ 65 ° C 인 1, 2, 21, 22 영역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설치 :
방향 : OLCT IR 검측기는 반드시 수평으로 설치하여 보호 커버의 화살표 방향이 위를
향하도록 해야합니다.
-

케이블 인렛 : 케이블 글랜드는 반드시 EN 60529 또는 IEC 60529 에 따라 IP 66 보호
등급을 제공해야 하며 작동 온도에 부합해야 합니다.

8.2 운영 보안
검측기 OLCTIR 는 CH4 및 HC 버전을 위한 INERIS 에 의하여 SIL 2 기능, EN 50402 를
준수합니다(인증서 INERIS 03ATEX0141X/02) 2005 년부터 시행된 현행 법규는 가스 감지 및
모니터링 (가연성 독성 산소)를 위한 전기 장치에 대한 특별 규제이며, 가스 탐지 고정 시스템
보안을 위한 최소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측기 OLCT IR 은 안전 표준 IEC 61508 에
준거하여 개발되었습니다. OLCT IR 의 안전 기능은 적외선 흡수 기술과 4 ㎃출력, 각각 0-100%의
LEL 에서 LEL 의 비율로 가스 농도에 비례한 전류의 비율에 의하여 가연성 가스를 탐지합니다.
디폴트가 발생한 경우, 출력은 1mA 이하 또는 23mA 이상의 후퇴값을 가지게 됩니다.
정기 검사
1년

λDU
3.5 10-7

PFDavg
1.6 10-3

SFF
90%

λDU : 시간당 고장률
PFD avg : 고장 실패
SFF : 안전 실패 비율
DC : 위험한 오류율과 총 오류율 사이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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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72.3%

SIL 기능
2

-

배선 / 연결 :

배선 폭발, 특히 IEC / EN 60079-14 및 IEC / EN 60079-17 표준의 설치 관련 일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케이블은 기계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도체가 단자에 연결되어있을 때, 생물 구성 요소와 접지된 금속 구성 요소 사이의 거리는 반드시
2.5MM 보다 커야합니다.
-

접지 :

검측기는 부식 방지와 함께 반드시 외부 접지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

전력 공급 :

검측기 단자 = 최대 30 VDC, 최소 16 VDC .
최대 전력 = 5.8 와트
-

나사 교체 :

지원 구조의 반-연소 요소에서 나사를 교체해야하는 경우, A4.70 또는 더 높은 품질의 나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

먼지 분위기 :

먼지 폭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는 철저한 먼지 축적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먼지가 쌓였을 때의 최대 두께는 5 m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지지대/ 센서 및
지지대/금속 커버 조인트는 반드시 파라핀 타입의 오일을 발라야 합니다.
전송 곡선 및 전원 공급 장치의 매개 변수
다음 곡선은 가스 농도, 특별한 유지 보수 상태 및 오류와 관련한 OLCT IR 송신기의 출력 전류
값을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ISC OLDHAM 중앙 컨트롤러가 아닌 곳에 송신기를 연결한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OLTC IR 전송 곡선을 확인하여 송신기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중앙 제어 입력 특성이 있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 제어기는 500mA 의 간헐적 포인트 전류를 구비한, 검측기 단자용 16-32 VDC 의 전원
공급 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케이블의 최대 길이는 위의 특성과 관련하여 결정됩니다.
mA 출력 전류
오류
출력
범위

유지 모드
오류

오류
%LEL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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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ARKING:
OLCT IR 마킹
마킹은 연결 케이스의
포함해야합니다.


덮개에

붙이는

스티커의

연결 케이스 커버 위에
산업 과학 – 올덤(OLDHAM)
CE0080
OLCT IR

II 2GD
Ex d e ia IIC T4
Ex tD A21 IP66 T135°C
AMB. 온도 -50 ° C ~ 65 ° C
U : 최대. 38 V P : 최대. 5.8 W
IECEx INE 07.0005X
INERIS 03ATEX0141X
일련 번호
제조연도
경고 : 개봉 전에 전원 공급 장치 분리


거울 옆
Ex e II T4
U : 최대. 38V
P : 최대. 0.875W



메탈 본체에
Ex d IIC 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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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취합니다.

마킹은

다음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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