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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분야

• 정제 및 석유 화학 • 발전(화력/원자력 등) 산업

• LNG/CNG/LPG 가스시설 • 조선선박

• 석유 및 가스 시추 장비 • 전기전자 산업

• 해양 생산 플랫폼 • 펄프 및 제지 공장

• 반도체 산업 •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 제철소 및 철강산업 • 폐수 처리장

• 자동차 산업 • 빌딩

인증/승인

방 폭

Ex d IIC T6, T4 (KCs)

Ex db IIC T6/T4 Gb (KCs)
Ex tb IIIC T85℃/T135℃ Db (IECEx)

Ex db IIC T6/T4 Gb (ATEX)
방수/방진 IP66
전자파(EMC) KC: KN101 / CE: EN50270:2015

일반사양
측정방식 대기 확산식
측정가스 가연성 가스 ( CH4 , H2 , C3H8 , etc. )
측정센서 접촉연소식
측정범위 0 ~ 100% LEL
응답속도 T50 <10 secs, T90 <20 secs 
허용오차 ≤±3% / 풀 스케일
설정방법 마그네트-바 설정(교정, 프로그램 설정 등)
측정표시 LCD 표시/OLED 표시(옵션) / 백-라이트, 2L-16 문자
전원표시 1-LED 전원(녹색)
경보표시 2-LED Gas alarm(적색), 1-LED Fault alarm(노랑)
사용온도 T6 = -40 to 60℃, T4= -40 to 80℃

보관온도 0℃ ~ +20℃

사용습도 0 ~ 90% 상대습도

전기적 사양

작동전압 24V DC (18 to 31V DC)

소비전력 기본: 2.4W @ 24V DC, Max. : 3W @ 24V DC

케이블 /
전송거리

3wire 쉴드 케이블(CVVS or CVVSB1.5sq)
Max. : 2,000m

출력신호

아나로그 출력

4-20mA DC(sink or source), 
최대 루프 저항 : 600 ohm @ 24V DC

4-20mA: 0-100% / 풀 스케일

1mA    : Fault

3mA    : Warming up

3.5mA  : Function mode

4mA    : Inhibition

디지탈(옵션) RS-485 MODBUS RTU

릴레이(옵션) Alarm1, Alarm2, Fault (3A @ 30V DC , SPDT)

기계적 사양

치 수 150(W) × 173(H) × 112(D)mm

재 질 하우징: ALDC(에폭시 코팅) / 센서헤드: SUS316

무 게 1.75kg

인입구
기본 : 2-G3/4“(옵션 : 1/2” G, 1/2" or 3/4” PT, 

NPT, M20 x 1.5P, M25 x 1.5P)

가연성 가스감지기 DA100

Intelligent Gas Detector

WE100
경광등

케이블
그랜드

스프래
쉬가드 포집기

레인
커버

RS-485
모듈

릴레이
모듈

• 내압방폭 구조로 폭발 위험 지역에 설치 가능한 가연성 감지기
• 자가진단 기능과 다양한 알고리즘 내장
• LCD 또는 OLED Display에 측정값, 동작상태 표시
• 2개의 가스경보, 1개의 고장표시
• 아날로그 4-20mA 출력
• 릴레이 출력(option)
• RS-485 디지탈 통신 신호(option)
• 마그네트-바를 이용한 비 개방형 원격제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