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개 요
가스 회수백은 최대 80리터의 가스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회수백 내의 가스를 다 채울때 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자체 밀폐식이며 업계 표준인 커플링이 있기 때문에 회수백을 분석기에 쉽게 연결할 수 있고, 정확한 밸브를 사용하면
타사가 제작한 많은 분석기에 연결할 수 있다.
매우 튼튼하고 질긴 DP472 PU (712028)로 코팅된 폴리아미드 재료로 회수백을 제작한다. 측면에는 기록을 위한 포켓
과 안전 분출밸브가 설치되었고, 휴대를 위해서 튼튼하게 보강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업계 표준 밸브들을 선택사양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단 사용자가 시험을 마치거나 회수백에 가스로 가득 채워지면 회수 설비로 반송해서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SF6을 포함해서 많은 가스들을 이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SF6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태이고, 비연소성이며 고도의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는 절연성이 우수한 가스이다.
SF6는 보통 중전압 / 고전압 전기 장비에서 절연장비, 아크제거 장비 및 냉각제로 보통 사용된다.
교토 협정은 국가 간에 체결된 국제적인 합의로써 2005년에 발효되었다. 교토 협정 당사국들은 국가별로 온실 가스의
감축을 규정하고 있다. 교토 협정에 의거 SF6는 온실가스로 지정되었고, 대기 중으로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된다.

Features 특 징
▪ 가스 배출 없이 연속적으로 가스 샘플을 흡입할 수 있다.
▪ 최대 80리터의 가스를 저장한다.
▪ 매우 튼튼한 DP472 PU (712028)로 코팅된 폴리아미드 재료로 제작되었다.
▪ 지나친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안전밸브가 설치되었다.
▪ 가스 흡입부에 자체 밀폐식 업계 표준 커플링이 설치되었다.
▪ 매우 가볍고 보관이 간단하다.

▪ 휴대를 위해 튼튼하게 보강된 손잡이

▪ 먼거리에서 사용하기에 유용하다.

▪ SF6 가스 분석기와 완전한 호환성이 있다.

Applications 용 도
▪ 분석을 위한 가스 회수
▪ 가스의 일시적 보관 및 운반
▪ 가스 회수
▪ 가스 샘플 흡입 채취
▪ 온실 가스 포집
▪ 고전압 가스 절연 의료장비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중앙 연구부서에서 시험하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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