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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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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극 전도성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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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측정 매질로 인한 부상 위험
• 치수 도면을 참고한 정확한 설치만이 정밀한 조립을 보장합니다.
• 측정 매질이 압력을 받는다면 절대 센서를 해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 지침

모든 적용 부문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 압력, 온도, 공격적인 유체, 방폭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센서의 설치, 작동, 설비는 운영 업체에서 숙련된 직원만 다뤄야  
합니다.

위험 지역
위험 지역에서 전기 장비를 설치할 때는 모든 해당 지역별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해야 합
니다. 오리엔테이션 관련해서는 IEC 60079-14, EU 지침 2014/34/EU, 1999/92/EC(ATEX), 
NFPA 70(NEC), ANSI/ISA-RP12.06.01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센서의 전기와 온도  
파라미터가 단단히 부착되어야 합니다.
Memosens Ex 센서는 오렌지-레드 링으로 표시됩니다. 모델 CA/MS-*** X** 이나  
모델 CA/MS-*** X**-L 측정 케이블 또는 하드웨어와 기능이 동일하다고 증명받은  
측정 케이블과 결합된 센서는 인증서 BVS 15 ATEX E141 X와 IECEx BVS 15.0114X에서 
설명한 적합한 측정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경고! 해당 경고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임 플레이트의 안전 경보 심볼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사용설명서를 읽으면서  
사양을 확인하시고, 안전 지침을 따르십시오.

위험 지역: 전기 및 온도 파라미터
자격 번호: 마킹: 

BVS 16 ATEX E 037 X
IECEx BVS 16.0030X

  II 1G 
Ex ia IIC T3/T4/T6 Ga

온도 파라미터:

온도 클래스 주위 온도 범위 Ta 최대 허용 측정 온도

T6 -20 °C < Ta < +70 °C 70 °C

T4 -20 °C < Ta < +120 °C 120 °C

T3 -20 °C < Ta < +135 °C 135 °C

특정 조건
•  케이블과 센서는 주변 온도가 특정 범위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결 헤드가 포함된 측정 케이블이 Zone 0 (카테고리 1G) 영역을 통과하면  

정전하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  Memosens 센서는 중요 공정 조건에서 정전기가 일어날 때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결 시스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강렬한 증기와 먼지 유량을 피해야 합니다.
•  금속 프로세스 연결 부품은 정전기 전도성이 1 MΩ 미만이 되는 설치 장소에  

장착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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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도면

적용 부문
SE 605H Memosens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동축 2-전극 전도성 센서입니다. 
초고순도 물부터 1000 μS/cm까지 넓은 측정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간단한  
청소와 간편한 O링 교체를 위해 외부와 내부는 분리됩니다. 온도 감지기는 센서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센서는 특히 제약산업과 식품산업, 생명공학 등에서 초고순도 물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커플링 너트 G 1 1/4“

Ø 25

약
 1

42
73

29

Ø 25
약

 1
58

89

45

SE 605H- _ MS H0 _ _

SE 605H- _ MS HZ _ _

커플링 너트 G 1 1/4“

간단한 설명

약
 1

42

나사 세트(3개)

센서 가스켓 교체
1. 센서 제거합니다.
2. 나사 세트의 조임을 풉니다.
3. 외부 전극을 삼중 클램프로 풉니다.
4. 내부 전극을 풉니다.
5. 가스켓을 교체합니다.
6. 내부 전극을 잠급니다.
7. 외부 전극을 삼중 클램프로 잠급니다.
8. 나사 세트를 조입니다.
9. 센서가 설치되었습니다.

 경고! 부상 위험
센서가 설치되었다면 클램프 결합 상태인 
센서를 절대 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Ø 25

61

19

SE 605H- _ MS J1 _ _

모든 치수는 mm 기준

삼중 클램프 
DIN 32676 DN32/40
BS 4825 1.5“
ISO 2852 DN25



5제품 코드 / 교정

센서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헹구고 말린 뒤, 교정액에 담급니다.  
추천 교정액 CS-C15K/500(15 µS/cm), CS-C147K/500(147 µS/cm).  
센서를 제거할 수 있거나 없는 경우 제품 교정을 수행합니다.  
장비의 사용자 설명서를 확인합니다. 

교정 및 조정

SE 605H MS / 0 0 0

방폭
없음 N

ATEX X

공정 체결 인골드 소켓 25 mm(G 1¼‘‘) H 0

인골드 소켓 25 mm(G 1¼‘‘), 45 mm H Z

클램프 1 ½‘‘ J 1

씰링 재질 탄성중합체 링 세트 F, FKM-FDA F

탄성중합체 링 세트 E, EPDM-FDA E

탄성중합체 링 세트 H, FFKM-FDA H

탄성중합체 링 세트 V, FKM-FDA-USP VI V

탄성중합체 링 세트 U, EPDM-FDA-USP VI U

탄성중합체 링 세트 W, FFKM-FDA-USP VI W

증명서 없음 0

EN 10204에 따른 검사 인증서 3.1 3

FDA - USP VI U

표면 Ra < 0.4 μm 4

표면 Ra < 0.8 μm 8

제품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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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상수: 0.021/cm 

범위: 0 ~ 600 µS/cm(±2 %)
600 ~ 1000 µS/cm (± 4 %)

재질: • 센서 몸체 및 전극: 스테인리스강, 1.4435

• 단열재: PEEK

• 가스켓: 제품 코드 확인

온도 감지기: NTC 30 kΩ

온도: 매질: -30 ~ 135 °C, 주변 온도: -25 ~ 80 °C

인골드 소켓 압력: 최대 25 bar (-30 ~ 70 °C) 최대 10 bar (135 °C)

클램프 조합 압력: 최대 16 bar (-20 ~ 110 °C). 최대 10 bar (135 °C)

공정 체결: 제품 코드 확인

전기 연결: Memosens® 커넥터

치수: 치수 도면 참고 

무게: 약 0.5 kg

압력 / 온도 다이아그램
압력[bar]

온도(°C)

폐기

"폐기 전기 및 전자 장비" 처분은 해당 지역이나 국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양(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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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sens 연결 케이블(악세서리)

소켓 재질 PEEK

시스 소재 TPE, 최대 130 °C, 영구 사용

케이블 지름 6.3 mm

케이블 배치 아래 그림 참조

길이 최대 100 m

침투 보호 IP 68 (10 m 물 기둥, 25 °C, 45일, 1 mol/l KCl)

제품 라인

케이블 유형 케이블 길이 주문 번호

Memosens 케이블 3 m CA/MS-003NAA

5 m CA/MS-005NAA

10 m CA/MS-010NAA

20 m CA/MS-020NAA

Memosens 케이블, Ex* 3 m CA/MS-003XAA

5 m CA/MS-005XAA

10 m CA/MS-010XAA

20 m CA/MS-020XAA

다른 길이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케이블은 Ex-인증, ATEX II IG  Ex ia IIC T3/T4/T6 모델입니다.  
유형 인증 검사 인증서는 각 위험 지역 센서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Memosens 케이블 배치

전원 공급 +

RS485 (A)

RS485 (B)

전원 공급 - (GND)

차폐

BN

GN

YE

WH

투명

사양(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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