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용 가스 측정기
World’s smallest & lightest !!

Model GX-3R

밀폐공간에서 가스 측정기의 사이즈와 무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  4가지 가스 측정기 중에 가장 작고 가벼움 (100g)

〮  호흡기 주위에 착용하더라도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크기와 무게

〮  40시간 이상 장시간 사용 가능

〮  IP 66/68 등급의 방수 방진 성능

〮  SDM-3R (옵션) 일일 유지 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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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KEN KEIKI KOREA CO.,LTD.



★ Your direct contact : 

Speci�cations

Optional Accessories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2로 13번길, 23

Phone：
FAX：

E-Mail ：
Web site：

051-712-9900
051-518-7736
master@rikenkeiki.co.kr
http://rikenkeiki.co.kr

리켄케이키코리아(주)
RIKEN KEIKI KOREA CO.,LTD.

·LCD 화면 보호 필름
·내열케이스
·가죽케이스
·팔 혹은 발목 밴드
·수동펌프
·휴대용케이스
·충전케이스
·MULTI UNIT 아답터 (최대 5대 동시 충전)
·IrDA 통신아답터
·데이터로깅 프로그램
·자동 펌프(RP-3R)
·DOCKING STATION (SDM-3R)

모델 GX-3R

측정가스
가연성가스

(CH4 혹은 HC)
산소
(O2)

일산화탄소
(CO)

황화수소
(H2S)

측정원리 뉴 세라믹 전기화학식

측정방식 확산식

측정범위 0~100%LEL 0~40.0% 0~2000ppm 0~200.0ppm

측정단위 1%LEL 0.1% 1ppm 0.1ppm

알람세팅

1ST : 10%LEL
2ND : 25%LEL
3RD : 50%LEL

OVER : 100%LEL

1ST : 19.5%
2ND : 18.0%
3RD : 23.5%

OVER : 40.0%

1ST : 25ppm
2ND : 50ppm

3RD : 1200ppm
TWA : 25ppm
STEL : 200ppm

OVER : 2000ppm

1ST : 5.0ppm
2ND : 30.0ppm
3RD : 100.0ppm
TWA : 1.0ppm
STEL : 5.0ppm

OVER : 200ppm

가스알람디스플레이 램프점멸, 지속적변형부저, 가스농도표시점멸과 진동

가스알람패턴 SELF-LATCHING

고장알람 시스템이상, 센서이상, 배터리저전압, 칼리브레이션에러

로장알람패턴 SELF-LATCHING

농도표시 LCD 화면 (배경조명)

표시 작동상태, 시계, 온도, 측정최고값, 교정만료일

BUZZER 약 95dB (30cm 앞) 

Data logging 300 시간 (조정가능) 3600개 이벤트 저장가능, IrDA 출력 가능

전 원 Lithium ion battery (충전 3시간 이내)

WARM-UP시간 2 분이내

사용가능시간
약 40시간 (대용량배터리) 약 25 ℃에서 알람이 없는 경우
약 25시간 (표준배터리) 약 25 ℃에서 알람이 없는 경우

작동온도
-40~+60℃ (일정한 온도 환경에서 간헐적으로 사용의 경우)
-20~+50℃ (일정한 온도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의 경우)

작동습도
0~95%RH (비응축 간헐적으로 사용의 경우)
10~90%RH (비응축 지속적으로 사용의 경우)

IP 등급 IP66/68

크기 / 무게 58(W) X65(H) X26(D)mm (보호커버제외) / 약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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