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SCHECK G
GAS LEAK DETECTOR
가스 누출 감지기

낮은 레벨의 누출 감지.

ionscience.com
Unrivalled Gas Detection.

GASCHECK G는 매우 민감한 수준으로
가스 나 가스 혼합물을 신속하고 정확
하게 탐지합니다.
최적의 누출
탐지 기능 제공
• Fast, accurate leak detection
at highly sensitive levels
• Detects almost any known
gas or gas mixture
• 특히 민감한
암모니아, 아르곤, 부탄, 헬륨,
수소 및 SF6
• Reliable, stable,
repeatable readings

최고의 적응성
• Choice of readings in cc/
sec, g/yr, mg/m3
• Easily upgradeable
throughout the range

저비용 사용
• Inexpensive consumables
and parts
• 2 year warranty when
instrument registered online

손쉽게 사용
• Simple, one handed operation
• Large, clear LCD back lit
display for easy viewing
• Graphical icon menu
• Conveniently calibrated
against helium

Unrivalled Gas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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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Selection for measure Gas Leak
가스 누출의 검색 및 위치를 위해
설계된 GasCheck G는 거의 모든
가스 또는 가스 혼합물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감지 할 수있는 첨단
마이크로 열전도 센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신뢰성있는 GasCheck G는
감지 된 가스를 안정적으로 반복 판
독 할 수 있습니다. 계측기의 LCD 디
스플레이, LED 표시기 및 청취 음향
기는 누출이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
냅니다.
GasCheck G는 스위치를 켜면 주변의
대기에 자동으로 Zero화 되어 즉시 감
지 할 준비가됩니다. 이 계측기의 사
용하기 쉬운 그래픽 인터페이스와 직
관적 인 키패드로 간단한 기능, 선택
및 조정이 가능합니다.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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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detection of gas leaks

4

Measure gas leaks (single gas)

4

Measure gas leaks
(up to 20 gases)
Audible sounder

4

4

4

4

4

Peak hold readings

4

4

Factory or custom
calibration available

4

4

Data logging (store up
to 10 readings)

4

Readings displayed in cc/
sec,g/yr,ppm or mg/m3

4

Selectable battery type

4
4

Your GasCheck G instrument
warranty may be extended
by simply registering your
product on the Ion Science
website within one month of
purchase. Visit www.ionscience.
com/instrument-registration to
take advantage of this offer.

Applications include
4

Flashing back-lit display

Upgradeable

Unrivalled Gas Detection.

Extend your
instrument warranty

범위 내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있
는 GasCheck G는 세 가지 버전으
로 제공됩니다.
G1(국내공급않함), G2 및 G3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공장
으로 반환하지 않고도 장비를 업
그레이드 할 수있는 기능을 쉽게
추가 할 수 있습니다.

• Industrial
• Quality Assurance
• Manufacturing
• Laboratory
• Medical
• Research

Accessories
GasCheck G is supplied with an
exclusive range of accessories.
Visit www.ionscience.com/
gascheck for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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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측정 센서
• Micro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MTCD)
• Sensor is poison resistant
with over range protection

음향
• Flashing LED and 90 dBA
(at 10 cm) audible sounder

작동
• Battery Type: 4 x alkaline AA
size or NiMH (rechargeable)
• Typically 40 hours life

교정
• Factory calibrated to fully
documented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our
ISO 9001:2008 Quality
Management System

측정 감도 (cc/sec)
• He 1 x 10-5, CH4 5 x 10-5,
R12 5 x 10-5, Ar 1 x 10-4

데이터 저장
• 10 data points
(available for G3 only.)

정확도
• + 5% Displayed reading One digit

사용 온도
• 작동:
-20 to +60 °C, -4 to 140 oF
• 저장:
-20 to +70 °C, -4 to 158 oF
• 습도 :
0 to 99% RH (non-condensing)

응답시간
• T90 = 1 second rise
and clear down

유량
• 2 cc/min
무게 & 크기
• Instrument with probe:
390 x 60 x 49 mm,
15.5 x 2.3 x 1.9”
• Case: 420 x 320 x 97 mm,
16.5 x 12.5 x 3.8”
• Instrument: 0.45 kg, 1 lb,
Packed 1.6 kg, 3.5 lb

GasCheck G V1.6. This publication is not intended to form the
basis of a contract and specifications can change without notice.
EMC tested EN50081-1 & EN50082-1 July 98.

ION Science Ltd
The Hive, Butts Lane,
Fowlmere,
Cambridgeshire,
SG8 7SL, UK

"우리는 이온 사이언스 (Ion Science)에서 여러 개의 GasCheck G3 장치를
구입했으며, ppm 판독 값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만족합니다. 고객
은이 장비를 사용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Ion Science 에서받은 고객 서비스는 우수하며 회사 전체도 훌륭합니다.
- Lee Chamberlain, VP Operations, LACO Technolog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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