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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400P/PL/PS 
G1400 

이 연속 측정 연도가스 분석 장치는 알루미늄 외함에 안전하게 보호 되어 

있어서 이동하면서 온도, 연도가스 온도, 산소(O2),  일산화탄소 CO(복합

수소 H2 comp), 일산화질소(NO),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하

이드로카본 탄화수소(HC), 손실률, 과잉가스, 연소효율, 이산화탄소

(CO2), 통풍압과 매연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휘도 액정 표시 화면에 8개의 측정값들이 표시됩니다.  

 감열 프린터와 RS232연결이 가능합니다. 

 측정값 출력과 날짜, 시간과 연료 종류가 인쇄됩니다. 

 단위로는 ppm, mg, mg/kWh, mg(ref.O2)등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동과 수동으로 CO2-바이패스가 가능합니다. 

 기억 능력은 220개 측정값들입니다. 

 외함 내에는 예비용 부품들 보관을 위하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 규격 

알류미늄 외함 가스 분석기 본체 

기억 장치 

감열 프린터 

가스 추출 감지기 S, 길이 270mm, 연성 호스 3.5m 

여과지들이 응축 포집기 

매연 여과 종이, 매연 비교표 

전원 꽂이 선 

사용자 설명서 

기종 기본  
감지기 

별매 추가  
감지기 수 

별매 
감지기 

품번 

G1400 P O2, CO 0 - 14280 

G1400 PL O2, CO 1 NO, NO2, SO2, HC, H2S 14290 

G1400PS O2, CO 2 NO, NO2, SO2, HC, H2S 1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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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측정 원리 분해능 정확도 범위** 1400P 기본 

O2   산소 전기화학적 감지기 0.1 Vol.%  ±0.2 Vol.%  0- 20.9Vol. %  ✔ 

CO   일산화탄소 전기화학적 감지기 1 ppm Z 0- 2000 ppm ✔ 

COp  일산화탄소 
O2   교정값 

계산식  1 ppm Z ✔ 
 

NO 일산화질소 전기화학적 감지기 1 ppm Z 0- 2000 ppm G1400PL/  G1400PS 

NO2   이산화질소 전기화학적 감지기 1 ppm Z 0- 100 ppm  G1400PL/  G1400PS 

SO2  이산화황 전기화학적 감지기 1 ppm Z 0- 4000 ppm  G1400PL/  G1400PS 

HC  탄화수소 펠리스터 저항 감지기 0.1%  Z 0- 100% LEL  G1400PL/ G1400PS 

H2S 황화수수 전기화학적 감지기 1 ppm Z 0- 200 PPM G1400PL/  G1400PS 

TG 가스 온도 NiCr-Ni 열전대 1 K ±2 % 
-4°F~ 2192°F 

-20°C~ 1200°C 
✔ 
 

TA 공기 온도 반도체 1 K ±0.2 K  
-4°F~ 248°F 

-20°C~ 120°C 
✔ 

P 통풍압 고체 방식 0.01 hPa  ±2 %  ±40hPa ✔ 

CO2 이산화탄소 계산식 0.1 Vol. %  ±0.2 Vol. %  0- CO2 max ✔ 

연소 효율 계산식 0.1% ±0.1% 0-  999 % ✔ 

손실율 계산식 0.1% ±0.1% 0- 999 % ✔ 

과잉공기 계산식 0.1% ±0.1% 1.0- 9.99 ✔ 

매연 여과지 방식 0- 9 ✔ 

제품크기  (폭× 깊이× 높이) 425x 185x 290 mm 

무게 5.8kg 

** 다른 요청값으로 설정 주문 가능 
G1400 PL 은 최대 3개까지 감지기 가능(3번째 감지기는 주문자 규격) 
G1400 PS 은 최대 4개까지 감지기 가능(3번째, 4번째 감지기는 주문자 규격) 

2~4대역 전문가용 이동용 연도가스 분석기 

G1400P/PL/PS (2~4 Cell Flue-Gas Analyzer For The Professional) 

표준 장비 

• 8개의 측정값을 표시하는 조명 표시기 • 모든 측정값과 계산값을 인쇄 • 가스 추출검지기, 길이 270mm, NiCr-Ni,  
유연성 호스 3.5m 

• 사용 언어: 독일어, 영어, 불어, 미국어 등 • 전자식 제어 매연 측정 • 공기 검지기, 길이 130mm, 선길이 3.5m  

• 7개의 사전 설정 연료와 5개의 사용자  

설정 연료  

• 자동/ 수동으로 CO 과잉값에서 차단
  

• 여과지 내장된 응축 포집기 

• 표시 단위는 ppm과 mg 선택 ,  

mg(O2)와 mg/kwh   

• 건전지 상태가 측정 표시판에 나타남
  

• 동작온도: 10~ 40℃ 

• 3분 이내에 자동 영점,  

재교정은 30초 

• 1000시간 동작 후에 재점검 필요가  
표시기에 나타남 

• 보관 온도: -2°C~ 50°C  

• RS 232 연결  • 모든 기능과 인자들을 위한 자가점검  
체계가 실장 

• 전원공급 : 230V, 110V,  6VDC  

TECHNICAL DATA  

Z = 전체 측정범위의 0- 20 % ± 최대 측정의 5 %   
      전체 측정범위의  21- 100 %  ± 최대 측정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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