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타입 레이저메탄검지기 (모델: RMLD-CS) 

HEATH 원격 레이저 메탄 감지기(모델: RMLD-CS)는 기존 RMLD와 동일한 TDLAS (동조 레이저다

이오드 흡수분광법)기술을 사용하며 이 기술은 레이저 빔이 방사되면 벽돌, 콘크리트, 잔디 밭 등

의 물체 에서 반사가 일어나며 메탄가스분포 지점을 통과할 땐 메탄가스에서 빛의 일부를 흡수한 

후 반사 된 빛을 기기에서 수집하고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적당한 메탄의 농도로 구성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호 변환 과정을 거쳐 메탄의 농도가 PPM-M(단위 미터 당 PPM)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레이저 빔은 메탄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그 외의 탄화수소계열 가스에 반응하는 오작

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곳이나 공급 관로 전체를 도보로 일일이  

점검할 필요 없이 시야 내에 있는 최대 30m지점까지 효율적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누츨탐사를 

할 수 있읍니다. 

 

또한 RMLD-CS는 수신부 및 송신부를 일체화해 경량화하여 가볍고 건타입이라 사용이 편리하며   

칼라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누츨 지점을 손쉽게 확인 가능하며 칼라 그래픽 디스플레이 화면 

으로 누구나 쉽게 시각적으로 누출 농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부데이터기록저장, 모바일

앱, ,WiFi, GPS, 불루트스기능을 지원합니다.  

 

2) 

특징:  

건타입으로 사용이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가능 

수신부 + 송신부 일체형의 인체공학적 하우징으로 경량화함  

최대 30m 떨어진 원거리에서도 메탄가스의 누출검사 가능 

칼라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누츨 지점을 손쉽게 확인 가능 

칼라 그래픽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누구나 쉽게 시각적으로 누출 농도 확인 가능 

충전식 및 일반 배터리 겸용 가능 

내부 데이터 기록 저장 가능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지원 

WiFI, GPS, Bluetooth 가능 

 

4) Detection Alarms Mode: 



DMD (Digital Methane Detection) : 감지 임계 값 초과시 농도에 따른 가청음 조정 가능한 감지 경

보 레벨 1 ~ 999 Real Time (RT) : 농도에 비례 한 연속적인 오디오 짹짹 

5) system Fault Warning: 

독창적 인 피치 및 디스플레이의 표시 

6) Self test & Calibration: 

자체 테스트 및 교정 기능이 내장되어있어 레이저 파장을 조정하여 최대의 감도를 보장합니다. 

교정 결과는 장치에 저장되며 사용자가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운반 케이스에 내장 된 테스트 

가스 셀. 

 

TECHINICAL SPECIFICATIONS 장비사양   

탐지원리: Tunable Diode Laser Absorption Spectroscopy (TDLAS) 동조 레이저다이오드 흡수분광법  

탐지 범위: 0 ~ 99,999ppm-m  

감 도:     15m 이내에서 5ppm-m 15m~30 이내에서 10ppm-m  

탐지 거리:  정상 조건에서 30m까지.  

실제 탐지거리는 반사체의 형태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빔의 크기:   원뿔형태로 방사 됨. 30m 거리일 때 56cm  

탐지 경보 기능: DMD : 설정농도를 초과하여 탐지 될 때 농도에 따라 톤이 변화함  

경보설정은 0 ~ 255ppm-m 까지 가능함 단음 톤 : 연속적인 경보 음으로   

톤이 농도에 따라 변화함   

시스템 오류 경고: 오류통지 전용 경고음과 시각적으로 표시함  

자체 진단 및 교정: 자체진단 기능 내장 및 교정기능으로 작동상태 체크와 최상의 성능을 위해 

레이저파장을 조정함. (테스트가스 셀은 운반가방에 내장되어 있음) 

인 증:  EMC (EN61000-6-2, EN6100-6-4)   

레이저 안전등급 (CDRH, ANSI and IEC): 가스누출 탐지 - IR Detector Laser : Class I  

목표지점 표시 - Green Spotter Laser:  Class IIIa;   

위험 : 레이저 빔을 직접 보거나 기기의 광학계를 정면에서 바라보지 말 것  

표 시: 대형 LCD(0.75 inch)  



작동 온도:  -17 ~ 50 ℃℃   

작동 습도:  5 ~ 95% 상습도(응결이 없는 상태)   

  절연 등급:  IP54(생활방수, 먼지 차단)  

무 게:      전체 4kg (레이저 발신기 1.3 kg, 신호제어 부 2.7 kg ) 

운반가방:   무게 6.4kg   크기 86cm X 24cm X 36cm   

전 원:      내장 리튬이온 충전배터리 선택사양 :  

외장형 보조 배터리 팩(5개의 C SIZE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 110 – 240 VAC, 50/60 hertz 공용타입,  충전상태 표시기  

충전시간 : 최대 8 시간(만 충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