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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불꽃감지기 시험램

광학식 불꽃감지기 (IR3 U광학식 불꽃감지기 (IR3, U

성

• 불꽃감지기의 “오보동작”시험기능 탑재 및불꽃감지기의 오보동작 시험기능 탑재 및
설치이후 성능저하등 전반적 시험가능

- 주요품질문제인 불꽃감지기 “오보동작”의 시험모
- 감지기 투과창의 오염에 의한 성능저하 확인
- 감지기 내부센서및 회로의 전반적 자기진단기능

의 활성화
- 감지기와 연동된 화재수신반을 포함한 종합적

화재감지시스템의 점검

• ATEX 및 국내방폭인증설계

- LNG저장tank등의 방폭현장에서도 사용가능

경기도수원시장안구
Tel) 031-26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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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저장tank등의 방폭현장에서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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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3 불꽃감지기 UV/IR 불꽃감지기

UV/IR)전용 30m장거리 현장시험

성능 및 특징

• 장거리 불꽃감지기 현장시험가능장거리 불꽃감지기 현장시험가능
- IR3 : ~30m거리 시험가능
- UV/IR : ~15m거리 시험가능

• 위험한 실화재불꽃시험(가스토치 및
대형가스불꽃발생장비)없이 현장에서
소방준공검사 및 사후관리시험을소방준공검사 및 사후관리시험을
안전하고 손쉽게 실시
- 방폭현장에서의 시험가능 및 비방폭현장에서도

보다 안전한 불꽃감지기 성능시험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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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사용방법

(손

1. 시험램프
2. 조준경
3. 핸들(손잡
4. AC/DC 
5. 알루미늄
6 삼각대

(옵션인 삼각대 사용시)

<TEST LAMP> <불꽃감지기 Mod

FS-TL-10Ex FX-500EX (방폭형

모델선택모델선택 (MODEL SELECTION)(MODEL SELECTION)

6. 삼각대
(옵션)

FX-20EX (방폭형/
FX-20P (비방폭형

*FS-TL-10Ex는 1회 충전후 최소 약 50회까지 시험가
사용온도 -20℃ ~ 50℃

일반사양일반사양

사용온도 -20℃ ~ 50℃

Power 7VDC  (6 recharg

Current 3.3A average

Ch 500 A f 1 5 h

전기적전기적 사양사양

Charge 500mA for 1.5 hou

치수(Dimensions) 110(D) x 230(L) m
360 x 470 x 170 m

중량(Weight) 3.5 Kg (본체)
5.5 Kg (알루미늄가

기계적기계적 사양사양

g
방폭규격 ATEX pending

Ex II 2G, EExd IIB
보증(Warranty)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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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5 (50℃), I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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