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2BUDDY CO2

매일 매일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검 출 가 스

주요 특징

*경량- 최대 무게 70g

*충전식 배터리

*배터리 수명 최소 48시간

*단일 버튼 조작

*신선한 공기 교정

*낮은 유지 보수

*낮고 높은 경보 구성 선택 가능

*TWA 경보

.
CO2 BUDDY 개인 경보기는 이산화탄소(CO2)를 감지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위험한 수준을 경고하도록 설계되어 CO2

가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합니다.

이 초경량 개인 경보기는 주머니나 벨트에 쉽게 고정할 수 

있거나 끈에 매달 수 있습니다.

CO2 BUDDY는 알콜 저장고, 패스트푸드점, 농업용 시설하

우스, 의료 실험실 및 식품 포장 공장을 포함하여 CO2가 사

용되는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합합니다.

CO2 BUDDY는 CO2를 사용하지만 고정된 감시체계에 국한

되지 않는 여러 위치에서 일하는 배달기사, 서비스 기술자, 

유지 보수 담당자를 위한 개인 보호 장비입니다. 

CO2 BUDDY는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통해 충전되어 안전

하고 쉽게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CO2 BUDDY는 영국과 미국에 시설을 갖춘 세계 최고의 가스

모니터 회사 중 하나인 Analox의 강력하지만 가벼운 안전 경

보기입니다.

유럽의 EH40 및 미국의 OSHA를 포함한 표준에 따르면 피

고용자들은 매우 적은 농도에서도 독성이 치명적일 수 있으

므로 잠재적으로 위험한 수준의 이산화탄소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CO2BUDDY는 서로 다른 가청 및 시각적 순서를 통해 사용자

에게 고유하게 식별되는 두 가지 경보 수준(높음 및 낮음)이 

있습니다.

CO2 BUDDY는 또한 시간 가중 평균(TWA)을 감시합니다. 

8시간 동안 CO2에 노출되어 CO2의 TWA가 0.5%를 초과

하면 경보가 울립니다.

장치를 시운전하는 동안 경보 구성을 선택하여 공장 

기본값에서 경보 수준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경보 구성에는 0.5% 및 1.5%, 1.5% 및 3.0%, 

0.5% 및 1.0%, 1.0% 및 2.0%가 있습니다.

개인용

이산화탄소 안전 경보기



기술 규격

*표시기: LCD액정표시기

*전원: 배터리 부족 경고와 함께 최소 48시간 동작

*충전: 2시간 (5V, 300mA)

*크기: 75mm x  63mm x  34mm

*장착: 주머니, 벨트, 끈

*승인: CE, FCC

*경보 표시: 가청경보, 빨간색 스트로브

*진동환경: IP등급 - IP54

*최대 상대습도- 95%RH(비응축)

*온도 - 0~ 40°C (32~ 104°F)

*Analox는 지속적인 개선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 통지없이 규격을 갱신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giltron@naver.com
www.gilwoo.co.kr

02-2636-0009 (대)     팩스 02-263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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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가 0.5%만큼씩 증가하면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생명을 구합니다.

P0244-8001-03

UK & USA
품질 설계, 제조

길 우 트 레 이 딩
 072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33길 15, 703호(양평동 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