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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기기로 무엇을 하나?  

O2NE +는 벽부형 주 감지기 본체와 중계기로 구성된 주변 산소 결핍 감시기입니다. 범위는 0~ 25 %이며 경 음/ 경광 

경보가 2 개 있습니다. 감지기의 수명은 매우 길고 인증 된 공기를 사용하여 12 개월마다 보정이 필요합니다.  

 

왜 본 기기를 사용해야 하나?  

헬륨, 아르곤, 크세논, 질소, 크립톤 또는 라돈과 같은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실험실 또는 응용장소 에서는 O2NE 

+ 산소 결핍 감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불활성 가스가 주위 공기에서 산소를 고갈시킬 위험 이 있는 곳에서 산소 수준

을 감시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불활성 가스는 저온 발생 장치 및 운반 기체로서 실험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지만 사람의 호흡을 도와 주지 않습니다.  

불활성 가스는 무색, 무색이며 무미합니다. 산소 모니터 없이는 이들을 탐지 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사용하나?  

O2NE +는 산소 수준이 안전하지 않은 수준으로 저하되면 경고를 제공하기 위해, 불활성 가스가 사용 되거나 저장되는 

곳에 설치됩니다.  이 장치는 헬륨이나 질소 누출의 위험이 있는 가스 저장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계기는 

방 입구에 위치하여 출입하기 전에 출입자에 대한 위험을 강조합니다. 

O2NE +는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고 헬륨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용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한 주변  

산 소 결핍 감시기 입니다. 유지 보수하기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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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실험실의 필요성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Analox는 O2, CO2, CO, H2S 및 인화성 가스를 비롯하여 일반 적으로 사용되

는 광범위한 실험실 가스를 탐지하는 맞춤형 가스 감시해법 기반을 설계하고 개발했습니다.  

2015 년 초 우리의 기존 범위는 S-Lab Awards에서 선정 된 CO2 검출기 및 경보 장치 인 Ax60으로 보완되었으며 CO2 

수준이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에도 이릅니다. 우리는 이제 갱신된 Ax60 + 판을 제공합니다.이 판에는 

일반 기능과 다중 가스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우리는 영국 기반의 기술 센터 인 CPI (Process Innovation Center) 연구소에 여러 감시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들은 A50, 고정 CO2 감시기, Safe-Ox + 산소 결핍 및 과잉 감시기입니다. 시험 및 실 험이 실험실 환경에서 수행되는 

동안 인력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총 24 개의 장치가 설치 되었습니다. 

 

ANALOX 감지기 기술(AST)  

Analox는 가스 감지기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그 권 위를 인정받은 회사입

니다. 1981년 이래로 우리는 이산화탄소 (CO2)와 질소 (N2)와 같은 잠재

적으로 위험한 가스를 탐지하는 체계를 생산해 왔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가스 감지 및 감지기 체계는 안전한 환경을 위한 

대기질 관리에 중 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산화탄소 (CO2)는 극저온 실험과 응용, 시료 수 송 및 세포 배양기 용

도 등으로 실험실 가스로 널 리 사용됩니다.  

실험실에 저장되는 가스로는 아르곤(Ar), 질소(N2) 및 헬륨 (He)과 같은 

불활성 가스가 반송 가스로 사용되거나 극저온에서 사용됩니다. 

  
CO2 가 누출되면 대기 중의 가스의 농도가 높아 지게 되고 이러한 가스가 누출되면 산소 (O2)가 결핍 될 수 있습니다.  

실험실은 또한 높은 농도의 산소를 저장하고 사용 합니다. 고농도의 O2의 누출은 또한 화재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실험실  산업  

[연구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헬륨, 질소 및 산소와 같은 다양한 가스가 실험실에서 사용됩니다. 이러한 

가스는 누출 시 심각 한 위험을 제기합니다.이 위험은 고정 된 도관 가스 체계 또 는 개별 실린더

의 가스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험 요원들의 안전]  

귀사의 인력은 귀중한 자산이며 실험실에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즉, 이것이 우리의 최우 선 순위이기도 합니다. 가스 감시는 직원 및 공공 안전을 개 선하고 심각

한 사고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노출 한도에 대한 국내 및 국제 법규를 준수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험실 공정 해법]  

과학, 의학, 연구 또는 교육 실험실이든 관계없이 과정 감 시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Analox 

Sensor Technology는 제 어 패널과 함께 사용하거나 전체 OEM 솔루션을 위해 자체 체계와 통

합 할 수 있는 매우 정확한 공정감지기를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O2NE+ 산소 결핍 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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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O2NE +는 사용하기에 편한 산소 결핍 감시기 로서 질소 

누출 및 기타 불활성 가스를 탐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

니다. 그것은 벽에 설치된 주 감지기 본체와 중계기로 구

성되어 있어 방 밖에서 위험을 경고합니다.  

경고 범위는 0 ~ 25 %이며 두 개의 낮은 수준의 가스 경

음/ 경광 경보기능이 있습니다. 감지기의 수명이 길고 인

증 된 공기를 사용하여 12 개월마다 보정이 필요합니다. 

O2NE+ 산소 결핍 감시기 

긴 수명의 산소 감지기 
최소의 유지 보수 
 
간단한보정-O2NE+는 
"깨끗한 공기"에서 보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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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실험실에서 가스를 사용관리 합니까?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가스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O2NE+ 산소 결핍 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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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누설의 위험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많은 가스는 맛, 색깔 또는 냄새가 없어 가스 누설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가스 실린더 또는 고정된 도관가스 체계에서 누출되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2NE+ 산소 결핍 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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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설치 예 

Analox Laboratory 제품이 실험실 환경 에서 어떻게 설치될 수 있는지의 예 

O2NE+ 산소 결핍 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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