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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60+
CO2, O2 연구실험실.Kiosk편의점 

   가스안전사고 감시 경보기

1981년 부터 가스감지기의
생태적 지위를 차지 

+

한국대리점: 길 우 트 레 이 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33길 15, 703호(양평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02)2636-0009(대)  팩스 02)2636-4753
www.gilwoo.co.kr      giltron@naver.com



2

    내  용

왜? 무엇때문에? 어디에서? 4

개요 5

표준 품목과 별매 부속품 6

주요 특징과 장점 7

경보 8

설치 9

제품 계보 10

Ax60+K 는 어떤 차이가 있나? 11

A50 과 Ax60+ 12

비교표 13

산업자료와 정보 14

표준과 검증 15

FAQ 16

기타 제품 17



3

?우리는 세계적인 상표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Ax60 모듈식 이산화탄소 감시기와 Ax60K 매점판은 
McDonald 회사의 'Restaurant Solutions 
Group'에서 전 세계적으로 승인되었으며 전 세계 레
스토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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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엇때문에? 어디에서?

Ax60+   왜?  무엇때문에?  어디에서?

어디에서 사용하나?
Ax60 +는 이산화탄소 (CO2)가 사용되거나 저장되는 곳이나 질소 나 아르곤과 같은 불활성 가스가 사용되는 곳
이면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Ax60 +는 또한 상당한 양의 화재 위험을 내포 할 수있는 농축 된 산소의 증
가를 탐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Ax60 +를 사용할 수있는 산업은 음료 및 편의점, 실험실 및 의료 실험실  

환경 등 입니다. 
중앙 표시기는 사무실과 같은 편리한 위치에 설치됩니다. CO2 감지기는 이산화탄소가 사용, 저장 또는 배관되는 지
역의 바닥에서 약 450mm / 18인치 낮은 위치에 벽에 설치해야합니다. O2 감지기는 불활성 가스 또는 농축 산소가 사
용되는 정상 작동 머리 높이에 위치해야합니다. 경보는 가스가 사용되는 방의 정상 작동 높이에 위치해야하며, 직원
이 방에 들어가기 전에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방 밖에 배치되어야합니다. 유연한 Ax60 + 체계는 두 가지 설치 

설정조건에서 모두 작동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하나?

Ax60 +는 CO2 누출 또는 O2 고갈 및 농축 또는 둘 
모두를 모니터링하는 벽 장착형 다중 가스 안전 장

치입니다. 중앙 표시기에 연결된 경보 및 감지장치를 
여러 번 배치하여 작동하면 가스가 위험 수준에 도
달 할 때 조기 경고로 구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Ax60 + 제품은 McDonald  회사의 
'Restaurant Solutions Group'에 의해 세계적 승인을 
받았으며 전 세계 McDonald 's 레스토랑의 안전 감

시장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전 세계의 산업 지침 및 표준에 따르면 직원 및
일반 대중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수준의 이산화
탄소 (CO2)에 노출되지 않아야하며, 산소 (O2) 
감시기 설치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질소 및 아
르곤 가스가 누출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시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Ax60 +는 이러한 유형의 위험 가스 모두를 감

시할 수 있습니다.

 왜?

어디에서 사용?

무엇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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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Ax60+ 장비의 개요 

무엇을 하는 장비인가?
Ax60 + 장비는 이상 증가하는 이산화탄소와 이상적으로 많은 양의 산
소를 감시하고 대기중의 산소 수준을 감소시키게하는 벽부형 다중 가스
안전 장치입니다.

누가 사용하나?
이산화탄소 CO2, 불활성 가스 또는 많은 양의 O2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모
니터를 사용하여 항상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해야합니다.   사용자들 로서는 식
당, 카페, 바, 양조장, 지하실의 접객업소,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식품 포장 회사 
및 편의 음식점 및 인큐베이터,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기계, 질량 분광기 및 드라이 
아이스가 사용되는 실험실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표준은?
Ax60 +장비는 CE, EN 50270, EN / IEC61010-1 (UL), DIN 6653-2 (TUV) 표준을 
충족하며 EH40, OSHA, NFPA, NBIC 및 IFC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도움
을줍니다.

어디에서 사용되나?
주로 음료 및 접객업소나 실험실에서 사용되며 이산화탄소 CO2, 불활성 가스 
* 또는 많은 양의 산소를 저장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Ax60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 이 장비가 필요한가?
EH40 및 OSHA와 같은 산업계 지침에서는 직원 및 일반 대중이 유해한 수준
의 이산화탄소 CO2에 노출되지 않도록하고 불활성 가스가 사용되는 곳의 산
소O2 모니터 설치를 고려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Ax60 +장비는 불안정
한 수준의 가스로 인해 발생할 수있는 두 가지 효과에 대한 안전 경고를 제공
합니다.

*만약 헬리움He 환경에서 보호받으려면 O2NE+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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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표준품목과 부속품

Ax60 +는 모듈 식 멀티 가스 장치입니다. 귀하의 주문은 귀하가 제공하는 신청서에 따라 귀하의 내용
을 결정할 것이며, 아래 목록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 CO2 감지기

+ O2 감지기

+ 중앙 표시기

+ 경보

주문시에 아래의 품목이 공급됩니다.

+ 전원공급기 

+ 배선과 고정용 부품

+ 사용설명서와 설치설명서

별매 품목들:

+ CO2와 O2감지기들과 경보기들 추가구매 가능+ 

고휘도 경광등

+ 센서 보호 키트 및 보호구

+ 인쇄 안내판 팩(다국어 별매품)

+ 경보 점검 키트

+ CO2만을 위한 교정 키트

+ O2만을 위한 교정 키트 

+ CO2 와 O2 교정 키트 

권장 부속품들은 Ax60+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요

Ax60+ 장비의 표준품/ 부속품

Analox Limited 
15 Ellerbeck Court, Stokesley Business Park, 
North Yorkshire, TS9 5PT, UK 
UK/RoW T: +44 (0)1642 711400 F: +44 (0)1642 713900 
US T: (714) 891-4478 
W: www.analox.net E: info@analox.net 

Copyright © 2017 Analox Ltd. All Rights Reserved.

Ax60+ Multi-Gas 

User Manual 

This Manual contains 
installation, operation & 
maintenance details for 
the Ax60+ multi-gas 
detector 

별매품
- 구성 

독자적인 
체계 구축

   별매 
감지기

     보호
키트

 별매 
인쇄
안내판
  팩

별매의
경광등

    표준
사용설명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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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60+의 주요 특징과 장점

Ax60+  주요 특징과 장점

     완벽한

   체계 보증

한 장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 

모든 규정에 맞
도록 완전 맞춤형

경보 설정점
가스가 필요 없
음, 간단한 버튼

조작

4 개의 감지기
로써-

어떠한 CO2와 
O2의 혼합도

측정가능  

Ax60+

적합 표준 규격 들- 
TUV, DIN, NFPA 

55, NBIC, IFC, 
OSHA.

2 개의 계전기가
표준품목으로

공급 

나중에 더 많은 가스
를 추가 할 수있는
막강한 pc기반

사용자 만족 

 - 긴 수명의 감
지기와 오랜 수
명의 전자회로 

용도에 맞춰
 다양하게 구성 

대형 국제 상표로 인정
받는 신뢰할 수있는

 제품 - McDonald 사의
'레스토랑 해법 그룹'.

모듈러 설계- 
독자적인 필요로 구성 

 4개의 감지기
까지 연결가능

가청 및 가시적인 높
은 수준의 경보- 시끄
러운 환경 (80dba 및 

100 칸델라)에서 쉽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

음

시간가중 평균노출기

준(TWA)* - 작업자 보
호를 보장하고 직원을

보호. 법적 안전 규정 준
수를 지원(예 : EH40, 

OSHA). * CO2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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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보 기 

Ax60+  경보기 

+ 시간가중 평균노출 기준(TWA)이 표준으로 설정

+ 이전 8시간(평균노출측정)에 걸쳐서 CO2가 5000ppm(0.5%) TWA*경보 

+ 낮은 경보는 15,000 ppm (1.5 %)의 CO2 에서, 높은 경보는 30,000 ppm (3 %)의  CO2에서 동작

+ 산소O2 경보는 기본적으로 낮은 영역경보를 19.5 % 및 18 %에서 작동 시키고 높은 경보는 23 %에서 작동

시킵니다. 

+ 경보 설정치는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으며 가스를 없이도 법규 및 안전 규정을 준수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작업자나 사용자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CO2만 해당됩니다.

웹 사이트에서 경보를 멈추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볼 수 있
습니다. Ax60 +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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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60 +는 배선 연결형(하드 와이어드 (HW)) 또는 빠른 연결 (QC) 체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선
연결형 체계는 배선을 벽 뒤에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영구적이고 시각적으로 더 매력적인 설치를허
용하지만 설치자는 모든 연결 배선을 준비하고 종단 처리해야합니다.
빠른 연결 체계는 Cat5e 케이블로 사전 배선되어 있으며 색으로 구분 된 RJ45 연결구가 장착되어 있습니
다. 설치자 중 일부는 QC 설치 속도를 선호하며 PVC 배선 수납고를 사용(트렁팅)하여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배선들을 덮습니다.

권장되는 배선 배치와 동작원리는 두 유형 모두 동일합니다. 
전체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x60 + 동작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설치자가 준비해야하는 도구들:

설 치

Ax60+  설치

배선 연결형 작업시:
+ Pozi/Phillips 

나사 드라이버/ 벽고정
나사에 맞는 것

+ 3mm 평날 나사드라이버

+ Cat5e 배선 탈피기 

+ P24AWG 배선 탈피기

+ 벽 플럭용 드릴과

드릴 끝

+ 벽부나사에 맞는
나사 드라이버

+ 알코올 수준기, 줄자, 자

+ 작은 망치, 중심 펀치나

제거용 도구

빠른 연결형 작업시:
+ 벽 플럭용 드릴이나

드릴 끝

+ 벽부나사에 맞는 나사

드라이버

+ 알코올 수준기, 줄자, 자

계전기 출력 1
계전기 출력 2
별매의 표시등

중앙 표시기

빠른 연결식

나사 단자식

감지기마다 4개의 경보기
를 달 수가 있으며 최대
한 체계에 8개의 경보기를 
달 수가 있음

만능 PSU
100 V~ 240 V 

50- 60 Hz
AC 입력

CO2  
감지기

CO2  
감지기

O2  
감지기

O2  
감지기

 경보

또는 

경보

경보

경보

경보

경보

경보

경보

별
매

품

유튜브에서 CO2 Ax60+ 변종의 설치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결하기!

또한 Ax60+ 설치보기를 권장하며 공식적인 Ax60+ Installer Test를 확보하기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giltron@naver.com으로 문의하거나 02)2636-0009로 문의 바랍니다. 

구매시에는 공식 Ax60+ 설치자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4개의  CO2 감지기와 8개의 경보기로 구성된 체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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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60+제품의 가계 

Ax60+  제품의 가계

Ax60

Ax60형은 Ax60+ 형으로 기능이 부가되어서 갱신되었습니다.

차이점은?

+ 경보점을 변경할 수가 있음

+ 복수의 가스를 측정하는 기능

+ 사용자 설정가능 기반

+ 별매의 계전기 안전장치

+ CO2대역의 정확도와 교정 향상

모양의 차이는 아래와 같음. 

Ax60의 감지기는 신형 Ax60+ 중앙표시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는 당사에 문의바랍니다.

    Ax60/ Ax60+의 구별그림

Ax60 Ax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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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60+K는 어떤 제품인가?

Ax60+K 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음식물 편의점 Kiosk에 맞도록 특별히 설계된 제품임

CO2

신속 설치

CO2 경보기와 감지기는 편의점용으로 특별 설계

교정이 필요하지 않음

경제 해법 형

CO2 만 측정

중앙 표시기가 아님(사용자가 있는 곳의 지역 법이 교정을 요구시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주요 장점

* 유지관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음

* 미리 배선된 체계에 따라 신속히 결선

* 4개의 경보기까지 지원

* 기기 시험을 위한 누름단추 장착

이산화탄소(CO2)는 음료 및 편의점, 실험실 및 농업을 포
함한 여러 산업에서 저장 하여 사용됩니다. CO2는 독성 
가스이며 비교적 작은 부피가 좁은 공간에 쌓일 경우라도 
심각한 건강 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x60K는 최첨단 적외선 감지기를 사용하여 현장 직원들에
게 CO2 축적/ 누출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Analox가 특별히 
설계한 CO2 감시 및 경보를 하는 장치입니다. 이 경보는 증
가 된 CO2 수준의 경우 경음 및 경광정보를 제공합니다. 필
요에 따라 추가 경보를 추가 할 수 있으며 본 장치는 정기적
인 보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CO2는 공기보다 무거우며 낮은 수준에서 수집 할 수 있으므
로 바닥에서 450mm / 18inches위치에 감지기를 설치야합니
다. 경보기는 작업장 높이 (1800~ 1950mm, - 70 ~ 76 인치)의 
센서 위 또는 가스 저장 구역의 입구에 위치하여 제한된 공간
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직원에게 이산화탄소 상태를 경고  
해야합니다. 경보 장치는 표준 전기 소켓에 연결된 감지기
장치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습니다.

A
N

A
LO

X RECOMM
EN

D
S

적어도 하나의 CO2 경보기
가 있어야합니다.

감지기 위로 작업자 머리 높
이 정도에, 조기 경보기로서
작업자가 다니는 입구에 추
가 CO2 경보기를 배치 할 수 

있습니다.

Ax60+K
편의점 CO2 안전 감시기

CO2 
이산화탄소

감지가스 종류

적용 산업 분야

1981년 부터 가스감지기의
생태적 지위를 차지

제조원: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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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x는 지속적인 개선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 통보없이 규격을 갱신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체 기술 규격은 요청시
제공되며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된 규격표가 필요한 경우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02) 2636-0009(대)

giltron@naver.com

www.gilwoo.co.kr

GASES DETECTED

기 술 규 격

감지가스: 이산화탄소
CO2측정기술: 적외선

범위: 0.1%~ 5%
경보설정: 0.5% (8 시간 TWA), 1.5%, 3.0%

예열시간: 40초

분해능: 0.01%
정확도: 경보수준의 ±2.5% 
반응시간: 30 초, ~T90
IP 급수: IP55
LED 표시기: 녹색= 전원

경광기: 백색 LED 경광등> 100 cd 
(별매로 청색, 적색, 또는 황색 차폐)

경음기: 최소 80 dBA @3 m (9.8 feet)
 IP 급수: IP55
LED 표시기: 녹색= 전원, 황색= 오류

연결선: 2m 포함

CO2 경보기

CO2 감지기
D

ID

YOU KNOW
??CO2경보기를 4대까지 Ax60+K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P0159-859-03

5,1”/ 132mm

3”/ 72mm

1,7”/ 45mm

5,1”/132mm

3”/72mm

2”/5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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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0 과 Ax60+ 의 특징 비교

Ax60+ – A50 와 Ax60+

규 격 A50 Ax60+

CO2감지기의 수 1 1- 4

CO2 범위 0- 5% 0- 5%

O2 별매 가능 가능

원격중계기/ 경광 경음기 1- 3 ~ 8, 감지기당 최대 4대

TWA 없음 있음(CO2 만)
경보수준 조정 됨, 가스로써 됨, 가스가 필요없음

계전기 1- 2 개(추가 별매) 2개  30 V @ 1 A(표준으로 포함)

경광등 없음 있음, 품번: 2553-0015

동작 온도 -5- +40 -5- +50

감지기 일반 수명 15 년 CO2: 5년
O2: 5 년 

전자회로의 일반 수명 2 년 5 년

전원 110/ 230v AC, 24v DC 110- 240 V, 50/ 60Hz

인증서

DIN 6653-2:2004
CE, 
EN50270:1999, 
EN61000-6-3:2001+A11:2004,  
BS EN 61010-1:2001, 
IEC 61010-1(2ed), 
DIN 6653-2:2004 (TRSK313)  
and AS61010.1-2003 
(Australia & New Zealand), 
CSA, 
Master Contract 239512, 
Certi icate 1909026

DIN 6653-2:2004
CE
EN50270:2006 
EN6100063:2001 
A11:2004
BSEN 610101:2010 (UL) 
IEC61010

IP 급수
IP65
(QC Repeater IP43)

본체 IP54
감지기 모두 IP55
경광 중계기 IP55



O2

.

Ax60+
복합가스 안전 감시기

CO2

적용 산업 분야

Ax60 +는 산소 및 이산화탄소를 감시하기위한 벽걸이 
형 가스 안전 장치입니다. 고품질의 Ax60 CO2 검출기
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Ax60 +는 산소 고갈과 산소 농축
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는 O2 감지기 모듈과 함께 
공급 될 수 있습니다. CO2 및 O2 감지기는 상호 교환
이 가능하며 다 지점, 다중 가스 감지 및 경보 체계의 
일부로 완전히 통합 될 수 있습니다.

CO2 감지기는 기본적으로 1.5 % CO2의 저수준 경보,  
3 % CO2의 대피 경보 및 8 시간 동안 측정 된 0.5 %  
CO2의 시간 가중 평균 경보를 작동하도록 설정됩니
다. O2 감지기는 기본적으로 19.5 % 및 18 %에서 낮은 
방향 경보를 작동하고 23 %에서 높은 경보로 작동하
도록 설정됩니다. 경보 설정 값은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잘 보이는 경광등 및 큰 소리의 음향으로 
경고가 발령됩니다.

1981년 부터 가스감지기의
생태적 지위를 차지

   주요 장점

다점, 복합가스
공급 감시체계

4대역의 융통성을 발휘하
여 여러고정감지기조합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

주 표시기를 원격동작 
및 제어용으로 사용

사용자 경보설정 계전기 
출력 가능

운용과 점검을 위한 
소프트웨어 내장 

감지가스 종류들

제조원: 영국 

계전기 출력 1
계전기 출력 2
별배의 경광등

중앙 표시 장치

신속 연결방식 

나사단자 연결방식

체계 당 최대 8 개의 경보까
지, 감지기당 4 개의 경보를 
가질 수 있음

범용 PSU
100 V~ 240 V 

50- 60 Hz
AC 입력

CO2 
 감지기

CO2 
 감지기

O2 
 감지기

O2 
 감지기

경보

또는 

경보

경보

경보

경보

경보

경보

경보

  
  
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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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규 격

6.9”/175mm

4”/106mm

2.6”/67mm

5.1”/132mm

3”/72mm

1.7”/45mm

5.1”/132mm

3”/72mm

2”/52mm

표시기: LCD액정 도트매트릭스(후광부)

계전기: 2 x 설정가능 계전기, 1 A/30 V AC/ DC 
방수 급수: IP54
최대소비전력: <24 W
공급전원: 100- 200V ~ 1A

Analox는 지속적인 개선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 통보없이 규격을 향상시키거나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체 기술 사양은 요청시 제
공되며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된 자료 표가 필요한 경우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감지가스: 이산화탄소
측정원리: 적외선

측정범위: 0.1%~ 5%
공장설정점: 0.5% (8 시간 TWA), 1.5%, 3.0%
방수급수: IP55
안전수명: 5 years
반응시간: (T90) <30 초

예열시간: 40초

동작환경온도범위: −5 °C~ +50 °C, +23 °F~ +122 °F
인증: CE, EN50270, IEC 61010 (UL), DIN 6653 (TUV)
안전수명 : 전자회로 5년

경광등: 백색 LED등 > 100 cd  
(별매 청, 적, 황색 필터)
경음기: 최소 80 dBA @3 m (9.8 feet) 
방수급수: IP55

  체 계

표시기 본체

경 보 기

CO2 감지기

경보 설정점들은 사용자
가 바꿀 수가 있음

감지가스: oxygen측정

원리: 전기화학식 셀 
측정범위: 0.1%~ 25%
공장설정점: 18.0% (하한), 19.5% (하한), 23.0% (상한)

방수급수: IP55
안전수명: 5년

반응시간: (T90) <30초

O2 감지기

5.1”/132mm

3”/72mm

2”/52mm

P0159-861-06

(02)2636-0009

giltron@naver.com

www.gilw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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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과  인 증

Ax60+  표준과 인증

Ax60+ 제품은 아래의 표준규격들에 만족합니다.

EN 50270

EN/IEC 61010-1 (UL)

DIN 6653-2 (TÜV)

CE

Ax60+ 제품은 아래의 규격에 부합합니다.

OSHA

NFPA

NBIC

IFC

EH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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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Ax60+  FAQ’s

몇개의 감지기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Ax60+ 제품은 4개의 감지기들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O2/ CO2의 어떠한 조합으로도 주 표시기에 연결)

몇개의 경보기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각 감지기는 최대 4 개의 경보기에 연결할 수 있으며, 최대 8 개의 경보기를 Ax60 +에 장착 할 수 있
습니다.

본체는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Ax60 + CO2 센서는 공장에서 보정되었으므로 주기적으로 다시 보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러나 공인 된 서비스 엔지니어가 현지 건강 및 안전 규정에 따라 감지기 재 보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하는 소프트웨어 옵션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O2 감지기는 설치 후 24 시간 동안 적응하도록 남겨 두어야하며,이 기간 이후에는 12 개
월마다 보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감지기를 교체 할 때마다 장치를 보정해야합니다.

Ax60+ O2를 헬리움 환경에서 쓸 수 있습니까?

아니요.이 기술은 O2 보호가 헬리움 누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면 필요한 경우 헬륨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O2NE + 산소 결핍 모니터를 참조하십시오 (17 페이지 참조).

경보기의 설정값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예 설정값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스가 없어도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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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품

Ax60+ 기타 제품

O2NE+ 산소 결핍 감시기

O2NE +는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고 헬륨 환경에서 사용할 수있는 응용 분야에서 사용하기위한 주변 산
소 결핍 감시기 입니다. 유지 보수하기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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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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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해야합니다. 불활성 가스가 주위 공기에서 산소를 고갈시킬 위험
이 있는 곳에서 산소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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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되거
나 저장되는 곳에 설치됩니다. 이 장치는 헬륨이나 질소 누출의 위험이있는 가스 저장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계기는 방 입구에 위치하여 출입하기 전에 출입자에 대한 위험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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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x 팀은 우리의 역할이 안전 핵심 제품에 
미치고 있고 이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1000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장하는 헌
신적 인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을 수상
하고 달려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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