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특 장 점  

 0 - 30% 농도 범위 

 정밀 전기화학 센서 

 기술 기압 보정 

 2 개의 산소 농도 계전기 접점 경보  

 전원 고장 계전기 접점 경보 

 일체형 부저 경보 

 통합 충전식 배터리 백업 

 통합 시각 경보 LED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33길 15(양평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703호) 
TEL: 02-2636-0009               FAX: 02-2636-4753 
www.gilwoo.co.kr                 E-mail : giltron@naver.com 

형명 
기능 

형명 OMD-351 

정확도  < +/- 1% F.S 

경보 
(2) 조절 가능한 계전기 접점  
(1) 전원 장애 계전기 접점 

농도 범위 0~ 30% 

가청 경보 포함 

기압 보정 포함 

배러리 백
업 

충전식 

교정 주기적으로 교정 

크기 9.5x 6.5 x 3.8 inch 

표시기 후광이 있는 대형 LCD  

외함 알루미늄  

출력(선형) 4 - 20mA  

전원 100 - 240 VAC  

응답시간 10초에 T90 

감지기  PO2-AMB  

감지기수명  약 60개월 

온도 0 - 50 deg C  

온도보상 포함 

시각경보 패널 장착 LED  

보증 12개월  

무게 13.0 lbs 

2.   제품 규격  

산소 전송기 OMD-351 

3. 선택적 구성  

• 24V DC 입력 전원  

• 원격 산소 센서 (OMD-351-O2-Remote)  

• O2 / CO2 주변 공기 모니터 (OMD-351-O2-CO2) 

     H2S 주변 공기 분석기 (OMD-351-H2S)  

• CO 주변 공기 모니터 (OMD-351-CO)  

• 염소 주변 공기 모니터 (OMD-351-Cl) 

OMD-351-O2는 밀폐 된 공간 또는 제한된 공간에서 

적절한 수준의 산소를 측정하고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

니다.  

개인 안전은 거의 모 든 산업에서 주요 문제이며 불활성 

가스의 누출로 인한 산소 고갈 또는 질식이 신속하고 예

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밀폐 공간 내에서 사용도 입니

다. 

OMD-351-O2는 안전을 위해 최적화되고 밀폐 된 공간과 

산소 결핍의 위험을 완화하는 기능을 갖춘 사용하기 쉬

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설 계되었습니다.  

분석기에는 OSHA 권장 사항인 19.5 % 및 20.0 %와 일치

하는 2 개의 사전 구성된 산소 농도 경보가 제공됩니다. 

알람 기 능은 2 개의 완전 조정 가능, C 형 비래칭, 릴레

이 접점, 통합 가청 부 저 및 장치 전면에 로드된 로컬 

LED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장치 에는 내장 된 POWER FAIL 릴레이 접점도 있습

니다. 

이 장치는 "절전"상태를 강조하는 데 도움이되는 통합 배

터리 백업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 표준 기능을 사용

하면 정전시 제대로 작동하 는 모니터를 방해하지 않습

니다. 대기 전원은 충전식 납축 전지를 사 용합니다.  

OMD-351-O2에 사용되는 산소 센서는 갈바닉 전기 화학 

연료 전지 원 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모든 산소 센서는 엄격한 품질 프로그램에 따 라 

Southland Sensing Ltd.에서 제조합니다. 센서는 독립적

이며 최소 한의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전극을 청소하

거나 전해질을 추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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