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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군 예비품과 부속품
1000 군은 세계에서 상업 및 군사 다이빙 가스 분석기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널리 
사용되는 범위에 속한 기종입니다. 현재는 SDA군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Analox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예비 부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0군 분석기의 예비 부품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3000 CO monitor (단종- 대체 SDA CO)
• 4000 temperature monitor (단종- 대체 SDA Temp/Hum)
• 5001 CO2 monitor (단종- 대체 SDA CO2)
• 6000 depth monitor (단종- 대체 SDA Depth)
• 7000 humidity monitor (단종- 대체 SDA Temp/Hum)
• 8000 helium monitor (단종- 대체 SDA He)
• 9000 nitrogen monitor

   품      번    제 품  설 명

공통 예비품과 부속품

1K0SWITCHKIT
1000군 교체 스위치 키트. 키트에는 스위치 교체 도구, 음소거 단추 스위치 
및 캡, 켜기/ 끄기 토글 스위치, hi/ lo 토글 스위치 및 hi/ lo res 토글 스위치가 
포함됩니다.

2533-1499 1000 Series mains power filter (clamp connector).

2557-1268 1000 Series battery pack.

2833-2150 Multi turn dial.

8000-0011GA Flow adaptor.

9300-1016 1000 Series trim tool.

SA1PX415569 1000 Series fuse pack.

SA2A0LEAD 1000 Series UK power lead.

SA2A0LEADUSA 1000 Series US power lead.

1000특별 예비품과 부속품

8000-1019 1000 spare front panel for combined paramagnetic.

9100-2001 1000 Series B1 fast response oxygen cell. 

9100-2002 1000 Series C3 long life oxygen cell. NSN 6625-993215237.

9100-9212-2 1000 Series oxygen 9212-2 cell (%).

9100-9212-3 1000 Series oxygen 9212-3 cell (%).

9100-9212-9HG 1000 Series oxygen 9212-9HG cell (ppO2).

SA1P01X1111S 1000 Series 1111 paramagnetic sensor.

SA1S01NA32N001 1000 series 9205B housing with flying leads (instrument must be 
configured to accept these housings). (B1 Sensor not included).

SA1S01NA33N001 1000 Series 9205C housing with flying leads (instrument must be 
configured to accept these housings). (C3 Sensor not included).

3000특별 예비품과 부속품

9100-1004P Carbon monoxide sensor - 0-100ppm and 0-30ppm.

SA1S04AC21N002 Carbon monoxide transmitter & sensor - 0-30ppm (Non IS).

SA1S04AD21N002 1000 Series carbon monoxide transmitter & sensor 0-100ppm (Non IS).

주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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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5001 특별 예비품과 부속품

5981-0502 5001 flowmeter.

5K1-420 5001 spare front panel (not USN version or G30).

4000/7000 특별 예비품과 부속품

SA1P16RH 1000 Series RH capsules 0% & 75%.

8000/9000 특별 예비품과 부속품

9100-4535P
8000 helium cell.
**** 참고 - 이것은 사용자가 교체 할 수 없습니다. 유닛은 반드시 
Analox 로 반송되어야합니다.

9100-9212-94P 8000-9000 O2 sensor.

FE
AT

URED SPARE

1K0SWITCHKIT - 이 키트는 음소거 단추, 토글 스위치 및 스위치 교체 도구를 포함
한 1000 군 예비 부속품들을 제공하므로 대부분의 소형 수리작업에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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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산소제어기
Analox 1005 산소 조절기는 DCM (Display Control Module)과 최대 3 개의 원격 감지
기 유닛(REM)으로 구성되며 각각 O2, CO2 및 깊이/ 압력을 측정하고 다이빙 챔버
로의 산소 주입을 제어합니다.

DCM 및 REM은 일반적으로 대기압에서 포화 또는 잠수제어 패널에서 발견됩니
다. 표본가스, 압력 태핑 및 O2 주입 연결은 사용자에 의해 챔버로 이루어져야합
니다.

DCM에는 O2, CO2 및 깊이/ 압력 값이 표시됩니다. REM에는 O2, O2 제어점 및 
CO2 값이 표시됩니다.

1005는 SDA O2와 같은 독립적인 O2 감시기 및 SDA 출력 모듈의 계전기 접점과 함
께 사출 솔레노이드를 연동할 때 IMCA "D024"준수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
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ASF310051XREM3 1005 System Display Control Module and 1 x REM.

ASF310052XREM3 1005 System Display Control Module and 2 x REMs.

ASF310053XREM3 1005 System Display Control Module and 3 x REMs.

예비품과 부속품

9100-9212-9HSUB 1005 & MkII replacement O2 sensor. NSN 6515-992462611.

A5S3ASH8K Spare 5S3 CO2 sensor for 1005 REM 0-5000ppm in He (RS485 output).

DD11005REM Spare Remote Sensor Unit (REM).

D
ID

YOU KNOW
?? 1005 산소 제어기는  Skandi Achiever와 Skandi Singapore를 포함한 최첨단 DSV

에 사용됩니다.

주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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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D2 이동식 산소감시기
이 휴대용 산소 분석기는 작고 휴대가 간편한 표면 처리 다이빙 챔버와 함께
사용하기에 이상적이지만 해충 방제를 비롯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휴대
용 추적 산소 모니터로 많이 사용됩니다.

듀얼 레인지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며 수동 선택으로 0.0019.99 % O2 또는 0.0-100 
% O2를 측정합니다. 이 장치는 원격 9212-4 산소 센서 c / w 1m 케이블과 함께 표
준으로 제공됩니다. 0.01 %에 정확하게 세팅 된 고음 및 저 청각 및 시각 경보 및 
음소거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101D2는 AA 배터리 4 개에서 최대 1 개월 동안 연속 작동합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SA1J01BG70N861 101D2 Portable Oxygen Monitor. NSN 6630 99K01 6809.

SA1J01BGXXN861 101D2 instrument (no cell).

예비품과 부속품

2557-1237 Spare dry cell battery (this part number is for one battery, 
4 required per unit).

2833-2150 Multi turn dial.

8000-0910A Flow adaptor.

9100-9212-4 Replacement O2 sensor including hard wired lead with jack plug. 
NSN 6515-992509337. MOD 6630 99 786 7443.

SA1S01NA34N001 9206B housing ( jack plug connection, only suitable for older units 
configured to take a B1 or C3 oxygen sensor).

SA1S01NA35N001 9206C housing ( jack plug connection, only suitable for older units 
configured to take a B1 or C3 oxygen sensor).

D
ID

YOU KNOW
?? 101D2는 Deck Decompression Chamber 산소 분석기는 아니지만 매트리스 제조

시 해충 방제와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됩니다.

ANALOX 대안 데이터수집을위해 O2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 ADM Aspida 또는 SDA O2에 주목하십시오.A

주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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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SI군 교환 쎌 및 부속품

Analox는 3000군의 송신기를 위한 포괄적인 범위의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교체
형 전기 화학 감지기입니다.  실장하기가 쉽고 보정하기가 쉽습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8000-0011GA Flow adaptor.

9100-1001P 3000SI Series. Replacement cell: Oxygen.

9100-1004P Carbon monoxide sensor - 0-100ppm and 0-30ppm.

9100-1005P 3000SI Series. Replacement cell: Hydrogen sulphide.

ANALOX 질문
3000SI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
까? ?

주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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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S3 적외선 전송기
5S3 전송기는 OEM 감지기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알루미늄 외함에 장착되어 공급되
며 DC 입력 및 다양한 출력이있는 5 선 연결이 있습니다. 외함에는 샘플 어댑터가 
I / R 벤치를 통과 할 수 있도록 플로우 어댑터가 함께 제공됩니다. 녹색 상
태 LED가 표준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5S MkII의 직접적인 대체품이며 어떤 
5001 또는 G30에도 다시 장착 할 수 있습니다. 5S3은 고품질의 광학 부품을 사용하여 
다른 가스에 거의 민감하지 않은 이산화탄소에 특화된 측정을 보장하는 고급 고체 상
태의 적외선 전송기입니다. 고유한 스마트 감지기 기술을 사용하여 온도 보상을 달
성하고, 적외선 벤치에 장착 된 온도 감지기를 추가하여 작동 범위에서 측정 가능한 
온도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스마트 드리프트 보정은 전용 기준 대역을 통해 탐지기에 도달하는 적외선 에너지를 능동적으로 감시합니다. 온보드 
기압 감지기는 대기압의 변화에 대한 측정 값을 자동으로 보정합니다.

표시된 부품 번호 및 변형이 가장 일반적이며 필요한 구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A5S3ALN6G 0-10000ppm, 0.2 - 2V output, for use in 5001’s.

A5S3ASN4S 0-5000ppm, 4-20mA, OEM.

A5S3ASN6G 0-5000ppm, 0.2 - 2V output, for use in 5001’s.

A5S3BBN4S 0-2%, 4-20mA output, OEM.

A5S3BBN7S 0-2%, 0 - 2V output, OEM.

A5S3BBN9S 0-2%, CO2, 0.1 - 1V output.

A5S3BCN4S 0-5%, 4-20mA output, OEM.

A5S3BCN7S 0-5%, 0 - 2V output, OEM.

A5S3BDN4S 0-10%, 4-20mA output, OEM.

A5S3BDN7S 0-10%, 0 - 2V.

A5S3BGN4S 0-100% CO2, 4-20mA output, OEM.

A5S3BGN7S 0-100% CO2, 0 - 2V output, OEM.

A5S3BNN4S 0-20%, 4-20mA output, OEM.

A5S3BNN7S 0-20%, 0 - 2V output, OEM.

예비품과 부속품

8000-0069A Flow ada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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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G+ 복합감지기 가스압축기 분석기
ACG +는 공기 압축기 또는 모바일 압축기 근처의 고정식 설치에서 다 지점 공
기 감시를 위한 이상적인 휴대용 해법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고유 한
압축 호흡 용 공기 감시기입니다. ACG +는 산소 (O2), 이산화탄소 (CO2), 일산
화탄소 (CO), 이슬점 (H2O)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C)을 지속적으로 감시
하고 확인할 시료 단자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름 연무용. 이러한 파라미터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주기적으로 점검하
면 EN12021 및 기타 지역 규정과 같은 호흡용 공기 표준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편, 공기를 흡입하는 직원은 치명적인 오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
다.

이동용으로 사용할 때는 함에 넣어 견고한 상자에 장착되거나, 고정된 위치에서 사용할 때는 ACG +는 설치, 사용 및 
유지 보수가 쉽고 보유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ACG +는 90 일간의 자료 보관기능을 제공하며 USB 연결로 쉽게 검
색 할 수 있으며 경음/ 경광 및 공통 계전기를 통해 경광등에 연결하거나 경보가 울리면 압축기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ACG +는 리튬 또는 NiMH 충전 배터리 또는 DC 또는 주 전원으로 작동 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신속한 시동을 위해 다점검사에 이상적인 Analox의 독점 노점 감지기 폐쇄체계를 채택한 특징이 있습니
다. 이로써 감지기의 유지 보수 및 교체가 훨씬 쉬워졌으며 ACG +에는 분당 정확한 판독을 보장하는 배기체계가 특
징입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ACGPAAAAAXX ACG+ Analyser. Range: 0-50% O2, 0-1000ppm CO2, 0-20ppm CO, 
0-20ppm VOC and -100ºC -20ºC dewpoint. NSN # 6665-99-590-5726.

ACGPAAAAAYX ACG+ Analyser, CO2, O2, CO, VOC, dew point, Ethernet option included.

ACGPAAAAXXX ACG+ Analyser. Range: 0-50% O2, 0-1000ppm CO2, 0-20ppm CO and 
0-20ppm VOC.

ACGPAAXAAXX ACG+ Analyser. Range: 0-50% O2, 0-1000ppm CO2, 0-20ppm CO and 
-100ºC -20ºC dewpoint.

ACGPAAXAXXX ACG+ Analyser. Range: 0-50% O2, 0-1000ppm CO2, 0-20ppm CO.

전원 별매품

ACGEXTPSU External supply for fixed variant only (side gland connection - gland and 
key switch kit required). NSN # 6130-99-290-5150.

ACGPEXTPSU External power supply for fixed or portable (front panel connection). 
NSN # 6130-99-907-1799.

P0149-605L Lithium-ion battery & charger. NSN # 6665-99-155-2146.

P0149-605N Nickel metal hydride battery & charger. NSN # 6665-99-932-8196.

P0149-605LS Spare lithium-ion battery. NSN # 6140-99-155-2148.

P0149-605NS Spare nickel metal hydride battery. NSN # 6140-99-396-2995.

예비품과 부속품

2533-1008 Inline particulate filter.

2562-0008 Combined beacon/sounder, 24 V DC, IP65.

6000-0094EXC ACG water sensor service swap out (excludes freight).

6000-0096 VOC in-line filter (6mm inlet/outlet).

6000-0164 Mini 300 piston sensor pressure regulator.

6000-0201 Inlet/calibration adaptor.

9100-2030 MEC CO cell (electrochemical).

9100-3500 Gastec airtec tube (oil mist) 109A, pack of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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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9100-3501 Drager oil impacter 8103530, pack of 10.

9100-9212-9HM MEC O2 cell (electrochemical).

9300-1020 30mm open ended spanner.

A5S3ASN8A 5S3 CO2 full sensor module.

GAS357 Rubber tube holder for colourmetric tubes.

MECO2ABAP MEC O2 full sensor module.

MECCOEBAP MEC CO full sensor module.

P0075-615 Wall mounting fixing kit. NSN # 5340-99-731-3205.

P0149-610 Gland and override key switch kit.

P0149-611 External flow meter sample support kit.

P0149-613 Humidifier kit.

SA7L110173 Calibration gas (nitrogen balance).

SA7L110174 Zero gas.

SA7L110180 Calibration gas (helium balance).

SA7L705XFLIND Calibration bottle regulator.

교체 VOC 감지기 부품

9100-2060/ES Disposable electrode stack.

9100-2060/LP 10.6 Ev replacement lamp.

9100-2060/SP Replacement spring.

9300-1021 VOC electrode stack removal tool.

9300-1022 VOC lamp cleaning kit. NSN # 6665-99-843-1945.

9100-2060S MEC VOC cell (PID).

MECVOCBAP MEC VOC full sensor module.

교체 표시기 모듈

ACGSDA/1 ACG+ Display Module - configured for CO2, O2, CO, VOC and 
water vapour.

ACGSDA/2 ACG+ Display Module - configured for CO2, O2, CO and VOC.

ACGSDA/3 ACG+ Display Module - configured for CO2, O2, CO and water vapour.

ACGSDA/4 ACG+ Display Module - configured for CO2, O2 and CO.

교정 키트

ACG+N2CALKIT

ACG+ calibration kit for nitrogen backgrounds comprising:
1 x 110L 8% oxygen, balance nitrogen, 1 x 110L 18ppm CO, 18ppm 
isobutylene, 20.9% O2, 900ppm CO2, balance N2, 1 x 0.5 lpm flow 
regulator, 1 x ACG+ calibration inlet adaptor, 1 Metre of flexible hose.

P0149-612 Colourmetric tuber restrictor kit (for 01.l/m flow).

FE
AT

URED SPARE

P0149-613 가습기 키트 - 하루에 12 시간 이상 ACG +를 사용하려는 경우 당사 고유의 
가습기 해법을 사용하여 O2 및 CO 센서의 수명이 연장되도록 건조되지 않게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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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ida ADM Aspida
ADM Aspida는 공기/ 혼합 가스 표면 공급 잠수작업에 이상적인 패널 고정 감시기입
니다. ADM Aspida는 IMCA를 준수하며 "D023 : 표면 제공 혼합 가스 잠수 체계용 설
계"입니다.

3 가지의 다른 패널 고정 변형이 가능합니다 :
• O2 only
• CO2 only
• O2/CO2 dual
이 ADM Aspidas는 설치가 쉽고 작동이 쉽고 IP65 등급입니다. 각각은 30 초마다 7 
일 동안 시청각 경보와 자료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보설정점은 PC 를 사용하
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O2 경보는 18.0 %, 19.5 % & 23 %, 기본 CO2경보는 0.5 
%, 1.5 % 및 4.0 %).

ADM Aspida는 주전원 또는 9V DC 전원일 수 있으며 일시적인 전원 공급이 중단된 경우 내부 배터리 대체기능을 갖
추고 있습니다. O2 보정은 3 개월마다 한 번 신선한 공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CO2 교정은 12 개월마다 교정 가스를 사
용하여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ADM Aspida에는 건전지, 패널 나사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당사 홈
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ADM에는 적합 인증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시험/ 교정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당사에
요청하십시오.

교정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ADMABCDEPG01X Dual CO2/O2 ADM, panel mount, 0-5% CO2, 0-100% O2, universal 
AC-DC mains adaptor.

ADMABCXXPG01X Single O2 ADM, panel mount, 0-100% O2, universal AC-DC 
mains adaptor.

ADMXXXDEPG01X Single CO2 ADM, panel mount, 0-5% CO2, universal AC-DC 
mains adaptor.

예비품과 부속품

2822-0035 ADM replacement universal PSU, 90-264VAC to 9VDC, DC jack plug, 
2.1mm x 5.5mm x 12mm, centre pin positive.

P0132-401K ADM optional bracket set (to replace ties and tie bases), inc 2 x brackets, 
4 x M4x6mm pozi pan screws and 4 x M4 split washers.

P0132-602 ADM fixing kit.

P0132-603 ADM Aspida battery ba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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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ida CO2와 O2 이동식 감시기
Aspida는 높은 이산화탄소와 산소 고갈의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표준 기능에는 높은 가시성 표시기, 진동 경보 및 TWA 경보가 모두 내구성
있는 함에 실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spida는 다음을 포함한 더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 지능형 소프트웨어로 2 명의 사용자가 한 대의 장치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내장된 지능은 Aspida가 유지해야 할 시점을 알려줍니다.
• 배터리 유연성- Aspida를 충전하는 것을 잊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2 개의 표준 AA 건전지를 장착 할 수도 있습니다.
• Aspida에는 홀로 작업하는 작업자를위한 추가 안전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낙상경보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청 경보는 110dB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 낙상경보 장치는 공황 경보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이 장치는 'X'단추를 누르고 있으면 시작됩니다.
• Aspida에는 눌러서 흐르게하는 유도관, USB 배선 및 자료내려받기 소프트웨어가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경보 설정 값 : CO2 : 0.5 % 및 1.5 % ;  O2 : 18 % 및 19.5 %.

낙상: 3 분간의 비 이동 후에 활성화됩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CO2 & O2 

ASPBC03Y1101 Aspida with man down device. O2 range: 0-25%. CO2 range: 0-5%. 
Complete with 9V DC Euro charger.

ASPBC03Y2001 Aspida with man down device. O2 range: 0-25%. CO2 range: 0-5%. 
Complete with 9V DC Aust charger.

ASPBC03Y5501 Aspida with man down device. O2 range: 0-25%. CO2 range: 0-5%. 
Complete with 9V DC UK charger.

ASPBC03Y5601 Aspida with man down device. O2 range: 0-25%. CO2 range: 0-5%. 
Complete with 9V DC US charger.

CO2 

ASPBB02Y1101 Aspida with man down device. CO2 range: 0-5%. Complete with 9V DC 
Euro charger.

ASPBB02Y2001 Aspida with man down device. CO2 range: 0-5%. Complete with 9V DC 
Aust charger.

ASPBB02Y5501 Aspida with man down device. CO2 range: 0-5%. Complete with 9V DC 
UK charger.

ASPBB02Y5601 Aspida with man down device. CO2 range: 0-5%. Complete with 9V DC 
US charger.

O2 

ASPBA01Y1101 Aspida with man down device. O2 range: 0-25%. Complete with 9V DC 
Euro charger.

ASPBA01Y2001 Aspida with man down device. O2 range: 0-25%. Complete with 9V DC 
Aust charger.

ASPBA01Y5501 Aspida with man down device. O2 range: 0-25%. Complete with 9V DC 
UK charger.

ASPBA01Y5601 Aspida with man down device. O2 range: 0-25%. Complete with 9V DC 
US ch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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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ida Sub Aspida CO2와 O2 이동식 감시기
Sub Aspida는 CO2 및 O2를 모두 감지 할 수있는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짜임새있고  견고한 이 장치는 건전지수명표시, 경음 경광 및 진동 경보를 표준

으로 12 시간 제공합니다. 또한 부Aspida가 제공됩니다.

•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O2 및 CO2 판독 값의 자동 압력 보정

• 지능형 감지기는  부Aspida가 유지 보수를 필요로 할 때 알려줍니다.
• Analox 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료이력기록 및 전체 사용자 유지 관리
• 다이빙 챔버 : 부 Aspida는 잠수패널에 장착 할 수 있으며

챔버에서 감압 된 시료선을 제공합니다.

패널 장착형 O2 / CO2 모니터의 경우 ADM Aspida를 참조하십시오. 
잠수함: 부Aspida는 부분 압력 O2 센서와 압력 보정된 CO2 감지기를 결합한 유일한 휴대용 장치입니다. 이 조합

은 일반적으로 기내 잠수함에서 발견되는 압력 변화로 인한 가짜 경보를 방지합니다.

부Aspida에는 눌러흐르게하는 유도관, USB 배선 및 자료내려받기 소프트웨어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SAACAAA1101B Sub Aspida with wall clip, O2 range: 0-100%, CO2 range: 0-5%, 
Complete with 9V DC Euro charger. NSN: 6630-99-894-1498.

SAACAAA2001B Sub Aspida with wall clip, O2 range: 0-100%, CO2 range: 0-5%,
Complete with 9V DC Aust charger.

SAACAAA5501B Sub Aspida with wall clip, O2 range: 0-100%, CO2 range: 0-5%,
Complete with 9V DC UK charger.

SAACAAA5601B Sub Aspida with wall clip, O2 range: 0-100%, CO2 range: 0-5%,
Complete with 9V DC US charger. NSN: 4220 99 301 6970.

SABCBAA1101A Sub Aspida with belt clip, O2 range: 0-1200 mBar, CO2 range: 0-5%,
Complete with 9V DC Euro charger.

SABCBAA2001A Sub Aspida with belt clip, O2 range: 0-1200 mBar, CO2 range: 0-5%,
Complete with 9V DC Aust charger.

SABCBAA5501A Sub Aspida with belt clip, O2 range: 0-1200 mBar, CO2 range: 0-5%,
Complete with 9V DC UK charger. NSN: 6665 99 959 0988.

SABCBAA5601A Sub Aspida with belt clip, O2 range: 0-1200 mBar, CO2 range: 0-5%,
Complete with 9V DC US charger.

D
ID

YOU KNOW
?? 부Aspida는 The Royal Dutch Navy가 승인하고 Walrus Class 잠수함에 사용

됩니다.

ANALOX 질문
스노클링 잠수함과 관련된 압력 변화에 대처할 수있는 견고한 휴대용
O2 / CO2 모니터가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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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ida 예비품과 부속품
Aspidas를위한 일반적인 여분. 특정 예비 부품은 제품 자체 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2557-0005 For ADM, Aspida, HBOT & Sub - Rechargeable NmHi power cell.

2822-0005 For Aspida & HBOT - 9V DC UK charger.

2822-0005A For Sub - 9V DC UK charger.

2822-0007 For Aspida & HBOT - 9V DC Euro charger.

2822-0007A For Sub - 9V DC Euro charger.

2822-0008 For Aspida & HBOT - 9V DC US charger.

2822-0008A For Sub - 9V DC US charger.

2822-0011 For Aspida & HBOT  - 9V DC Aust charger.

2822-0011A For Sub - 9V DC Aust charger.

9100-1020RK For Aspida & HBOT - Replacement O2 sensor and extraction kit.

9100-1060RK For ADM & Sub - Replacement O2 sensor and extraction kit.

9300-1008K For Aspida, HBOT, ADM & Sub - Download kit, comprising: 1 x software 
disk, 1 x USB lead.

9300-1009K For Aspida, HBOT & Sub - Wall mount clip.

9300-1010 For Aspida, HBOT & Sub - Leather belt clip with press-stud fastner.

MIO2HO Replacement tubing (per metre). NSN: 6630-99-878-8706.

MIO2SDK Sample draw kit: consisting of universal flow adaptor.

PGA-401DK For Aspida, ADM, HBOT & Sub - Dual calibration adaptor.

PGA-401SK For Aspida, ADM, HBOT & Sub - Single calibration adaptor.

PGA-607 For Aspida, HBOT & Sub - 9V DC car charger.

PGA-613
For Aspida & HBOT - Sample draw kit for dual Aspida inc: 1 x universal 
flow adaptor, 1 x aspirator bulb, 1 x rubber tubing, 1 x stainless  
steel probe.

FE
AT

URED SPARE

PGA-613 Sample Draw Kit : 시료를 추출해야하는 경우. 글러브 박스와 감시기 위에 
올려 놓으면 시료채취 키트를 사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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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 Pro 이동식 Trimix 분석기
ATA pro (고급 Trimix 분석기)는 가스 혼합에서 산소 및 헬륨 농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형 경량 휴대용 감시기입니다.

판독 값은 표시기를 통해 두루마리식으로 표시되며, 좋지않은 조명 조건에서 
사용하면 역광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산소는 Analox 9212 전기 화학 감지기
를  사용하여 0- 100 %의 범위에서 측정되며, 예상 수명은 4 ~ 5 년입니다. 헬륨
은 산소 효과에 대해 보상되는 Analox 열전도도 감지기를 사용하여 0- 100 % 
범위에서 측정됩니다.

보정은 사용하기 전에 하기를 권장하며 헬륨 영점 조정 손잡이, O2 보정 손잡이 및 Analox 온도 보정 차트를 사용하
여 쉽고 빠르게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료채취 이전에 정확한 보정을 보장합니다. ATA Pro에는 200 시간 이상
의 사용이 가능한 AA 크기의 건전지가 제공되며 ATA Pro에는 주전원 별매기능이 제공됩니다.

ATA Pro는 사용자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건전지 및 O2 감지기는 현장에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필
요한 경우 헬륨 감지기는 인증된 교정 가스와 함께 내부 범위 및 영점 교정 조정을 사용하여 교체 및 교정할 수 있습
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ATAPROAYYA ATA Pro Trimix Analyser.

   예비품과 부속품

6000-0197K DIN Restrictor Kit (includes DIN flow restrictor, flow meter and 
1m of tubing).

8000-0075A ATA flow adaptor. NSN: 6630-99-312-4515.

9100-4535 Replacement helium sensor. NSN: 6515-99-613-4282.

9100-9212-94 Replacement oxygen sensor. NSN 6515-99-463-8562.

MIO2HO Replacement tubing (per metre). NSN: 6630-99-878-8706.

MO2-422 Spare dome adaptor.

MO2-475 Dome adaptor including barbed spigot.

SA2ATACASE Peli-box with foam insert to house ATA. NSN: 6630-99-958-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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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50 & Ax50M 이산화 탄소 경보기 예비품과 부속품

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8000-0910A Flow adaptor.

8000-9008 Splashguard. *MOQ10*

9100-1021 Replacement O2 cell for use in nitrogen environments. 
NSN: 6515-995986712.

9300-5004 8M cable for daisychain repeater.

9300-5010 8M repeater extension cable.

REP50CXX01 Daisychain quick connect repeater with 8m cable and mm connector.

REP50CYX01 Daisychain quick connect repeater with O2 LED with 8m cable and 
mm connector.

REP50HXL01 Daisychain hard wired repeater with 8m cable and hi intensity 
strobe LED’s.

REP50QXL01 Daisychain quick connect repeater with 8m cable and hi intensity 
strobe LED’s.

FE
AT

URED SPARE

8000-9008 물튀김보호기- 본 제품을 설치하기 만하면 물 침투로부터 Ax50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NOTE:  
MOQ OF 10 

*Required on
Splash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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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60+ 고정식 모듈형 CO2 & O2감지기
Ax60 +는 산소 및 이산화탄소를 감시하기위한 벽 장착형 가스 안전 장치입니
다. 신뢰도가 높은 Ax60 CO2 검출기를 사용한 새로운 Ax60 +는 산소 소모 및 
산소 농축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는 모듈 형 O2 센서의 추가 기능을 제공합
니다. CO2 및 O2 센서는 상호 교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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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경보 및 8 
시간 동안 측정 된 0.5 % CO2의 시간 가중 평균 경보를 작동하도록 설정됩니다. 
O2 감지기는 기본적으로 19.5 % 및 18 %에서 하향 방향 경보를 작동하고 23 %

에서 상향 경보가 작동하도록 설정됩니다. 인식하기 좋은 깜박임임 경광 및 높
은 경음이 발령됩니다. 이러한 경보 설정점은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듈로 독자적인 체계를 세워 사용하십시오.

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Ax60+ 포장

AP1

Analox Ax60+ Package 1
1 x Central Display Unit,
1 x Ax60+ CO2 Sensor Unit,
1 x Ax60+ Alarm Unit (blue strobe),
Quick connect with universal power supply.

AP2

Analox Ax60+ Package 2
1 x Central Display Unit,
2 x Ax60+ CO2 Sensor Units,
2 x Ax60+ Alarm Units (blue strobe),
Quick connect with universal power supply.

주장치

AX60CDSNYA Ax60+ Central Display Unit, Hard wired connection, Hard wired PSU.

AX60CUQYXA Ax60+ Central Display Unit, Quick Connect, Uni PSU, inc cable.

AX60CUSYXA Ax60+ Central Display Unit, Hard wired, Uni PSU, inc cable.

감지기

AX60SAQYA Ax60+ CO2 Sensor Unit, Quick Connect, inc cable.

AX60SASYA Ax60+ CO2 Sensor Unit, Hard wired, inc cable.

AX60SCQYA Ax60+ O2 Sensor Unit, Quick Connect, inc cable.

AX60SCSYA Ax60+ O2 Sensor Unit, Hard wired, inc cable.

경보기

AX60RQYAA Ax60+ Alarm, Quick Connect, Red Strobe, inc cable.

AX60RQYBA Ax60+ Alarm, Quick Connect, Blue Strobe, inc cable.

AX60RQYCA Ax60+ Alarm, Quick Connect, White Strobe, inc cable.

AX60RQYDA Ax60+ Alarm, Quick Connect, Amber Strobe, inc cable.

AX60RSYAA Ax60+ Alarm, Hard wired, Red Strobe, inc cable.

AX60RSYBA Ax60+ Alarm, Hard wired, Blue Strobe, inc cable.

AX60RSYCA Ax60+ Alarm, Hard wired, White Strobe, inc cable.

AX60RSYDA Ax60+ Alarm, Hard wired, Amber Strobe, inc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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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Ax60+ 와 Ax60 예비품과 부속품

1558-5200 15m Quick Connect Cable.

2553-0015 Blue xenon beacon, 12/24V DC, low power.

8000-9008 Splashguard (If ordered separately then minimum order of 10) *MOQ10*

9300-5500 Ax60+ RJ45 Inline Coupler.

9300-5600 Ax60+ Modular T-Adaptor (f).

AX60CO2CALKIT
CO2 Calibration Kit for Ax60+ (For 3% CO2 range instruments):  
110L 100% N2, 110L-3%CO2/N2, Regulator, Neoprene Tubing, 
Push in adaptor.

AX60CO2CHECKKIT
CO2 Alarm Check Kit for Ax60+ (For Alarms of 1.5% and 3.0%):  
110L 1.60% CO2, balance N2, 110L 3.2% CO2, balance N2, Regulator, 
Neoprene tubing, Push in adaptor.

AX60CO2O2CALKIT
CO2 & O2 Calibration kit for AX60+ (For 3% CO2 range instruments): 
110L 100% N2, 110L-3%CO2/N2, 110 Pure Air 110 Litre Pure Air , 
Regulator, Neoprene Tubing, Push in adaptor.     

AX60CO2O2CHECKKIT

CO2 & O2 Alarm check kit for AX60+ (For CO2 Alarms of 1.5% and 3.0%): 
110L 1.60% CO2, balance N2, 110L 3.2% CO2, balance N2, 110L 100% 
N2, 110L 23.5%O2 BAL N2+/- 2% TOLERANCE, Regulator, Neoprene 
tubing, Push in adaptor.

AX60O2CALKIT O2 Calibration Kit for Ax60+ (For 25% O2 range instruments): 110L 100% 
N2, 110L Pure Air, Regulator, Neoprene tuning, Push in adaptor.

AX60O2CHECKKIT
O2 Alarm Check Kit for Ax60+ (For Low going Alarms of 18% and 19.5% 
and high going alarm of 23%): 110L 100% N2, 110L 2.3% O2 balance N2, 
Regulator, Neoprene tubing, Push in adaptor.

LFO2-A4/S Spare Ax60+ oxygen sensor (inc gasket & spare label).

 P0159-4120-EN/DE/ES/SE/ZH

Ax60 + CO2 Signage Pack에는 중앙 장치, 1 x CO2 감지기 경고 라벨 
및 1 x CO2 경고 라벨과 함께 사용하기위한 1 x "할 일"표시가 있습
니다. 모든 라벨은 전문적으로 인쇄됩니다. 풀 컬러판의 표지판은  
무료로 내려받을 수 가  있으며 Ax60 + (개인 표지판은 별도로 판매
되지 않음)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주문시 부품 번호 끝에 적절한 언어를 넣으십시오.

P0159-4150-EN/DE/ES/SE/ZH

P0159-4305K Ax60+ Protector Kit: Includes protector bar, splashguard & fixing kit.

FE
AT

URED SPARE

P0159-4120 / 4150 Ax60 + Signage Packs : 경고 및 순서를 전문적으로 인쇄하
여 감시기 옆에 두어 표시하도록 하십시오.

참고 : Ax60 + 주장치는 원래 Ax60과 역 호환되지 않습니다. 원래의 Ax60 주장치를 교체해야한다면 
완전한 Ax60 + 시스템을 구입해야합니다.

주: 물 튀김
방지기의 최소 

주문량 10개 

Ax60 + O2 Signage Pack에는 주장치 및 1 x O2 경고 표와 함
께 사용할 수있는 1 x "할 일"표시가 있습니다. 모든 라벨은 전문
적으로 인쇄됩니다. 천연색판의 표지판은 Ax60 + 검색으로 내
려받을 수가 있습니다.(개별 기호는 별도로 판매되지 않음).

주- 주문시 부품 번호 끝에 적절한 언어를 넣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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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60+K 고정식 음식 편의점용 이산화탄소 감지기
Ax60 + K는 작은 크기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Ax60 제품군"의 일부입니다.  패
스트푸드 가판점에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탄산 음료를 판매하는데,

Ax60 + K는 CO2 감지기, 경보 및 범용 전원 공급 장치로 구성된 벽 장착형 이산
화탄소 (CO2) 감지기입니다. 감지기와 경보기가 간단히 벽에 장착되므로 설치
가 매우 간단합니다.

누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CO2 누출 원 근처의 가판대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은 주로 CO2가 저장되는 곳입니다. 경보는 감지기 위 또는 가판
대의 입구의 작업 머리 높이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경보 장치는 가청 경보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밝기가 높은 LED 깜박임
경광을 하므로 시끄러운 곳에서 위험 경고에 이상적인 장치로서 길가 또
는 매점이나 음식 홀 근처와 같은 환경에 적합합니다.
Ax60 + K는 제안에 의해 CO2 증가에 대한 경고를줍니다. 3 단계의 경보가 있습니다.
1단계 경보는 15,000ppm (1.5 %)의 CO2에 의해 작동됩니다. 30,000ppm (3 %) CO2 수준은 2단계 경보; 3단계 경보는 
이전 8 시간 (평균 노출 측정치) 동안 5000ppm (0.5 %) CO2의 시간 가중 평균 (TWA)에 의해 작동됩니다. 경보설정점
은  사용자 설명서의 지침을 사용하여 가스가 필요없이 중앙 장치를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기 교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현지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교정이 필요하면 교정 도구를 구입하여 Ax60 + K 체계에 
연결하면됩니다.

참고 : 최대 Ax60 + K 구성은 1x CO2감지기 본체와 4 x 경보 (그리고 선택 규격인 중앙본체 1 개)입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Analox Ax60+K 품번

APK

Ax60K
1 x Ax60K CO2 Sensor Unit,
1 x Ax60 Alarm Unit (Blue Strobe),
Quick Connect with Universal Power Supply.

Analox Ax60+K 별매품

AX60SAQNK 1 x Ax60K CO2 Sensor Unit, Quick Connect, Inc Power supply.

AX60RQNBA 1 x Ax60K Alarm (Blue Strobe), Quick Connect.
참고 :이 여분의 알람을 구입할 경우 9300-5600 T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Ax60+K 기타 예비품과 부속품 
1558-5200 15m Quick Connect Cable.

8000-9008 Splashguard only. *MOQ10*

9300-5500 Ax60+ RJ45 Inline Coupler.

9300-5600 Ax60+ Modular T-Adaptor (f).

AX60CNQNXA Calibration Kit comprising of 110l cylinder 100% N2, 110l cylinder 3% 
CO2 in N2, regulator, neoprene tubing and flow adaptor.

AX60CO2CHECKKIT Functional Test Kit comprising of 110l cylinder 1.6% CO2 in N2, 110l 
cylinder 3.2% CO2 in N2, regulator, neoprene tubing and flow adaptor.

주: 물 튀김
방지기의

최소 주문량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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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Clear 일산화탄소 감시기
CO클리어는 호흡용 가스 압축기 계통에서 CO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된 IP65 ABS 외함의 벽부형 분석기입니다.

감지기의 '헬륨 효과'로 인해 Heliox 압축기에서 이 감시기를 사용하려면 아래
의 '범위'란에서 헬륨 범위를 선택하십시오.

CO 클리어는 6mm(외경) 감소 시료선을 사용하여 1.5 l/min의 유속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30V AC 전원 또는 110VAC 또는 24VDC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영국, 유럽, 미국 또는 호주 플러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CO 클리어는 CO를 0- 10ppm
범위에서 감시하며, 대형 디지털 표시기 및 경음/경광 경보를 3ppm 및 5ppm으로 설정
합니다. 계전기 출력 또는 건전지 예비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Analox는 
압력 조절기/ 감속기를 제공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을 주문하려면 각 분류란에서 하나의 선택사항을 선택하여 부품 번호를 구성하십시오.

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1. 본체

CO CO Clear.

2. 범위

25 0-10ppm in N2.

50 0-10ppm in He.

75 0-25ppm in N2.

3. 경보기

03 FOR RANGE OPT 75 ONLY - 3ppm & 10ppm.

35 FOR RANGE OPT 25&50 - 3ppm & 5ppm.

4. 전원

X11 230V AC Euro.

X20 230V AC Aust.

X55 230V AC UK.

X56 110V AC US.

X57 9-24V DC.

5. 중계기

E Quick Connect with high intensity strobe.

G Hard Wired with high intensity strobe.

H Hard wired.

Q Quick connect.

X None.

6. 별매출력

1 1 Relay on 1st alarm.

2 2 Relays.

3 0-1v.

4 4-20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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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5 2 Relays on 2nd alarm.

6 4-20mA + 1 relay.

9 1 Relay on 2nd alarm.

x No outputs.

7. 표시기

Y Fitted.

8. OEM/ 언어

01 English.

16 CSA English.

19 Omega B-AIR.

CO Clear 일산화탄소감시기 예비품과 부속품

CO Clear 예비품과 부속품

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9100-1004 Analox 3D 및 Domnick Hunter 30/50 용 교체 센서.

9100-2030A CO Clear 용 교체 용 CO 센서 어셈블리.

ANALOX 질문:
호흡 공기의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CO Clear로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A
N

A
LO

X RECOMMEN
D

S

CO Clear의 유지 보
수 라벨을 사용하여
장치가 정기적으로
보정되고 필요시 센
서가 교체되도록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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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ICO 일산화 탄소분석기 예비품과 부속품
EIICO는이제단종되었지만 가능한 예비부품 및  부속품을 계속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호흡공기 안에서 일산화 탄소를 감시해야 한다면 본 

 CO Clear나  SDA CO나 ACG+를 고려하십시오 

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9100-1700A EIICO replacement carbon monoxide sensor.

MIO2HO Replacement tubing (per metre). NSN: 6630-99-878-8706.

MO2-417A Push in flow adaptor (included in calibration tool kit).

MO2-422 Spare dome adaptor.

SA2EIIMINICASE
견고한 보호 상자로 O2EII, 액세서리 및 예비 부품을 보관 및 보호 할 
수 있는 스티로폼 내용물이 있는 EII 펠리상자.
(분석기 또는 예비 부품은 포함하지 않음).

SA7EIICOTOOLKIT
보정 공구 키트: 돌림 공구, T10 토르크 나사드라이버, 흐름 유도관, 보
정작업 안내 DVD 및 USB 스틱, 기술 설명서 및 흐름 표시기 및 튜빙으
로 구성됩니다.

SA7FLOWIN Flow indicator and tubing (included in calibration tool kit).

ANALOX제안
24/7를 제공하는 신뢰성있는 고정용 CO 체계인 
CO Clear를 확인하십시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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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 Sensor (습도와 온도감지기)
HAT 감지기는 매우 정확하고 견고하며 가벼운 습도 및 온도감지기로
서  OEM 통합에 이상적입니다. 선형출력을 제공합니다.

군용규격시험을 거친 감지기는 절연 출력을 제공 하여 다른 가스의 영향
을받지 않습니다. 또한 압력이나 진공 상태에서도 작동 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있는 부품 번호는 우리가 제공 할 수있는 다양한 별매품의 일예일
뿐입니다. 귀하의 특정 요구 사항을 문의하려면 우리에게 전화하십시오.

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SA1SV-HAT/A
선형 온도 및 습도 모듈, 1~ 5V 신호 출력, 18~ 36V DC의 입력 전압.

SA1SV-HAT/D
디지털 온도 및 습도 모듈, RS485 신호 출력, 18~ 36V DC의 입력 전압.

ANALOX 질문:
현재의 온도 및 습도 감지기가 시간 변화특성이 낮으면
보정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D
ID

YOU KNOW
?? 우리의 HAT감지기 형은 우주 로켓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D
EV

EL
O

PM
EN

T 
PR

O
D

U
C
T



29

HYP 휴대용 부분압력 산소감시기
HYP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100 HYP MKIII 0-2 Bar 판을 대체합니다.
이것은 산소의 분압을 감시하기위한 이상적인 해법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할수 있
기 때문에 사용이 다양합니다.

• Diving bells
• Hyperbaric chambers
• Hyperbaric lifeboats
• Submarines

Specification Range: 0.00 to 2.00bar ppO2 Accuracy: +/- 1% of reading, +/- 1LSD 

Sensor warranty: 3 months 

Power: 9v Alkaline (PP3) 

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MO2HBYY03 HYP Portable Partial Pressure Oxygen Monitor. *MOQ10*

Spares & Accessories 
2557-1855 HYP 9V PP3 Battery for HYP, 100 HYP III, G11-4 & O2 Portable. *MOQ5*

8000-0011GA Flow adaptor.

9100-9212-5H Spare O2 cell for HYPO2 and spare O2 cell for 100 HYP III. 0-2bar Version. 
NSN 6630-99-786-9120.

9100-9212-9H Spare O2 cell for 100 HYP III. 0-2000mbar Version Only.

A
N

A
LO

X RECOMMEN
D

S

HYP의 보정은 판독
기를 "상측"분석기와 
단순히 비교함으로써
대부분의 사용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최소 주문
량 5개와 10개
어떤부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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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Gas MkII 탄화수소감시기
Hyper-Gas MkII는 초고압 조건의 잠수종에서 탄화수소의 미적 수준을 탐지하는 
적외선 탄화수소 분석기입니다. 이 체계는 종 내부에 위치하는 감지기 경보 장치
와 선택적 상단 측 중계기로 구성됩니다. Analox는 Hyper-Gas의 모든 사용자가 
모든 작동 벨 감시기에 대해 하나 이상의 여분의 다기관을 유지하기를 권고합니
다

참고 : 다기관 매니폴드의 보관 수명이 12 개월에서 18 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DD1F39BJ89N002 Hyper-Gas MkII hydrocarbon bell monitor.

DD1F39BJ89N003 Topside repeater for use with Hyper-Gas MkII.

DD1F39BJ89N004 Bell monitor case and electronics, no manifold. 
**Discussion recommended**

SA8HYGMKIIMAN Replacement manifold for Hyper-Gas MkII.

예비품과 부속품

2836-1200B Manifold case - black small.

2836-1600Y Pelicase - yellow large.

9300-4000 Check gas adaptor.

9300-4010 Bench power supply universal.

9300-4025 USB communications lead.

9300-4050 Operator familiarisation DVD.

9428-1578 Ball ended screwdriver.

9497-8034 Socket cable mounting 6-way bulgin buccaneer.

HC2REPBUZZ Replacement buzzer assembly for the Hyper-Gas Bell Monitor.

HC2REPMUTE Replacement mute button assembly for the Hyper-Gas Bell Monitor.

SA2HC603A Topside repeater connecting cable.

SA2HGDATA Data download disc.

SAEPHC2603 Bell monitor or topside repeater installation kit.

A
N

A
LO

X RECOMM
EN

D
S

Analox는 운영자가 
모든 작동 벨 감시기
에 대해 최소 하나의
예비 다기관을 배에 
보관할 것을 권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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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 디지털 감지기 모듈(OEM)
GE의 포괄적 인 MEC 디지털 센서는 다양한 가스 감지 / 가스 관리 어플리케이션에
서 OEM 사용을위한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센서 하우징은 IP65 등
급의 견고한 모듈입니다. RS485를 통한 디지털 통신을 통해 센서를 모니터링 장비
로부터 최대 500m까지 장착 할 수 있습니다. Analox MEC를 사용하면 센서 셀을 쉽
게 교체 할 수 있습니다. MEC He는 다른 가스에 민감합니다. 정확도에 따라 MEC가 
필요합니다. 그는 다른 가스의 존재를 보충하기 위해 설치해야합니다. 계정 관리자
와 논의 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효과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선택적 일체형 압
력 센서
대기압은 요청에 의해 추가 될 수 있지만 표준 MEC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범위 또는 가스에 대한 요구 사항이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경우 당사에 문의하여
논의하십시오.

품     번 제   품   설   명

8000-0069A Flow adaptor.

MECCOBBAP OEM MEC carbon monoxide (CO), 0-20ppm in N2, 150mm Lead, Plastic 
Enclosure. *MOQ25*

MECCORBAP OEM MEC carbon monoxide (CO) Sensor, 0-500ppm CO in N2, 150mm 
Lead, Plastic Enclosure. *MOQ25*

MECHEMBBP OEM MEC helium (He), 0-100% in N2, 150mm Lead, Plastic Enclosure.
*MOQ25*

MECO2ABBP OEM MEC oxygen (O2), 0-3000mbar O2, 150mm Lead, Plastic Enclosure.

MECO2DBBP OEM MEC oxygen (O2) 0-100% O2, 150mm Lead, Plastic Enclosure.
*MOQ25*

MECVOCBAP OEM MEC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 0-100ppm in N2, 150mm 
Lead, Plastic Enclosure.

MEC 디지털 교체 감지기

이 제품 그룹에는 MEC 디지털 모듈 센서 용 교체 센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9100-2030 CO Replacement CO Sensor Assembly.

9100-2071 Replacement He sensor for MEC. *MOQ25*

9100-9212-9HM Replacement O2 cell for O2 MEC sensor module.

A
N

A
LO

X RECOMMEN
D

S

MEC는 사용자가 쉽
게 구형 셀을 교체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으므로 이동 중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NOTE:  
MOQ OF 25

*Required on
some parts*

주문량

주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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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C MKII 예비품과 부속품
구식 MRC MKII 용 Sapres 및 액세서리.

품     번 제   품   설   명

9100-9212-9HSUBMRC Replacement O2 sensor for MRC MkII. 

SAEPAS2602 MRC MkII data download cable.

SAEPAS2605 MRC MkII DC power cable.

주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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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EII Pro 이동식 Nitox(질소산소)검사기
O2EII Pro는 시장을 선도하는 O2EII 나이트 록스 검사기의 새롭고 향상된 버전입니다. 다

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 BCD Adaptor spigot
• New Packaging

O2 센서는 패키지 내에 별도로 제공되어 사용자가 센서의 수명을 연장 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BCD 어댑터 스피 곳을 추가하면 검사 중에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탱크 또는 사용자가 (BCD의 저압 팽창기를 통해) 그들의 첫 단계 조절기에 연결되어있는 동안의 공기 
품질.

새롭게 디자인 된 포장 및 색상 테마는이 아이콘 제품에 세련된 마무리를주기 위해 만들어 졌으므로이 제품은 시
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있는 니트로 엑스 분석기 일뿐만 아니라 가장 적합한 니트로 엑스 분석기입니다.

O2EII Pro는 매우 정확한 장치이며 어떤 스쿠버 다이버에게나 있어야합니다. 이 장치는 3 년 등급의 센서 보증
이 제공되며 4 ~ 5 년의 예상 수명을가집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EIIPAYYA O2EII Pro portable nitrox checker with LCD display and a BCD 
dome adaptor.

예비품과 부속품

9100-9220-9B Replacement oxygen sensor for EII Pro and O2EII.  
NSN: 6515-99-148-5260.

9300-1500 BCD low pressure inflator flow restrictor. Instructor cost = £18.90

MIO2HO Replacement tubing (per metre). NSN: 6630-99-878-8706.

MO2-475 O2EII Pro push in domed adaptor including barbed spigot.

SA2EIIMINICASE EII Peli-box with foam insert to house.

SSP1 Sensor Saver Pack 1 - quantity of 5 at £6.00 per sensor saver.

SSP2 Sensor Saver Pack 2 - quantity of 10 at £5.00 per sensor saver.

D
ID

YOU KNOW
?? BCD 어댑터 기둥이 새로 추가 됨으로써 가스 혼합물을 점검 할 때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주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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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NE+ & Safe-Ox+ 산소 소진 감시기
O2NE +는 공장에서 설정 한 오디오 시각적 경보가 19.5 % 및 18 % O2로 제공되
어 산소 결핍에 대한 비용 효과적이고 사용하기 쉽고 수명이 긴 벽면 장착형 모
니터로 N2, Ar 또는 He는 O2 수준을 고갈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Safe-Ox +는 O2NE +와 동일한 모든 이점을 제공하지만 19.5 % 및 23 % O2의 경
보 설정 점을 제공하므로 N2, Ar 또는 He와 같은 불활성 가스가 O2 수준을 고갈
시킬 위험이있는 산소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및 / 또는 농축 된 
산소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인증 된 공기를 사용한 간편한 보정은 두 모델 모두에서 수행 할 수 있으며 12 
개월마다 요구되어 지속적인 유지 관리 요구 사항을 줄입니다 (표준 산소 모니
터는 매 2 년마다 약 6 개월 교정 및 센서 스왑 아웃 필요). 긴 수명 센서는 7 년 
동안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쉽게 교체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가스 누
설이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주 센서 장치와 위험 구역의 주 입구 문 바깥에 위치
하는 원격 중계 장치로 구성됩니다. 원격 중계기는 센서 장치의 정보를 모방하
므로 입력하기 전에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습니다.

CO2 만 사용하는 경우 CO2 모니터 (예 : Ax60)가 필요하고 O2 모니터가 필
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1. 본체

AX1

2. 범위

BK 0-25%.

3. 경보기

10 18/19.5 - O2NE+ unlatched.

20 23/19.5 - Safe-Ox+ unlatched.

XX No Alarms.

4. 전원

X11 230V AC Euro.

X20 230V AC Aust.

X55 230V AC UK.

X56 110V AC US.

X57 9-24V DC.

5. 중계기(필요없는 경우 정가에서 공제됩니다.)

E Quick Connect with high intensity strobe.

G Hard Wired with high intensity strobe.

H Hard wired.

Q Quick connect.

X None.

주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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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번 제   품   설   명

6. 별매출력

1 1 Relay on 2nd alarm.

2 2 Relays (one per alarm).

3 0-1v.

4 4-20mA.

6 4-20mA + 1 relay on 2nd alarm.

7 4-20mA + 2 relays (one per alarm).

8 1 Relay on 1st alarm.

9 4-20mA + 1 relay on 1st alarm.

X No ouputs.

7. 표시기

Y Fitted.

8. OEM/ 언어

01 English O2NE+.

04 German O2NE+.

12 CRYOSERVICE ONLY (Safe-Ox+ only).

16 CSA English O2NE+.

18 BEACON MEDEAS ONLY CSA.

30 Planer

51 English UK Safe-Ox+.

56 CSA English Safe-Ox+.

9. 연장보증

W

3 년 연장 보증.
참고 : 표준 2 년 센서 보증 기간을 115 파운드로 연장했습니다. 구입시 지
정해야하며 센서 보증 기간은 5 년입니다.

경보기장착 50 
60 18/19.5 - O2NE+ latched.

70 23/19.5 - Safe-Ox+ latched.

FE
ATURED SPARE

이제 우리는 표준 2 년 센서 보증 기간을 £ 115에 연장했습니다. 구입시 지정해야하며 센서 
보증 기간은 5 년입니다.

주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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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NE+ & Safe-Ox+    산소 소진 감시기
예비품과 부속품

O2NE + 및 Safe-Ox + 용 예비 부품 및 액세서리. 부품 번호가
시작되면 AX1BJ는 9100-1021 센서를 사용합니다. 

부품 번호가 시작되면 AX1BH는 9100-1250 센서를 사용합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O2NE+ & Safe-Ox+ 모든 판들에 필요한 예비품과 부속품

8000-0069A Flow adaptor.

9300-5004 8M cable for daisychain repeater.

9300-5010 8M repeater extension cable.

OS+RELAY Single relay for O2NE+ & Safe-Ox+.

OS+TWINRELAY Twin relay option for O2NE+ & Safe-Ox+.

SA7L705XFLIND
스페어 레귤레이터는 57/8 & 103/110 리터 실린더 0.5l / min 유량으로 사용
합니다. 참고 : 5 년마다 규칙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NSN 
4820-99-958-7468.

SA7OSREGKIT 58/110L regulator kit for O2NE+ & Safe-Ox+ comprising:1 of 0.5l/m 
regulator to fit 58/110L calibration gas bottles.

REP1HXX01 O2NE+ and SafeOx+ hard wired repeater with 8m cable and 
mm connector.

REP1QXX01 O2NE+ and SafeOx+ quick connect repeater.

REP1RXX01 O2NE+ and SafeOx+ hard wired repeater without cable.

2016년 이후 생산된 새로운 O2NE+ & Safe-Ox+의 예비품과 부속품

8000-0069A Flow adaptor.

9100-2650

O2NE + 및 Safe-Ox + 용 스페어 O2 센서.
** 2016 년 11 월 이후 제조 된 O2NE + 장치에서 사용하십시오. 2016 년 
11 월 이전의 O2NE + 단위는 Analox에서 업그레이드해야합니다. **

P0120-660K Flow adaptor kit for calibration (flow adaptor with 1m of tubing).

2016년 이전에 생산된 O2NE+ & Safe-Ox+ 예비품과 부속품

P0120-403P
O2NE + 및 Safe-Ox + 용 예비 교정 가스켓 30 개 세트.
** 2016 년 11 월 이전에 제조 된 O2NE + 및 Safe-Ox +의 경우 **

P0120-651K
교정 용 유량 어댑터 키트 (개스킷이있는 플로우 어댑터, 튜빙 1m 및 예비 
가스켓 2 개) ** 2016 년 11 월 이전에 제조 된 O2NE + 및 Safe-Ox + 용 **

O2NE와  SafeOx 원판 용 예비품

8000-0069A Flow adaptor.

9100-1021 Replacement O2 cell for use in nitrogen environments. 
NSN: 6515-995986712.

9100-1250
Analox 1의 O2 셀과 O2NE와 Safe-ox의 헬륨 버전을 대체합니다. 현재 사
용되지 않는 9100-1200A를 대체합니다. 환기구와 같은 수 중에서 사용하
지 마십시오.

D
ID

YOU KNOW
?? 대부분의 경쟁사 O2 모니터는 2 년 센서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O2NE +는 최대 7 년 지속됩니

다.

주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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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 Portable 이동용 산소측정기
휴대용 산소 모니터는 LCD 디스플레이, 켜기 / 끄기 스위치 및 교정 손잡이가
있는 견고한 하우징으로 구성된 정확한 빠른 응답의 손에 달린 개인용 산소 모
니터입니다. 내부 PP3 배터리가 제공됩니다.
4000 시간 사용. 고유 한 9212 산소 센서는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Analox
의 자체 온도 보상 기능으로 설계되었으며 3 년 등급 보증이 제공됩니다. 휴대
형 산소 모니터에는 표준으로 2 개의 유량 어댑터가 제공되므로 일반 산소 모
니터 또는 연속 온 라인 산소 분석 또는 가스 실린더 검증에 사용할 수 있습니
다. (휴대용 산소 모니터는 이전에 Mini O2 DII라고 불렸습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MO2BGYY01
휴대용 산소 모니터는 장수명 셀과 표준 흐름 어댑터 및 돔형 흐름 
어댑터 / 제한 장치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범위는 0-100 %입니다.

예비품과 부속품

8000-0002A High pressure DII adaptor.

8000-0011GA Flow adaptor.

9100-9212-5AD Replacement oxygen cell. NSN: 6515-99-K02-4558.

MIO2HO Replacement tubing (per metre). NSN: 6630-99-878-8706.

MIO2OR Spare O ring (pack of 2).

MIO2SDK
샘플 드로우 키트 : 범용 유량 어댑터, 흡인기 벌브, 고무 튜빙 및 스테인
리스 스틸 프로브로 구성.

MO2BGYY02 용접과 함께 사용하기위한 휴대용 산소 모니터에는 견본 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ini O2 UBS 판의 경우

9100-9212-9
나사산 및 molex 커넥터가있는 O2 센서 - UBS Mini O2 버전 전용. 참고 :
이 센서는 표준 휴대용 산소 모니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A
N

A
LO

X RECOMMEN
D

S

봉인 된 가방에 있더라
도 선반에 여분의 O2 센
서를 너무 많이 두지 마
십시오. 공기가 고갈됩

니다.

주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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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A CO Systems 공기잠수체계
에어 다이빙 용 SDA CO는 감압 실 또는 압축기에서 일산화탄소의 정확한 판독 
값을 제공하는 SDA 모니터와 MEC CO 센서 모듈로 구성되며 0-20ppm입니다. 
에어 다이빙 버전은 질소로 설정되며 모니터를 랙에 장착할지 또는 패널 마운
트 할지를 간단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90 일 분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이터 로깅 기능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SDA CO는 현재 Analox 3000 CO 모
니터가있는 경우 현재 패널에 맞을 것입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SDAPCFNXA SDA CO Air: panel mount, 0-20ppm CO in nitrogen.

SDAPCFNYA SDA CO Air: panel mount, 0-20ppm CO in nitrogen with data logging.

SDARCFNXA SDA CO Air: rack mount, 0-20ppm CO in nitrogen.

SDARCFNYA SDA CO Air: rack mount, 0-20ppm CO in nitrogen with data logging.

D
ID

YOU KNOW
?? 표준 전기 화학 센서는 NORSOKK U-100에 규정 된 레벨을 모니터링 할 수 없습니다 ......

이 레벨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SDA CO + 

주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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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A CO+Monitor      CO감시기
SDA CO+ Monitor는 SDA 감시기에 추가 된 최신 제품으로 NORSOK U-100 및 BS8478
과 같은 엄격한 표준을 준수 할 수있을 정도로 정확하고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기
화학 기반 일산화탄소(CO) 감시기입니다.

고정밀 CO 모니터는 SDA CO(포화)감시기를 대신하며 잠수운영 관리자가 허용 수준인 
0.2ppm 이하로 CO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에 대한 시험에서 북해 잠수 지원 선박은 잠수복합단지의 CO 농도가 촉매 
사용에도 불구하고 0.2ppm의 허용 수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산화탄소 셀을 포함하여 SDA감시기와 MEC 감지기 모듈로 구성됩니다. SDA 범위는 포화 잠수 및 표면 공급 잠
수 체계와 같은 대기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응용 분야에 적합한 대기 분석 체계 제품군입니다.

SDA 범위는 맞춤형 대기 감시해법에 쉽게 통합 될 수 있도록 고도로 모듈화되고 유연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각 분석
기의 핵심은 체계에 대한 표시기 및 사용자 연결을 제공하는 소형 감시 장치입니다. 천연색 3.5 "TFT 표시기는 명확한 
판독 및 상태 정보를 제공하며 광범위한 조명 및 장착 위치에 적합합니다. 이 제어는 보정 및 경보 조정과 같은 가장 
일반적인 체계 기능에 빠르고 간단하게 접근할 수있게 해주 며 사용하기 쉬운 목록체계를 통해 보다 세밀한 설정 및
진단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SDA 범위는 지능형 감지기 범위를 사용하므로 유지 보수 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정 및 변경 간격을 화면에 표시 할 
수 있습니다. SDA는 친숙하고 직관적 인 사용자 연결을 제공하며 기존 패널과 랙 또는 새 설치에 쉽게 장착할 수 있
습니다. 이 제품은 NORSOK U-100 및 BS8478을 준수 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있는 유일한 전
기 화학 기반의 감시기입니다. 별매로 제공되는 자료이력저장기능을 사용하면 SDA CO +가 CO 수준이 증가하는 방
법과 시기를 이해할 수 있으며 4- 20mA/ 계전기 출력 모듈 및 주 전원 공급 장치와 같은 일반적인 SDA 옵션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SDAPPWNXAXXX Analox SDA panel mount monitor and TEC carbon monoxide sensor, 
Range 0 to 30ppm carbon monoxide, Branded Analox.

SDAPPWNYAXXX
Analox SDA panel mount monitor and TEC carbon monoxide s 
ensor, Range 0 to 30ppm carbon monoxide, Branded Analox.  
Fitted with data logging.

SDARPWNXAXXX Analox SDA rack mount monitor and TEC carbon monoxide sensor, 
Range 0 to 30ppm carbon monoxide, Branded Analox.

SDARPWNYAXXX
Analox SDA rack mount monitor and TEC carbon monoxide  
sensor, Range 0 to 30ppm carbon monoxide, Branded Analox. 
 Fitted with data logging.

주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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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A CO2  결합체계 
(기존 5001 패널설치형감시기 대체형)

기존의 패널 설치 5001 (또는 동급 제품)을 교체 할 경우 SDA CO2가 기존 패
널에 잘 맞는지 확인하려면 이 부품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
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랙 설치 SDA CO2 감시기, 랙 설치 SDA CO2 
모듈 및 특수 조합 패널 설치 어댑터 판 키트(사용자 설명서의 그림 8과 위에 
나와 있음)입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패널에 장착 할 수 있습니다. 
1) 감시기와 CO2 모듈에서 랙 고정 고정 장치를 제거하십시오.
2) 감시기를 어댑터 판에 놓고(왼손 쪽) 4 개의 M3 구멍에 맟춥니다.

3)제공된 M3x 8mm Pozi-Pan 나사와 M3 Nordlock 와셔 중 4 개를 사용하여 감시기를
제자리에 고정하십시오

4) CO2 모듈을 나머지 공간에 놓고 남은 네 개의 M3 구멍에 맞춥니다.
5)나머지 4 개의 M3x 8mm Pozi-Pan 나사와 M3 Nordlock 와셔로 고정
6)마지막으로 제공된 M5x 25mm Pozi-Pan 나사와 M5 캡티브 너트를 사용하여 결합체를 패널에
고정시킵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SDACBBNXA SDA monitor and CO2 module, combined panel, configured for CO2 
5000ppm 24V DC, Analox.

SDACBBNYA SDA monitor & CO2 module, combined panel, configured for CO2 
5000ppm, 24V DC, Analox with data logging.

SDACBDNXA SDA monitor & CO2 module, combined panel, configured for CO2 0-2%, 
24V DC, Analox.

SDACBDNYA SDA monitor & CO2 module, combined panel, configured for CO2 0-2%, 
24V DC, Analox with data logging.

D
ID

YOU KNOW
?? Analox는 더 이상 SDA CO2의 헬륨판을 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장치는 귀중한 

헬륨을 절약하고 품번을 줄이기 위해 N2에서 보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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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A CO2 체계
랙 또는 패널 고정 CO2 체계를 구매하려는 경우에 이 부품 번호가 요
합니다. 이들은 SDA CO2 감시기와 SDA CO2 모듈로 구성됩니다(기존 
패널 고정 5001 감시기를 교체 할 경우 이 가격표의 'SDA CO2 통합체
계'장을 참조하십시오).

 품      번 제   품   설   명

SDAPBBNXA SDA monitor & CO2 module, panel mount, 0 to 5000ppm.

SDAPBBNYA SDA monitor & CO2 module, panel mount, 0 to 5000ppm 
with data logging.

SDAPBDNXA SDA monitor & CO2 module, panel mount, 0 to 2%.

SDAPBDNYA SDA monitor & CO2 module, panel mount, 0 to 2% with data logging.

SDARBBNXA SDA monitor & CO2 module, rack mount, 0 to 5000ppm.

SDARBBNYA SDA monitor & CO2 module, rack mount, 0 to 5000ppm 
with data logging.

SDARBDNXA SDA monitor & CO2 module, rack mount, 0 to 2%.

SDARBDNYA SDA monitor & CO2 module, rack mount, 0 to 2% with data lo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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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A CO2에 사용되는
 Analox 5S3 CO2 변환기는 신
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
지 가장 정확하고 안정적인 
변환기로서 최소의 편차를 
유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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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A Depth 감시기
SDA 깊이 체계는 SDA 감시기와 압력감지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Analox 
6000을 대체합니다. SDA Depth는 FSA, MSW, BarG 또는 BarA에서 완전히 개
조 가능하며 판독값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SDA는 대기 분석체계 계열로서 대기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응용 분야,
즉 포화 다이빙과 표면 공급 다이빙 시스템에서 
SDA 범위가 쉽게 통합 될 수 있도록 고도로 모듈화되고 유연하게 설
계되었습니다. 맞춤 대기 감시해법으로 각 분석기의 핵심은
포기기 및 사용자 연결을 제공하는 소형 모니터 장치 체계 

천연색 3.5" TFT 표시기는 명확한 판독 및 상태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조명 및 장착 위치에 적합합니다. 이 제어기는 보정 및 경보조정과 같은 가장 일반적인 체계기능에 빠르고 간
단하게 접근할 수있게 해주며 사용하기 쉬운 목록체계를 통해 보다 세밀한 설정 및 진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SDA 범위는 지능형 감지기 범위를 사용하므로 유지 보수 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정 및 변경 간격을 화면
에 표시 할 수 있습니다. SDA는 친숙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기존 패널과 랙 또는 새 설치장소
에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SDA 범위는 일반 배전 및 교량에 대한 해양 산업의 주요 선급 협회의 형식 승인 규격을 
준수합니다. 자체 압력 감지기를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다른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들이도록 SDA 깊이 모니터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이 옵션이 있으면 Analox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현재 Analox는 SDA ROC (Rate of Change)에도 공급합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SDAPHLXXAXXX 0 - 300 FSW, panel mount.

SDAPHLXYAXXX 0 - 300 FSW, panel mount, datalogger.

SDAPHMXXAXXX 0 - 100 MSW, panel mount.

SDAPHMXYAXXX 0 - 100 MSW, panel mount, datalogger.

SDAPHNXXAXXX 0 - 400 MSW gauge, panel mount.

SDAPHNXYXXX 0 - 400 MSW gauge, panel mount, datalogger.

SDAPHPXXAXXX 0 - 1200 FSW gauge, panel mount.

SDAPHPXYAXXX 0 - 1200 FSW gauge, panel mount, datalogger.

SDAPHQXXAXXX 0 - 10 Bar gauge, panel mount.

SDAPHQXYAXXX 0 - 10 Bar gauge, panel mount, datalogger.

SDAPHRXXAXXX 0 - 40 Bar gauge, panel mount.

SDAPHRXYAXXX 0 - 40 Bar gauge, panel mount, datalogger.

SDAPJQXXAXXX 0 - 10 Bar absolute, panel mount.

SDAPJQXYAXXX 0 - 10 Bar absolute, panel mount, datalogger.

SDAPJRXXAXXX 0 - 40 Bar absolute, panel mount.

SDAPJRXYAXXX 0 - 40 Bar absolute, panel mount, datalogger.

SDARHLXXAXXX 0 - 300FSW, rack mount.

SDARHLXYXAXXX 0 - 300FSW, rack mount, datalogger.

SDARHMXXAXXX 0 - 100 MSW, rack mount.

SDARHMXYAXXX 0 - 100 MSW, rack mount, datalogger.

SDARHNXXAXXX 0 - 400 MSW gauge, rack mount.

SDARHNXYAXXX 0 - 400 MSW gauge, rack mount, datalogger.

주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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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번 제   품   설   명

SDARHPXXAXXX 0 - 1200 FSW gauge, rack mount.

SDARHPXYAXXX 0 - 1200 FSW gauge, rack mount, datalogger.

SDARHQXXAXXX 0 - 10 Bar gauge, rack mount.

SDARHQXYAXXX 0 - 10 Bar gauge, rack mount, datalogger.

SDARHRXXAXXX 0 - 40 Bar gauge, rack mount.

SDARHRXYAXXX 0 - 40 Bar gauge, rack mount, datalogger.

SDARJQXXAXXX 0 - 10 Bar absolute, rack mount.

SDARJQXYAXXX 0 - 10 Bar absolute, rack mount, datalogger.

SDARJRXXAXXX 0 - 40 Bar absolute, rack mount.

SDARJRXYAXXX 0 - 40 Bar absolute, rack mount, datalogger.

ANALOX 질문
DNV, IMCA, Lloyds, ABS 및 ADCi 요구 사항/ 지침을 어떻게 
준수 할 계획입니까? -
SDA Depth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주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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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A 2산소 복합 감시기
SDA Dual O2 감시기는 SDA 감시기의 최신 제품으로, % 및 mbar로 산소
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산소감지 쎌을 포함하여 SDA 감시기와 MEC 감지기 모듈로 구성됩니
다. SDA 범위는 포화 잠수 및 표면 공급 잠수 체계와 같이 대기의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응용분야에 적합한 대기 분석 시스템 제품군
으로 구성됩니다.

SDA 범위는 고도로 모듈화되고 유연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
다. 맞춤 대기 감시해법에 쉽게 답을 주게됩니다. 핵심 각 분석기는 표
시기와 소형 모니터 장치를 제공합니다.

천연색 3.5 "TFT 표시기는 명확한 판독 값을 읽게 해 줍니다.
상태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조명으로 장착 위치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절기는 보정 및 
경보 조정과 같은 가장 일반적인 체계기능에 빠르고 간단하게 접근할 수있게 해주며 사용하기 쉬운 목록체계를 
통해보다 세밀한 설정 및 진단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SDA 범위는 지능형 감지 범위를 사용하므로 유지 보수 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정 및 변경 간격을 화면에 표시 할 수 
있습니다. SDA는 친숙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기존 패널과 랙 또는 새 설치에 쉽게 개조하여
쓸 수 있습니다.
감시기 뒷면의 RS485 통신 단자를 사용하면 SDA 듀얼 O2 모니터를 ppO2 판독 값을 mbar 단위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깊이 측정을 제공하는 SDA Depth 또는 SDA ROC(변화율) 감시기에 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O2를 % 및 mbar 단
위로 표시합니다 (SDA Depth 또는 SDA ROC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경우 표준 SDA O2와 동일한 전기 화학적 O2 감지
기를 사용하여 추가 예비 부품이 필요 없음).  mbar 표시기는 ppO2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SDA Depth 또는 SDA ROC 감시기와 함께 사용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패널에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모
니터는 4- 20mA/ 계전기 출력 모듈 및 주 전원 공급 장치와 같은 일반적인 SDA 옵션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중요 참고 사항 : SDA Dual O2 Monitor는 Analox 깊이 센서를 사용하여 SDA Depth 또는 SDA ROC Monitor에 네트워
크로 연결된 경우에만 ppO2 값을 표시합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SDAPKTXXAYXP

Analox SDA Dual O2 Monitor. % O2와 mBar O2를 모두 표시하며 챔버 내 
MEC oxyegn 센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0 ~ 3000mbar의 범위와 0 ~ 100 % 산
소. 패널 마운트. SDA Depth 또는 SDA ROC에서 압력을 판독해야합니다.

SDAPKTXYAYXP

nalox SDA Dual O2 Monitor. % O2와 mBar O2를 모두 표시하며 챔버 내 
MEC oxyegn 센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0 ~ 3000mbar의 범위와 0 ~ 100 % 산
소. 패널 마운트. 데이터 로깅이 적합합니다. SDA Depth 또는 SDA ROC에
서 압력을 판독해야합니다.

SDARKTXXAYXP

Analox SDA Dual O2 Monitor. % O2와 mBar O2를 모두 표시하며 챔버 내 
MEC oxyegn 센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0 ~ 3000mbar의 범위와 0 ~ 100 % 산
소. 랙 마운트. SDA Depth 또는 SDA ROC에서 압력을 판독해야합니다.

SDARKTXYAYXP

Analox SDA Dual O2 Monitor. % O2와 mBar O2를 모두 표시하며 챔버 내 
MEC oxyegn 센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0 ~ 3000mbar의 범위와 0 ~ 100 % 
산소. 랙 마운트. 데이터 로깅이 가능합니다. SDA Depth 또는 SDA ROC
에서 압력을 판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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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A 헬륨 복합감시기
SDA He (헬륨) 복합표시체계는 헬륨 쎌을 포함하여 SDA감시기와 MEC감지기 
모듈로 구성됩니다. SDA는 포화체계에서 헬륨의 순도를 감시하기 위해 헬륨 재
생 시스템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단종된 Analox 
8000 감시기를 대체합니다. 기존의 8000을 대체하기 위해 패널에 완전히 추가 장
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SDA는 포화 잠수 및 표면 공급 잠수체계와 같은 대기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응용 분야에 적합한 대기 분석 체계 제품군입니다. SDA 범위는 맞춤형 대기 감시
해법에 쉽게 통합 될 수 있도록 고도로 모듈화되고 유연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각 분석기
의 핵심은 체계에 대한 표시기 및 사용자 연결을 제공하는
소형 감시 장치입니다. 천연색 3.5 "TFT 표시기는 명확한 판독 및 상태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조명 및 장착 위치에 적합합니다. 이 제어기는 보정 및 경보 조정과 같은 가장 일반적인 체계 기능에 빠르고 간단하
게 접근할 수있게 해주며 사용하기 쉬운 목록체계를 통해보다 세밀한 설정 및 진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SDA 범위는 지능형 감지기 범위를 사용하므로 유지 보수 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정 및 변경 간격을 화면에 표시 할 
수 있습니다.

SDA는 친숙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기존 패널과 랙 또는 새 설치를 위해 쉽게 개조 할 수 있
습니다. 감시기 뒷면의 RS485 통신 단자는 다양한 Analox 가스 및 환경 감지기 및 주변 장치와 연결됩니다. 이는 감
시기와 함께 감지기 또는 주변 장치를 장착 할 수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거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 백 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SDA 범위는 일반 배전 및 교량에 대한 해양 산업의 주요 선급 협회의 형식 승인 사양을 준수합니다. 원하는 정확
도를 얻기 위해 SDA He는 SDA O2에서 산소 판독 값을 참조하도록 (제조 시점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
이 필요한 경우 저희에게 문의하십시오.

 품      번 제   품   설   명

SDAPGKXXAXXX 0 - 100% He, panel mount.

SDAPGKXYAXXX 0 - 100% He, panel mount, data logger.

SDAPO2HESYSTEM SDA Panel Mount oxygen & helium system, with data logging and 
networking enabled. Ranges: 0-100% oxygen, 0-100% helium.

SDARGKXXAXXX 0 - 100% He, rack mount.

SDARGKXYAXXX 0 - 100% He, rack mount, data logger.

SDARO2HESYSTEM SDA Rack Mount oxygen & helium system, with data logging and 
networking enabled. Ranges: 0-100% oxygen, 0-100% he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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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정확도를 얻으
려면 SDA He와 함께 

SDA O2를 사용하여 산
소의 존재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 저희에게 의

논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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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A O2 체계
DA 산소 측정체계는 SDA 감시기와 산소 쎌을 포함하는 MEC 감지기 모듈로 
구성됩니다. SDA 범위는 포화 잠수 및 표면 공급 잠수체계와 같이 대기의 지
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응용 분야에 적합한 대기 분석 체계 제품군으로 구성 

됩니다. SDA 범위는 맞춤형 대기 감시해법에 쉽게 통합 될 수 있도록 고도로 
모듈화되고 유연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각 분석기의 핵심은 시스템에 대한 디
스플레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소형 감시장치입니다. 천연색 3.5 
"TFT 표시기는 명확한 읽기 및 상태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조명상태와 장착 
위치에 적합합니다. 이 제어기는 보정 및 경보조정과 같은 가장 일반적인 체계 
기능에 빠르고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 사용하기쉬운 목록체계를 통
해 보다 세밀한 설정 및 진단 정보에 접근할 수있게 해 줍니다.

SDA 범위는 지능형 센서 범위를 사용하므로 유지 보수 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정 및 변경 간격을 화면에 표시 할 수 
있습니다. SDA는 친숙하고 직관적 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기존 패널과 랙 또는 새 설치에 쉽게 대응 할 수 
있습니다.  감시기 뒷면의 RS485 통신단자는 다양한 Analox 가스 및 환경 센서 및 주변 장치와 연결됩니다.
이는 모니터와 함께 센서 또는 주변 장치를 장착 할 수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거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 백 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SDAPAAXXAXXX SDA O2 Panel mount, 0.0 to 100% O2, Analox (includes MEC O2 
Sensor module).

SDAPAAXYAXXX SDA O2 Panel mount, 0.0 to 100% O2, Analox with data logging 
(includes MEC O2 Sensor module).

SDAPAEXXAXXX SDA O2 panel mount 0-3000mbar ppO2 (includes MEC O2 
Sensor module).

SDAPAEXYAXXX SDA O2 Panel mount 0-3000 mbar ppO2, 24V DC, with data logging 
(includes MEC O2 Sensor module).

SDARAAXXAXXX SDA O2 Rack mount, 0 to 100% O2, Analox (includes MEC O2 
Sensor module).

SDARAAXYAXXX SDA O2 Rack mount, 0 to 100% O2, Analox with data logging 
(includes MEC O2 Sensor module).

SDARAEXXAXXX SDA O2 Rack mount, 0-3000mBar ppO2, Analox (includes MEC O2 
Sensor module).

SDARAEXYAXXX SDA O2 Rack mount, 0-3000mBar ppO2, Analox with data logging 
(includes MEC O2 Sensor module).

D
ID

YOU KNOW
?? 이제 Analox는 랙 또는 패널고정판으로 유량계 패널을 제공하여 패널의 설계 및 작

동이 균일 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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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A ROC(변화율) 감시기
왜 필요합니까?
잠수부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위험한 감압 속도를 피하기 위해 압력 변화율 (ROC)을 감시
하고 제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OC가 너무 높으면 해압에 고통받는 다이버의 위험
이 증가합니다. SDA ROC 감시기는 깊이 수준이 아니라 깊이가 변화하는 속도를 기반으
로하는 경보를 제공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SDA ROC는 점령된 잠수실의 압력을 감시하고 변화율이 너무 높으면 경보를 발령합니
다. 이는 깊이감지기에서 판독값을 표본추출하고 임의의 갑작스러운 변화의 영향을 부
드럽게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수행됩니다. SDA는 판독 값을 사용하여 ROC 값을 계
산 한 다음 미리 설정된 경보 임계값과 비교합니다.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SDA ROC 감지기는 주거 공간, 고압 구명정 또는 잠수 벨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DNV Offshore Standard 402를 준수하
기 위해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감지기와 SDA 사이에서 사용됩니다. ROC 경보 상수는 다른 챔버 크기 및 구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분당 해수 미터/ 피트 또는 시간당 해수 미터/ 피트의 두 가지 경보 임계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 SDA ROC를 다른 Analox SDA 장치의 압력 원천으로 사용하려면
네트워킹 옵션 SDAPLMXAYXX를 구입해야합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SDAPLMXAYXX SDA ROC 0.0 to 300.0 MSW, Rack Mount, with networking.

SDAPLMXXAXXX SDA ROC 0.0 to 100.0 MSW, Panel Mount.

SDAPLMXYAXXX SDA ROC 0.0 to 100.0 MSW, Panel Mount with data logging.

SDAPLPXXAXXX SDA ROC 0.0 to 1200 FSW, Panel Mount.

SDAPLPXYAXXX SDA ROC 0.0 to 1200 FSW, Panel Mount with data logging.

SDAPLUXXAXXX SDA ROC 0.0 to 300.0 MSW, Panel Mount.

SDAPLUXYAXXX SDA ROC 0.0 to 300.0 MSW, Panel Mount with data logging.

SDAPMQXXAXXX SDA ROC 0.00 to 10.00 bar, Panel Mount.

SDAPMQXYAXXX SDA ROC 0.00 to 10.00 bar, Panel Mount with data logging.

SDAPMRXXAXXX SDA ROC 0.00 to 40.00 bar, Panel Mount.

SDAPMRXYAXXX SDA ROC 0.00 to 40.00 bar, Panel Mount with data logging.

SDARLMXXAXXX SDA ROC 0.0 to 100.0 MSW, Rack Mount.

SDARLMXYAXXX SDA ROC 0.0 to 100.0 MSW, Rack Mount with data logging.

SDARLPXXAXXX SDA ROC 0.0 to 1200 FSW, Rack Mount.

SDARLPXYAXXX SDA ROC 0.0 to 1200 FSW, Rack Mount with data logging.

SDARLUXXAXXX SDA ROC 0.0 to 300.0 MSW, Rack Mount.

SDARLUXYAXXX SDA ROC 0.0 to 300.0 MSW, Rack Mount with data logging.

SDARMQXXAXXX SDA ROC 0.00 to 10.00 bar, Rack Mount.

SDARMQXYAXXX SDA ROC 0.00 to 10.00 bar, Rack Mount with data logging.

SDARMRXXAXXX SDA ROC 0.00 to 40.00 bar, Rack Mount.

SDARMRXYAXXX SDA ROC 0.00 to 40.00 bar, Rack Mount with data lo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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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A 온도와 습도 복합 감시기
SDA 온도 및 습도는 두 가지 형식으로 제공되며 감시기에서 경보설정 값을 쉽게 조정할 수있는 
대형 천연색 화면에서 온도(C 또는 F)와 습도 수준을 모두 표시하는 동일한 사용자 친화적 모니
터를 사용합니다. 이 제품들은 현재 단종된 Analox 4000 및 7000 감시기를 대체합니다. 감지기
가 실 내부에 간단히 장착된 표준챔버 판은 고압 챔버, 구명정 또는 다이빙 벨의 모니터링에 이
상적이며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과 작업 환경이 산업지침에 따라 유지되도
록합니다. 감지기가 가스 배관 내부에 장착 된 인라인 판은 수중 차량, 시스템 및 고압 가스 시설
의 구축 및 분류를 위한 ABS 규칙(Gas Reclaim Systems section)과 같은 분류 요구 사항에 따라 호
흡 가스 공급 온도 및 습도를 감시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 두 판 모두 랙 또는 패널 설치형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구매시 자료이력기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SDA 출력 모듈과도 호환되므로 계
전기 또는 4- 20mA 출력이 필요한 경우 필요할 때 간단하게 추가 할 수 있습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Chamber version 

SDAPDGXXA SDA Monitor & T&H probe (Chamber version), panel mount configured 
for 0-100degC, 0-100%RH, 24V DC.

SDAPDGXYA SDA Monitor & T&H probe (Chamber version), panel mount configured 
for 0-100degC, 0-100%RH, 24V DC with data logging.

SDAPDHXXA SDA Monitor & T&H probe (Chamber version), panel mount configured 
for 32-212degF, 0-100%RH, 24V DC.

SDAPDHXYA SDA Monitor & T&H probe (Chamber version), panel mount configured 
for 32-212degF, 0-100%RH, 24V DC with data logging.

SDARDGXXA SDA Monitor & T&H probe (Chamber version) rack mount configured for 
0-100degC, 0-100%RH, 24V DC.

SDARDGXYA SDA Monitor & T&H probe (Chamber version) rack mount configured for 
0-100degC, 0-100%RH, 24V DC with data logging.

SDARDHXXA SDA Monitor & T&H probe (Chamber version), rack mount configured for 
32-212degF, 0-100%RH, 24V DC.

SDARDHXYA SDA Monitor & T&H probe (Chamber version), rack mount configured for 
32-212degF, 0-100%RH, 24V DC with data logging.

In-line version 

SDAPEGXXA SDA Monitor & T&H probe (In-line version), panel mount configured for 
0-100degC, 0-100%RH, 24V DC, Analox.

SDAPEGXYA SDA Monitor & T&H probe (In-line version), panel mount configured for 
0-100degC, 0-100%RH, 24V DC, Analox with data logging.

SDAPEHXXA SDA Monitor & T&H probe (In-line version), panel mount configured for 
32-212deF, 0-100%RH, 24V DC, Analox.

SDAPEHXYA SDA Monitor & T&H probe (In-line version), panel mount configured for 
32-212deF, 0-100%RH, 24V DC, Analox with data logging.

SDAREGXXA SDA Monitor & T&H probe (In-line version), rack mount configured for 
0-100degC, 0-100%RH, 24V DC, Analox.

SDAREGXYA SDA Monitor & T&H probe (In-line version), rack mount configured for 
0-100degC, 0-100%RH, 24V DC, Analox with data logging.

SDAREHXXA SDA Monitor & T&H probe (In-line version), rack mount configured for 
32-212deF, 0-100%RH, 24V DC, Analox.

SDAREHXYA SDA Monitor & T&H probe (In-line version), rack mount configured for 
32-212deF, 0-100%RH, 24V DC, Analox with data lo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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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A VOC(휘발성유기화합물) 체계
SDA 범위는 포화 잠수 및 표면 공급 잠수 체계와 같은 대기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응용 분야에 적합한 대기 분석 체계 제품군입니다. SDA 범위는 맞춤형 
대기 감시 해법에 쉽게 통합 될 수 있도록 고도로 모듈화되고 유연
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각 분석기의 핵심은 시스템에 대한 디스플레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소형 모니터 장치입니다. SDA VOC 시스템은 PID 셀을 
포함하여 SDA 모니터와 MEC 감지기 모듈로 구성됩니다. 천연색 3.5 "TFT 표시
기는 명확한 판독 및 상태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조명 및 여러 장착 위치에 적
합니다. 이 제어기는 보정 및 경보 조정과 같은 가장 일반적인 시스템 기능에 
대한 빠르고 간단한 해결을 제공합니다.

간편한 방법으로 보다 상세한 설정 및 진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목록체계를 사용하십시오. SDA 범위는 지능형 센서 범위를 사용하므로 유지 보수 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정 및 변경 
간격을 화면에 표시 할 수 있습니다. SDA는 친숙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기존 패널과 랙 또는 새 
설치시에 쉽게 개조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감시기 뒷면의 RS485 통신단자는 다양한 Analox 가스 및 환경 센서 및 주변 
장치와 연결됩니다. 이는 감시기와 함께 감지기 또는 주변 장치를 장착 할 수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거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 백 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SDAPFJHXA SDA panel mount monitor and MEC VOC Sensor, Range 0 to 100ppm 
VOC in Helium.

SDAPFJHYA SDA panel mount monitor and MEC VOC Sensor, Range 0 to 100ppm 
VOC in Helium, fitted with data logging.

SDAPFJNXA SDA panel mount monitor and MEC VOC Sensor, Range 0 to 100ppm 
VOC in Nitrogen.

SDAPFJNYA SDA panel mount monitor and MEC VOC Sensor, Range 0 to 100ppm 
VOC in Nitrogen, fitted with data logging.

SDARFJHXA SDA rack mount monitor and MEC VOC Sensor, Range 0 to 100ppm 
VOC in Helium.

SDARFJHYA SDA rack mount monitor and MEC VOC Sensor, Range 0 to 100ppm 
VOC in Helium, fitted with data logging.

SDARFJNXA SDA rack mount monitor and MEC VOC Sensor, Range 0 to 100ppm 
VOC in Nitrogen.

SDARFJNYA SDA rack mount monitor and MEC VOC Sensor, Range 0 to 100ppm 
VOC in Nitrogen, fitted with data lo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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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X 질문

제어판에서 디자인과 작동의 연속성을 원하십니까? 
SDA 모니터 제품군은 동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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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A 예비품 및 부속품
이 제품은 SDA CO의 공기잠수(에어 다이빙) 및 포화 잠수 판에 모두 적합합니다. SDA CO2 체계는 SDA 감시기와 
SDA CO2 모듈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부품을 교체하거나 예비 부품을 예비해 둘 수 있습니다. 올바른 SDA CO2 모듈
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SDA O2는 SDA O2 감시기와 MEC O2 감지기 모듈로 구성됩
니다. SDA O2와 함께 유량계 패널 (또는 랙)을 사용하여 유량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SDA O2의 예
비 부품 및 액세서리 목록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모든 SDA 변종 예비품과 부속품 

2533-1005 Power supply filter for bridge & deck zone use (Lloyds test spec 
1 compliance).

8000-0069A Flow adaptor.

SDAFMPANEL SDA Flow meter on panel mount plate, with O2 label.

SDAFMRACK SDA Flow meter on 1/4 rack, 3U plate.

SDAMONCON SDA Phoenix connector Pack.

SDAOMCURRENT 4-20mA output module with 2 off relays. (Connects to serial data output 
on SDA module).

XK0-445K SDA combined panel mount adaptor plate kit.

XK0-662
24V DC 영국 플러그 패널 마운트 전원 공급 장치 40W, 부속품으로 2 
개의 SDA 모듈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XK0-667
24V DC 범용 플러그 패널 마운트 전원 공급 장치 40W, 부속품으로 2 개
의 SDA 모듈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SDA CO용 예비품과 부속품 
9100-2030 CO Cell only.

MECCOBBBP MEC Carbon monoxide sensor module 0-20ppm.

SDA He용  예비품과 부속품 
MECHEMBDP Spare MEC sensor module.

VQ546MR Helium Sensor.

SDA CO2용 예비품과 부속품 

SDAPBBXA SDA monitor panel mount configured for CO2 5000ppm, 
24V DC, Analox.

SDAPBBYA
이산화탄소 5000ppm, 24V DC, Analox, 데이터 로깅을 위해 구성된 
SDA 모니터 패널 마운트.

SDAPCO2ASN
0-5000ppm SDA CO2 모듈 대기압 보상에는 유량계 (질소 교정)가 포
함됩니다.

SDAPCO2BBN
0-2 % SDA CO2 모듈 대기압 보상은 유량계 (질소에서 보정)를 포함합
니다.

SDARBBXA SDA Monitor rack mount configured for CO2 5000ppm, 24V DC, Analox.

SDARBBYA SDA monitor rack mount configured for CO2 5000ppm, 24V DC, Analox 
with data logging.

SDARCO2ASH
0-5000ppm SDA CO2 모듈 대기압 보상에는 유량계 (헬륨으로 보정)
가 포함됩니다.

SDARCO2ASN
0-5000ppm SDA CO2 모듈 대기압 보상에는 유량계 (질소에서 보정)
가 포함됩니다.

SDARCO2BBN
0-5000ppm SDA CO2 모듈 대기압 보상에는 유량계 (헬륨으로 보정)
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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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번 제   품   설   명

XK0-447K SDA CO2 5001 USN Compatibility Plate (Only required if replacing an 
existing 5001 USN Monitor).

SDA O2용 예비품과 부속품 
9100-9212-9HM Replacement O2 cell for O2 MEC sensor module.

MECO2ABBP OEM MEC oxygen (O2), 0-3000mbar O2, 150mm Lead, Plastic Enclosure.

SDAPAAXA SDA monitor panel mount configured for O2 0-100% O2, 24V DC.

SDAPAAYA SDA monitor panel mount configured for O2 0-100% O2, 24V DC, 
with data logging.

SDAPAEXA SDA monitor panel mount configured for O2 0-3000 mbar ppO2, 
24V DC.

SDAPAEYA SDA monitor panel mount configured for O2 0-3000 mbar ppO2, 24V 
DC, with data-logging.

SDARAAXA SDA monitor rack mount configured for O2 0-100% O2, 24V DC.

SDARAAYA SDA monitor rack mount configured for O2 0-100% O2, 24V DC with 
data logging.

SDARAEXA SDA monitor rack mount configured for O2 0-3000 mbar ppO2, 24V DC.

SDARAEYA SDA monitor rack mount configured for O2 0-3000 mbar ppO2, 24V DC, 
with data logging.

XK0-472K Universal mounting bracket for power supply, universal output module 
and sensor (CO, O2 or VOC sensors).

XK0-473K For CO, O2 or VOC sensors - Mounting br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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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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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ox는 SDA O2, SDA CO 및 SDA He와 함께 사용할 수있는 패널 또는 랙 
부착 플로 패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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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MkIIIF 패널설치형 고압실 감시기
Sub MkIIIF는 고정밀 반도체 마이크로 프로세서 구동 패널 설치형 고압실
감시체계입니다. Sub MkIIIF는 제어실에 설치되도록 설계된 주 운전자 콘
솔, 대기압 및 최대 3 개의 원격 감지기 블록(REM)으로 구성됩니다. REM은 
고압 환경에 설치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운전자 콘솔은 REM에 전원을 공
급하고, 경보 설정 값, 교정 및 직렬 자료 출력을 변경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REM 1 감지기 본체는 지속적으로 이산화
탄소와 산소 압력을 감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매개 변수는 REM1의 개
별 표시기에 표시되고 주 제어판에서 반복됩니다. REM에는 경음장치가 장
착되어 있습니다. REM 2 감기지 본체는 지속적으로 온도와 습도를 감시하도
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매개 변수는 REM2의 개별 표시기에 표시되며
운전자 콘솔에서 반복됩니다. REM에는 경음 경광경보가 장착되어 있습니
다. 표준 전원 .. 은 9- 24VDC이지만 부속품으로 외부 전원 공급 장치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8 개의 계전기와 4- 20mA 출력이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REM 1과 REM 2가있는 Sub MkIIIF의 경우 일반적으로 2* O2, 2* CO2, 2* 압력 및 1* 
온도와 1* RH로 구성됩니다.

2개의 REM 1이있는 Sub MkIIIF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
다.  2* O2, 1* CO2, 1* REM1 당 1*압력.

Sub MkIIIF는 산소 제어기로 구성 할 수 있습니다.이 제어기는 1 개의 운전자 콘솔과 최대 3 개의 REM, 3* O2 감지기유
닛으로 구성됩니다
잠수함 구조 차량에 대한 일반적인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제어 능력에서 O2 분사 설정 점은 운전실 콘솔에 설정되며 
솔레노이드 밸브에 신호를 제공하여 챔버/ 턱받이 선으로 O2를 열고 방출합니다. 부품 번호는 REM의 수, 측정 범위, 
측정 단위 및 출력을 식별하도록 구성됩니다.

참고 : 모든 하위 MkIIIF 주문은 특별 계약 검토를 거쳐야합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ASF3AAGJCYY

다이빙 시스템. REM1 & REM2, 0 ~ 1500mBar ppO2, 0.00 ~ 20.00 mBar ppCO2 
in He, 0.00 ~ 350.0 MSW, 0.0 ~ 50 DegC, 0 ~ 100 % RH, 24VDC, 릴레이 및 
4-20mA 출력을 지원합니다. 메인 오퍼레이터 콘솔은 패널에 통합되도록 설
계되었습니다.

ASF3AAGJXXY

다이빙 시스템. REM1, 0에서 1500mBar ppO2, 0.00에서 20.00 mBar ppCO2, 
0.00에서 350.0 MSW, 24VDC, 릴레이 및 REM1이있는 Sub MkIIIF
4-20mA 출력. 메인 오퍼레이터 콘솔은 패널에 통합되도록 설계되었습니
다.

ASF3AEDACYY

고압 산소 요법 (HBOP) 또는 공기 실 또는 수중 서식지. REM1 & REM2, 
0-3000mBar ppO2, 0.00에서 20.00 mBar ppCO2, 0.80에서 10.00 bara, 0.0에서 
50dBc, 0에서 100 % RH, 24VDC, 릴레이 및 4-20mA 출력을 갖는 Sub 
MkIIIF. 메인 오퍼레이터 콘솔은 패널에 통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SF3AEDAXXY

고압 산소 요법 (HBOP) 또는 공기 실 또는 수중 서식지. REM1, 0에서 
3000mBar ppO2, 0.00에서 20.00 mBar ppCO2, 0.80-10.00 bara, 24VDC, 릴레이 
및 4-20mA 출력을 갖는 Sub MkIIIF. 메인 오퍼레이터 콘솔은 패널에 통합되
도록 설계되었습니다.

D
ID

YOU KNOW
?? Sub MkIIIF는 전세계 여러 해군에 의해 사용되는 시스템을 포함하여 Analox 

Specials의 빌딩 블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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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MkIIIF 예비품 및 부속품

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감지기 예비품과 부속품

9100-9175 SubMkIIIF 35Bar spare pressure sensor.

9100-9212-9H3 Sub MkIIIF 0-3000mbar O2 sensor.

AS2F-660 Sub MkIIF Rem 2 T&H module.

MIRAGNX4S Sub MkIIIF 0-20mbar MIR CO2 sensor in N2.

MIRASHX4S Sub MkIIIF 0-20mbar MIR CO2 sensor in He.

MIRDJNX4S Sub MkIIIF 0-100mbar MIR CO2 sensor in N2.

SA1HAT690 Sub MkIIIF spare temperature & humidity sensor for SubMkIIIF REM2.

DCM 과 REMS 예비품과 부속품

Contact Analox Spare DCM for Sub MkIIIF.

F3R1AAAY Rem 1 0 to 1500mbar ppO2, 0.00 to 100.00 mbar ppCO2 in N2 and 0.80 
to 10.00 bara pressure (example only).

F3R1ADAY REM1 for an SRV system 0 to 1500mbar ppO2, 0.00 to 20.00 mbar 
ppCO2 in N2 and 0.80 to 10.00 bara pressure (example only).

F3R1AGEY REM1 for a Diving System 0 to 1500mbar ppO2, 0.00 to 20.00 mbar 
ppCO2 in He and 0.80 to 60 bara pressure (examples only).

F3R1EDAY REM1 for an HBOT System 0 to 3000mbar ppO2, 0.00 to 20.00 mbar 
ppCO2 in N2 and 0.80 to 10 bara pressure (example only).

F3R2CYY REM2 for use in all systems 0.0 to 50.0 deg C and 0 to 100% RH 
humidity (example only).

F3R2FYY Rem 2 32.0 to 122.0 deg F and 0 to 100% RH humidity (example only).

F3R3AXXAY
O2 컨트롤러 용 REM3 산소 주입 컨트롤러 (예제 만 해당)로 0에서 
150s0mbar ppO2 및 0.80에서 10.0 bara 압력.

기타 예비품과 부속품

1817-5000 Sub MkIIIF replacement neoprene tubing per metre.

2822-0019A Sub MkIIIF universal in line power adaptor 24V 65W.

2822-0023 Sub MkIIIF DIN rail mount power adaptor.

8000-0069A Flow adaptor.

9100-9212-9HSUBA 0-1500mbar O2 sensor.

FSUB-607 Sub MkIIIF spare cable DCM to REM1 or REM2.

FSUB-608 Sub MkIIIF spare cable REM2 to REM1.

FSUB-609 Sub MkIIIF spare cable DCM to terminal.

구형 Sub MkIIF 예비품과 부속품

SAEPAS2F613 Sub MkIIF spare cable from panel to REM.

SAEPAS2F614 Sub MkIIF spare cable from REM1 to REM2.

SAEPAS2F616 Sub MkIIF data download cable.

FE
AT

URED SPARE

F3R2CYY Spare REM2 : 잠수 벨과 같은 험악한 환경에서 종종 사용되는데 여분의 REM2를 
실장(onboard)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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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MkIIP 휴대형 잠수함 감시기
Sub MkIIP는 고정밀 마이크로 프로세서 구동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최대 6 개
의 변수(O2, CO2, 압력, 온도, 경과 시간 및 건전지 수명)를 감시하고 6 개의 후
광부 LCD 표시기에 동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전체 압력 보정을 제공하며 모든 판독 값은 온도 보상됩니다. 이것은 잠수함 탈
출 챔버의 대기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있는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표준 센서 유닛은 최대 10 bara의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견고한 방수 외함에 내장된 측정 쎌은 방수 및 방진막으로 보호되
어 쎌 오염을 방지합니다. 
보정이 쉽고 배터리를 포함하여 2.5kg의 무게 밖에 안됩니다. 또한 PC에 연결하
기위한 RS232 내려받기 단자가있는 자료이력 저장을 위해 Sub MkIIP에서 별매
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SA1W75SR60N541 Sub MkIIP 8-40V DC. 0-10% SEV CO2, 0-2 ATA pp, FSW and °F.

SA1W75SR60N541C Sub MkIIP 9-40V DC. 0-10% SEV pp CO2, 0-200% SEV pp O2, 0.8-10 
BarA and 0-40°C, with data logging. NSN 6630 99 811 2621.

SA1W75SR60N561 Sub MkIIP 8-40 VDC. 0-10% SEV CO2, 0-2000mB O2, MSW and °C, 
with data logging.

SA1W75SR60N564 Sub MkIIP 8-40VDC. 0-10% SEV pp CO2, 0-200% SEV pp O2, 0-300 
FSW and 32-104°F, with data logging. NSN 6630 01 532 7090.

SA1W75SR60N571 Sub MkIIP 8-40VDC. 0-10% SEV CO2, 0-2000mB O2, MSW and °C.

SA1W75SR60N581 Sub MkIIP 8-40VDC. 0-10% SEV CO2, 0-2 ATA pp, FSW and °F, 
with data logging.

예비품과 부속품과 용역

2557-4625 Pressure tested ‘D’ cells. *MOQ16*. NSN 6135-008357210.

9100-9212-9HSUB 1005 & MkII replacement O2 sensor. NSN 6515-992462611.

SA2W75USPOWER MkIIP US power cable.

SA2W75UNIPOWER MkIIP Universal power cable.

SAEPAS2602 MRC MkII & Sub MkIIP data download cable.

SAEPAS2605 MRC MkII & Sub MkIIP DC power cable.

SUBCAL

Sub MkIIP의 연간 교정 (1 단위 교정, 가격은 Sub MkIIP 당 가격이며, O2 센
서 교체, D 셀(배터리) 교체, O2, CO2, 압력 및 온도 센서의 재 교정 청소 및 
압력 테스트. 추가로 필요한 작업을 조언하고 인용할 수 있습니다.

SUBCAL(2OFF) Annual calibration of Sub MkIIP (2 off unit calibration).

SUBMKIIPOHAUL 5 yearly refurbishment.

SUBRESETUP
CO2 센서의 수명 드리프트를 고려한 Sub MkIIP의 완전 리셋. 여기에는 재 
선형화, 가스 법 및 압력 테스트, 온도 보상이 포함됩니다.

NOTE:  
MOQ OF 16

*Required on
2557-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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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훈련기
Sub Trainer는 잠수함 탈출 훈련 학교를 위해 특별히 제작 된 도구입니다. 산소, 
이산화탄소, 압력 및 온도를 포함하여 Sub MKIIP에 표시된 모든 측정 값을 제
어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설정된 측정 값을 사용할 수도 있고 특정 요구 사항에 
맞게 구성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도구는 Sub MKIIP의 검정색 훈련 판, 
Analox 교육 소프트웨어 및 RS232- USB 연결선으로 구성됩니다. 

소프트웨어 규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데 특별한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PC에 표준 RS232 직렬 단자가 없는 경우 USB 직렬 포트 어댑터 용 드라
이버를 설치해야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다음을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 XP. 
Vista 및 Windows 7.

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SA8W75SR60N541C Sub trainer. 0-200% SEV ppO2, 0-10% SEV ppCO2, 0.8-10 bara, 0-40 
deg C. NSN - K102-6930-99-515-8269.

SA8W75SR60N561 Sub trainer. 0-200% SEV ppO2, 0-10% SEV, ppCO2, 0-90 MSW, 
0-40 deg C.

SA8W75SR60N564 Sub trainer. 0-200% SEV ppO2, 0-10% SEV ppCO2, 0-300 FSW, 
32-104 deg F.

예비품과 부속품

SA8AS2602USB Sub Trainer - RS232 to USB lead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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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기체 교정 키트
Analox 계측기는 모두 최고 품질의 시험/ 체크 가스를 사용하여 쉽게 보정 할 수 있습니다. 시험/ 체크 가스는 가장 정
확하고 안정적이며 일관성있는 비용 효율적이고 가벼운 비 충진 실린더로 공급됩니다. 실린더는 103 리터, 57/8 및 20 
리터로 제공됩니다.

치수

12 litres 9.5 x 3 inches 
57/58 litres 13.5 x 3.5 inches 
110 litres 14 x 3.25 inches. 
교정 키트 : 각 교정 키트는 가스 실린더 1 개와 적합한 압력 조절기로 구성됩니다. 
조절기 : 단일 스테이지 피스톤형 조절기에는 일정한 가스 흐름 또는 쉬운 켜기/ 끄기 (유량 = 0.5l / min)를 허용하는 제
어 밸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각 모델에는 실린더 압력 게이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 인도기간은 최소 30 일입니다 **

 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CO Clear 교정

SA7L20153K

CO Clear (Air/Mixed Gas)
12 litre 20.9% O2 in N2,
12 litre 10ppm CO/20.9% O2 in N2.
1 x fine control valve.

SA7L20154K

CO Clear (Heliox)
12 litre 20.9% O2 in He,
12 litre 10ppm CO/20.9% O2 in He,
1 x fine control valve.

Hyper-Gas 교정

SA7L20742K Hyper-gas MkII 
20 litre can 4% propane in nitrogen plus fine control valve.

Aspida 교정

PGA-611

Aspida ADM HBOT 
CO2 calibration gas kit, comprising: 
1 x 12 litre 3% CO2 in N2, 
1 x 20 litre 100% N2, 
1 x fine control valve and tubing.

PSA-612

Aspida Sub
1 x 20 litre 21% Oxygen  
balance Nitrogen,
1 x 20 litre 100% Nitrogen,
1 x Fine control valve and tubing.

A50 교정

A50CHECKKIT
Ax50 
Alarm check kit inc:
2 x 12 litre test gases, control valve, flow adaptor & 1m tubing.

EIICO 교정

SA7EIICOCALKIT EIICO 
12 litre calibration span gas 50ppm CO in air.

SA7EIICOZCALKIT EIICO 
12 litre calibration zero gas 21% O2 in N2.

Flam 감지기 교정

SA7L2023K
Flam detector
12 litre 2.5% CH4 in air,
1 x fine control valve.



62

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MEC CO 교정

SA7MEC500CALK MEC CO 500ppm Calibration Kit.

Safe-Ox+ 와 O2NE+ 교정

O2NEUPGRADE 20.9 % 산소를 사용하여 보정 할 수 있도록 표준 O2NE를 업그레이드합니다.

SA7O2NE+CAL

Analox O2NE + 계측기의 교정 및 알람 체크 가스 키트 :
1 x 110 litre can calibration gas with pure air (20.9% oxygen in nitrogen), 
1 x 0.5 litre/m flow regulator.

SA7O2NE+CALCHK

Analox O2NE + 계측기의 교정 및 알람 체크 가스 키트 :
1 x 110 litre can calibration gas with pure air (20.9% oxygen in nitrogen), 
1 x 110 litre can check gas with 100% nitrogen,
1 x 0.5 litre/m flow regulator.

SA7O2NE+CHK
Analox O2NE + 계측기 용 알람 체크 가스 키트 : 
1 x 110 litre can check gas with 100% nitrogen,
1 x 0.5 litre/m flow regulator.

SA7OSREGKIT
O2NE + 및 Safe-Ox + 기기 용 58/110 리터 조절 키트 : 58 / 110L 교정 가스 병
에 맞는 0.5 리터 / 미터 조절기 1 개.

SA7OS+CAL

Analox O2NE + 및 Safe-Ox + 기기 용 교정 가스 키트 :
1 x 110 litre can calibration gas with pure air (20.9% oxygen in nitrogen), 
1 x 0.5 litre/m flow regulator.

SA7SAFE-OX+CAL

Analox Safe-Ox + 용 교정 및 알람 체크 가스 키트
기구들 :
1 x 110 litre can calibration gas with pure air (20.9% oxygen in nitrogen), 
1 x 110 litre can low alarm check gas with pure nitrogen,
1 x 110 litre can high alarm bump test gas, 23.5% oxygen.
1 x 0.5 litre/m flow regulator.

SA7SAFE-OX+CALCHK

Safe-Ox + 계측기의 교정 및 알람 체크 가스 키트 :
1 x 110 litre can calibration gas with pure air (20.9% oxygen,  balance 
nitrogen),
1 x 110 litre can check gas with 100% nitrogen,
1 x 110 litre can check gas with 1 x 110 litre 23.5% oxygen  
balance nitrogen,
1 x 0.5 litre/m flow regulator.

SA7SAFE-OX+CHK

Analox Safe-Ox + 계측기 용 알람 체크 가스 키트 :
1 x 110 litre can check gas with 100% nitrogen,
1 110 litre can check gas with 23.5% oxygen balance nitrogen, 1 
x 0.5 litre/m flow regulator.

SAFE-OXUPGRADE
20.9 % 산소를 사용하여 교정 할 수 있도록 표준 Safe-Ox를 업
그레이드합니다.

Sub MkIIIF 교정

SA7L20135K

Sub Mk III F Cal Kit:
12L 2.5% CO2 in He Tol +/-5%,
Flow Indicator for 20L cans,
Neoprene tubing,
Flow Adaptor.

참고 : 모든 O2NE + 및 Safe-Ox + 보정 및 경보점검 가스 키트의 경우 유량 어댑터 키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P0120-660K는 2016 년 11 월 이후 생산되었습니다.

P0120-651K는 2016 년 11 월 이전에 제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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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기체 
Analox 계측기는 모두 시험/ 체크 가스를 사용하여 쉽게 보정 할 수 있습니다. 시험/ 체크 가스는 경제적이고 가벼운 
비 충전식 실린더로 공급됩니다. 실린더는 103, 57/8 및 20 리터로 제공됩니다.

치수

12 litres 9.5 x 3 inches 
57/58 litres 13.5 x 3.5 inches 
103 litres 14 x 3.25 inches 
정확도 : 110 리터 시험가스 실린더는 작은 실린더 (+/- 5 %)보다 더 나은 허용 오차 (+/- 2 %)를 나타냅니다. 이를 염
두에 두고 우리는 검출기/ 모니터가 사용되는 이유에 따라 선택된 시험 가스 내성을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따
라서 대부분의 생명 유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더 높은 허용 오차가 권장됩니다.

조절기 : 단일 스테이지 피스톤 형 조절기에는 일정한 가스 흐름 또는 쉬운 켜기/ 끄기 (유량 = 0.5l / min)를 허용하는 제
어 변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각 형명에는 실린더 압력 게이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정압기 유효 기간 : 새로운 레귤레이터는 적어도 5 년마다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30 일의 인도시간을 기록해 두십시오.**

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SA7CAN510 EIICO - 10ppm CO in air bump test gas.

SA7L10303 5000ppm CO2 balance N2.

SA7L10308 O2NE+ - 110 litre low alarm check gas, 100% N2.

SA7L10501 110 litre calibration gas. 100% nitrogen.

SA7L11009 O2NE+ & SafeOx+ - 110 litre pure air calibration gas.

SA7L110165 SafeOx+ - 110 litre high alarm check gas, 23.5% O2 in N2.

SA7L110173 ACG+ - 110 litre span calibration gas 18ppm carbon monoxide, 18ppm 
isobutylene 20.9% oxygen 900ppm carbon dioxide in balance nitrogen.

SA7L110174 ACG+ - 110 litre zero calibration gas 8% oxygen in balance nitrogen.

SA7L110190 110 litre calibration gas. 50% LEL H2 in balance air. +/- 2% tolerance.

SA7L110403 110 litre 5% Propane in balance Nitrogen. (Disposable cylinder). 
NSN 6830-99-180-3830.

SA7L1109103 110 litre 2% Carbon dioxide in balance Nitrogen. 
NSN 6830-99-272-3152.

SA7L2001 12 litre 100% N2.

SA7L2002 12 litre 100ppm H2 in air.

SA7L2003 12 litre 21% O2 in N2.

SA7L2004 12 litre Pure air.

SA7L2009 12 litre 21% O2 Bal Helium

SA7L20103 12 litre 0.5% CO2 in N2

SA7L20104 12 litre 1% CO2 in air

SA7L20107 12 litre 50ppm H2.

SA7L20110 12 litre 10ppm CO in air.

SA7L20111 12 litre 50ppm CO Bal N2.

SA7L2013 12 litre 5% CO2 in air.

SA7L20149 12 litre 20ppm CO in air.

SA7L20151 12 litre 11ppm CO, 21% O2 . *MOQ6*

SA7L20154 12 litre 10ppm CO, 21% O2. *MO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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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번 제   품   설   명 주문량

SA7L2023 12 litre 2.5% CH4 in air.

예비품과 부속품

SA7FLOWIN Flow indicator & tubing (included in calibration tool kit).

SA7FLOWINTUBING Tubing. 1 required for each regulator. NSN 4720-99-598-7918.

SA7L705XFLIND
예비정압기는 57/8 & 103/110 리터 실린더 0.5 리터/ 분 유속과 함께 사용됩
니다.
참고: 5 년마다 조정기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NSN 4820-99-958-7468.

주: 최소주
문량 6개
다른 품목과

 함께 주문함이 
이상적 

한국 대리점:

길 우 트 레 이 딩 
<072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33길 15, 703호
(양평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02)2636-0009(대)     팩스 02)263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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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