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명 

한국대리점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33길 15, 703호(양평동 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전화: 02-2636-0009   팩스: 02-2636-4753 
       www.gilwoo.co.kr     giltron@naver.com 

 
 
 
 

AX60+ 
복합가스 

 

 
 
 
 
 

사용자 설명서 
 

설명서는 Ax60+ 복합 가스 측정기의 설치,  

동작 및 유지보수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x60+ 복합가스 사용자 설명서 
 

 

 



1. 안전 정보 --------------------------------------------------------------------------- 4 

   1.1 적합성 -------------------------------------------------------------------------- 4 

   1.2 고도에서 동작 ------------------------------------------------------------------ 4 

2. 안내표 ------------------------------------------------------------------------------- 5 

3. 이산화탄소 -------------------------------------------------------------------------- 7 

4. 산소 --------------------------------------------------------------------------------- 8 

5. 소개 --------------------------------------------------------------------------------- 9 

   5.1 Ax60+ 개요 --------------------------------------------------------------------- 9 

   5.2 Ax60+ 장치를 위한 배터리 지원 ---------------------------------------------- 10 

   5.3 고정배선과 빠른 결선 선택 --------------------------------------------------- 11 

6. 점검 목록--------------------------------------------------------------------------- 13 

   6.1 장비, 소모품과 도구------------------------------------------------------------ 14 

7. 설치 -------------------------------------------------------------------------------- 15 

   7.1 Kiosk (K)------------------------------------------------------------------------ 15 

   7.2 고정 배선(HW)과 빠른 결선(QC) --------------------------------------------- 16 

8. 결선 -------------------------------------------------------------------------------- 18 

   8.1 Kiosk (K) ----------------------------------------------------------------------- 18 

   8.2 Ax60+ kiosk 감지기만 사용--------------------------------------------------- 20 

   8.3 빠른 결선(QC) ----------------------------------------------------------------- 21 

   8.4 고정 배선(HW) ---------------------------------------------------------------- 26 

9. 동작(Kiosk) ----------------------------------------------------------------------- 32 

   9.1 전원 켜기 ---------------------------------------------------------------------- 32 

   9.2 경보 이해 ---------------------------------------------------------------------- 33 

   9.3 조작과 표시기 ----------------------------------------------------------------- 33 

10. 동작(HW & QC) ---------------------------------------------------------------- 34 

    10.1 중앙 표시기------------------------------------------------------------------ 34 

    10.2 감지기------------------------------------------------------------------------ 35 

    10.3 경보-------------------------------------------------------------------------- 36 

 

 

 

 

차      례 

2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33길 15, 703호(양평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TEL: 02-2636-0009               FAX: 02-2636-4753 
www.gilwoo.co.kr                 E-mail : giltron@naver.com 

Ax60+ 복합가스 사용자 설명서 
 

 

 

http://www.gilwoo.co.kr/


11. 소프트웨어 ------------------------------------------------------------------------ 37 

    11.1 전원 켜기 --------------------------------------------------------------------- 37 

    11.2 중앙 표시화면 ---------------------------------------------------------------- 39 

    11.3 경보 --------------------------------------------------------------------------- 40 

    11.4 오류 --------------------------------------------------------------------------- 42 

12. 구성 ------------------------------------------------------------------------------- 43 

    12.1 감지기 소프트웨어 설정 ----------------------------------------------------- 43 

13. 유지보수 -------------------------------------------------------------------------- 44 

    13.1 오류 --------------------------------------------------------------------------- 44 

    13.2 교정 --------------------------------------------------------------------------- 44 

    13.3 청소 --------------------------------------------------------------------------- 44 

    13.4 보호 --------------------------------------------------------------------------- 44 

14. 규격  ------------------------------------------------------------------------------- 45 

   14.1 중앙 표시기 -------------------------------------------------------------------- 45 

   14.2 이산화탄소 감지기 ------------------------------------------------------------ 45 

   14.3 산소 감지기 ------------------------------------------------------------------- 46 

   14.4 경보 ---------------------------------------------------------------------------- 46 

   14.5 이산화탄소 감지기 성능 ------------------------------------------------------ 47 

   14.6 산소 감지기 성능 -------------------------------------------------------------- 47 

   14.7 제품 처리 ---------------------------------------------------------------------- 48 

15. 보증 -------------------------------------------------------------------------------- 49 

16 적합성 ------------------------------------------------------------------------------ 50     

 

 

 

차      례 

3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33길 15, 703호(양평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TEL: 02-2636-0009               FAX: 02-2636-4753 
www.gilwoo.co.kr                 E-mail : giltron@naver.com 

Ax60+ 복합가스 사용자 설명서 
 

 

 

http://www.gilwoo.co.kr/


설명서에서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경고를 사용합니다. 

장비의 손상 또는 데이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주의를 사용합니다. 

위험과 관련이 없는 보충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참고사항을 사용합니다. 

1. 안전 정보 

    경고, 주의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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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Ax60+를 설치 또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의 안전 정보를 읽기 바랍니다. 

경고 귀에 가까이 대고 경보를 실험하지 마십시오.  

3미터 거리에서 88데시벨의 소리를 가진 고 음량 소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고 눈에 가까이 대고 경보를 실험하지 마십시오. 

100칸델라의 광도와 함께 높은 가시성 섬광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고 감지기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위험평가를 수행하십시오.  

누출의 잠재적 원인과 사람의 작업영역을 확인하십시오. 80㎥이상을 담당하기 위해 하나의 감지기

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약 복잡한 형태의 지역, 물리적인 장애물, 작은 통풍구 또는 이산화탄소가 

수집되는 구역은 추가 감지기를 사용하십시오. 

경고 바닥에서 12”(305mm)에서 18”(457mm)까지의 높이에 CO2 감지기를 설치하십시오.  

그 이유는 CO2가 공기보다 밀도가 높아서 낮은 곳 에서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경고 O2감지기는 평균 작업 머리 높이에 설치하십시오. 

경고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면 중앙표시기, 감지기 또는 알람을 열지 마십시오.  

먼저 케이블을 분리하고 위험한 전압으로부터 분리하십시오. 

1. 1 적합성 

위의 명시된 제품은 검사되고 실험되었으며,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것에서 당사의 사양에 부합함을 증명

합니다. 

모든 Ax60+는 모든 알람이 올바르게 동작되고 장치가 지정한 허용오차 내에서 동작하도록 장치 알람에 

적용 가능한 가스를 사용하여 실험합니다. 또한 소리장치, 램프, 스트로브 기능과 계전기 전원공급과 차단

을 실험하였습니다. 

1. 2 고도에서 동작 

이산화탄소(CO2)의 독성영향은 대기압의 비율이 아닌 가스분압이나 가스분자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

라서 900미터 이상의 고도에서 경보는 공장 교정 값 아래서 동작할 것입니다. 안정적 경보 값 설정과 고도

에서의 교정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analox.net)를 참조하십시오.  

참고사항으로 이 작업들은 공인 엔지니어가 수행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이 시스템은 공장교정이므로 고도에서 안전합니다. 그러나 적합성을 국제비용으로 나타내야 

             하는 경우 현장교정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http://www.gilw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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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안내표는 ANALOX에서 구입할 수 있고, ANALOX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거나, 

HTTPS://WWW.ANALOXSENSORTECHNOLOGY.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내표에서 사용할 수 있는 CO2 안내의 몇 가지 예 입니다. 다른 가스용 안내표도 제공되며, 안내표는 

ANALOX를 통해 제공되고 선택된 언어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구매 전 바꿀 수 있습니다. 

2. 안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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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1 영어(미국식) 

표지1 영어(영국식)  

표지1 스페인어 

표지1은 경보와 인접한 벽면에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2(아래) 미국식과 영국식 영어. 이 표지는  

경보지역 외부 벽면에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2  미국식과 영국식 영어 

https://www.analoxsensortechnology.com/
http://www.gilwoo.co.kr/


아래 예제 표시에서 이 표지는 중앙표시기 옆에 위치해야 하고 자세한 CO2 경보대응 절차를 영국식 영어로 

 설명합니다. 감지기 위치와 비상 전화번호는 최종사용자가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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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3: 이 표지는 중앙표시기의 인접한 변멱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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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몇 시간 노출되면 화학적 물질대사에 약간의 영향을 줌 

       3% 가스는 약한 마취수준이며 깊은 호흡을 일으키고, 두통을 동반한 

              청력저하, 혈압과 맥박 상승을 유발합니다. 

   4~ 5% 호흡기의 자극은 더 깊고 더 빠른 호흡을 유발합니다.  

             중독 징후는 30분 노출 후 더 분명해 질것입니다 

  5~ 10% 호흡은 두통과 판단력 상실로 더욱 힘들어집니다. 

10~100% CO2 농도가 10%이상 증가하면 무의식 증상이 1분 이내에 

              발생할 것입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높은 

              수준에 대한 추가 노출은 결국 죽음을 초래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이산화탄소 생리학적 위험’, 안전정보 24/11/E, 유럽산업가스협회 

 

 

 

 
 
 

3. 이산화탄소(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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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소(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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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망 

12%  

의식 소실 

16% 

호흡과 심장박동 증가, 

메스꺼움과 졸음 

19%~ 23% 

안전 범위 

평균 산소 농도 범위 

25% 

화재 위험 

100% 

뇌 손상 

http://www.gilwoo.co.kr/


이 사용설명서는 Ax60+의 설치, 동작 및 유지보수의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장치 설치자와 

 최종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Ax60+ 서비스 사용설명서 P0159-803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analoxsensortechnology.com/ax60-wall-mountable-multi-gas-monitor.html 다운로드) 

5.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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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Ax60+ 개요 

Ax60+는 대기 중 가스의 양을 감시하는 생명 안전 장치입니다. Ax60+ 복합가스 감지기는 다양한 가스에 

대해 다른 감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필수 구성

요소이지만, 자연 상태와의 편차는 잠재적으로 위험합니다. 일부 산업설비와 공정은 대기가스를 농축된 형

태로 사용하며 주변을 방문하거나 작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건강상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5.1.1 이산화탄소(CO2) 감지기 

Ax60+ CO2 감지기는 가압가스용기 또는 드라이아이스 같은 고농축의 이산화탄소 근처에서 작업하는 사

람들을 보호합니다. 이것은 음료수 배달, 식품생산, 화재방재 시스템과 실험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CO2의 영향은 물리적 특성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색, 무취의 가

스이며 경고 없이 질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CO2가 밀폐된 공간에서 저장 또는 사

용되는 곳에서는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 

5.1.2 산소(O2) 감지기 

Ax60+는 산업공정에 의해 대기 중 산소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산소(O2) 감

지기를 제공합니다. 압력 용기에 고농도의 산소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서는 누출이 주변 공기의 산소농도

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농축된 산소는 화재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질소(N2)와 같은 불활성 가스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가스누출로 인해 현장환경의 산소가 고갈될 수 있습니

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Ax60+ 산소감지기는 높고 낮은 산소의 농도를 감시하고 변경

사항을 경고합니다. 

5.1.3 CO2 영점과 양의 값 보정 

영   점: 감지기 장치는 매시간마다 음의 감지기 값을 감시하고 음의 판독 값을 최대 한계 

          (기본값: -3000PPM) 까지 보상합니다. 최대 한계를 초과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는 수동 영점 교정을 통해 제거됩니다. 

양의 값: 감지기 장치는 30일의 동작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양의 값을 감시합니다.  

           판독 값이 733PPM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면 판독 값을 보정합니다. 보정이 최대 한계를 초과하면 

          (기본값: 3000PPM)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는 수동 범위 교정으로 제거됩니다. 

  

https://www.analoxsensortechnology.com/ax60-wall-mountable-multi-gas-monitor.html
https://www.analoxsensortechnology.com/ax60-wall-mountable-multi-gas-monitor.html
https://www.analoxsensortechnology.com/ax60-wall-mountable-multi-gas-monitor.html
https://www.analoxsensortechnology.com/ax60-wall-mountable-multi-gas-monitor.html
https://www.analoxsensortechnology.com/ax60-wall-mountable-multi-gas-monitor.html
https://www.analoxsensortechnology.com/ax60-wall-mountable-multi-gas-monitor.html
https://www.analoxsensortechnology.com/ax60-wall-mountable-multi-gas-monitor.html
https://www.analoxsensortechnology.com/ax60-wall-mountable-multi-gas-monitor.html
https://www.analoxsensortechnology.com/ax60-wall-mountable-multi-gas-monitor.html
https://www.analoxsensortechnology.com/ax60-wall-mountable-multi-gas-monitor.html
https://www.analoxsensortechnology.com/ax60-wall-mountable-multi-gas-monito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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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Ax60+ 체계를 위한 건전지 지원 

Ax60+가 정전 발생시 동작해야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AC/DC 전원장치대신 배터리 백업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전원공급은 IEC61010-1:2010 조항 9에 따라 제한된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2. 전원공급은 IEC61010-1:2010에 따라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을 제공해야 합니다. 

3. 24V 출력 전압 

4. 1A의 정격 전류 

5. 24시간 대기시간 동안 7Ah배터리 2개. 

 

Analox는 Elmdene STX2401-C 또는 Yuasa NP7-12 배터리 세트와 동등한 EN54-4의 승인된 공급장치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장치는 정상동작 조건에서 24시간의 대기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STX2401-C 사용자 설명서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analoxsensortechnology.com/downloads/STX2401UserManual.pdf 

 

5.2.1 Ax60+ 체계의 배선 

AC/DC 전원공급 장치를 폐기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선을 제거하고 배터리 백업장치를 Ax60+ 중앙장치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LED 

진단LED 

오류LED 

온도감지기 연결 

메인 

Ax60+ 중앙장치의 전원단자에 연결 

24V   0V 

배터리 백업장치를 설치할 때 제조사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http://www.gilwoo.co.kr/
https://www.analoxsensortechnology.com/downloads/STX2401UserManu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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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고정 배선(HW) 및 빠른 연결(QC) 옵션 

Ax60+는 고정 배선(HW) 또는 빠른 연결(QC)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주문할 때 선택해야 합니다. 고정배선(HW)는 건축물 구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빠른 연결(QC)은 Cat5e 전선에 미리 배선되어있으며 설치가 용이하도록 색으로 구분된 RJ45 단자가 장착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연결 모두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원공급장치와 선택품목인 신호표시기를 

중앙표시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표준 Ax60+는 하나의 중앙표시기 최대 4개의 센서 및 8개의 알람으로 구성됩니다. 선택사양인 고가시성 

신호표시기는 50M 떨어진 곳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표시기는 조용하지만 감지기가 경보를 발

령할 경우에는 눈에 잘 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화재경보기 또는 환풍기와(외부접점을 통해) 같은 외부장치에 연결하기 위해 중앙표시기의 2개의 접

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3.1 일반적인 배열 

중앙표시기는 일반적으로 중앙위치(예: 관리자 사무실)에 설치되며 매장 또는 복도와 같은 떨어진 지역에

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감지기에 연결됩니다. 감지기는 관리자 또는 작업자가 관측할 수 있는 곳에 위치

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알람 장치에 경보신호를 전송합니다. 중앙표시기는 감지기를 감시하고 현재 측정

값을 표시합니다. 아래의 예는 중앙표시기, 2개의 CO2 감지기, 2개의 O2 감지기, 8개의 알람과 신호표시기

를 통합한 구성도를 보여줍니다. 

전원공급 

접점출력 CO2 감지기 경보 

CO2 감지기 

O2 감지기 

O2 감지기 

경보 

경보 

경보 

선택품목  
신호표시기 

http://www.gilw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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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Kiosk 선택 

Ax60+의 소형버전인 Ax60K 키오스크는 야외매점 및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CO2 감지기, 

경보기 및 전원공급 장치가 포함됩니다. CO2 감지기는 지속적으로 공기를 감시하고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를 감지합니다. 설정 한계 값 이상의 CO2 농도 값을 감지하면 경보신호를 보냅니다.  

 

경보장치는 고가시성 전구와 고 음성 소음기를 사용하여 CO2 농도 증가를 경고합니다. 경고는 감지된 

CO2의 양에 따라 다릅니다. 전원공급장치(PSU)는 CO2감지기에 24V DC를 공급하고 차례로 CO2경보기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CO2감지기와 경보기는 2미터 전선으로 배선되어 있습니다.  

전선연결을 위해 전선 연결기가 제공됩니다. 

http://www.gilw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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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포장, 소모품과 도구 

6. 검검표 

포장 내용물 
(Analox  
제공) 

 

Ax60K Kiosk (K) 

1 x CO2 감지기 포함 

• 파란색 RJ45단자가 있는 1x2m, 공장에서 제작된 빠른 연결(QC) 전선 

• 1 x 전원공급장치(PSU) (영국, 미국, EU& Aust 에서 상호교환 헤드가 있는 플러그인 유형) 

• 1 x 경보 (추가 경보 주문 가능) 포함 

• 파란색 RJ45 단자가 있는 1x2m 공장 장착 QC 전선 

• 1 x PSU 고정 조각 

• 전선을 연결하기 위한 1 x RJ45 연결기 

• 1 x 빠른 시작 안내서 & 도구 

• 1 x 안내표 (주문 시 구매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3절 참고) 

 

Ax60+ 빠른 연결(QC) 

1 x 중앙표시기, 포함 

• 회색 RJ45 단자가 있는 1x2m 공장 장착 빠른 연결(QC)전선 (감지기 연결용) 

• 주문에 따라 고정 배선형 또는 플러그인 유형 (UK, US, EU & AUST 교체 헤드 포함)의  

1x 전원공급장치 (PSU)  

• 1 x PSU 고정조각(플러그인 유형 PSU 전용) 

1~ 4 x 감지기 (주문에 따라 다름) 

• 회색 RJ45 단자가 있는 1x 2m 공장 장착 QC전선(중앙표시기 또는 다른 감지기 연결용) 

• 파란색 RJ45 단자가 있는 1x 2m 공장 장착 QC전선(경보연결용) 

• 2x 회색 RJ45 단자가 있는 1x 15m QC 확장 전선(대형설치용) 

1~ 8 x 경보장치(주문에 따라 다름) 

• 파란색 RJ45 단자가 있는 1x 2m 공장 장착 QC전선(감지기 연결용) 

• 2x 회색 RJ45 단자가 있는 1x 15m QC 공장 장착 QC 확장 전선(대형설치용) 

1 x 빠른 시작 안내서 & 도구 

RJ45 단자 및 RJ 스플리터 선택 

• 1 x 고가시성의 선택적 신호표시기(주문한 경우) 

• 1 x 안내표(주문 시 구매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3절 참고) 

필요한 도구
(제공되지 

 않음) 
 

• PZ1 Pozi 스크류 드라이버; 벽 플러그용 드릴과 드릴비트; 기포 수준기; 줄자입니다. 

http://www.gilw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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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포장, 소모품과 도구 

6. 검검표 

AX60+ 고정배선(HW) 

1 x 중앙표시기, 포함 

• 주문에 따라 고정 배선형 또는 플러그인 유형(영국, 미국, EU & AUST, 교체 헤드 포함)의 

1 x 전원공급장치(PSU) 

• 1 x PSU 고정조각(플러그인 유형 PSU) 

• 뒤쪽 입구 전선 설치를 위한 자기 접착성 형식의 가스켓 

1~ 4 x 감지기(주문에 따라 다름) 

• Cat5e UTP 24 AWG PVC 전선길이 15m 

• 뒤쪽 입구 전선 설치를 위한 자기 접착성 형식의 가스켓 

• 1~8 x 경보장치(주문에 따라 다름) 

• Cat5e UTP 24 AWG PVC 전선길이 15m 

• 뒤쪽 입구 전선 설치를 위한 자기 접착성 형식의 가스켓 

1 x 빠른 시작 안내서 & 도구 

• 1 x 고가시성의 선택적 신호표시기(주문한 경우) 

• 1 x 안내표(주문 시 구매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3절 참고) 

 

소모품(주문
에 따라 다름)  
 

• Cat5e UTP 24 AWG PVC 전선길이 15m 

• M13 전선 글랜드 5~7mm (나일론), 적합한 설치수량 

• 벽면 플러그 및 나사(고정키트), 적합한 설치 수량 

필요한 도구
(제공되지 

 않음) 
 

• PZ1 Pozi 스크류 드라이버; 3mm 일자형 스크류 드라이버 

• Cat5e 전선 재킷 스트립퍼; 24 AWG 전선 스트립퍼 

• 벽 플러그용 드릴 및 드릴비트; 기포 수준기; 줄자, 자, 작은 망치, 센터 펀치, 녹아웃 제거

용 펜치 

 

http://www.gilw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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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치 

참고사항: 설치가 완료되면 적절한 경고/ 경보 표지(제공된 경우)를 적절한 벽에 고정시키고 

             모든 직원이 표지를 읽고 이해하는지 확인하십시오. 

7.1 Kiosk (K) 

7.1.1 CO2 감지기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표면에 깨끗한 보호필름을 보관하십

시오. 제공된 용지 템플릿을 사용하여 CO2 감지기의 벽면고

정위치를 표시하여 평평함을 확인하십시오. 벽에 구멍을 뚫

고 플러그/ 못을 설치한 다음 CO2 감지기를 제 위치에 고정

합니다. 

경고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우며 낮은 곳에서 감

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닥에서 12-18”(305- 457MM) 

높이에 CO2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7.1.2 경보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표면에 깨끗한 보호필름을 보관하십시오. 

제공된 용지 템플릿을 사용하여 경보장치의 벽면 고정 위치를 

표시하여 평평함을 확인하십시오. 벽에 구멍을 뚫고 플러그/ 못

을 설치한 다음 경보장치를 제 위치에 고정합니다. 

경고 일부 편의점이나 음식점은 고 음량의 배경소음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구 및 출구 그

리고 업무구역에서 듣고 볼 수 있는 곳에 경보장

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7.1.3 전선 

미리 배선된 전선을 O2 감지기 및 경보장치에서 벽을 따라 안

전하게 연결하십시오.  전선연결을 고정한  

다음 전선을 연결하십시오. 그런 다음 PSU의 미리 배선된 전

선을 벽을 따라 안전하게 연결하십시오. 

7.1.4 전원공급장치 

전원 소켓에 맞는 교체 가능한 플러그 헤드를 장착하십시오. 

전원공급장치가 꺼져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습니다. 

PSU 고정 스트립의 벽 고정위치를 표시하십시오. 벽에 구멍을 

뚫고 벽 플러그/ 못을 설치하십시오. 고정 스트립을 PSU 위에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http://www.gilw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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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고정 배선(HW) 및 빠른 연결(QC) 

주의: 일부 제품은 고정나사가 풀린 상태로 풀림 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뚜껑을 잠글 때  

        나사를 과도하게 조이지 마십시오. 

7.2.1 중앙표시기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표면에 깨끗한 보호필름을 보관하십

시오. 제공된 용지 템플릿을 사용하여 중앙표시기가 수평이 

되도록 벽에 고정할 위치를 표시하십시오. 제품의 뒷면을 통

해 전선을 설치하는 경우 녹아웃을 제거한 다음 발포 가스

켓을 구멍에 맞추어 진입을 막습니다. 

7.2.2 감지기 

주의: 표면 및 인쇄회로기판(PCB)의 손상을 방지하려면  

녹아웃을 제거하기 전에 덮개를 제거하십시오. 

벽에 구멍을 뚫은 다음 플러그/ 못을 벽에 고정시킵니다. 

제품의 덮개를 바닥에 고정한 다음 중앙표시기를 제자리에 

고정하십시오. 전선을 제 위치에 설치하고 길이만큼 자릅

니다. (HW) 

녹아웃 제거(HW체계의 선택사항) 

녹아웃을 제거하려면 단단하고 미끄럽지 않은 표면에 제품

을 아래로 향하게 놓으십시오. 망치와 펀치를 사용하여 녹

아웃을 단단히 누릅니다. 펜치를 사용하여 구멍에서 날카

로운 모서리를 제거하십시오.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표면에 깨끗한 보호필름을 보관하십시오. 

제공된 용지 템플릿을 사용하여 벽면에 고정위치를 표시하고 

감지기가 수평을 유지하는지 확인합니다. 뒤쪽으로 전선을 설치

하는 경우 녹아웃을 제거하십시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낮은 곳에서 

감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CO2 감지기는 바닥에서 

12”~ 18”(305~ 457MM)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경고: 

벽에 구멍을 뚫고 벽면의 플러그/ 못을 설치한 다음 감지기를 

고정시킵니다. 전선을 제 위치에 설치하고 길이만큼 자릅니다. 

(HW) 

O2 감지기는 일하는 사람의 평균 머리 높이에 설

치해야 합니다. 

경고: 

http://www.gilw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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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경보장치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표면에 깨끗한 보호필름

을 보관하십시오. 

제공된 용지 템플릿을 사용하여 벽면에 고정위

치를 표시하고 경보장치가 수평을 유지하는지 

확인합니다. (뒤쪽으로 전선을 설치하는 경우 

녹아웃을 제거하십시오) 

 

벽에 구멍을 뚫고 벽면에 플러그/ 못을 설치한 

다음 감지기를 고정시킵니다. 전선을 제 위치에 

설치하고 길이만큼 자릅니다. (HW) 

 

경고: 입구 및 출구 그리고 업무구역에 대한 적용범위를 제공하기 위해 경보장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http://www.gilw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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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Kiosk (K) 

8. 연결 

Ax60K Kiosk는 Cat5e 전선과 색상코드가 붙은 RJ45 단자가 미리 연결되어 있어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RJ45 단자를 연결기 또는 스플리터에 연결하기 전에 RJ45 잠금 장치를 90˚ 구부린 다음 단자를 

다시 끼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란색 손잡이의 경우 미끄러지지 않지만 잠금 장치가 90˚로 구부러지도록 뒤쪽으로 당길 수 있으므로  
파란색 손잡이를 잠금 장치 위로 당길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겨 잠금  
장치에 접근하십시오. 

잠금 장치를 90˚ 구부리십시오. 잠금 장치 위로 손잡이를 
밀어주십시오. 

회색 손잡이의 경우(연장전선) 손잡이를 뒤로 밀고 잠금 장치를 바깥으로 90˚ 구부린 다음 손잡이를 다시 잠
금 장치 위로 당깁니다. 

잠금 장치를 90˚ 구부리십시오. 잠금 장치 위로 손잡이를  
밀어주십시오. 

손잡이를 잡아당겨 잠금  
장치에 접근하십시오. 

CO2 감지기, 배선된 전선, PSU 경보장치, 배선된 전선, 연결기 

Kiosk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gilw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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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Ax60+ Kiosk 감지기만 사용 

참고사항:  Kiosk 감지기가 경보장치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는 경우 파란색  

             전선으로 연결된 Cat5e 전선 및 접지는 다음 절차에 따라 제거해야 합니다. 

경고: 감지기 덮개를 열기 전에 주 전원공급 장치에서 Ax60+를 분리하고 제거하십시오. 

[ 1 ] Ax60+ Kiosk 감지기에서 앞면 덮개를 제거합니다. 

[ 2 ] 2개의 검은색 전선을 제자리에 두고 (PSU) 10시 방향  
       나사 단자에서 다음 전선을 분리합니다. 주황색 한 쌍(기존 전선) 

갈색 한 쌍(기존 전선) 

녹색/ 흰색(기존 전선) 

녹색(기존전선) 

파란색/ 흰색(기존전선) 

예비(사용 안 함) 

[ 3 ] 전선 글랜드 잠금 너트를 풀고 제거한 다음 글랜드와 전선을 제품에서 분리합니다. 

[ 5 ] 전원공급장치를 다시 연결하고 Ax60+ Kiosk의 전원을 켭니다. 

[ 4 ] 글랜드와 전선의 제거된 구멍 위로 글랜드 블랭킹 디스크를 장착하십시오. 

http://www.gilw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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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일반적인 구성 

표준 Ax60K Kiosk에는 하나의 경보장치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아래 왼쪽 참조) 

경보장치 구성은 확장하기 위해 추가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오른쪽 참조) 

1×CO2 감지기; 1×경보장치; 1× PSU 1×CO2 감지기; 2×경보장치; 1×PSU 

http://www.gilw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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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빠른 연결(QC) 

전선 그랜드: 감지기에 연결하기  
                 위해 배선된 전선 

Ax60+ 빠른 연결에는 Cat5e 전선과 색상이 지정된 RJ45 단자가 미리 연결되어 있어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RJ45 단자를 연결기 또는 스플리터에 연결하기 전에 RJ45 잠금 장치를 90˚ 구부린 다음 단자를  

다시 끼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색 손잡이의 경우 손잡이는 뒤로 밀고 잠금 장치를 바깥으로 90˚ 구부린 다음 손잡이를 다시  
잠금 장치 위로 당깁니다. 

손잡이를 잡아 당겨  
잠금 장치에 접근하십시오. 

잠금 장치를 90˚  
구부리십시오. 

잠금 장치 위로 
손잡이를 밀어주십시오. 

파란색 손잡이의 경우 미끄러지지 않지만 잠금 장치가 90˚로 구부러지도록 뒤쪽으로 당길 수 있으
므로 파란색 손잡이를 잠금 장치 위로 당길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아 당겨  
잠금 장치에 접근하십시오. 

잠금 장치를 90˚  
구부리십시오. 

잠금 장치 위로 
손잡이를 밀어주십시오. 

빠른 연결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8.3.1 중앙 표시기 

• 빠른 연결용 중앙표시기는 두개의 전선 그랜드가 사

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왼쪽 참조)  

• 오른쪽 그랜드에는 감지기에 연결하기 위한 회색 

RJ45 단자가 장착된 2m 전선이 있습니다.  

• 왼쪽 비어있는 그랜드는 전원공급장치 전선용 입니

다. 선택 품목인 신호표시기를 설치하려면 세 번째 

그랜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 두 전선은 설치자가 

장착해야 합니다. 

• 내장형 계전기 R1과 R2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에서 

다른 녹아웃을 제거하고 계전기용 전선에 추가 그랜

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http://www.gilw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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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왼쪽)과 중앙표시기(오른쪽)에 
연결하기 위해 사전 배선 된 전선 

8.3.2 감지기 

• 빠른 연결용 감지기는 두 개의 전선 그랜드가 있으며 

두 개의 전선으로 사전 배선되어 있습니다. 

• 경보장치에 연결하기 위한 파란색 RJ45 연결단자가 

있는 2미터 전선 

• 중앙표시기에 연결하기 위한 회색 RJ45 연결단자가 

있는 2미터 전선 

• 회색 RJ45 연결단자가 있는 전선은 연결기를 통해 중

앙표시기에 연결됩니다. 

• 파란색 RJ45 연결단자가 있는 전선은 RJ45 연결기 (또

는 하나 이상의 경보장치가 있는 경우 RJ45 스플리터) 

를 통해 경보장치에 (파란 연결단자도 있음) 연결해야 

합니다. 

감지기에 연결하기 위해 사전 
배선된 전선 

• 빠른 연결용 경보장치는 하나의 전선 그랜드와 파란

색 RJ45 연결단자가 있는 전선이 있습니다. 

• 이것은 RJ45 연결단자(또는 하나 이상의 경보장치가 

있는 경우 RJ45 스플리터)를 통해 경보장치와 연결

된 감지기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8.3.3 경보기 

8.3.4 전선과 연결단자 

빠른 연결용 Ax60+와 함께 제공되는 연결기, 스플리터, 연결단자 및 연장 전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설치에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주의: 중앙표시기와 최종 감지기 사이의 최대 전선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 연장전선 ] 

• 빠른 연결과 함께 제공된 연장 전선 길이는 15미터 입니다. 

전선에는 양 끝에 회색 RJ45 연결단자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 하나의 15미터 연장전선이 각 감지기와 함께 제공됩니다.  

각 경보장치에는 15미터 연장전선 한 개가 제공됩니다. 

• 연장전선은 더 긴 전선 길이가 필요한 설치에 사용됩니다. 

• 연장전선은 제공된 RJ45 연결기 및 RJ45 스플리터를 사용 

하여 2미터 사전 장착된 전선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감지기에 연결하기 위해 
 사전 배선된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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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45 연결기 

• 제공된 RJ45 연결기(왼쪽)는 두 개의 회색 RJ45 연결

단자를 연결하는데 사용됩니다. 회색 RJ45 연결단자

는 모든 중앙표시기- 감지기 및 감지기- 감지기 연결

에 사용됩니다. 

• 동일한 RJ45 연결기는 모든 감지기- 경보장치를 연결

하기 위해 사용하는 파란색 RJ45 연결단자를 연결하

기 위해  사용합니다. 

RJ45 스플리터 

• RJ45 스플리터(왼쪽)는 두 개의 감지기 또는 두 개의 

경보장치를 공통전선에 연결하는데 사용됩니다. 

http://www.gilw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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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단한 형태의 빠른 연결용 Ax60+는 중앙표시기, 하나의 감지기와 하나의 경보장치로 통합

할 수 있습니다. 더 확장된 Ax60+는 중앙표시기, 4개의 감지기와 8개의 경보장치로 통합할 수 있

습니다. 다른 감지기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성에는 CO2와 O2로 감지기가 모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구성이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8.3.5 일반적인 설치 

1 x 중앙표시기; 1 x CO2 감지기; 1 x 경보장치 

1 x 중앙표시기; 1 x CO2 감지기; 2 x 경보장치 

1 x 중앙표시기; 1 x CO2 감지기; 1 x O2 감지기; 4 x 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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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서 보이는 2미터 전선은 제품에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15미터 전선, 

RJ45 연결기와 RJ45 스플리터를 사용하면 건물구조에 맞게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감지기(4)와 경보장치(8)의 최대 수가 초과하지 않으면 다른 연결 구성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전원공급장치, 선택품목인 신호표시기와 계전기를 연결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9.4절을 참고하십시오. 

1 x 중앙표시기; 2 x CO2 감지기; 2 x O2 감지기; 8 x 경보장치 

http://www.gilwoo.co.kr/


26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33길 15, 703호(양평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TEL: 02-2636-0009               FAX: 02-2636-4753 
www.gilwoo.co.kr                 E-mail : giltron@naver.com 

Ax60+ 복합가스 사용자 설명서 

8.4 고정 배선(HW) 

 주의: 권장되는 전선 배열은 아래에 표시된 직렬연결 방식입니다. 다른 구성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선택품목  
신호표시기 

경보장치 경보장치 

O2 감지기  CO2 감지기  

신호표시기  
전원 

전원입력 

8.4.1 전선 요구사항 

전선유형            
Cat5e, UTP 
24AWG, PVC 

약어 
ORG 
ORG/WHT 
BRN 
BRN/WHT 
GRN/WHT 
GRN 
BLU/WHT 
BLU 

전선색상                
주황색                  
주황색과 흰색           
갈색                     
갈색과 흰색              
녹색과 흰색            
녹색                     
파란색과 흰색            
파란색 

벽을 통해 전선을 설치하는 겨우 녹아웃을 제거하고 발포 가스켓을 고정하여 침투 보호기능을 유지하십시오 

(아래왼쪽 참조). 벽면을 따라 전선을 설치할 경우 케이블 그랜드를 설치하십시오(오른쪽 아래). 

 

주의: 중앙표시기와 마지막 감지기 사이의 최대 전선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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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감지기와 경보장치 

감지기와 경보장치를 연결할 때 권장되는 전선 배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덮개를 

제거하고 전선을 편의상 단축했습니다. 중앙표시기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른 감지기 유형은 상

호교환 가능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1) 직렬로 연결된 감지기                                2)직렬로 연결된 경보장치 

8.4.3 중앙표시기 단자 

감지기             신호표시기           전원  

(9.4.4절 참조)    (9.4.6절 참조)         (9.4.5절 참조)  

계전기2, 계전기1 

30V DC 1A 최대 등급의 SPDT 계전기 

(계전기 사용에 대한 추가정보는  

P0159-803 Ax60+ 서비스 설명서 참조) 

경고: 17절의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계전기 1과 2에 연결된 회로는 메인에서 이중절연/  

강화 절연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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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중앙 표시기에서 감지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선연결 

녹색/흰색(RS485A, 단선) 

녹색(RS485B, 단선) 

갈색& 갈색/흰색((-)공급, 두 개의 연선) 

주황색& 주황색/흰색((+)공급, 두 개의 연선) 

참고사항: 파란색과 파란색/ 흰색 전선을 제거해야 합니다. 

             (잘라내기) 

8.4.5 중앙표시기에서 전원공급장치(PSU) 

설치유형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PS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플러그인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고정 

전원공급장치(퓨즈)에 연결하기 위한 유선 유형입니다. 

주의: 유선 전원공급장치는 PSU가 잠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3A 퓨즈가 있는 

        PSU에 연결해야 합니다. 

PSU, 플러그인 유형  
(UK, EU, US 및 AUST 
플러그와 함께 제공) 

PSU, 유선 유형 
(고정전원 

공급장치 연결용) 

플러그인 PSU에는 연결이 끊어지거나 손상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정스트립, 벽면 플러그 및 나사가 제공됩니다. 

경고: (+)와 (-) 전원 전선은 공급되는 PSU 유형에 따라 다르게 식별됩니다.  

        PSU 전선을 설치하기 전에 아래의 지침을 읽으십시오. 

플러그인 전선식별 
줄무늬가 있는 검정색: +(24V) 
검정색: -(0V) 
 
 

유선 유형 PSU 전선 식별 
줄무늬 있는 검정색: -(0V) 
검정색: +(2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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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중앙표시기에서 선택품목 신호표시기(PCB에 ‘STROBE’ 표시가 붙어있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선연결: 

• 검정색(신호표시기에 0V 공급) 

• 빨강색(신호표시기에 24V 공급) 

주의: 중앙표시기와 신호표시기 사이의 전선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설치자는 Cat5e 접선을 사 

       용하는 것이 좋으며, 연선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5m 전선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8.4.7 감지기 (CO2 예) 

참고사항: 위쪽에 있는 4개의 나사단자는 감지기에서  

             중앙표시기로 연결합니다. PCB의 단자에는  

             ‘CENTRAL UNIT’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아래쪽 6개의 나사단자는 감지기를 경보장치 

             에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PCB의 단자에는 

             ‘STROBE/ SOUNDER’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8.4.8 감지기에서 중앙표시기 

위에서 아래로 전선 연결: 

• 주황색& 주황색/ 흰색 ((+)공급, 두 개의 연선) 

• 갈색& 갈색/ 흰색 ((-)공급, 두 개의 연선) 

• 녹색 (RS485 B, 단선) 

• 녹색/ 흰색 (RS485 A, 단선) 

참고사항: 파란색과 파란색/회색 전선은 제거해야  
             합니다. (잘라내기) 

참고사항: 감지기2 전선은 감지기1 단자에 직렬방식 
             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8.4.9 감지기에서 경보장치 

위에서 아래로 전선연결: 

• 주황색& 주황색/ 흰색((+)공급, 두 개의 연선) 

• 갈색& 갈색/ 흰색((-)공급, 두 개의 연선) 

• 녹색/ 흰색(경보 동작, 단선) 

• 녹색(경음 동작, 단선) 

• 파란색/ 흰색(‘Fault’ LED 동작, 단선) 

참고사항: 참고사항: 파란색 전선은 제거해야 합니다. 

              (잘라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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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0 감지기 점퍼 위치 

8.4.11 경보 장치 

8.4.12 경보장치에서 감지기 

위에서 아래로 전선연결: 

파란색/ 흰색 (오류 LED 동작, 단선) 

녹색 (경음동작, 단선) 

녹색/흰색 (경보 동작, 단선) 

갈색& 갈색/ 흰색 ((-)공급, 두 개의 연선) 

주황색& 주황색/ 흰색 ((+)공급, 두 개의 연선) 

참고사항: 파란색 전선은 제거해야 합니다.  
              (잘라내기) 

왼쪽 사진은 위치1의 점퍼 연결을 보여줍니다.  

(공장 출하 시 기본값) 

각 감지기 PCB에는 감지기 위치 선택장치가 있습니다. 하

나의 점퍼가 각 감지기와 함께 제공됩니다. 오른쪽에 예

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점퍼는 감지기 위치1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점퍼를 이용하여 각 감지기에 다른 감지기 위치를 지정해

야 합니다. 

예를 들면, 2개의 감지기 구성에서 하나의 감지기 점퍼를 

감지기 위치1로 설정하고 다른 감지기 점퍼를 감지기 위

치2로 설정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직렬전선 배열을 통해 감지기와 관련

된 모든 경보장치를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감지기 하나에 두 개의 경보장치를 구동해야 하

는 경우, 감지기1과 경보장치1 사이에 하나의 전

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전선은 경

보장치1과 경보장치2 사이에 연결해야 합니다. 

(9.4.2절의 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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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3 선택품목 신호표시기 

신호표시기에는 조작을 방지하는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신호표시기를 고정시키려면 표시기를 제 위치에 

놓고 시계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신호표시기의 잠금을 해제하려면 아래 그림과 같이 잠금 장치를 열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주의: 신호표시기 밑면 단자에 0V와 24V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전원 공급 선이 OV와 24V  

        나사단자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검정색 전선: 중앙표시기에 0V 전원공급 
빨간색 전선: 중앙표시기에 24V 전원공급 

(왼쪽) 신호표시기 단자 블록. 이것이 OV와 24V 단자에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8.4.14 신호표시기 잠금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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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전원 켜기 

9. 동작(Kiosk) 

[ 1 ]구성요소가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2 ] 콘센트에서 전원을 켜십시오. Ax60K의 전원을 켜고 5초동안 자가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 6 ] - 경보표시등이 켜집니다. 

[ 7 ] - CO2 감지기 표시등이 켜집니다. 

[ 8 ] - CO2 감지기 내부의 부저가 울립니다. 

전원이 성공적으로 공급되면 CO2 감지기는 공기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CO2를 감지합니다. 정상 동작 중에 
시스템의 상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안전한 수준의 

 CO2 상태에서  

정상 동작 

CO2 감지기 표시 
전원 표시등이 초당 1회 깜박입니다.  

경보: 표시등이 꺼져있습니다. 부저가 꺼져있습니다. 

경보표시 
전원: 표시등이 켜져 있습니다. 오류: 표시등이 꺼져있습니다.  

스트로브라이트가 꺼져있습니다. 소음기가 꺼져있습니다. 

9.2 경보 이해하기 

위험 경고/ 정보 표지에는 경보 발생 시 수행할 작업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경보는 CO2 농도의 심각성에 따라 
다릅니다. 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TWA 경보 

(이전 8시간 

동안 0.5%)  

CO2 감지기 표시 

전원: 표시등이 초당 1회 깜박입니다.  

경보: 표시등이 1/4초 켜지고 1초 꺼져있습니다.  

부저가 동시에 울립니다. 

경보 표시 
전원: 표시등이 켜집니다. 오류: 표시등이 꺼져있습니다. 

스트로브라이트가 꺼져있습니다. 소음기가 꺼져있습니다. 

높은 경보 

(1.5%) 

CO2 감지기 표시 

전원: 표시등이 초당 1회 깜빡입니다.  

경보: 표시등이 1초 켜지고 1초 꺼져있습니다.  

부저가 동시에 울립니다. 

경보 표시 

전원: 표시등이 켜집니다. 오류: 표시등이 꺼져있습니다. 

스트로브라이트 표시등이 1초 켜지고 1초 꺼집니다.  

소음기가 꺼져있습니다. 

상한 경보 

(3.0%) 

CO2 감지기 표시 

전원: 표시등이 초당 1회 깜박입니다.  

경보: 표시등이 1/8초 켜지고, 1/8초 꺼집니다.  

부저가 동시에 울립니다. 

경보 표시 
전원: 표시등이 켜져있습니다. 오류 표시등이 꺼져있습니다. 

스트로브라이트와 소음기가 1/2초 켜지고 1/2 꺼집니다. 

9.2.1 경보 테스트 

[ 1 ]‘Accept/ Test’ 단추를 5~ 10초 동안 누르고 계십시오. Ax60K는 5초 경보테스트를 실행하는 동안: 

[ 9 ] - 경보표시등이 켜집니다. 

[ 10 ] - 경보 스트로브라이트가 켜집니다. 

[ 11 ] - 경보 소음기가 동작합니다. 

[ 12 ] - CO2 감지기 표시등이 켜집니다. 

[ 13 ] - CO2 감지기 내부 부저가 동작합니다. 

[ 2 ]‘Accept/ Test’ 단추를 눌러 경보테스트를 중지하거나 자동으로 중지되도록 5초동안 기다리십시오. 

9.2.2 경보 수신확인/ 삭제 

부저가 한번 울릴 때까지 ‘Accept/ Test’ 단추를 길게 누릅니다. 경보가 인지됩니다. 경보가 해제 될 때까

지 부저와 소음기가 음소거되고 스트로브는 계속 켜져 있습니다. 

(CO2 농도가 임계 값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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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원 표시등 (녹색LED) 

    [ 전원 표시등이 초당 한번 깜빡이면]  

    · 감지기는 전원을 받으며 올바르게 동작 중 입니다.  

    [ 전원 표시등이 계속 꺼져 있는 경우]  

    · 감지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습니다. 

    [ 전원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는 경우 ] 

    · 감지기 오류가 있습니다. 

② 경보 표시등 (적색LED) 

    경보 표시등에는 각 유형의 경보에 대해 하나씩 3개 

    의 깜박이는 형식이 있습니다. 

    · 1/4초 켜짐, 1초 꺼짐 = 시간가중평균(TWA) 경보 

     (8시간 동안의 평균 CO2 농도(0.5%)) 

    · 1초 켜짐, 1초 꺼짐 = CO2 1.5% 

    · 1/8초 켜짐, 1/8초 꺼짐 = CO2 3% 

   [ 경보 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는 경우 ] 

   · 경보가 인식됩니다; 공기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경보가 울립니다. 

③ Accept/ Test 단추 

    Accept/ Test 단추를 사용하려면 단단히 몇 초 동안  

    누릅니다. 버튼을 놓으면 부저가 한번 울립니다. 

④ 내부 부저 

    부저는 Accept/ Test 단추를 누를 때 잠깐 울립니다.  

    Ax60K 전원을 켰을 때 5초 동안 연속적으로 울리고  

    초당 한번 오류가 표시되며 경보와 동시에 나타납니 

    다. 

⑤ 감지기 입구 

    감지기 개방은 공기가 이산화탄소 검출기를 가로질러 

    흐를 수 있게 합니다. 감지기 입구는 깨끗하고 장애물 

    이 없어야 합니다. 

주의: Ax60K의 전원이 꺼지기 전에 경보가 인식되지 않으면 전원이 켜졌을 때 경보 상태로 돌아갑니다. 

       Ax60K는 정전 후에도 현재의 경보 상태를 유지합니다. 

  

9.3 동작과 표시기 

④ 내부 
     부저 

⑤ 감지기  
    입구 

 

② 경보 
     표시등 

 

① 전원 
    표시등 

③ Accept/  
     Test 단추 

 

① 전원 표시등 
      

④ 소음기 
    (뒷면) 

② 오류 표시등  
     

③ 스트로브 라이트 

① 전원 표시등 (녹색LED) 

    [전원표시등 켜져 있는 경우(깜박이지 않음)] 

    · 경보기가 전원을 공급 받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경보기는 감지기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습니다 

    [ 전원표시등이 꺼져있는 경우 ] 

     · 경보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습니다. 

       참고사항: 감지기에 오류가 있으면 경보 표시등  

                    LED가 깜박입니다. 

② 오류 표시등 (노란색LED) 

    [ 오류 표시등이 꺼져있는 경우] 

     · 감지기가 올바르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 오류 표시등이 초당 한번 깜빡일 경우] 

     · 감지기 오류가 있습니다. 

      참고사항: 오류표시등 LED는 경보기에 오류가 

                   있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감지기에  

                   오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③ 스트로브 라이트     

   스트로브 라이트는 매우 밝고 잘 보이는 경보입니다. 

   참고사항: 스트로브 창은 회색, 파란색, 빨간색 또는 

                호박색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스트로브 라이트는 두 개의 깜박이는 형식이 있습니다. 

     · 1초 켜짐, 1초 꺼짐 = CO2, 1.5% 

     · 1/2초 켜짐, 1/2초 꺼짐 = CO2 3% 

④ 소음기 

    소음기는 소리가 높은 경보음 입니다.  

    소음기가 0.5초 켜짐, 1/2초 꺼짐이면 CO2 감지기가 

    높은 경보를 발생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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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중앙 표시기 

10. 동작 (HW & QC) 

중앙표시기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동작시키는데 사용됩니다. 전면 판에 3개의 단추를 사용하

여 소프트웨어 기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표시등과 내부 부저는 아래 설명과 같이 

시스템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0.1.1 표시등과 부저 

10.1.2 조작 단추 

전원 녹색 표시등. 초당 1회 깜박이고 전원이 켜져 있고 장치가 동작중임을 나타냅니다. 

오류 
노란색 표시등. 오류 메시지 (FLT 또는 COMMS FAULT)와 초당 1회 부저가 수반되

는 오류가 있는 경우 초당 1회 깜박입니다. 

경보 
빨간색 표시등. 깜박이는 속도는 경보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경고 메시지 (TWA, 

AL1, CO2등)가 수반됩니다. 부저는 표시등의 깜박이는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부저(표시기 왼쪽의  

작은 원형 구멍) 

단추를 누를 때마다 부저 소리가 잠깐 들립니다. 

경보 테스트 중 5초동안 계속 소리가 납니다.  

경보가 울리면 신속하게 켜고, 꺼지거나 울리는 경우 1초당 1번 울립니다. 

Cancel 

‘Cancel’ 단추를 사용하려면 단단히 누른 다음 빨리 놓으십시오. 

부저가 잠깐 울립니다. 항목선택을 취소하거나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이 단추를 누릅니다. 

Cycle 
‘Cycle’ 단추를 사용하려면 단단히 누른 다음 빨리 놓으십시오.  

부저가 잠깐 울립니다. 이 단추를 누르면 화면의 다음 선택으로 이동합니다. 

Accept/ Test 

‘Accept/ Test’ 단추를 사용하려면 단단히 누른 다음 빨리 놓으십시오. 부저 소리가 

납니다. 짧게 누르면 경보 또는 오류를 선택하거나 음 소거 하는데 사용됩니다. 

 단추를 길게 누르면 경보를 인식합니다. 부저가 울릴 때까지 단추를 누르고 있습

니다. 경보상태가 해제되면 경보가 사라집니다. 

경보를 테스트 하려면 부저가 울릴 때까지 ‘Accept/ Test’ 단추를 길게 누릅니다. 

경보, 표시기기와 소음기는 5초동안 동작합니다. 계전기는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화면에 ‘TESTING ALARMS’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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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감지기 

10.2.1 감지기 하드웨어 설정 

각 Ax60+ 감지기는 전면 왼쪽 하단에 녹색 전원 표시등이 있습니다. 이 값은 다음 조건을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감지기 

전원 표시등 

전원 표시등 

정상적인 조건에서 전원표시등은 초당 1회 깜박이며 전원

이 켜져 있고, 장치가 작동중임을 나타냅니다. 

    참고사항: 감지기는 Cat5e 전선연결을 통해 중앙표시 

    기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습니다. 

    전원표시등이 꺼지면 감지기에 중앙표시기의 전원공급 

    이 되지 않거나 감지기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중앙표시기를 확인하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오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원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으면 잠재적으로 더 심각 

     한 감지기 오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사항: 중앙표시기를 확인하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오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감지기에 오류가 있으면 연결된 모든 경보기에도 장애 

     상태가 표시됩니다.  

     (노란색 오류표시 LED가 깜박입니다.) 

    참고사항:  오류는 서비스 설명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경고:  CO2 감지기의 덮개를 열기 전에 주 전원 공급 장치에서 

Ax60+ 시스템을 분리하고 제거하십시오. 

 

점퍼에 접근하려면 감지기의 덮개를 엽니다. 인쇄회로기판(PCB)에는 

위치1에 공창출하 시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는 감지기 위치 선택장치

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위치1의 점퍼 연결을 (공장출하 시 기본값) 보여줍니다. 

• 감지기가 하나뿐인 경우 점퍼연결을 위치1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 감지기가 두 개인 경우 첫 번째 감지기의 점퍼연결은 위치1에 있어

야 하고, 두 번째 감지기의 연결은 위치2에 있어야 합니다. 

• 세 개의 감지기가 있는 경우 첫 번째 감지기의 연결은 위치1에 있

어야 하고, 두 번째 감지기의 연결은 위치2에 있어야 하고, 세 번째 

감지기의 연결은 위치3에 있어야 합니다. 

• 4개의 감지기가 있는 경우 첫 번째 감지기의 점퍼연결은 위치1에, 

두 번째 감지기의 연결은 위치2에, 세 번째 감지기의 연결은 위치3

에, 네 번째 감지기의 연결은 위치4에 있어야 합니다. 

기본 Ax60+ 시스템 (키오스크 제외)에서 각 감지기의 점퍼가 다른 위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e.g. 감지기1= 위치1; 감지기2= 위치2 

감지기에는 하나의 감지기만 있는 시스템을 위해 공장 출하 시 구성된 하드웨어 설정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2개, 3개 또는 4개의 감지기가 있는 경우 시스템에 설치된 각 감지기에서 점퍼를(     )움직여 하드웨

어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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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상태에서는 주황색 오류표시등이 꺼집니다. 

    참고사항: 오류표시등은 경보장치에 오류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지 않으며, 이것은 해당 오류표시등이 연결된 

    감지기에서의 오류를 표시하는데 사용됩니다. 

 

오류표시등이 깜박이면 경보장치에 연결된 감지기에  

오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사항: 오류정보는 중앙표시기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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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경보장치 

Ax60+ 경보장치는 녹색 전원표시등과 주황색 오류표시등이 전면 하단에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 

조건을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전원 표시등 

정상상태에서 전원이 켜져 있고 장치가 동작 중임을 나타

내기 위한 전원 표시등은 계속 켜져 있습니다. 

 (깜박이지 않음) 

     참고사항: 경보장치는 연결된 Cat5e 전선을 통해 감지 

     기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습니다. 

     전원표시등이 꺼져있으면 경보장치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섬광조명 

전원 표시등 

오류표시등 

참고사항: 소음기는 
 제품 뒤쪽에 있습니다. 

오류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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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교정과 구성에 관련된 항목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x60+ 서비스설명서 P0159-803을 참조하십시오. 

     참고사항: 이 절은 Ax60+ 표준선택사항인 QC와 HW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Ax60K Kiosk 

                  에 중앙표시기를 잠깐 연결하기 위해 엔지니어가 체계를 재구성 할 수 있습니다. 

11. 소프트웨어 

Ax60+ 전원을 켜면 소프트웨어는 30초 동안 자동 전원-켜기-자가-시험(POST)을 수행합니다.  

결과는 중앙표시기에 표시됩니다. 

운영자 입력                   소프트웨어 응답                     중앙표시기 문자              선택문자/ 참고사항 

Ax60+의 전원공급 장치
를 켭니다. 
 
 
더 이상 운영자 입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POST는 자동 진행입니
다. 
 

공급업체와 웹사이트를 표시
합니다. (기본값은 Analox Ltd) 
 
 
검사 합 구성검사를 수행합니
다. 
 
 
 
소프트웨어 유효성 검사를 수
행합니다. 
 
 
감지기가 교정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LCD OK 상단에 픽셀이 누락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LCD OK 하단에 픽셀이 누락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부저가 꺼져있고 녹색 LED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녹색 LED가 꺼져있고 노란색 
LED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노란색 LED가 꺼져있고 빨간
색 LED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빨간색 LED가 꺼져있고 부저
가 켜지는지 확인하십시오. 
 
 
현재 소프트웨어를 표시합니
다. 부저가 꺼집니다. 

공급업체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지기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11.1 전원 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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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입력                   소프트웨어 반응                     중앙표시기 문자              선택문자/ 참고사항 

감지기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장치고유의 일련번호를  
표시합니다. 

이 화면은 준비상태를 몇 초 동안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것

은 정보만 제공됩니다. 운영자 입력은 필요 없습니다. 

감지기 1개의 경우 준비에 30초가 소요되며 4개의 감지기 체

계의 경우 모든 감지기의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최대 2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의: 각 감지기의 점퍼는 다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예: 감지기1= 위치1, 감지기2= 위치2) 그렇지 않으면 중앙 표시기에 <주의> 오류가 표시됩니다. 

       점퍼 설정 정보는 9.4.10절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상태화면을  
기다립니다. 

시스템 상태화면을 표시합니다. 각 

감지기는 상단에 ‘OK’로 표시됩니

다. 예를 들어, 두 개의 감지기가 

있는 체계에서는 ‘>OK OK’로 표시

됩니다. ‘>’문자는 어떤 감지기가 

강조되어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감

지기1은 기본적으로 강조 표시되

어 있음. 

여기 예제에서는 CO2 감지기

인 감지기1이 450PPM을 읽었

으며, 이는 0.045%와 같습니다. 

농도는 기본적으로 PPM(Parts 

Per Million) 으로 표시됩니다. 

참고사항: 상태화면은 4개의 감지기까지 표시합니다. 예비감지기 위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감지기2의 세부정보(설치된 경우)
와 현재가스 농도를 표시합니다. 
 
 
 
감지기3의 세부정보(설치된 경우)
와 현재의 가스농도를 표시합니다. 
 
 
 
감지기4의 세부정보(설치된 경우)
와 현재의 가스농도를 표시합니다. 
 
 
 
상태화면을 다시 표시합니다. 
 

이 예에서, 감지기2는 이
산화탄소(CO2) 감지기입
니다. 
 
 
이 예에서, 감지기3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예에서 감지기4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Cycle’ 단추를 
 누르십시오. 
 
 
 
‘Cycle’ 단추를 
 누르십시오. 
 
 
 
‘Cycle’ 단추를 
 누르십시오. 
 
 
 
‘Cycle’ 단추를 
 누르십시오. 
 

하단에는 감지기에서 측정된 
가스의 농도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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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표시기는 최대 4개의 감지기에서 실시간으로 가스농도 값을 제공하는 2행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 상

단에는 감지기 1,2,3과 4의 상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시됩니다. 갈매기 표(‘>’) 별표는 강조되는 감

지기의 번호, 가스유형, 현재 값과 측정단위를 표시합니다. 시스템 오류 또는 통신오류가 발생하면 현재 

값과 측정단위 대신 하단에 표시됩니다. 정상상태에서 현재 강조되는 감지기는 왼쪽에 갈매기 표(‘>’)모

양으로 표시됩니다. 감지기가 경보 또는 오류가 발생하면 별표(‘*’)로 바뀝니다. 경보 또는 오류가 확인되

고 경보상태가 해제되면 기호가 갈매기 표(‘>’)모양으로 되돌아갑니다. 

11.2 중앙표시기 화면 

감지기1 상태는 
현재 ‘OK’ 입니다. 

감지기2 상태는 
현재 ‘OK’ 입니다. 

감지기4 상태는 현재 ‘---’ 입니다.  
(이것은 감지기4가 설치되어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감지기3 상태는 현재 ‘---’ 입니다.  
(이것은 감지기3이 설치되어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갈매기 기호(‘>’)는 현재 선택된 감지
기를 식별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예에서는 감지기1) 
감지기가 ‘경보’ 또는 ‘오류’인 경우 
갈매기 기호 대신 별표(‘*’)를 사용하
여 감지기를 식별합니다. 

선택된 감지기의 가스유형 
(이 경우는 CO2). 
감지기 중 하나가 경보를 발생하면 이것은 
선택된 감지기가 됩니다. 화면이 현재 경
보 중인 감지기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측정단위; ppm(‘Parts Per Million’의 
약어)은 가스농도를 나타냅니다.  
백분율로 변환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 450ppm= 0.045%;  
15,000ppm= 1.5%; 30,000ppm= 3% 

선택된 감지기에서 실시간 가스측정. 
시스템 또는 감지기 오류가 있는 경
우 ‘COMMS FAULT’ 또는 ‘FLT##’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각 감지기에는 7가지 가능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래의 예에서 설명합니다. 

상태 의미 예 

OK 감지기1& 감지기2는 올바르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 감지기3& 감지기4는 설치되어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TWA 감지기1의 (이산화탄소)경보1이 발생되었습니다. 

초기설정 값은 이전 8시간 동안 5000ppm 입니다. 

  

AL1 감지기1(이산화탄소)의 경보2가 발생되었습니다. 

기본설정 값은 15000ppm(1.5% CO2) 

  

CO2 감지기1(이산화탄소)의 경보3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본설정 값은 30000ppm (3.0% CO2) 

  

AL3 감지기2(산소)의 경보3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본설정 값은 23.0% 

  

FLT## 감지기1(및 감지기2)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류정보는 서비스 설명서 참조) 

  

FLT COMMS 감지기가 통신오류를 생성했습니다. 

(오류정보는 서비스 설명서 참조)- 시스템 배선을 확인하십시오. 

  

참고사항: 알 수 없는 경보와 오류는 별표(*)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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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이산화탄소 

Ax60+에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보수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Analox에 의해 사전설정 되고 승인

된 설치자나 기술자만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기본 경보수준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

습니다.  

11.3 경보장치 

경보 CO2 임계 값 

경보계통(문자, 부저, 표시기, 스트로브, 소음기,  

선택품목 신호표시기) 

중앙표시기 경보장치 신호표시기 

TWA 시간가중평균 

이전 8시간 동안 

평균  

0.5%(5000ppm) 

표시기 문자:  

*TWA; 부저& 빨간색 

 LED 켜짐 

모든 경보를 끕니다; 중앙

표시기에 표시됩니다. 
발광 

AL1 높은 경보 
1.5% 이상 

(15,000ppm) 

표시기 문자:  

*AL1; 부저 켜짐; 빨간색 

LED 깜박임 

영향을 받은 감지기에만 

연결된 경보장치; 느리게 

깜박이는 스트로브 

 (1초 켜짐, 1초 꺼짐), 경

음 없음 

발광 

CO2 상한경보  

및 대피 방법 

3% 이상 

(30,000ppm) 

표시기 문자:  

*CO2; 부저 켜짐; 빨간색 

LED 깜박이고 계전기  

켜짐 

모든 경보장치: 빠르게 깜

박이는 스트로브 라이트(

1/2초 켜짐, 1/2초 꺼짐); 

경음발생(1/2초 켜짐, 1/2

초 꺼짐) 

발광 

AL4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됨,  

활성화 방법은 

 서비스 설명서 참조) 

3.5% 이상 

(35,000ppm) 

표시기 문자:  

*CO2; 부저 켜짐; 빨간색 

LED 깜박이고 계전기 

 켜짐 

 

모든 경보장치: 빠르게 깜

박이는 스트로브 라이트(

1/2초 켜짐, 1/2초 꺼짐); 

경음발생(1/2초 켜짐, 1/2

초 꺼짐) 

발광 

경보를 지우려면 먼저 다음 순서대로 음 소거 및 확인해야 합니다. 

1) 음소거: 경보를 음 소거 하려면 ‘Accept/ Test’ 단추를 짧게 누릅니다.  부저가 한번 울리고 경보 음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경보와 선택품목인 신호표시기(설치된 경우)의 스트로브 라이트는 계속 깜박입 

   니다. 

2) 확인: 경보 확인을 원하는 감지기 옆에 별표가 나타날 때까지 ‘Cycle’를 누른 다음 ‘Accept/ Test’ 단추를 

   약 2초 동안 누릅니다. 중앙표시기의 부저는 잠시 동안 들리며 문자가 바뀝니다: 별표는 갈매기 표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AL1’은 ‘>AL1’이 됩니다. 

3) 지우기: 음소거 되고 확인된 경보는 감시되는 가스가 안전수준으로 복귀하는 즉시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경보가 지워지기까지 지연될 수 있음) 경보가 해제되면 화면 문자가 ‘>OK’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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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산소 

경보를 지우려면 먼저 다음 순서대로 음 소거 및 확인해야 합니다. 

1) 음소거: 경보를 음소거 하려면 ‘Accept/ Test’ 단추를 짧게 누릅니다. 부저가 한번 울리고 경보 음이 한번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경보와 선택품목인 신호표시기(설치된 경우)의 스트로브 라이트는 계속 깜박입니다. 

2) 확인: 경보 확인을 원하는 감지기 옆에 별표가 나타날 때까지 ‘Cycle’를 누른 다음 ‘Accept/ Test’ 단추를 

약 2초 동안 누릅니다. 중앙표시기의 부저는 잠시 동안 들리며 문자가 바뀝니다. 별표는 갈매기 표로 바뀝

니다. 예를 들어 ‘*AL2’는 ‘>AL2’가 됩니다. 

3) 지우기: 음소거되고 확인된 경보는 감시되는 가스가 안전수준으로 복귀하는 즉시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경보가 지워지기까지 지연될 수 있음) 경보가 해제되면 화면문자가 ‘>OK’로 바뀝니다. 

  

경보 O2 임계 값 

경보계용(문자, 부저, 
 표시기, 스트로브, 소음기, 선택품목 신호표시기) 

중앙표시기 경보장치 신호표시기 

AL1 낮은 알람 19.5% 이하 
경보는 기본적으로 비활성

화 되어있습니다. 

경보가 비활성화 되므로 스

트로브가 깜박이지 않고 경

보기가 울리지 않습니다. 

비활성화 

AL2 낮은 알람 19.5% 이하 

표시기 문자: AL2; 부저 켜

짐; 빨간색LED 깜박이고 계

전기 켜짐 

영향을 받는 감지기에만 연

결된 경보장치: 느리게 깜

박이는 스트로브(1초 켜짐, 

1초 꺼짐),. 경음 없음 

발광 

AL3 상한 알람 23% 이상 

표시기 문자: AL3; 부저 켜

짐 ; 빨간색 LED 깜박이고 

계전기 켜짐 

영향을 받는 감지기에만 연

결된 경보장치: 빠르게 깜

박이는 스트로브 라이트(1/

2초 켜짐, 1/2초 꺼짐); 경

음발생(1/2초 켜짐 , 1/2초 

꺼짐) 

발광 

AL4 하한 알람 18% 이하 

표시기 문자: AL4; 부저 켜

짐 ; 빨간색 LED 깜박이고 

계전기 켜짐 

영향을 받는 감지기에만 연

결된 빠르게 깜박이는 스트

로브 라이트(1/2초 켜짐, 1/

2초 꺼짐); 경음발생(1/2초 

켜짐, 1/2초 꺼짐) 

발광 

11.3.3 경보 실험 

경보를 실험하려면 ‘Accept/ Test’ 단추를 2초동안 누릅니다. 표시기 LED가 켜지고, 화면에 ‘TESTING 

ALARMS’가 표시되고 부저가 울립니다. 경보의 스트로브와 소음기가 켜져 있습니다.  

선택품목인 신호표시기(설치된 경우)가 깜박입니다. 계전기는 실험하지 않습니다.  

경보실험은 5초후에 자동으로 취소됩니다(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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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오류 유형 

오류는 체계오류, 통신오류 또는 중앙표시기 오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가지 유형 모두 ‘FLT’ 문자가 화

면의 다른 부분에 표시됩니다. 중앙표시기 오류는 감지기 또는 경보장치에 의해 표시되지 않고 중앙표시기

에만 나타납니다. 아래 표는 세가지 오류 유형의 예를 보여줍니다. 

11.4 오류 

전선 연결, 전원공급 또는 체계구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Ax60+에서 오류를 보고합니다. 오류 유

형이 표시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공인된 기술자 또는 엔지니어에게 설명할 때 유용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Ax60+는 고장으로 인한 경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감지기가 있는 

            체계에서 감지기1이 고장 났을 때와 감지기2가 고장 났을 때 경보는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상태 의미 예 

FLT (체계) 

이는 감지기가 체계오류를 발생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오

른쪽의 예에서 감지기1은 오류상태 FLT05 입니다.  

(오류정보는 서비스 설명서 참조) 

  

FLT (comms) 

이것은 감지기가 통신오류를 발생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의 예에서 감지기1은 ‘COOMS FLT’가 있습니다. 

 (오류정보는 서비스 설명서 참조) 

  

FLT (중앙표시기) 

이는 중앙표시기에 오류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의 

예에서 중앙표시기는 오류 FLT51이 있습니다. 

 (오류정보는 서비스 설명서 참조) 

  

11.4.2 음소거, 수신확인과 오류 지우기 

11.4.2 동시경보와 오류 

다중감지기 체계에서 감지기는 서로 다른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e.g.감지기1 OK; 감지기2 경보수준; 감
지기3 오류; 감지기4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감지기 상태 의미 예 

1 OK 감지기1은 정상동작 합니다. (OK)   

  

  

  

2 *AL1 감지기2는 수준1 경보 상태이며 미확인 상태고  

강조표시(*) 되어있습니다. 

3 FLT 감지기3은 오류이며(FLT) 수신확인 되지 않았습니다. 

4 --- 감지기4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오류는 1초에 한번 울리는 중앙표시기 부저에 의해 나타납니다. 경보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지우려

면 다음과 같이 음소거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1) 음소거: 오류를 음소거 하려면 ‘Accept/ Test’ 단추를 짧게 누릅니다. 내부 부저가 한번 울린 다음 조용 

   해 질것입니다. 

2) 확인: 오류를 확인하려면 ‘Accept/ Test’ 단추를 약 2초동안 누릅니다. 중앙표시기의 부저가 잠깐 울리고 

   문자가 바뀝니다: 별표는 갈매기 표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FLT’는 ‘>FLT’가 됩니다. 

3) 지우기: 음소거되고 확인된 오류는 오류가 수정되자마자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참고사항: 하나이상의 감지기 오류가 보고된 경우 반드시 첫 번째 감지기에서 오류를 음소거하고 확인 

    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Cycle’를 눌러 다음 감지기를 강조 표시하고 음소거/ 확인/ 지우기를 

     반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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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감지기 소프트웨어 설정 

중앙표시기 소프트웨어는 출고 시 두 개의 감지기가 있는 체계에 맞게 구성됩니다. 대신 체계에 1개, 3개 

또는 4개의 감지기가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최상위 항목, 중앙구성, 첨부

된 snsrs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최상의 항목으로 돌아가려면 ‘cancel’ + ‘cycle’를 6초 이상 누르고 계십시

오. 그런 다음 ‘Cycle’ 단추를 다섯 번 눌러 최상의 항목인 중앙 구성선택을 표시하십시오. 

참고사항: 기본설정은 2개의 감지기용입니다. 이 번호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12. 구성 

선택항목                              운영자 입력                   하위 선택항목                      기능 설명  

 
 
화면에 감지기 수가 표시됩니다.  
(기본 수는 ‘>2’) 
 
 
화면에 현재 구성되어있는 감지
기 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Config. Menu, Attached snsrs’로 돌아가려면 ‘Cancel’을 누릅니다. 

Accept/ Test’를 눌러 중앙 
항목 ‘Attached snsrs’으로 
이동합니다. 
 
‘Accept/ Test’를 눌러 
‘Num of Sensor?’로 이동
합니다. 
 
‘Cycle’를 눌러 다른 번호
를 선택하십시오. 또는 
‘Accept/ Test’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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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지보수 

오류는 중앙표시기 또는 경보장치의 오류표시기에 의해 표시됩니다. 정상동작 중에는 이 표시가 꺼집니다. 

 1초에 한번 깜빡이면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것 입니다. 시스템 전원을 끄고 기술자에게 전화하십시오. 

13.1 오류 

이 절에서는 Ax60+에 대한 일반적인 예방 유지보수에 대해 설명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Ax60+ 서비스 설명서 P0159-803을 참조하십시오. 

Ax60+ 감지기는 공장 출하 시 교정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교정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프트

웨어 선택을 사용하면 인증된 엔지니어가 현장환경& 안전규정에 따라 감지기 교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

다. 

13.2 교정 

Analox는 약간 축축한 천으로 Ax60+ 덮개를 주기적으로 청소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의: 감지기는 물의 침투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13.3 청소 

낮은 곳에 설치된 감지기는 우연한 손상에 취약합니다. 감지기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에 표시된 

감지기 보호키트(부품번호 P0159-4305K)를 형태에 맞게 고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물 튀김 방지 

덮개는 감지기 입구 바깥쪽에 장착됩니다. 감지기 보호기는 고정키트를 사용하여 벽면에 장착

됩니다. 

13.4 보호 

센서 보호 장치                                   고정키트                   스플래쉬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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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규격 

Ax60+는 IEC61010-1: 2010 표준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적어도 다음 조건 하에서는 안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경고: Analox가 지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가 제공한 보호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사양서와 함께 제공된 참고사항: 

• IEC61010-1: 2010 조항9에 따른 제한된 에너지 회로 

• IEC61010-1: 2010에 따른 이중절연과 강화절연 

• 응축된 환경에서 사용하려면 Analox에 문의하십시오. 

• IP 보호는 UL에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 제한된 에너지 이중/ 강화 절연 전원공급장치(*)로 

공급되는 경우 

• 실내사용 

• 최대 5000m 고도 

• 동작온도범위: -5℃~ +50℃ 

• 최대상대습도: 95%RH (비 응축) 

• 오염도2 

• 동작전압: 24V DC 

• 단위전력: 36W 미만 

• 침투 보호: IP54(***) 

• 부식 성 또는 폭발 성 분위기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14.1 중앙 표시기 

특징:  

• 2개의 내부 SPDT 계전기, 정격 30V DC, 1A 

• 디지털 통신 

• 내부 부저 

• 전원/ 오류/ 경보 표시 

• 16자 x 2줄 LCD 표시기 

• 외부 신호표시기 운전경로 

14.2 CO2 감지기 

• 제한된 에너지 이중/ 강화 절연 전원공급장치(*)로  

공급되는 경우 

• 실내/ 실외 사용 

• 범위 0~ 5% CO2 

• 예열시간 40초 

• 최대 5000m고도 

• 동작 온도범위: -5℃~ -50℃ 

• 최대 상대습도: 98%RH (비 응축) (**) 

• 오염도2 

• 동작 전압: 24V DC 

• 단위 전력: 25W 미만 

• 침투보호: IP55(***) 

• 부식 성 또는 폭발 성 분위기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특징: 

• 녹색전원 LED 

• 디지털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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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된 에너지 이중/ 강화 절연 전원공급장치(*)로 

 공급되는 경우 

• 실내/ 실외 사용 

• 범위 0~ 25% O2 

• 예열시간 60분 

• 최대 5000m 고도 

• 동작 온도범위: -5℃~ +50℃ 

• 최대 상대습도: 98%RH(비 응축) (**) 

• 오염도2 

• 동작 전압: 24V DC 

• 단위 전력: 25W 미만 

• 침투보호: IP55(***) 

• 부식 성 또는 폭발 성 분위기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14.3 O2 감지기 

특징:  

• 녹색 전원 LED 

• 디지털 통신 

14.4 경보 장치 

• 제한된 에너지 이중/ 강화 절연 전원공급장치(*)로  

공급되는 경우 

• 실내/ 실외 사용 

• 최대 5000m 고도 

• 동작 온도범위: -5℃~ +50℃ 

• 최대 상대습도: 98%RH(비 응축) (**) 

• 오염도 2 

• 동작 전압: 24V DC 

• 단위전력: 5W 미만 

• 침투보호: IP55(***) 

• 부식 성 또는 폭발 성 분위기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특징: 

• 소음기: 88dBA @ 3m 

• LED 전구: 100cd 

• 녹색전원 LED 

• 노란색 오류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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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CO2 감지기 성능 

참고사항: 모든 규격은 주변압력이 1000mbar라고 가정합니다.  

CO2 감지기는 실질적으로 CO2의 부분적인 압력을 측정하고 체적에 의한 농도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매개 변수 설명 최소 최대 단위 

범위   0 5 % CO2 

정확도   0 5 경보 설정 값의 % 

온도 감도 교정 온도 편차   50 PPM/ 

반응시간 최종 값이 90% 30   초 

시스템 예열시간 전원을 켠 후 40   초 

참고사항: Analox는 지속적인 개선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통보 없이 규격을 갱신하거나 변경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4.6 O2 감지기 성능 

참고사항: Ax60+ O2감지기는 산소 검출을 위해 무연 전기화학 소자를 사용합니다. 

참고사항: 참고사항: Analox는 지속적인 개선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통보 없이 규격을 갱신하거

나 변경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교정, Analox는 산소감지기에 대해 일년 주기로 교정 간격을 권장하며 더 높은 정확도가 

필요한 경우 감지기를 더 자주 교정할 수 있습니다. P0159-803 서비스 설명서의 교정부분을 참조하

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보증부분을 참조하십시오. 

매개변수 설명 최소 최대 단위 

범위   0 25 % O2 

감지기 예열시간 전원을 켠 후 60   분 

정확도 

(전원을 켠 후 24시간 이내) 
교정 후 ±10℃ ±2 % O2 

정확도 

(전원을 켠 후 24시간 이후) 
교정 후 ±10℃ ±1 % O2 

온도 범위 
이 범위에서 측정이 보

정되었습니다. 
5 50 ℃ 

반응시간 최종 값의 90%   30 초 

감지기 수명 정상적인 동작 조건 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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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제품처리 

WEEE 규정에 따르면 이 전자제품은 가정용 쓰레기통에 넣을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의 전자제품 폐기정보는 지역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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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60+ 복합가스 감지기에는 다음 보증이 제공됩니다. 

• 판매일자로부터 1년 보증 

Ax60+에 사용된 산소감지기는 최첨단의 긴 수명, 낮은 유지보수의 전기 화학감지기입니다. 감지기 기술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감소하므로 결국 사용자, 서비스 제공업체가 수행하거나 선호하는 경우 

Analox로 반환할 수 있는 간단한 교체작업이 필요합니다. 

감지기의 수명은 습도수준, 주변온도, 장치의 전원공급 주파수 및 감지기가 노출되는 O2수준 등의 여러 요

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alox는 감지기의 신뢰성과 수명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산소감지

기에 1년간의 품질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설치된 장치의 상황에 따라 사용자는 여분의 O2 감지기를 소지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이 감지기는 약 

20.9%의 O2를 포함하는 주변공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비슷한 속도로 소모됩니다. 

 
우리는 장비가 제작 및 부품에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보증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마모, 부식, 화재, 폭발, 오용, 장비가 설계되거나 권장되지 않는 어떠

한 상황이나 용도의 사용으로 인한 결함 또는 승인되지 않은 수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감지요소가 변경되거나 변경 또는 수리가 시도된 경우에는 보증은 무효가 되며 

효력은 중지됩니다. 

 

위와 같이 유효한 보증서에 따라 장비를 수령하면 수리를 받게 되며 또는 비용이나 비용 없이 교체될 수 있

지만 재량에 따라 원래 판매송장당 지불한 순수구매비용을 환급하거나 교체비용 중 작은 금액을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실, 손해, 비용 또는 지연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우발적 또는 필연적인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럽거나 상품성 있는 품질, 특정목적 또는 일반적인 목적을 위한 적합성 또는 기타에 대한 명시적 또

는 묵시적 모든 보증은 배제되며 본 보증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보증이 수행되거나 제공되

지 않습니다. 

보증요구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모든 관련정보 및 문서를 포함한 요구사항은 다음 주소로 서면으로 보

내야 합니다. 

 

 Analox는 상기 대안수단을 통해 보증청구통지를 당사에 발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비는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반환되어서는 안됩니다. 

반환된 장비의 모든 운송 및 보험비용은 고객부담입니다. 

모든 반품된 품목은 적절하고 충분하게 포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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