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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X 감지기 기술(AST) 

Analox는 가스 감지기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그 권
위를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1981년 이래로 우리는 
이산화탄소 (CO2)와 질소 (N2)와 같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가스를 탐지하는 체계를 생산해 왔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신뢰할 수있는 가스 감지 및
감지기 체계는 안전한 환경을위한 대기질 관리에 중
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산화탄소 (CO2)는 극저온 실험과 응용, 시료 수
송 및 세포 배양기 용도 등으로 실험실 가스로 널
리 사용됩니다.

실험실에 저장되는 가스로는 아르곤 (Ar), 질소 
(N2) 및 헬륨 (He)과 같은 불활성 가스가 반송 가
스로 사용되거나 극저온에서 사용됩니다. CO2
가 누출되면 대기 중의 가스의 농도가 높아 지게 
되고 이러한 가스가 누출되면 산소 (O2)가 결핍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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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험 실  산 업 

연구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헬륨, 질소 및 산소와 같은 다양한 가
스가 실험실에서 사용됩니다. 이러한 가스는 누출시 심각
한 위험을 제기합니다.이 위험은 고정 된 도관 가스 체계 또
는 개별 실린더의 가스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험 요원들의 안전 

귀사의 인력은 귀중한 자산이며 실험실에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즉, 이것이 우리의 최우
선 순위이기도합니다. 가스 감시는 직원 및 공공 안전을 개
선하고 심각한 사고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또한 노출 한도에 대한 국내 및 국제 법규를 준수하는 데 도
움이됩니다.

실험실 공정 해법
과학, 의학, 연구 또는 교육 실험실이든 관계없이 과정 감
시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Analox Sensor Technology는 제
어 패널과 함께 사용하거나 전체 OEM 솔루션을 위해 자체 
체계와 통합 할 수있는 매우 정확한 공정감지기를 다양하
게 제공합니다.

안  내

지상의 370Km에서
바다 밑의 11,000m에 이르기까지

       1981 년부터 가스감지기의 생태적 우위를 차지

성공사례 

실험실의 필요성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Analox는 O2, CO2, CO, H2S 및 인화성 가스를 비롯하여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광범위한 실험실 가스를 탐지하는 맞춤형 가스 감시해법 기반을 설계하고 개발했습
니다.
2015 년 초 우리의 기존 범위는 S-Lab Awards에서 선정 된 CO2 검출기 및 경보 장치 인 Ax60으로 보
완되었으며 CO2 수준이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에도 이릅니다. 우리는 이제 갱신된 
Ax60 + 판을 제공합니다.이 판에는 일반 기능과 다중 가스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우리는 영국 기반의 기술 센터 인 CPI (Process Innovation Center) 연구소에 여러 감시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들은 A50, 고정 CO2 감시기, Safe-Ox + 산소 결핍 및 과잉 감시기입니다. 시험 및 실
험이 실험실 환경에서 수행되는 동안 인력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총 24 개의 장치가 설치되었습
니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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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KNOW
??경보설정값들은 사용자가 쉽게 하꿀수가 있습니다. 

Ax60+
Ax60 +는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감시하기위한 벽걸

이 형 복합가스 안전 장치입니다.

왜 사용해야하나?
인큐베이터,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 기기, 질량 분광기 
및 드라이 아이스 사용자에게 가압 된 CO2의 작은 누
출이 치명적인 위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안전 감시
기 설치를 고려해야합니다.

아르곤, 질소 또는 헬륨과 같은 불활성 가스를 사용
하는 모든 실험실은 산소 고갈을 측정해야합니다. 높
은 수준의 O2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실험실은 또한 
화재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압축된 O2 누출을 감시
해야합니다.

어디에서 사용하나?
중앙 표시기 장치는 편리한 위치, 종종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사무실의 벽에
설치됩니다. 이는 위험 영역의 낮은 레
벨 (바닥 위 약 450mm / 18inches)에 장
착 된 CO2 감지기 장치 및 정상 동작 머
리 높이에 위치한 O2 감지기의 판독 값
을 표시합니다. 각 감지기는 하나 이상
의 경보 장치에 연결되어 잠재적인 위

험에 대해 경고음을 들려줍니다.

무엇을 하는 기기인가?
인기있는 Ax60 CO2 검출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Ax60 +는 산소 부족 및 산소 과잉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는 모듈 형 O2 감지기의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CO2 및 O2 감지기는 상호 교환 가능하며 다점 체
계의 일부로 완전히 통합 될 수 있습니다. 각 경보 장치는 가청 경음기와 고강도 경광등을 포함합니다.

CO2  감지기는 기본적으로 1.5 % CO2의 저수준 경보, 3 % CO2의 대피 경보 및 8 시간 동안 측정 된 0.5 % 
CO2의 시간 가중 평균 경보를 작동하도록 설정됩니다. O2감지기는 기본적으로 19.5 % 및 18 %에서 하향 
방향 경보를 작동시키고 23 %에서 상향 경보를 작동하도록 설정됩니다. 경보 설정 값은 현지 법규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장점

사용자가 구성 할 수
있는 경보값 설정 및
계전기 출력

다 지점, 복합 가스
감시체계

모든 감지기 조합을
허용하는 4 대역의
유연성

주요 위치에 배치하
기위한 중앙 표시기 
장치

TWA 감시

AX60+ 복합가스 안전 감시기

자주나오는 질문

Q. 중앙 표시기에 연결할 수있는 CO2 감지기 및 경보기의
  최대 수는 얼마입니까? 

A. Ax60 + 중앙 표시기 장치는 최대 4 개의 감지기(CO2 또는
 O2)와 최대 8 개의 경보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Q. 얼마나 낮게 감지기를 설치해야합니까?

A. CO2 감지기는 바닥 높이 약 305- 457 mm (15-18 인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CO2가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바닥 근처에서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O2 센서는 정상 
     동작 머리 높이에 설치해야합니다. 

?
경광은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흰색, 파
란색, 빨간색 또는 호박색으로 제공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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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KNOW
??대부분의 타사의 O2 감시기는 6 개월마다 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O2NE +는

 12 개월마다 보정 만하면 되므로 유지 보수 시간과 운영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O2NE+
O2NE +는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는 실험실에서 사
용하기에 이상적인 산소 부족 감시기입니다.

왜 사용해야 하나?
반송 가스로 아르곤, 질소 또는 헬륨과 같은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실험실은 현지 법규를 준수하
기 위해 안전성 평가의 일부로 O2NE + 산소 고갈 감
시기를 사용해야합니다. 어디에서 사용하나?

O2NE +는 산소 수준이 안전하지 않은 
수준으로 저하되면 경고를 제공하기 위
해 불활성 가스를 사용되거나 저장되는
곳에 설치됩니다. 중계기는 방 입구에 

위치하여 직원이 들어가기 전에 위험을

알게 합니다. 

무엇을 하는 기기인가?
O2NE +는 벽에 장착 된 주 감지기 본체와 중계기로 구성된 주변 산소 소모 감시기입니다. 
범위는 0~ 25 % O2이며 경음/ 경광 2 개가 있습니다. 감지기의 수명이 길고 인증 된 공기를 
사용하여 12 개월마다 보정이 필요합니다.

FAQ

Q. O2NE +는 대기압 변화의 영향을 받습니까? 

A. 아니요, O2NE +에는 장치가 국부 압력 변화를 
     자동으로 보정 할 수있는 통합 압력 센서가 있습니다.

 

Q. O2NE +가 헬륨의 영향을 받습니까?

A. 아니요,이 장치는 헬륨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Q. 하나의 경보기에 두 개의 계전기를 장착 할 수 

      있습니까?

A. 예, 가능합니다. 

특 장점

긴수명의 산소감지기

최소의 유지보수

간단한 보정-  O2NE +는 
"깨끝한 공기"에서 보정 
할 수 있습니다.

Analox 의 질문

 질소 안전 감시기와 산소 안전 감시기는 동일합니까?  
예,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질소 가스 또는 액체 누출로 인해 
산소 수준이 고갈 될 위험이 있는 경우 O2 안전감시기가 필요
합니다. 질소 안전 감시기라고도 합니다.?

별매품 

우리는이 제품에 여러 변형을 제공하므로 특정 요구
사항에 맞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 단위  •범위 %  •경보 %  •전원 공급기 
•중계기 별매 •출력 별매
•

O2NE+ O2 고갈 감시기

?
표시기 •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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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린(lean) 제조 기술
을 가진 전문회사이며 영국

본사에서 일회용 특별제품을 
생산하거나 1000년간 영구

적으로 사용할 수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돌보아 드리지는 못하지만

대처하게 해 드리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Analox는 가스 안전 표준을 
설정하는 전문 지식이 필요할

때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이름으로

TUV, HSE 및 DEFSTAN
 표준에 관여했습니다.

?

우리는 가스 표준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세워 나갑니다.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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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Ox+
Safe-Ox +는 사용하기 쉽고 유지 보수가 간편한 
주변 산소 과잉 및 결핍 모니터입니다.

왜 사용하는가?
높은 수준의 산소를 저장하고 작동하는 실험실에서
는 산소 농도 수준을 감지하고 감시해야합니다. 산소
가 누출되면 산소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Safe-Ox +는 실험실에서 순수한 산소를 사용하는 곳에
서 O2가 과잉한 환경의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여러분
을 보호하기 위하여 높은 O2 경보를 제공합니다.

불활성 가스 누출이있는 경우 Safe-Ox +는 산소 부족
에 대해 경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용하는가?

Safe-Ox +는 가스 저장실의 정상 작동 머
리 높이의 벽에 설치하거나 압축산소배
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에는 
표준으로 1 개의 중계기가 있으며, 이 중

계기는 실내 입구에 있어야합니다. 

무엇을 하는 기기인가?
Safe-Ox +는 벽에 설치된 주 감지기본체와 중계기로 구성됩니다. 범위는 0 ~ 25 % O2이
며 1 개의 낮은 경음 및 1 개의 높은 경음/경광 경보기가 있습니다. 감지기는 수명이 길
고 12 개월마다 보정이 필요하며 인증 공기를 사용하여 보정 할 수 있습니다.

SAFE-OX+  산소결핍과 과잉감시기

FAQ
Q. 하나의 모니터가 차지할 수있는 최대 공간은

 얼마입니까? 

A. 넓은 지역을 감시해야하는 경우, 80m³ 이상의
부피를 감당할 수있는 곳에는 한개의 감시기로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격은
 지침으로 제공됩니다. 항상 기기를 구매하기 전에                     

전체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제안된 권장 사항 또는

특정 해당지역 법규에 따라 구매할 것을 권장합니다. 

Q. Safe-Ox +는 대기압 변화의 영향을 받습니까? 

A. 아니요, Safe-Ox +에는 장치가 국부적인 압력
변화를 자동으로 보정할 수있는 통합 압력감지기

가 있습니다. 

Q. Safe-Ox +를 빌딩 관리 체계(BMS)와 통합할
수 있습니까?

A. 예, 4- 20mA 별매품을 주문하면 됩니다.

특장점

긴수명의 산소감지기 O2 sensor

중계기 포함

"플러그 앤 플레이"- 
Safe-Ox +는 설치 및 
운용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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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IDA O2 & CO2 휴대용 감시기

Aspida 애스피더
Aspida는 이산화탄소, 과잉산소 또는 불활
성 가스 누출의 위험으로부터 홀로 근무하
는 실험실 직원을 보호하는 이상적인 해법
의 기기입니다.

왜 사용하여야 하나?
유럽에서 적용 할 수있는 EH40과 같은 표준은 직원이 잠재적으로 위험
한 수준의 CO2에 노출되지 않도록 의무화합니다. 상대적으로 소량의 
독성이 강한 가스이기 때문입니다. Aspida는 작동하기 쉬운 CO2 모니
터이며 가스 도관에서나 저장되어 있는 실험실 영역에서 개인 안전을 
보장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동일한 표준은 또한 질소, 아르곤 또는 헬륨과 같은 불활성 가스가 사
용되는 곳에서 질식 위험성을 고려해야하므로 Aspida O2와 같은 휴대
용 개인용 감시기가 위험 평가를 고려할 때 적절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용하나?

Aspida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의 허리띠에 착용되지만 기
본 고정 가스 감지 체계의 자
료보관용으로 벽에 장착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기인가?
Aspida는 견고하고 높은 품질의 개인용 감시기로 허리띠 또는 벽면에 장착하여 기본 CO2 
또는 O2 안전 체계에 자료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경음/ 경광 경보, 자료이력 연결및 개별 
실험실 작업자를 위한 경보 내려받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Aspida는 독립형 CO2 또는 O2 감시기 또는 이중 CO2 / O2 감시기로 사용할 수 있으며 CO2, 
과잉 O2 및 불활성 가스의 조합이 사용되는 곳에서 이상적입니다.

D
ID

YOU KNOW
??Aspida에는 동료와 함께 교대 작업을 할 경우에 필요한 기기 수를 줄이기 위한 

다중 사용자 기능이 있습니다.

FAQ

Q. 어디에서 Aspida 소프트웨어를 내려 받을 수가 
     있습니까?

A. 당사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Q. Aspida는 얼마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습니까?

A. 본 기기는 충전식 건전지 기술을 사용하여 동작되며
      충전 간 연속 12 시간 이상 작동합니다.
      표준 AA 크기 건전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장점

독립형 CO2 또는 O2 모
니터 또는 이중 CO2 / 
O2로 다양한 변형 가능

자료이력기능

바닥 졸도 경보

TWA 감시

사용자의 
허리띠에 착용
하기에 쉬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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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설치예

Analox Laboratory 
제품이 실험실 환경
에서 어떻게 설치될
수 있는지의  예.

CO2

Pure O2

N2, Ar, He

O2NE+

Safe-Ox+

Ax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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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x는 우리의 역할이 안전 핵심 제품에 영황을 미치고
있음을 잘 이해합니다. 우리는 1000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장하는 헌신적인 팀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통한 다양
한 상을 수상한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
전

이
야

말
로

 모
든

 것
에

우
선

으
로

 우
리

가
 생

각
하

는
 바

 입
니

다
.

Analox는 실험실 용 제품뿐 아니라 음료 판매 편의점 및 상업용 다이빙 및 호흡용 공기를 포함한 광범한 
다른 가스 산업 분야의 제품도 제조합니다. Analox가 제공해야하는 제품을 보려면 www.gilwoo.co.kr
을 방문하십시오.

gilw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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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36-0009

giltron@naver.com

한국대리점: 길 우 트 레 이 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선유로 33길 15, 703호
(양평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02)2636-0009(대)  팩스 02)2636-4753
www.gilwoo.co.kr      giltro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