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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측정기 및 전송기의 특징 

E2608 E2610 E2611 

E2618 E2630 E2632 

E2638 E2658 E2660과 E2660R 

• 크기: H82 × W85 × D55 mm  
• 디지털 통신: RS485  
• 통신 프로토콜: Modbus RTU 
• 측정가스: CH4, C2H2, C2H4, 

C2H4O, Cl2, CO, CO2, H2, H2S, 
NH3, NO, NO2, O2, O3, SO2, SF6, 
VOC, 할로겐화 탄소냉매 

• 크기: H85 × W85 × D36 mm  
• 디지털 통신: UART  
• 측정가스: 가연성가스, VOC, CO, 

NH3 

• 크기: H85 × W85 × D37  
• 디지털 통신: RS485  
• 통신 프로토콜: Modbus RTU 
• 측정가스: CH4-C4H10, C2H2, H2, 

NH3, VOC, 할로겐화 탄소 냉매 

• 크기: H82 × W80 × D55 mm  
• 디지털 통신: RS485  
• 통신 프로토콜: Modbus RTU 
• 측정가스: CH4, C2H2, C2H4, 

C2H4O, Cl2, CO, CO2, H2, H2S, 
NH3, NO, NO2, O2, O3, SO2, SF6, 
VOC, 할로겐화 탄소냉매 

• 크기: H90 × W145 × D55 mm  
• 디지털 통신: RS485  
• 통신 프로토콜: Modbus RTU 
• 측정가스: CH4, C2H2, C2H4, 

C2H4O, Cl2, CO, CO2, H2, H2S, 
NH3, NO, NO2, O2, O3, SO2, SF6, 
VOC, 할로겐화 탄소냉매 

• 크기: H90 × W145 × D55 mm  
• 디지털 통신: UART  
• 측정가스: 가연성가스, NH3, NO2, 

CO, VOC 

• 크기: H90 × W145 × D55 mm 
• 디지털 통신: RS485  
• 통신 프로토콜: Modbus RTU 
• 측정가스: CH4, C2H2, C2H4, 

C2H4O, Cl2, CO, CO2, H2, H2S, 
NH3, NO, NO2, O2, O3, SO2, SF6, 
VOC, 할로겐화 탄소냉매 방염 

• 크기: H121 × W211 × D55 mm  
• 디지털 통신: UART  
• 측정가스: 가연성가스, NH3, NO2, 

CO, VOC 
두 가지 가스의 동시검출 
 

• 크기: H90 × W145 × D55 mm  
• 디지털 통신: RS485  
• 통신 프로토콜: Modbus RTU 
• 측정가스: CH4, C2H2, C2H4, 

C2H4O, Cl2, CO, CO2, H2, H2S, 
NH3, NO, NO2, O2, O3, SO2, SF6, 
VOC, 할로겐화 탄소냉매 
두 가지 가스의 동시검출 
 
 

아날로그 출력 

접점 출력 

음량 경보 

시각적 경보기 

보호등급 

재질 

덕트형 

원격 탐촉자 

전원공급 90~ 230 

두 가지 가스검출 

ATEX2와 22에 적합 

LCD표시기 

PluraSensⓡ 기반 

 있음           없음          별매 

E-2600 기능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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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구성이 가능한 2개의 독립적인 선형 출력 0~ 10V/ 4~ 20mA 

• 셋업 및 필드버드 망 구성을 위한 RS485 Modbus RTV 인터페이스 

• 높은 정확성과 안정성을 위한 디지털 12C 감지기 인터페이스 

• 접점 5A, 250VAC(선택사양)가 있는 구성 가능한 계전기 2개 

• 24VDC 또는 VAC 전원공급장치, 내부 230VAC 모듈(선택사양) 

PluraSens® 기반 

E-2600 기능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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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600 기능과 적용 

아세틸렌은 공기보다 약간 가벼운 무색의 가연성 가스입니다. 

이것은 칼슘 카비이드와 물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됩니다. 

산업생산에서 아세틸렌은 주로 경질 탄화수소의 열분해에 의

해 제조됩니다. 

아세틸렌은 금속용접 및 절단에 널리 사용됩니다. 아세틸렌 

누출은 높은 폭발 성 물질이므로 주의 깊게 감시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적용범위 ] 

• 금속용접 및 절단 

• 실린더 보관실 

• 산업 

• 실험실 

• 연구환경 

화학식 HC≡CH 

몰 중량 26 

상대가스 밀도(공기 중) 0.90 

전환율(25℃ 및 1기압에서) 1 ppm = 1.06 mg/㎥  

끓는점 -84℃ 

낮은 폭발 한계(LEL), 공기 중 부피 % 2.5 

높은 폭발 한계(UEL), 공기 중 부피 % 100 

냄새 상업용 등급은 불순물 때문에 마늘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위험성 높은 인화성 

가스/ 공기 혼합물은 폭발 성이 있습니다. 구리, 수은, 은 및 황동(66% 이

상의 구리함유)으로 폭발성 아세틸리이드 화학물을 형성합니다. 

질식사 

무 독성 이지만 칼슘 카바이드에서 생성될 때 포스핀과 아르신과 같은 

독성 불순물을 함유할 수 있습니다. 

노출한계(NIOSH) REL C 2662 mg/㎥ /2500 ppm 

적합한 E2600 제품 군: E2608-LEL, E2610-LEL, E2611-LEL, E2618-LEL, E2630-LEL, E2638-LEL, E2658-LEL  

 [ 감지기 ]  

• 금속 산화물 반도체 

 

아세틸렌 검출(Acetylen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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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검출(Ammonia detection) 

E-2600 기능과 적용 

무색의 가스, 물에 잘 녹으며, 특유의 매운 냄새가 납니다. 

암모니아는 세정제 및 향균제 냉매(R717)로서 비료 및 폭약제

조 원료로 널리 사용되는 화학 공업의 대규모 제품입니다. 또

한 식물이나 동물을 포함한 유기물의 분해로 자연적으로 생산

됩니다. 

암모니아는 매우 위험한 독성과 부식 성이 있습니다. 집약적인 

가축 및 가금류 농장에서 동물 폐기물로 인한 암모니아 배출은 

동물의 건강과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공기보다 가볍고 상승하기 쉽기 때문에 암모니아 

검출기는 잠재적인 누출 원 에서 천장 근처에 설치하거나 호흡

구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암모니아 검출기의 천장 적용영역은 80~ 120㎡이며, 해당 적

용반경은 5~ 6m 입니다. 

  

[ 일반적인 적용범위 ] 

• 대형 산업용 냉동시스템/ 축산업(가축 및 가금류) 

• 비료생산 및 저장/ 실험실 및 연구환경 

 

 

  

화학식 NH3 

몰 중량 17 

상대가스 밀도(공기 중) 0.59 

전환율(25℃ 및 1기압에서) 1 ppm = 0.70 mg/㎥ 

끓는점 -33.34 °C 

낮은 폭발 한계(LEL), 공기 중 부피 % 15 

높은 폭발 한계(UEL), 공기 중 부피 % 28 

냄새 특유의 매운 냄새 

냄새 감지 임계 값 0.04ppm~ 57ppm 

위험성 암모니아는 피부, 눈, 호흡기에 자극을 줍니다.  

암모니아 흡입은 호흡곤란을 유발합니다.  

고농도에서는 폐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출한계 
(지침 2000/39/EC) 

TWA 14 mg/㎥ /20 ppm 

STEL 36 mg/㎥ /50 ppm 

적합한 E2600 제품 군: E2608-NH3-E,E2608-NH3-S, E2610-NH3, E2611-NH3, E2618-NH3-E, E2618-NH3-S,  
                              E2630-NH3, E2638(R)-NH3-E,E2638-NH3-S, E2658-NH3-E,E2658-NH3-S 

[ 감지기 ] 

• 금속 산화물 반도체(S)  

• 전기화학E 

     참고사항: 전기 화학식 감지기는 암모니아 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간에는 반도체 감지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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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검출(Carbon Dioxide detection) 

E-2600 기능과 적용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실내 공기질의 주요 지표입니다. 

CO2 감시는 가득 차 있는 장소에서 요구되는 환기조건, 밀폐

된 공간의 CO2 누출로 인한 산소 고갈방지 및 식물과 버섯의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보장하는데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약간 무겁지만 가스는 실내에 골고루 

퍼지기 쉽습니다. 이산화탄소 감지기는 바닥에서 1.5m높이의 

호흡구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각 CO2 검출기의 권장 적용영역은 500~ 1000㎡ 이며 해당 적

용반경은 12~ 18m 입니다. 

  

[ 일반적인 적용범위 ] 

• 공공건물, 극장, 영화관, 콘서트 홀 

• 건물 사무실, 호텔의 HVAC 

• 공장, 냉동시설 

• 온실 및 버섯, 식물 

화학식 CO2 

몰 중량 44 

상대가스 밀도(공기 중) 1.52 

전환율(25℃ 및 1기압에서) 1 ppm = 1.80 mg/㎥ 

끓는점 승화 

가연성 불연성 

냄새 무취 

위험성 다양한 금속(Mg, Zr, Ti, Al, Cr, Mn)의 먼지는 이산화탄소가  

떠다닐 때 발화되고 폭발합니다.  

농도가 1%(10,000ppm)까지 되면 일부 사람들은 졸고, 폐에 막힌  

느낌을 줍니다. 

7~10%(70,000~ 100,000ppm)의 농도는 충분한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도 현기증, 두통, 시각 및 청각기능 장애 및 의식 불명의 증상이 몇 분에

서 1시간 이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출한계 
(지침 2006/15/EC) 

TWA 9000 mg/㎥ /5000 ppm 

STEL 적용 안됨 

적합한 E2600 제품 군:  
E2608-CO2-10K, E2608-CO2-50K, E2618--CO2-10K, 
E2618-CO2-50K, E2638-CO2-10K, E2638-CO2-50K, 
E2658-CO2-10K, E2658-CO2-50K 

[ 감지기 ] 

• 광학(NDIR) (주변 압력 보정은 옵션으로 제공됨) 

CO2 농도 설 명 

< 450 ppm 높은 공기 질(신선한 공기) 

450-600 ppm 중간 공기 질 

600-1000 ppm 적당한 공기 질 

> 1000 ppm 낮은 공기 질 

비 주거 건물의 실내 공기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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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검출(Carbon Monoxide detection) 

E-2600 기능과 적용 

이산화탄소(CO)는 고 독성이고, 무색, 무취의 가스입니다. 

CO 감시는 불완전 연소로 인해 형성될 수 있는 장소에서 필

요합니다. 

CO는 공기와 같은 밀도에 가깝기 때문에 가스가 실내에 골

고루 퍼지기 쉽습니다. 일산화탄소 검출에는 잠재적인 누출 

원 근처의 바닥에서 약 1.5m 높이의 호흡구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각 CO 검출기의 권장 적용영역은 500~ 1000㎡이며 해당 

적용반경은 12~18m 입니다. 

  

[ 일반적인 적용범위 ] 

• 실내주차장, 차량 서비스센터 

• 보일러실과 연소실 

• 공장 및 창고 

• 터널 

• 폐수처리시설 

• 소각 설비 

화학식 CO 

몰 중량 28 

상대가스 밀도(공기 중) 0.97 

전환율(25℃ 및 1기압에서) 1 ppm = 1.15 mg/㎥ 

끓는점 -191.5℃ 

낮은 폭발 한계(LEL), 공기 중 부피 % 12.5 

높은 폭발 한계(UEL), 공기 중 부피 % 74 

냄새 무취 

위험성 고 독성. 경미한 중독으로 인해 현기증, 호흡곤란, 두통, 독감 같은 증상

이 나타납니다. 더 큰 노출은 중추신경계와 심장의 독성 및 사망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급성중독 후에는 장기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CO는 임신 중에 노출되면 아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노출은 우울증, 혼란 및 기억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출한계 TWA 적용 안됨 

적합한 E2600 제품 군: E2608-CO, E2610-CO, E2611-CO, E2618-CO, E2638-CO, E2638-CO, E2658-CO 

[ 감지기 ] 

• 전기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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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검출(Chlorine detection) 

E-2600 기능과 적용 

염소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황록색 가스입니다. 이것은 

제조산업과 소비자제품의 소독제 및 표백제로 사용됩니다. 

염소는 호흡기를 자극하는 독성가스입니다. 강한 산화제이

므로 인화성 물질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염소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가라앉기 쉽기 때문에 감지기

는 잠재적인 누출 또는 발생원 근처 바닥 가까이에 설치해

야 합니다. 

  

[ 일반적인 적용범위 ] 

• 화학과 고분자 산업 

• 수영장 

• 폐수처리시설 

• 실험실 

화학식 CL2 

몰 중량 70.9 

상대가스 밀도(공기 중) 2.44 

전환율(25℃ 및 1기압에서) 1 ppm = 2.90 mg/㎥ 

끓는점 -34.04 °C 

냄새 자극적인 냄새 

냄새 감지 임계 값 일부 사람들은 노출한계의 3배가 될 때까지 냄새를 알지 못 할  
것입니다. 

위험성 불연성이지만, 강력한 산화제는 많은 일반적인 화학물질과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눈 점막, 피부 및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극성 물질입니다. 사망은 400~ 1,000ppm의 노출 후 수 분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ppm의 만성적인 노출은 중등도 이지만 영구적인 폐 기능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출한계 

(Directive 2006/15/EC) 

TWA 적용 안됨 

STEL 1.5 mg/m3 /0.5 ppm 

IDLH(NIOSH) 10ppm 

적합한 E2600 제품 군: E2608-Cl2, E2618-Cl2, E2638-Cl2, E2658-Cl2 

[ 감지기 ] 

• 전기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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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 검출(Ethylene detection) 

E-2600 기능과 적용 

극히 가연성이 높은 무색 가스, 고분자 산업과 과일 숙성제

등 광범위한 원료로 사용됩니다. 에틸렌은 세계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유기 화합물 입니다. 

  

[ 일반적인 적용범위 ] 

• 농업 

• 산업 

• 가스 저장실 

• 실험실, 연구실 

화학식 H2C=CH2 

몰 중량 28 

상대가스 밀도(공기 중) 0.97 

전환율(25℃ 및 1기압에서) 1 ppm= 1.15 mg/㎥ 

끓는점 -103.7C 

낮은 폭발 한계(LEL), 공기 중 부피 % 2.7 

높은 폭발 한계(UEL), 공기 중 부피 % 36.0 

냄새 순수할 때 희미한 달콤한 냄새 

냄새 감지 임계 값 270~ 600ppm이므로 냄새는 에틸렌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막기 위한 적
절한 경고 성질이 아닙니다. 

위험성 극도의 인화성 

가스/ 공기 혼합물을 폭발 성이 있습니다. 

과도한 노출로 흡입 시 두통, 현기증, 마취, 졸음, 의식불명 또는 기타 중

추신경계에 영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출한계 (ACGIH) TWA 200ppm 

STEL 적용 안됨 

적합한 E2600 제품 군: E2608-C2H4, E2618-C2H4, E2638-C2H4, E2658-C2H4 

[ 감지기 ] 

• 전기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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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600 기능과 적용 

산화에틸렌(보통 옥시란이라고 부르며 또한 에폭시 에탄, 디

메틸렌옥사이드, 옥시시콜로프로판, 1,2- 에폭시에탄으로도 

불린다)은 에테르 같은 냄새가 나는 무색의 가스(끓는점 

10.7℃) 입니다. 

이것은 3~ 100% 범위의 공기와 인화성 혼합물을 형성합니

다. 발암성, 돌연변이성, 자극성 및 마취효과가 있는 느린 독

성물질입니다  

 

[ 일반적인 적용범위 ] 

• 대규모 화학 생산 원료 

• 의료기기 및 장치용 살균제 

• 실험실 

적합한 E2600 제품 군: E2608-ETO, E2618-ETO, E2638-ETO, E2658-ETO 

[ 감지기 ] 

• 전기화학 

화학식 C2H4O 

몰 중량 44 

상대가스 밀도(공기 중) 1.52 

전환율(25℃ 및 1기압에서) 1 ppm = 1.80 mg/㎥ 

끓는점 10.7℃ 

낮은 폭발 한계(LEL), 공기 중 부피 % 3 

높은 폭발 한계(UEL), 공기 중 부피 % 100 

냄새 에테르 같은 자극적인 냄새 

냄새 감지 임계 값 430 ppm 

위험성 인화성 

가스/ 공기 혼합물은 폭발 성이 있습니다. 산화에틸렌은 발암성, 돌연 

변이성, 자극성 및 마취효과가 있는 느린 독성물질입니다. 

노출경로는 흡입, 섭취(액체), 피부 및 눈 접촉입니다.  

노출한계 TWA 1ppm 

STEL 5ppm 

산화에틸렌 검출(Ethylene oxid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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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600 기능과 적용 

할로겐화 탄소 냉매는 매우 휘발성이 높고 비가연성 액체이

며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과다한 노출은 현기증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중추신경계 손상, 우을증과 심장부정맥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증기는 공기를 대체하고 질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온(>25℃)에서는 분해 생성물에 플루오르화 

수소(HF)와 가르보닐 할라이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출을 통해 냉매가 빠져나가면 냉장시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할로겐화 탄소냉매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가라앉기 쉽기 때

문에 냉매가스탐지기는 누출 가능성이 있는 곳 가까운 바닥

에 설치해야 합니다. 

각 냉매 검출기의 권장 적용범위는 80~ 120㎡이며 해당 적

용반경은 5~ 6m 입니다. 

 

[ 일반적인 적용범위 ] 

• 냉동창고 

• 냉장시설 

• 기계실/ 냉각실 

• 아이스스케이팅 경기장 

적합한 E2600 제품 군: E2608-HFC, E2611-HFC, E2618-HFC, E2638-HFC, E2658-HFC 

[ 감지기 ] 

• 금속 산화물 반도체 

• NDIR(까다로운 곳에 적용하기 위한 높은 선택도와 빠른 응답 

그룹 냉매 비고 

클로로플루오로카본 (CFC) 

 
R11, R12 

염소 함유 냉매(CFC 및 HCFC)는 오존층을 손

상시키고 온실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

주됩니다. 몬트리올의의정서에 따르면 염소 

함유 할로카본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하고 제

조과정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염화불화탄소 (HCFC) 

 
R22, R141b, R142b 

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 (HFC) 

 
R32, R125, R134a, R143a 

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HFC)은 염소를 포함하

지 않으며 환경에 더 안전합니다. 현재 하이드

로플루오로카본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할로겐화 탄소 냉매입니다. 

하이드로플루오로올레핀 (HFO) 

 
R 1234ez, R1234yf, R1336mzz 

하이드로플루오로올레핀(HFO)은 HFC보다 환

경친화적인 냉매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할로겐화 탄소 검출(Halocarbon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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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600 기능과 적용 

잠재적으로 수소 기체의 농도가 생성 또는 누출의 결과로 축

적될 수 있는 곳에서는 필수적입니다. 

수소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소감지기는 잠재적인 누출 원 근처의 가까운 천장에 설치

해야 합니다. 

각 수소 검출기의 권장 적용영역은 80~ 120㎡이며 해당 적

용반경은 5~ 6m 입니다. 

 

[ 일반적인 적용범위 ] 

• 충전소 

• 가스실린더 저장소 

• 가스 테스트 설비, 가스 혼합 작업실 

• 폐수처리시설 

• 실험실, 연구실 

• 차량연료전지, 수소 충전소 

적합한 E2600 제품 군: E2608-LEL, E2610-LEL, E2611-LEL, E2618-LEL, E2630-LEL, E2638-LEL, E2658-LEL 

[ 감지기 ] 

• 금속 산화물 반도체 

• 펠리스터 (촉매식) 

수소 검출(Hydrogen detection) 

화학식 H2 

몰 중량 2 

상대가스 밀도(공기 중) 0.07 

전환율(25℃ 및 1기압에서) 1 ppm = 0.0818 mg/m3 

끓는점 -252.88 °C 

낮은 폭발 한계(LEL), 공기 중 부피 % 4 

높은 폭발 한계(UEL), 공기 중 부피 % 75 

냄새 무취 

위험성 인화성, 공기와의 폭발 성 혼합물을 형성함 

질식사 

노출한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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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600 기능과 적용 

썩은 계란의 특징적인 냄새가 있는 무색의 가스 

이것은 공기보다 약간 무겁고 고독 성, 부식 성, 가연성 그리

고 폭발 성이 있습니다. 고농도에서는 후각신경이 마비되어 

과다 노출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황화수소는 유기물의 혐기성 붕괴로부터 비롯된다. 싱크대, 

하수도 등 

 

[ 일반적인 적용범위 ] 

•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 제지 및 펄프공장 

• 식품 및 음료산업 

• 실험실 

적합한 E2600 제품 군: E2608-H2S, E2618-H2S, E2638-H2S, E2658-H2S 

[ 감지기 ] 

• 전기화학 

황화수소 검출(Hydrogen sulfide detection) 

화학식 H2S 

몰 중량 34 

전환율(25℃ 및 1기압에서) 1 ppm = 1.40 mg/㎥ 

상대가스 밀도(공기 중) 1.17 

끓는점 -60 °C 

낮은 폭발 한계(LEL), 공기 중 부피 % 4.0 

높은 폭발 한계(UEL), 공기 중 부피 % 44 

냄새 30ppm이상에서는 냄새가 달콤하거나 구역질 나게 단맛이 나타납니다. 

냄새 감지 임계 값 
 

0.01~ 1.5ppm: 후각은 빠르게 마비되고 H2S의 지속적인 존재를 경고하

기 위해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위험성 높은 인화성, 폭발 성 가스 

광범위 스펙트럼 독성, 주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 농도에서는 

눈 자극, 인후통과 기침, 메스꺼움, 호흡곤란, 폐 부종을 유발합니다. 장

기간 낮은 수준의 노출은 피로, 식욕감소, 두통, 기억력감소, 과민성 및 

현기증을 유발합니다. 높은 수준에 노출되면 호흡이 멈추고 사망할 확

률이 높아지면서 즉각적으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노출한계 
(지침 
2009/161/EU) 

TWA 7 mg/mm3 / 5 ppm 

STEL 14 mg/mm3 / 10 ppm 

IDLH (NIOSH) 140 mg/mm3 / 1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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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600 기능과 적용 

밀폐된 공간에서 필수적이며 폭발 가능성이 있는 액화 석유

가스(LPG)의 농도가 누출로 인해 축적될 수 있습니다. 

LPG의 주요성분인 부탄과 프로판은 공기보다 무거워서 가라

앉기 쉽기 때문에 LPT 검출기는 잠재적인 오염원 근처 바닥 

가까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각 LPG 감지기의 권장 적용영역은 80~ 120㎡이며 해당 적용

반경은 5~ 6m 입니다. 

 

[ 일반적인 적용범위 ] 

• LPG 플랜트 및 시설 

• LPG 보일러 하우스, 상업용 주방 

• 지하주차장, 저장실 

• 실험실, 연구실 

적합한 E2600 제품 군: E2608-LEL, E2610-LEL, E2611-LEL, E2618-LEL, E2630-LEL, E2638-LEL, E2658-LEL 

[ 감지기 ] 

• 금속 산화물 반도체 

• 펠리스터 (촉매식) 

LPG 검출(LPG detection) 

프로판 n-부탄 이소부탄 

화학식 CH8CH2CH8 
CH3CH2CH2CH3  

(C4H10) 
CH3CH(CH3)CH3  

 (C4H10) 

몰 중량 44 58 

상대가스 밀도(공기 중) 1.55 2.0 

전환율(25℃ 및 1기압에서) 1 ppm =1.80 mg/m3 1 ppm = 2.38 mg/m3 

끓는 점 -42℃ -0.56 ℃ -117.7℃ 

낮은 폭발 한계(LEL),  
공기 중 부피 % 

2.1 1.6 1.8 

높은 폭발 한계(UEL),  
공기 중 부피 % 

9.5 8.4 9.6 

냄새 

순수할 때 무취 
시판중인 연료용 프로판에는 
냄새성분(“가스냄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솔린 같은 냄새 

위험성 

높은 인화성, 공기와의 혼합물
은 폭발 성이 있습니다. 
질식사 
흡입 시 어지럼증, 혼란, 흥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높은 인화성 
부탄을 흡입하면 고압 용기에서 직접 남용
되어 행복감, 졸음, 마취, 질식, 심장 부정맥, 
혈압 변동 및 일시적인 기억상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질식 및 심실세동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노출한계 
NIOSH 
TWA 

1800 mg/m3 /1000 ppm 1900 mg/m3 /800 ppm 

14 
EVIKON 한국 대리점: 길 우 트 레 이 딩  
<07271>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33길 15, 703호(양평동 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02)2636-0009(대)     팩스 02)2636-4753       www.gilwoo.co.kr      giltron@naver.com 



적합한 E2600 제품 군:  E2608-CH4, E2608-LEL, E2610-LEL, E2611-CH4, E2611-LEL, E2618-CH4, E2618-LEL,  
                               E2630-LEL, E2638-CH4, E2638-LEL, E2658-CH4, E2658-LEL 

E-2600 기능과 적용 

밀폐된 공간에서 필수적이며, 폭발 가능성이 있는 메탄(천연

가스)의 농도가 생성 또는 누출로 인해 축적될 수 있습니다. 

메탄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메탄 감지기는 잠재적인 오염원에 근접한 천장 근처에 설치

해야 합니다. 

각 메탄 검출기의 권장 적용영역은 80~ 120㎡이며 해당 적

용반경은 5~ 6m 입니다. 

 

[ 일반적인 적용범위 ] 

• 보일러실, 상업용 주방 

•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 

• 가스배관 및 압축기 

• 가스혼합 및 테스트 설비, 실린더 저장소 

• 폐수처리시설 

• 실험실, 연구실 

[ 감지기 ] 

• 금속 산화물 반도체 

• 펠리스터 (촉매식) 

메탄 검출(Methane detection) 

화학식 CH4 

몰 중량 16 

상대가스 밀도(공기 중) 0.55 

전환율(25℃ 및 1기압에서) 1 ppm = 0.65mg/㎥ 

끓는점 -161.49℃ 

낮은 폭발 한계(LEL), 공기 중 부피 % 5.0 

높은 폭발 한계(UEL), 공기 중 부피 % 15 

냄새 순수할 때 무취. 

주방에서 사용하는 메탄은 냄새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높은 인화성, 공기와의 혼합물은 폭발 성이 있습니다. 

질식사 

노출한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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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E2600 제품 군:  E2608-NO, E2618-NO, E2638-NO, E2658-NO 

E-2600 기능과 적용 

무색의 가스로써 물에 비교적 불용성이며 공기와 거의 같은 

밀도(NO-공기밀도 비, 1,03:1)입니다. 

호흡기와 눈을 자극하며, 고농도에서는 폐 부종과 사망을 유

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노출제한: 

8 hours TWA = 25 ppm (Directive 91/322/EEC)  

IDLH = 100 ppm (NIOSH) 

 

[ 일반적인 적용범위 ] 

• 화학산업 

• 건강관리 

• 실험실 

[ 감지기 ] 

• 전기화학 

산화질소 검출(Nitric oxide detection) 

화학식 NO 

몰 중량 30 

상대가스 밀도(공기 중) 1.03 

전환율(25℃ 및 1기압에서) 1 ppm = 1.23mg/㎥ 

끓는점 -152℃ 

인화성 불연성이지만 가연성 물질의 연소를 촉진합니다. 

냄새 순수한 NO은 무취이지만, 대기 중에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NO2로 산화됩

니다. 

위험성 
 

호흡기와 눈을 자극하며 고농도에서는 폐 부종과 사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출한계 
(Directive 
91/322/EEC) 

TWA 30 mg/m3 /25 ppm 

IDLH (NIOSH) 123 mg/m3 /1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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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E2600 제품 군:  E2608-NO2, E2618-NO2, E2630-NO2, E2638-NO2, E2658-NO2 

E-2600 기능과 적용 

이산화질소는 악취가 있는 갈색 가스로써 산화제로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의 연소공정에서 형성됩니다. 

 

이산화질소는 흡입 시 유독합니다. 낮은 농도에서 코를 마비

시키고 과다 노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산화질소는 공기보다 무겁고 가라앉기 쉽기 때문에 감지기

는 잠재적인 오염원 근처 바닥 가까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적용범위 ] 

• 실내주차장, 터널, 스케이트 경기장 

• 화력발전소 

• 펄프제분소 

• 실험실 

 

[ 감지기 ] 

• 전기화학 

 

이산화질소 검출(Nitrogen dioxide detection) 

화학식 NO2 

몰 중량 30 

상대가스 밀도(공기 중) 1.03 

전환율(25℃ 및 1기압에서) 1 ppm = 1.23mg/㎥ 

끓는점 -152℃ 

인화성 강력한 산화제는 많은 유기물질(목재, 기름, 종이 등)에 점화를 일으킬 수 있

습니다. 피부, 눈 및 호흡기를 자극합니다. 100ppm을 넘는 농도에 노출되면 

폐에 있는 액체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침, 피로 또

는 메스꺼움 이외의 노출시간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폐에서 염증이 일

어나면 수종이 생깁니다. 

냄새 특유의 악취가 있습니다. 

냄새 감지 임계 값 0.1~ 0.4 ppm 

위험성 호흡기와 눈을 자극하며 고농도에서는 폐 부종과 사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출한계 

(NIOSH) 

ST REL 1.88 mg/m3 / 1 ppm 

IDLH 37.6 mg/m3 /2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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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E2600 제품 군:  E2608-O2, E2608-O2-L, E2618-O2, E2618-O2-L, E2638-O2, E2638-O2-L,  
                               E2658-O2, E2658-O2-L 

E-2600 기능과 적용 

산소는 아르곤, 냉매, CO2등과 같은 중성가스들로 인해 밀폐

된 공간에서 위험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산소 결핍 감지기는 바닥에서 1.5m 높이의 호흡영역에 설치

해야 합니다. 

 

각 O2 검출기의 권장 적용영역은 150~ 300㎡이며 해당 적용

반경은 7~ 10m 입니다 

 

[ 일반적인 적용범위 ] 

• 불활성 가스 저장소, 밀폐된 공간 

• 간이환경조절(창문과 포장재) 

• 산업공정에서 질소의 혼합 

• 인큐베이터, 발효용기 

 

[ 감지기 ] 

• 전기화학 

• 광학 (형광 급냉 기반) (-L로 표시) 

 

 

산소 검출(Oxygen detection) 

화학식 O2 

몰 중량 32 

상대가스 밀도(공기 중) 1.1 

전환율(25℃ 및 1기압에서) 1 ppm = 1.31mg/㎥ 

끓는점 -183℃ 

냄새 무취 

위험성 

강력한 산화제 

가연성 물질 및 환원물질(오일, 솔벤트 등)과 반응하여 화재 및 폭발 위

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산소가 풍부한 대기(>22% O2)는 심각한 화

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공기 중 산소결핍은 집중력 감소, 협응력 감소,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

니다. 매우 감소된 수준에서는 실신과 죽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가된 농도로 산소를 흡입하면 산소과잉(발작, 호흡기문제, 방향감각 

상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균 대기농도 20.8~ 21% 

결핍 임계 값(OSHA) 19.5% 

즉각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 ＜10% 

노출한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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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E2600 제품 군:  E2608-O3, E2618-O3, E2638-O3, E2658-O3 

E-2600 기능과 적용 

오존은 심한 악취가 나는 무색 내지 청색의 불연성 

가스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산화제이며 눈과 호흡기

를 자극하며 폐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강력한 

소독제 및 정수기로 사용됩니다. 

 

[ 일반적인 적용범위 ] 

• 수영장, 온천 

• 식품가공 및 보존 

• 수 처리 및 정화 

• 공기정화 및 살균 

 

[ 감지기 ] 

• 전기화학 

 

 

오존 검출(Ozone detection) 

화학식 O3 

몰 중량 48 

상대가스 밀도(공기 중) 1.50 

전환율(25℃ 및 1기압에서) 1 ppm = 1.96mg/㎥ 

끓는점 -112℃ 

냄새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 

냄새 감지 임계 값 100 ppb 

위험성 

강력한 산화제는 인화성 물질에 점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존은 폐 

기능을 손상시키고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오존(및 오존을 생성

하는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조기사망, 천식, 기관지염, 심장마비 및 기타 

심폐기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출한계 
(NIOSH) 

TWA 0.2 mg/mm3 / 0.1 ppm 

IDLH(NIOSH) 9.8 mg/mm3 / 5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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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600 기능과 적용 

유기 솔벤트 증기(아세톤, 에탄올, 에틸아세테이트, 

톨루엔, 자일렌)는 독성 및 인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페인트 저장소, 솔벤트 저장소 및 작업장의 

공기 중에 솔벤트 농도를 제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일반적인 적용범위 ] 

• 페인트 저장소 

• 작업장 

• 솔벤트 저장창고 

 

[ 감지기 ] 

• 금속 산화물 반도체 (검출범위 100% LEL까지) 

• 광 이온화 검출기 (PID) (검출범위 0~ 50 또는  

0~ 300ppm) 

 

 

솔벤트 증기 검출(Solvent vapors detection) 

아세톤(Acetone) 
• 동의어/ 상품명: 디메틸케톤, 케톤프로판, 2-프로파논 

화학식 (CH3)2CO 

몰 중량 58 

상대가스 밀도(공기 중) 2.0 

전환율(25℃ 및 1기압에서) 1 ppm = 2.38 mg/㎥ 

끓는점 56.11 °C 

낮은 폭발 한계(LEL), 공기 중 부피 % 2.5 

높은 폭발 한계(UEL), 공기 중 부피 % 12.8 

냄새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 

위험성 
 

높은 인화성 

정상적인 사용에는 약간 독성이 있습니다. 자극을 일으켜 가벼운 피부 

자극을 일으키고 중등도 에서 심한 눈 자극을 일으킵니다. 

높은 증기 농도에서는 CNS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노출한계 

8 시간(2000/39/EC 1900 mg/m3 / 500 ppm 

NIOSH REL TWA 590 mg/m3 /250 ppm 

IDLH (NIOSH) 2500 ppm [10%LEL] 

벤젠(Benzene ) 
• 동의어/ 상품명: 벤졸, 페닐하이드리드 

화학식 C6H6 

몰 중량 78 

상대가스 밀도(공기 중) 2.69 

전환율(25℃ 및 1기압에서) 1 ppm = 3.19 mg/㎥ 

끓는점 8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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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600 기능과 적용 

벤젠(계속)(Benzene (continued)) 
• 동의어/ 상품명: 벤졸, 페닐하이드리드 

화학식 C6H6 

낮은 폭발 한계(LEL), 공기 중 부피 % 1.2 

높은 폭발 한계(UEL), 공기 중 부피 % 7.8 

냄새 히아신스와 같은 냄새 

위험성 
 

높은 인화성 

자극제, 발암성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고 두통, 메스꺼움,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거식

증, 나른함을 유발합니다. 

대상 기관: 눈, 피부, 호흡계, 혈액, 중추신경계, 골수 

노출한계 
(NIOSH REL) 

Ca TWA 0.319 mg/m3 /0.1 ppm 

STEL 15 minutes 1 ppm 

Ca IDLH 500 ppm 

에탄올(Ethanol) 

화학식 CH3CH2OH 

몰 중량 46 

상대가스 밀도(공기 중) 1.59 

전환율(25℃ 및 1기압에서) 1 ppm = 1.589 mg/㎥ 

끓는점 78.37 °C 

낮은 폭발 한계(LEL), 공기 중 부피 % 3 - 3.3 

높은 폭발 한계(UEL), 공기 중 부피 % 19 

냄새 특유의 알코올냄새 

위험성 
 

높은 인화성 

가스/ 공기 혼합물을 폭발 성이 있습니다. 

증기를 흡입하면 기침, 두통, 피로와 졸음이 생깁니다. 농도가 높으면 

태아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고농도에 노출되면 간과 신경

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출한계 
2006/15/EC 

TWA 8 시간 1210 mg/m3 / 1000 ppm 

STEL 15 분 - 

에틸아세테이트(Ethyl acetate) 

화학식 

몰 중량 88 

전환율(25℃ 및 1기압에서) 1 ppm = 3.60 mg/㎥ 

끓는점 77.1 °C 

낮은 폭발 한계(LEL), 공기 중 부피 % 2 

높은 폭발 한계(UEL), 공기 중 부피 % 11.5 

냄새 달콤한 “배” 냄새 

위험성 
 

인화성 

짧은 기간 고농도의 에틸아세테이트에 노출되면 먼저 눈, 코, 목구멍이 

자극을 받고, 두통, 메스꺼움, 구토, 졸음 및 무의식이 동반됩니다. 

노출한계 
(NIOSH) 

TWA 8 시간 1400 mg/m3 /400 ppm 

IDLH 2000 ppm [10%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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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600 기능과 적용 

톨루엔(Toluene) 

화학식 C6H5CH3 

몰 중량 92 

전환율(25℃ 및 1기압에서) 1 ppm = 3.77 mg/㎥ 

끓는점 110.7 °C 

낮은 폭발 한계(LEL), 공기 중 부피 % 1.1 - 1.27 

높은 폭발 한계(UEL), 공기 중 부피 % 6.75–7.1 

냄새 특유의 “화학” 냄새 

위험성 

 

높은 인화성 

가스/ 공기 혼합물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흡입 시 가능한 영향: 눈, 코 자극; 나른함(쇠약, 피로), 혼미, 황홀 감,  

현기증, 두통; 확장된 눈동자, 눈물(눈물 분출); 불안, 근육피로,  

불면증; 감각이상; 피부염; 간, 신장 손상 

노출 한계 
2006/15/EC 

TWA 192 mg/mm3 / 50 ppm 

STEL 384 mg/mm3 / 100 ppm 

자일렌(Xylene) 

• 이 용어는 디메틸 벤젠의 3개의 이성 체 중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에 대해 사용됩니다 

화학식 

오르토- 자일렌  메타- 자일렌 파라- 자일렌 
 

몰 중량 106 

전환율(25℃ 및 1기압에서) 1 ppm = 4.34 mg/㎥ 

끓는점 144.4 °C 139 °C 138.35 °C 

낮은 폭발 한계(LEL), 공기 중 부피 % 0.9 - 1.1 

높은 폭발 한계(UEL), 공기 중 부피 % 6.0–7.0 

냄새 특유의 “화학” 냄새 

위험성 
인화성 
흡입하면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및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출 한계 
2000/39/EC 

TWA 221 mg/mm3 / 50 ppm 

STEL 442 mg/mm3 / 100 ppm 

• 적합한 E2600 제품군: E2608-VOC, E2608-PID, E2610-VOC, E2611-VOC, E2618-VOC, E2618-PID,  
                             E2630-VOC, E2638-VOC, E2638-PID, E2658-LEL, E2658-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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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600 기능과 적용 

이산화황은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무색의 가스입니

다. 이것은 황산 생산의 중간 물 입니다. 

SO2는 환원제, 섬세한 물질의 표백제 및 식품 산업

과 포도주 양조의 방부제로 사용됩니다. 

이산화황은 흡입 시 유독합니다. 

이산화황은 공기보다 무겁고 가라앉기 쉽기 때문에 

가스탐지기는 잠재적인 누출 원 근처에서 바닥보다 

30~ 45cm 위에 설치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적용범위 ] 

• 화학산업 

• 와인양조 

• 식품가공 및 보존 

• 실험실 

 

[ 감지기 ] 

• 전기화학 

 

 

이산화황 검출(Sulfur dioxide detection) 

화학식 SO2 

몰 중량 64 

전환율(25℃ 및 1기압에서) 1 ppm = 2.62mg/㎥ 

상대가스 밀도(공기 중) 2.21 °C 

끓는 점 -10℃ 

인화성 불연성 

냄새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 

냄새 감지 임계 값 
 

다른 연구에 따라 0.266 mg / m3 (0.1 ppm)에서  
12.5 mg / m3 (4.7 ppm) 

위험성 
 

이산화황을 흡입하면 호흡기 증상과 질병이 증가하고, 호흡곤란 및  

조기사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출한계 
(NIOSH) 

 

TWA 5 mg/mm3 / 2 ppm 

STEL 13 mg/mm3 / 5 ppm 

IDLH (NIOSH) 262 mg/mm3 / 100 ppm 

• 적합한 E2600 제품군: E2608-SO2, E2618-SO2, E2638-SO2, E2658-S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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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600 기능과 적용 

무색, 무취, 비가연성, 비 독성 가스로 공기보다 5배

나 무겁습니다. 육불화황은 공기 및 질소보다 거의 3

배 우수한 유전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로 차단기 및 전기스위치 기어에서 불꽃방지제로 

잘 동작합니다. 

SF6은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은 없지만 SF6은 알려진 

대로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이므로 비용 및 환경고려

사항 때문에 누출 탐지가 필요합니다. 

 

SODA 허용 노출 한도(PEL): 

  · 일반산업: 1000 ppm, 6000 mg/m3 

  · 건설산업: 1000 ppm, 6000 mg/m3 TWA 

  · 건강 영향: 저 독성(HE19); 질식(HE17) 

 

[ 일반적인 적용범위 ] 

• 발전소 

• 실험실 

• 감지기: 

• 광학 (DIR) 

 

육불화황(Sulfur hexafluoride detection) 

화학식 SF6 

몰 중량 146,1 

전환율(25℃ 및 1기압에서) 1 ppm = 5,98mg/㎥ 

상대가스 밀도(공기 중) 5,03 °C 

끓는 점 종속성 

인화성 불연성 

냄새 무취 

위험성 

 

무 독성 이지만 유독성이 높은 유한 펜타플루오라이드(S2F10)를 부작용

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기 방전 시 분해되어 유독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온실가스 

NIOSH REL TWA = OSHA PEL TWA 1000 ppm (6000 mg/m3) 

• 적합한 E2600 제품군: E2608-SF6, E2618-SF6, E2638-SF6, E2658-S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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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600 
 

기능과 적용 

다양한 전자시스템을 위한 배터리 백업 설치의 안전성을 감시해

야 합니다. 납 축전지가 충전됨에 따라 수소가스가 생성되며 제

한된 공간에서 누적되어 위험한 가연성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

니다. 

 

배터리 충전소(Battery Charging Rooms) 

가스 측정범위 전송기 감지지 

 

수소(H2) 

 

0~ 100 %LEL 

E2618-LEL 

E2638-LEL  

E2658-LEL 

E2608-LEL  

E2610-LEL  

E2611-LEL  

E2630-LEL 

E2638R-LEL 

E2658R-LEL 

보일러실(Boiler Houses) 

가연성 가스 및 일산화탄소 누출제어 

가스 측정범위 전송기 감지지 

일산화탄소 
(CO) 

0~ 1000 ppm 

E2618-CO 

E2638-CO 

E2658-CO 

E2608-CO 

 E2610-CO 

E2630-CO 

E2638R-CO 

E2658R-CO 

메탄(CH4) 0~ 100 %LEL 

E2618-CH4 

E2638-CH4 

E2658-CH4 

E2608-CH4 

E2610-LEL  

E2611-CH4 

E2630-LEL 

E2638R-CH4 

E2658R-CH4 

프로판 
(C3H8) 

 
0~ 100 %LEL 

E2618-LEL 

E2638-LEL 

E2658-LEL 

E2608-LEL 

 E2610-LEL 

E2611-LEL 

 E2630-LEL 

E2638R-LEL 

E2658R-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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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600 기능과 적용 

가축 헛간의 대기 질은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에 결정적입니다. 

헛간에서 암모니아 농도를 감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곡물 사일로의 CO2농도 감시는 곤충과 곰팡이에 의한 곡물의 

초기 부패를 감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농장(Farms) 

식품과 음료산업(Food and Beverages Industry) 
 

가스 측정범위 전송기 감지지 

암모니아 
(NH3) 

0~ 1,000 ppm 
E2618-NH3-S 

E2638-NH3-S 

E2608-NH3-S 

E2610-NH3 

E2611-NH3 

E2630-NH3 

E2638R-NH3-S 

메탄 
(CH4) 

0~ 100 %LEL 
E2618-CH4 

E2638-CH4 

E2608-CH4 

E2610-LEL  

E2611-CH4 

E2630-LEL 

 E2638-CH4 

이산화탄소 
(CO2) 

 

0~ 10,000 ppm 

0~ 50,000 ppm 

E2618-CO2 

E2638-CO2 

E2658-CO2 

E2608-CO2 

E2638R-CO2 

E2658R-CO2 

가스 측정범위 전송기 감지지 

프로판 
(C3H8) 

0~ 100 %LEL 
E2618-LEL 

E2638-LEL 

E2608-LEL  

E2610-LEL 

 E2611-LEL 

E2630-LEL 

E2638R-LEL 

일산화탄소 
(CO) 

0~ 1000 ppm  
E2618-CO 

E2638-CO 

E2608-CO 

 E2610-CO 

E2630-CO 

E2638R-CO 

이산화탄소 
(CO2) 

0~ 10,000 ppm 

0~ 50,000 ppm 

E2618-CO2 

E2638-CO2 

E2608-CO2 

E2638R-CO2 

이산화질소 
(NO2) 

0~ 200 ppm  

0~ 100ppm 

E2618-NO2 

E2638-NO2 

E2608-NO2 

E2610-NO2 

E2630-NO2 

E2638R-NO2 

음식을 미리 조리하거나 쓰레기와 부산물을 처리하거나 음식을 

운송하기 위해 적절하게 보관하는 것은 식품 및 음료 처리기에

서 위험한 가스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스감지는 

이러한 처리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안전 요구사항의 중요한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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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600 기능과 적용 

식품과 음료산업(Food and Beverages Industry ) 
 

가스 측정범위 전송기 감지지 

황화수소 
(H2S) 

0~ 100 ppm 
E2618-H2S 

E2638-H2S 

E2608-H2S 

E2638R-H2S 

암모니아 
(NH3) 

0~ 100 ppm  

0~ 300 ppm 

 0~ 1000 ppm 

E2618-NH3 

E2638-NH3 

E2608-NH3 

E2610-NH3 

E2611-NH3 

E2630-NH3 

E2638R-NH3 

할로겐화 
 탄소 냉매  

 
0~ 1,000 ppm 

E2618-HFC 

E2638-HFC 

E2608-HFC 

E2611-HFC 

E2638R-HFC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C) 
 

0~1,000 ppm 

0~ 100 %LEL 
E2618-VOC 

E2608-VOC 

E2610-VOC 

E2611-VOC 

E2630-VOC 

0~ 50 ppm 

0~ 300 ppm 

E2618-PID 

E2638-PID 

E2608-PID 

E2638R-PID 

산소 
 (O2) 

 
16~ 21 %vol 

E2618-O2(-L) 

E2638-O2(-L) 

E2608-O2(-L) 

E2638R-O2(-L) 

오존 
(O3) 

0~ 5 ppm 
E2618-O3 

E2638-O3 

E2608-O3 

E2638R-O3 

호텔, 도서관, 음식점(Hotels, Libraries, Restaurants) 
 

가스 측정범위 전송기 감지지 

이산화탄소 
(CO2) 

0~ 10,000 ppm 

0~ 50,000 ppm 

E2618-CO2 

E2638-CO2  

(-10K or 50K) 

E2608-CO2 

E2638R-CO2  

(-10K or 50K) 

산소 
(O2) 

16~ 21 %vol 
E2618-O2(-L) 

E2638-O2(-L) 

E2608-O2(-L) 

E2638R-O2(-L) 

할로겐화 
 탄소 냉매  

 
0~ 1,000 ppm 

E2618-HFC 

E2638-HFC 

E2608-HFC 

E2611-HFC 

E2638R-H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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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600 기능과 적용 

아이스스케이팅 경기장(Ice Skating Arenas) 
 

가스 측정범위 전송기 감지지 

일산화탄소 
(CO) 

0~ 1,000 ppm 

E2618-CO 

E2638-CO 

E2658-CO 

E2608-CO  

E2610-CO 

E2630-CO 

E2638R-CO 

E2658R-CO 

이산화질소 
(NO2) 

0~ 20 ppm 

0~ 100 ppm 

E2618-NO2 

E2638-NO2 

E2658-NO2 

E2608-NO2 

E2630-NO2 

E2638R-NO2 

E2658R-NO2 

프로판 
(C3H8) 

 
0~ 100 %LEL 

E2618-LEL 

E2638-LEL 

E2608-LEL 

 E2610-LEL 

E2611-LEL 

E2630-LEL 

E2638R-LEL 

암모니아 
(NH3) 

 

0~ 100 ppm 

0~ 300 ppm 

0~ 1,000 ppm 

E2618-NH3* 

E2638-NH3* 

E2608-NH3* 

E2610-NH3 

E2611-NH3 

E2630-NH3 

E2638R-NH3* 

*-E or -S 

할로겐화 
탄소 냉매 

 
0~ 1,000 ppm 

E2618-HFC 

E2638-HFC 

E2608-HFC 

E2611-HFC 

E2638R-HFC) 

목재와 제지산업(Pulp and Paper Industry) 
 

가스 측정범위 전송기 감지지 

황화수소 
H2S 

0~ 100 ppm 
E2618-H2S 

E2638-H2S 

E2608-H2S 

E2638R-H2S 

이산화질소 
NO2 

0~ 20 ppm 

0~ 100 ppm 

E2618-NO2 

E2638-NO2 

E2608-NO2 

E2630-NO2 

E2638R-NO2 

이산화황 
SO2 

0~ 20 ppm 
E2618-SO2 

E2638-SO2 

E2608-SO2 

E2638R-SO2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공공실내환경의 대기 질을 감시해야 합

니다. 닫힌 경기장에서 운영되는 얼음 표면처리 장비는 연료 연

소로 인한 CO 및 NO2 가스를 배출합니다. 제습장비는 CO가스

를 환기 시스템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냉매가스 누출(프로판, 

할로카본, 암모니아)은 냉동장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펄프와 제지공장에서는 유해한 가스감사를 통해 많은 위험한 

상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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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600 기능과 적용 

실내주차장과 차고지 
(Indoor Parking and Service Garages) 
 

가스 측정범위 전송기 감지지 

일산화탄소 
(CO) 

0~ 1,000 ppm 
E2618-CO 

E2638-CO 

E2608-CO  

E2610-CO 

E2630-CO 

E2638R-CO 

이산화질소 
(NO2) 

0~ 20 ppm 

0~ 100 ppm 

E2618-NO2 

E2638-NO2 

E2608-NO2 

E2630-NO2 

E2638R-NO2 

이산화탄소 
(CO2) 

0~ 10,000 ppm 

0~ 50,000 ppm 

E2618-CO2 

E2638-CO2 

E2608-CO2 

E2638R-CO2 

이산화황 
(SO2) 

0~ 20 ppm 
E2618-SO2 

E2638-SO2 

E2608-SO2 

E2638R-SO2 

냉동(Refrigeration) 
 

가스 측정범위 전송기 감지지 

이산화탄소 
(CO2) 

0~ 10,000 ppm 

0~ 50,000 ppm 

E2618-CO2 

E2638-CO2 

E2608-CO2 

E2638R-CO2 

프로판 
(C3H8) 

0~ 100 %LEL 
E2618-LEL 

E2638-LEL 

E2608-LEL  

E2610-LEL  

E2611-LEL  

E2630-LEL 

E2638R-LEL 

암모니아 
(NH3) 

0~ 100 ppm 

0~ 300 ppm 

0~ 1,000 ppm 

E2618-NH3 

E2638-NH3 

E2608-NH3 

E2610-NH3 

E2611-NH3 

E2630-NH3 

E2638R-NH3 

할로겐화  
탄소 냉매 

 
0~ 1,000 ppm 

E2618-HFC 

E2638-HFC 

E2608-HFC 

E2611-HFC 

E2638R-HFC 

차량의 독성 배기가스 농도를 감시하고 농도에 따른 환기를 통

해 차고에서의 안전한 환경과 실질적인 환기가 보장될 수 있습

니다. 가솔린, 천연가스, 프로판 차량의 경우 CO를 감지해야 합

니다. 디젤 엔진 차량의 경우 NO2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대

안으로, 일반적인 공기 질 표시기로 CO2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냉매 가스 누출(프로판, 할로카본, 암모니아, CO2)은 냉동설비

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냉매누출은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 부

족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동시 측정: E2660(R)-CO-NO2, E2660(R)-CO-CO2 또는 다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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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600 기능과 적용 

솔벤트 저장과 페인트 저장 
(Solvent Storages and Painting Chambers) 
 

가스 측정범위 전송기 감지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0~ 1000 ppm 

0~ 100 %LEL 

E2618-VOC 

E2638-VOC 

E2658-VOC 

E2608-VOC 

E2610-VOC 

E2611-VOC 

E2630-VOC 

E2638R-VOC 

E2658R-VOC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0~ 50 ppm 

0~ 300 ppm 

E2618-PID 

E2638-PID 

E2658-PID 

E2608-PID 

E2638R-PID 

E2658R-PID 

수영장과 온천(Swimming Pools and Spas) 
 

가스 측정범위 전송기 감지지 

염소 
(CI2) 

0~ 10 ppm 

0~ 20 ppm 

E2618-CL2 

E2638-CL2 

E2608-Cl2 

 E2638R-CL2 

오존 
(O3) 

0~ 5 ppm 
E2618-O3 

E2638-O3 

E2608-O3 

 E2638R-O3 

에탄올, 톨루엔, 자일렌과 같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의 독성과 

인화성 증기는 축적되고 좁은 공간에서 위험한 가연성 농도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물 소독제 염소와 오존의 누출제어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폐수처리(Wastewater Treatment) 
 

가스 측정범위 전송기 감지지 

메탄 
(CH4) 

0~ 100 %LEL 
E2618-CH4 

E2638-CH4 

E2608-CH4 

 E2610-LEL 

E2611-CH4 

E2630-LEL 

E2638R-CH4 

수소(H2) 
 

0~ 100 %LEL 
E2618-LEL 

E2638-LEL 

E2608-LEL 

E2610-LEL 

E2611-LEL 

E2630-LEL 

E2638R-LE 

황화수소 
(H2S) 

0~ 100 ppm 
E2618-H2S 

E2638-H2S 

E2608-H2S 

E2638R-H2S 

폐수처리공정은 밀폐된 공간에서 축적되거나 산소를 고갈시켜 공장 

직원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불활성, 독성 및 가연성 가스의 범위

를 생성하므로 감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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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600 기능과 적용 

폐수처리 (계속) 
(Wastewater Treatment (continued)) 
 

가스 측정범위 전송기 감지지 

이산화탄소

(CO) 
0~ 1000 ppm 

E2618-CO 

E2638-CO 

E2608-CO 

E2610-CO 

E2630-CO 

E2638R-CO 

산소(O2) 16~ 21 %vol 
E2618-O2(-L) 

E2638-O2(-L) 

E2608-O2(-L) 

E2638R-O2(-L) 

염소(CI2) 
0~ 10 ppm  

0~ 20 ppm 

E2618-CL2 

E2638-CL2 

E2608-Cl2 

E2638R-CL2 

이산화황

(SO2) 
0~ 20 ppm 

E2618-SO2 

E2638-SO2 

E2608-SO2 

E2638R-SO2 

오존(O3) 0~ 5 ppm 
E2618-O3 

E2638-O3 

E2608-O3 

E2638R-O3 

작업장과 용접(Workshops and Welding) 

가스 측정범위 전송기 감지지 

아세틸렌 

(C2H2) 
0~ 100 %LEL 

E2618-LEL 

E2638-LEL 

E2658-LEL 

E2608-LEL 

E2610-LEL 

E2611-LEL 

E2630-LEL 

E2638R-LEL 

E2658R-LEL 

이산화질소 

(NO2) 

0~ 20 ppm  

0~ 100 ppm 

E2618-NO2 

E2638-NO2 

E2658-NO2 

E2608-NO2 

E2610-NO2 

E2630-NO2 

E2638R-NO2 

E2658R-NO2 

이산화탄소 

(CO2) 

0~ 10,000 ppm 

0~ 50,000 ppm 

E2618-CO2 

E2638-CO2 

E2658-CO2 

E2608-CO2 

E2638R-CO2 

E2658R-CO2 

일산화탄소 

(CO) 
0~ 1000 ppm 

E2618-CO 

E2638-CO 

E2658-CO 

E2608-CO 

E2630-CO 

E2638R-CO 

E2658R-CO 

산소(O2) 16~ 21 %vol 

E2618-O2(-L) 

E2638-O2(-L) 

E2658-O2(-L) 

E2608-O2(-L) 

E2638R-O2(-L) 

E2658-O2 (-L) 

오존(O3) 0~ 5 ppm 

E2618-O3 

E2638-O3 

E2658-O3 

E2608-O3 

E2638R-O3 

E2658R-O3 

독성과 인화성 가스 및 산소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감시해야 합니다. 

• E2660과 E2660R로 두 개의 가스를 동시에 감지 

• E2660과 E2660R로 두 개의 가스를 동시에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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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600 기능과 적용 

가스 측정범위 전송기 감지지 

아세틸렌 
(C2H2) 

0~ 100 %LEL 

E2618-LEL 

E2638-LEL 

E2648-LEL 

E2658-LEL 

E2608-LEL 

E2610-LEL 

E2611-LEL 

E2630-LEL 

E2638R-LEL 

E2648R-LEL 

이산화질소 
(NO2) 

0~ 20 ppm  

0~ 100 ppm 

E2618-NO2 

E2638-NO2 

E2648-NO2 

E2568-NO 

E2608-NO2 

 E2610-NO2 

E2630-NO2 

E2638R-NO2 

E2648R-NO2 

이산화탄소 
(CO2) 

0~ 10,000 ppm 

0~ 50,000 ppm 

E2618-CO2 

E2638-CO2 

E2648-CO2 

E2658-CO2 

E2608-CO2  

E2609-CO2 

E2638R-CO2 

E2648R-CO2 

일산화탄소 
(CO) 

0~ 1000 ppm 

E2618-CO 

E2638-CO 

E2648-CO 

E2658-CO 

E2608-CO  

E2630-CO 

 E2638R-CO 

E2648R-CO 

산소(O2) 16~ 21 %vol 

E2618-O2(-L) 

E2638-O2(-L) 

E2648-O2(-L) 

E2658-O2(-L) 

E2608-O2(-L) 

E2638R-  

O2(-L)  

E2648-O2 (-L) 

오존(O3) 0~ 5 ppm 

E2618-O3 

E2638-O3 

E2648-O3 

E2658-O3 

E2608-O3 

E2638R-O3 

E2648R-O3 

작업장과 용접(Workshops and Welding) 
독성과 인화성 가스 및 산소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감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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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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