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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D14군 - AC 또는 DC 전원 공급/ 전기화학 가스 감지기 기술 사용 

1. FGD14 산소결핍 검출기는 전기화학 가스 센서 기술을 사용하는 독립형 검출기입니다.  

2. 가스 레벨 전면판 표시기와 내부 시각 및 청각 경보 기능이 있습니다.  

3. 디텍터에는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경보 설정 지점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는 제어 계전기가 2개 

있습니다. 이 계전기 접점을 사용하여 외부 장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4. 내장된 RS232 통신 단자를 사용하여 PC와 같은 다른 장비와의 통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청각/시각적 원격 장치도 디텍터와 함께 제공됩니다. 

6. 형명은 다음 중 하나의 전원으로 결정됩니다. 

• 85~ 265V AC의 주전원 공급형 

• DC 전원 공급 9~ 30V형 

 

경고! - 이러한 가스 감지기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가스가 존재하거나 산업 공정 또는 해당 지역 내의 기타 활동을 

통해 가스가 생성될 위험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상세 설명 

• 0- 25% O2 범위 

• 2단계 경보 계전기 

• 적색 '경보' LED 

• 녹색 '전원 켜기' LED 

• 내부 청각 경보 발생기 

제품 장점 

• 삽입식 감지기 

• 원격 청각/시각적 표시 장치 

• IP54에 대한 보호. 

• 오류 표시 

• AC 및 DC 전원 유형을 사용할 수 있음 

FGD14-O2 산소 결핍 안전 영역 고정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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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매제품인 기상 보호 장치는 대기 또는 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설치장소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호스로 물이 내려지는 곳에서도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2. 기상 보호장치는 가스 감지기에 물이나 기타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가혹한 환경에서 가스 검출기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향상시킵니다.  

 

3. 기상보호기는 실수로 분리되지 않도록 변조 방지 나사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기상 보호기 

FGD14 산소결핍 감지기 규격 

품번 통칭 O2 범위 전원 

SS808  
FGD14 산소결핍 감지기  

 0- 25%  주 AC전원 공급 

SS808-DC  0- 25%  DC 전원 공급 

SS475 기상 보호기 

주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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