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고: 본 제품을 사용, 유지 관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거나 책임이 있게 될 
모든 개인은 본 설명서 전체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이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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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 및 문제 해결 정보입니다.



PROTÉGÉ 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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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진술
법적 진술

Teledyne, Teledyne 로고, Gas Measurement Instruments, GMI 및 Protégé는 Teledyne Gas Measurement 
Instruments Ltd (이하 "당사"로 지칭)의 등록 및/또는 미등록 상표입니다.
모든 판권을 소유합니다. 본 문서의 어떤 부분도 당사의 서면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또는 
어떠한 수단으로든 복제하거나 파생 저작물(예: 번역, 변환 또는 적응)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본 문서를 개정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그러한 개정이나 변경에 대한 통지를 
제공할 의무 없이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묵시적 보증, 상업성에 대한 조건, 만족스러운 품질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묵시적 또는 명시적이든, 모든 종류의 보증, 조건 없이 본 문서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언제라도 본 문서에 설명된 제품을 개선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간행물은 계약의 기초를 형성하기 의도된 것이 아니며 , 당사는 고지 없이 검출기의
설계 , 내용 및 사양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
Microsoft, Windows, Windows 2000, Windows Me, Windows XP, Windows NT, Windows Vista, 
Windows 7, Internet Explorer 및 MS-DOS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Solaris 및 JAVA는 Sun Microsystems, In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제품 또는 서비스 이름은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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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진술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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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가 필요 없는 휴대용 단일 가스 모니터

설명서 정보
1.  설명서 정보
이 설명서에서는 가스 검침 담당자에게 유지 관리가 필요 없는 휴대용 단일 가스 모니터인 
Protégé ZM(이하 "모니터"로 지칭)의 기능과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구성, 작동, 유지 관리, 
사양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 사용 설명서는 판독자에게 가스 검침 절차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1.1.  설명서 용례
이 설명서 전체에서 다음과 같은 시각적 요소가 사용됩니다. 

경고: 이 아이콘과 텍스트는 피하지 않으면 사망이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주의: 이 아이콘과 텍스트는 피하지 않으면 장비가 손상될 수 있는 동작 또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참고: 이 아이콘과 텍스트는 작업자에 대한 특별 참고 정보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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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가 필요 없는 휴대용 단일 가스 모니터
설명서 정보
1.2.  인증 및 승인
표 - : 인증 및 승인에서는 모니터의 인증 및 승인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표 - : 인증 및 승인

표시

클래스 I, 그룹 A, B, C, D 및 T4
-50°C ~ +50°C (O2)
-40°C ~ +50°C (H2S)
-30°C ~ +50°C (CO)

II1G Ex ia IIC T4 Ga
주변 온도:
-50°C ~ +50°C (O2)
-40°C ~ +50°C (H2S)
-30°C ~ +50°C (CO)
ITS 12ATEX2764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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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정보
1.3.  일반 안전 정보

Ex ia IIC T4 Ga
주변 온도:
-50°C ~ +50°C (O2)
-40°C ~ +50°C (H2S)
-30°C ~ +50°C (CO)
IECEx ETL 12.0016X

ATEX 지침 
EMC 지침 
참고: 이 설명서에서 다루는 모니터는 >21%의 농축된 산소 대기에 대해서는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경고: 사용하기 전에 본 설명서의 전체 내용을 읽고 숙지하고 따르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고: 본 제품을 사용하거나 테스트할 책임이 있거나 책임이 있게 될 모든 개인은 본 
설명서의 내용을 읽고 숙지해야 합니다. 본 제품의 성능은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사용하고 테스트한 경우에만 설계된 대로 발휘됩니다.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보증 및 승인은 무효화 될 것입니다. 본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경고: 외함의 금속 부품에서 측정된 정전 용량은 3PF를 초과합니다(최대 측정 정전 
용량은 4.4PF). 사용자는 최종 적용 시 장비의 적합성을 결정해야 하며, 이 장비의 
사용에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표 - : 인증 및 승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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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정보
당사는 장비를 본 지침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장비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추가 
작동 또는 유지 관리 세부 정보가 필요하나 본 설명서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대리인에게 문의하십시오. 당사는 본 설명서의 수정, 오류 또는 누락과 관련하여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제품을 설치하고 사용할 때는 모든 관련 지역 및 지역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와 문서화된 시스템 데이터의 준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 요소에 대한 수리는 
제조업체에서만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 표준, 법규 및 법률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가장 최근에 발행된 규정, 표준 및 
지침을 확실히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사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유해 물질, 독성(E-Chem) 센서, 배터리 및 유해 물질 등급에 해당할 수 있는 기타 유사한 품목을 
취급하고 폐기할 때는 모든 관련 지역 및 현지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제품의 전기, 전자 및 배터리 요소는 도시 폐기물 처리 과정을 통해 폐기해서는 안 되며 수거 
시설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수거 시설에 대한 정보는 현지 당국 또는 수입업체의 담당자가 
제공합니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배터리로 작동되는 전자 제품의 수명 종료 절차는 RoHS 지침 
2002/95/EC, WEEE 지침 2002/96/EC 및 배터리 지침 2006/66/EC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사용 
후 제품의 전자 및 배터리 요소를 폐기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영국에서 판매되는 Protégé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eledyne Gas Measurement Instruments Ltd에 문의하십시오. 유럽의 다른 지역의 
경우, GMI 제품의 현지 공급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경고 및 주의 - 모니터 사용 및 관리
경고: 지역, 자치주, 주, 연방 및 개별 회사 표준에 따라 정의된 자격을 갖춘 직원만이 본 
장비를 작동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작동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설명서를 완전히 읽고 숙지하십시오. 

경고: 가스 유출이 의심이 가는 상황인 경우, 지역을 즉시 비우십시오. 모니터에 경고 
또는 경보 상태가 표시되면 해당 지역을 즉시 비워야 합니다. 귀사의 안전 프로토콜을 
알고,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경고: 본 문서에 설명된 대로 모니터가 기능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장치를 서비스에서 
제거하고 유지 관리로 표시하십시오. 적용 가능한 GMI 교체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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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가 필요 없는 휴대용 단일 가스 모니터

설명서 정보
경고: 의도된 대기에서만 모니터를 사용하십시오.

 

경고: 폭발성 대기에서의 발화를 예방하려면 제조업체의 유지 관리 절차를 읽고 
준수하십시오.

경고: 본질 안전 방지 대책을 보려면 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부품을 대체하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본질 안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경고: 부품 교체 또는 대체는 본질 안전 등급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제품의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시도하지 마십시오.

주의: 모니터를 높은 경보 설정점보다 높은 가스 농도에 노출하여 경보 작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주의: 사용하기 전에 가스 주입구 포트에 먼지와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 모니터를 심각한 기계적 또는 감전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모니터의 작동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노출 후 장치를 항상 다시 시작하고 범프 테스트 절차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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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정보
1.5.  경고 및 주의 - 센서 사용 및 관리

1.6.  경고 및 주의 - 배터리 사용 및 관리

경고: 모니터를 고농도의 유독 가스에 노출하면 센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고농도의 유독 가스로 인해 경보가 발생하면 안전한 지역으로 나가서 필요에 따라 범프 
테스트나 재보정을 수행하십시오.

주의: 배터리는 충전할 수 없으며 교체할 수도 없습니다.

주의: 배터리 표시등에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가 표시되면 모니터를 폐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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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소개
2.1.  모니터 개요 
Protégé ZM은 버튼 하나만으로 작동하는 2년 수명(일반) 주기의 휴대용 단일 가스 일회용 
모니터입니다. 본 제품에는 리튬 기반 배터리, 필터 및 센서를 사용하도록 함께 제공됩니다.

가스 정보는 직접 판독 가능한 백라이트 LCD, 여러 개의 밝은 LED, 큰 소리의 가청 경보 및 진동 
경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니터에는 다운로드 가능한 25개 이벤트의 데이터 로그, 노출 기록, 
보정 및 가스값이 표시됩니다.

Protégé ZM은 대기에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가스 수준을 모니터링니다. 사용 가능한 가스 
유형으로는 황화수소(H2S), 일산화탄소(CO) 및 산소(O2)가 있으며 표 - : 모니터 유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또는 모니터 작동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섹션 부록 D. 기술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 : 모니터의 주요 부품에서는 모니터의 주요 부품을 보여줍니다.

참고: 모니터는 출고 시 기본 설정 상태로 제공됩니다. 일부 설정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 
맞게 바꿀 수 있습니다.

 표 - : 모니터 유형

가스 최대 절전 모드 옵션* 출고 시 기본 설정 경보 
설정점**

산소(O2) 아니요 낮음 = 19.5%
높음 = 23.5%

황화수소(H2S) 예 낮음 = 10 PPM
높음 = 15 PPM

일산화탄소(CO) 예 낮음 = 35 PPM
높음 = 200 PPM

*최대 절전 모드에서는 모니터를 완전히 끄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합니다.
IR 연결 소프트웨어 또는 테스트 스테이션에서만 이 모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치에서 최대 절전 모드가 시작되면 이벤트 로그가 지워집니다. 
** 배송 후 IR 연결을 사용하여 이 설정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보 설정점을 표시하려면 모니터의 버튼을 누릅니다.
맞춤형 경보 설정점을 설정한 상태로 모니터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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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ÉGÉ ZM
유지 관리가 필요 없는 휴대용 단일 가스 모니터
소개
그림 - :  모니터의 주요 부품

참고: 모니터는 보정 어댑터와 함께 배송됩니다( 표 C- : 적용 가능한 부품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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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  작동
. .  모니터 작동

가스가 없는 경우, LCD에 남은 수명이 표시됩니다. 가스가 있으면 디스플레이에 가스 농도와 
배터리 아이콘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모니터를 활성화하려면 앞면의 버튼을 약 5초간 길게 누릅니다. 활성화되면 모니터가 진동하고 
깜박이며 가청 경보가 울립니다. 잘 활성화되면 남은 수명이 24개월로 표시됩니다.

3.1.1  모니터 LCD 디스플레이

그림 - : LCD 표시기 모니터링은LCD 디스플레이의 세부 사항을 알려줍니다.

경고: 시동 시 모니터가 제대로 응답하지 않거나 보정 상태가 최신 상태가 아닌 경우, 
제대로 보정되기 전까지는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망이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참고: IR 연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모니터의 기본 디스플레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고: 비-경보 상태와 경보 상태 모두의 아이콘을 익히셔야 합니다.

경고: 디스플레이에 아이콘이 없거나 명확하게 읽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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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가 필요 없는 휴대용 단일 가스 모니터
작동
그림 - :  LCD 표시기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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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가 필요 없는 휴대용 단일 가스 모니터

작동
3.2.  모니터 전원 켜기
경고: 여기에 설명된 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모니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표 - : 전원 켜기 절차 모니터링

동작 LCD 디스플레이 결과

버튼을 5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모니터가 시작되고 자체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 모니터에서 가청 비프음이 한 번 울립니다.
• 모든 LED에 불이 들어오고 모니터가 진동합니다.
• 모든 LCD 디스플레이 요소가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 LOW 및 HIGH 경보 설정점이 표시됩니다.

자체 테스트에 성공하면 모니터에서 짧은 비프음이 한 번 
울리고 다음 내용이 표시됩니다.
• 자체 테스트 확인 아이콘
• 개월/남은 수명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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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가 필요 없는 휴대용 단일 가스 모니터
작동
3.3.  LCD 알림 및 경보 모니터링
 표 - : 경고 및 경보 설명 모니터링

LCD 이유 LED 비프음 진동

낮은 경보 매초 느린 깜박임 
1회

매초 느린 비프음 
1회

매초 느린 진동 
1회

높은 경보 및 제한 
초과(OL) 경보

매초 빠른 깜박임 
2회

매초 빠른 비프음 
2회

매초 빠른 진동 
2회

검출기 수명 
카운트다운 경보*

분당 느린 깜박임 
8회 

분당 느린 비프음 
8회 

분당 느린 진동 
8회

범프 테스트 
기한**

참고: LCD는 buP 
및 판독 수치 간에 
전환됩니다. 

5초마다 (왼쪽 및 
오른쪽이) 번갈아 
깜박임 

* 남은 수명이 0시간으로 표시되면, 비활성화되기 전에 검출기는 8시간 동안 작동합니다. 
** 범프 테스트 간격이 설정된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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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가 필요 없는 휴대용 단일 가스 모니터

유지 관리
4.  유지 관리
4.1.  범프 테스트 / O2 보정

모니터를 올바르게 작동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센서는 정상적인 성능 저하, 고농도의 가스에 
노출 또는 센서 중독으로 인해 감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보정 및 일일 범프 테스트는 모니터의 
성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보정 및 범프 테스트 빈도는 현지 규제 표준, 회사 정책 및 업계 모범 사례를 참조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사에는 정책이나 관행을 수립할 책임이 없습니다. 

•   보정 - 알려진 가스 농도와 일치하도록 모니터의 반응도를 조정합니다.
•   범프 테스트 - 알려진 가스 농도에 모니터를 적용하여 보정을 검증합니다.

4.1.1  보정 어댑터를 사용한 범프 테스트
필수 항목:

•   보정 가스
•   타이곤 관 - 3/16" ID의 2피트
•   조절기 - 0.5 LPM으로 설정
•   보정 어댑터 - 모니터와 함께 배송됨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보정 가스의 농도가 모니터의 경보 설정점을 초과하고 실린더의 만료 날짜가 지나지 않았는지
2.  가스 실린더에 조절기를 답니다. 실린더 압력을 확인합니다.
3.  타이곤 관을 조절기와 보정 어댑터에 연결합니다.
4.  보정 어댑터를 모니터에 달고 가스를 주입합니다(그림 - : 범프 테스트 - 보정 어댑터 달기 참조).

경고: 보정 날짜를 초과한 모니터를 작동하게 되면 잘못된 가스 판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독 수치는 잘못된 것일 수 있으며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보정 어댑터가 화살표 머리가 오른쪽을 향한 상태로 모니터에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그림 - : 범프 테스트 - 보정 어댑터 달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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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가 필요 없는 휴대용 단일 가스 모니터
유지 관리
그림 - :  범프 테스트 - 보정 어댑터 달기
5.  모니터가 대상 가스에 반응하고 시각 , 청각 및 진동 경보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6.  가스 실린더를 끄고 보정 어댑터를 분리합니다.

4.1.2  범프 테스트 간격 경보 알림 지우기

범프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으면 buP가 화면에 깜박이고 LED가 깜박입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이 알림을 지울 수 있습니다.

1.  테스트 스테이션과 대상 가스를 사용하여 아무 때나 범프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  관련 제품 설명서 참조).

2.  앞면 버튼을 한 번 눌러 수동 범프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경고: 모니터에서 1분 이내에 모든 경보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서비스에서 해당 
모니터를 제거하십시오.

참고: 범프 테스트가 예정된 경우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모니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타이곤 관

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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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
A.  경보 화면이 표시된 후 모니터에 gAS가 표시되고 TEST 아이콘이 깜박입니다(그림 - : 수동 
범프 테스트 - 가스 주입 참조).

그림 - : 수동 범프 테스트 - 가스 주입

B.  가스가 주입되고 테스트에 성공하면 확인 표시 가 표시됩니다.
C.  45초 후에도 가스를 주입하지 않거나 감지하지 않으면 테스트가 중단됩니다. 

테스트를 중단하려면 아무 때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4.1.3  앞면 버튼을 사용한 O2 보정

1.  앞면 단추를 4초간 길게 누릅니다.
2.  CAL이 표시되고 O2 아이콘이 깜박입니다.

3.  보정에 성공하면 모니터에서 비프음이 1회 울리고 진동하며 LED가 깜박입니다.
4.  실패하면 모니터에서 비프음이 울리지 않거나 깜박이지 않고 CAL을 계속 표시합니다. 

보정을 반복해서 실패하면 해당 장치를 서비스에서 제거합니다.

경고: 유해 가스가 없는 일반 공기(20.9%의 산소)에서만 O2 보정을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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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체 테스트
매일 사용하기 전에 장치에서 자체 테스트를 하라고 표시합니다. 자체 테스트는 모니터의 안전한 
작동을 보장합니다. 자체 테스트 중에 청각, 시각 및 진동 경보가 활성화되고 센서를 테스트합니다. 
표 4-1: 자체 테스트 절차 에서 자체 테스트 프로세스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경고: 자체 테스트는 가스에 대한 모니터의 반응을 검증하는 범프 테스트 또는 보정의 
필요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주의: 자체 테스트에 실패하면 모니터는 TEST를 표시하기 전에 짧은 비프음을 5회 
울리고 깜박입니다.

주의: 자체 테스트에 3회 연속 실패하면 모니터가 자동 안전 모드를 시작합니다. 해당 
장치를 서비스에서 제거하십시오.

주의: 정상 작동 중에는 배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3시간 이상 배터리가 
부족하면 모니터가 자동 안전 모드를 시작합니다.

주의: 배터리 자체 테스트에 5회 연속 실패하면 LCD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해당 장치를 서비스에서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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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오류 코드
표 - : 오류 코드는 모니터의 오류 코드입니다.

 표 - : 오류 코드

오류 코드 결함
E01 구성 메모리 
E02 가스 메모리 
E03 프로그램 메모리 
E05 배터리
E06 센서

주의: 오류 코드가 표시되면 해당 장치를 서비스에서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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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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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부록 A.  사양
표 A- : 모니터 사양

범주 사양
배터리 수명 2년, 일일당 최대 4분의 경보 시간 가정
경보 시각, 진동 및 청각(95 dB)
테스트 활성화될 때와 20시간마다 자체 테스트를 합니다.

연속, 자동 배터리 테스트입니다.
데이터 로그 25개 이벤트 지속
하우징 열가소성 엘라스토머(TPE)
황화수소
(H2S)

범위 / 해상도 1 ~ 100 PPM / 1 PPM

낮은 경보 설정점 10 PPM*

높은 경보 설정점 15 PPM*

보정 가스
농도

25 PPM

일산화탄소
(CO)

범위 / 해상도 1 ~ 300 PPM / 1 PPM

낮은 경보 설정점 35 PPM*

높은 경보 설정점 200 PPM*

보정 가스
농도

100 PPM

산소
(O2)

범위 / 해상도 1 ~ 30% 볼륨 / 0.1%
낮은 경보 설정점 19.5%*

높은 경보 설정점 23.5%*

보정 가스
농도

16%

치수 94 mm X 56 mm X 33 mm (3.7" H X 2.2" W X 1.3" D)
무게 76 g (2.7 oz.)
본질 안전 승인 
온도 범위

H2S: -40°C ~ +50°C (-40°F ~ +122°F)
CO: -30°C ~ +50°C (-22°F ~ +122°F)
O2: -50°C ~ +50°C (-58°F ~ +122°F)
작동 온도 범위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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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작동 온도 범위 H2S, CO, O2: -10°C ~ +50°C (14°F ~ +122°F)
이 온도 범위를 벗어나면 성능이 저하되거나 경보 기능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작동 습도 5% ~ 95% RH, 비응축
*출고 시 기본 설정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 A- : 모니터 사양 ( 계속 )
범주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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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간섭
부록 B.  가스 간섭
모니터는 다른 가스나 간섭 가스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표 B- : 가스 간섭에는 일부 알려진 가스 
간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 표 B- : 가스 간섭에서는 선택한 가스 간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데이터는 안내용으로만 제공되며 보정 요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간섭 가스에 대한 
모니터의 반응은 제공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표 B- : 가스 간섭
간섭 가스: 센서 유형(모든 값의 단위: PPM)

CO H2S

일산화탄소(CO) 1 < 0.02

수소(H2) < 0.4 < 0.1

황화수소(H2S) < 0.02 1

산화 질소(NO) < 0.1 테스트되지 않음
이산화황(SO2) 0 = 0.3

에탄올(C2H5OH) 0 = -0.005

이 표는 간섭 가스의 1 PPM이 특정 센서 유형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1 PPM의 CO는 H2S 센서에서 <0.02 PPM 
미만으로 나타납니다. 
자세한 정보나 설명은 기술 지원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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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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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부록 C.  부품
표 C- : 적용 가능한 부품 목록에서는 모니터 교체 부품 및 부속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표 C- : 적용 가능한 부품 목록

범주 항목 설명
부품 번호

아메리카 / APAC EMEA

모니터

일산화탄소(CO) 096-3459-01 2025938

황화수소(H2S) 096-3459-02 2025937

산소(O2) 096-3459-03 2025939

부속품

악어 벨트 클립 073-0355 2025957

보정 어댑터 074-0564 2025956

타이곤 관, 3/16" ID X 10' 길이 096-3167 66118

가스 
실린더 및 

조절기

H2S, 25 PPM, 34 L @ 500 PSI 077-0272 2019127

CO, 100 PPM, 103 L @ 1000 PSI 077-0246 99167

O2, 16%, 103 L @ 1000 PSI 077-0039 2026297

조절기, 0.5 LPM
(수동 보정용) 077-0018 2019125

참고: 보정 장비는 Teledyne GMI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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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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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부록 D.  기술 지원
이 Teledyne GMI 제품은 신뢰할 수 있고 문제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술적인 질문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거나 제품을 반품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기술 지원에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www.teledynegasandflamedete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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