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s Detection

Honeywell BW™ Ultra

Extra Detection. 
Ultra Protection.



밀폐 공간에서 가스를 샘플링하거나 모니터링해야 합니까?
Honeywell BW™ Ultra 무선 복합 가스 검지기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밀폐 공간에서 작업자가 내부에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가스를 검지합니다

• 밀폐된 공간내의 가스를 샘플링합니다

•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Honeywell BW™ Ultra는 가스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 친화적인 
방법으로 설계되었고, 다음과 같은 특장점이 있습니다. 
• 대형 LCD 화면 

• 밀폐 공간 가스 검지를 위한 향상된 기능

• 신뢰성 높은 새로운 1-Series sensor

• Honeywell TouchConnect™ 기술을 통한 신속한 기기 관리

• 원격 모니터링

Honeywell BW™ Ultra: 무선 복합 가스 검지기 
Honeywell은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휴대용 5가지 가스 검지기인 Honeywell BW™ Ultra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출입 전후에 밀폐 공간의 가스 샘플링 및 모니터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Honeywell BW™ Ultra는 향상된 센서 기술, 가스 측정값에 대한 가시성, 편의성 및 연결성을  

갖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 더 신뢰할 수 있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여, 잠재적인 가스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Honeywell BW™ Ultra는 
샘플링 펌프를 통해 가스 
위험을 인지합니다.



밀폐 공간 가스를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검지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가시성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를 샘플링할 때는 가스 검지기의 판독값을 주시해야 

합니다. Honeywell BW™Ultra는 8.1cm(3.2inch) 크기의 화면과 고해상도를 

갖추고 있어, 각 가스의 농도를 빠르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내구성

Honeywell BW™ Ultra는 열악한 환경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P66/68의 매우 높은 등급의 Honeywell BW™ Ultra는 먼지뿐만 아니라 

방수기능도 제공합니다(고압 분사 또는 최대 1.2m(3.9ft.) 깊이의 침수 시 보호). 

따라서 Honeywell BW™ Ultra를 떨어뜨리거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체공학적 설계
기존의 가스 검지기를 착용하던 방식과 달리, 

Honeywell BW™ Ultra는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를 샘플링할 때 손에 쥐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가스 검지기 입니다. 

5가지 센서

Honeywell BW™ Ultra는 밀폐된 공간에서 

모니터링해야 하는 4가지 가스를 동시에 검지합니다.

• 산소(O2)

• 황화수소(H2S)

• 일산화탄소(CO) 

• 가연성 가스 (LEL: % LEL 또는 %)

여기에 더해, 이산화황(SO2), 염소(CL2),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등 다른 여러 가스 중에서 다섯 가지 

센서로 검지할 한 가지를 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 및 가스, 펄프 및 제지, 정수 처리, 해상, 화학 

공장 또는 기타 산업 어느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 쉬운 대형 도트 매트릭스  
LCD 화면



밀폐된 공간에서 실시간 가스를 검지하여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Honeywell BW™ Ultra는 작업자가 밀폐된 공간에 있는 동안, 바깥에 있는 작업자에게 명확하고 판독하기 

쉬운 가스 데이터를 제공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안전정보 제공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보의 공유로, 작업자는 안심하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안전성 개선과 

향상을 의미합니다.

고위험 작업에 대한 원격 실시간 모니터링

Honeywell BW™ Ultra는 Honeywell Safety 

Communicator 모바일 앱과 호환되기 때문에 

가스 검지 판독값을 현장 작업자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도 함께 인지할 수 있습니다. 

Honeywell BW(TM) Ultra는 블루투스를 통해 

검지기의 가스 판독값과 위치를 실시간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로 즉시 전송할 수 있고 상황실이나 다른 

원격 위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 가스검지 모드

Honeywell BW™ Ultra를 밀폐공간 가스 검지모드로 

전환하면 각 가스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측정값 옆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 해당 

가스의 유출 지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특허 받은 

기능으로 모든 가스의 농도가 얼마나 급상승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작업자 부상, 대피 또는 작업중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스 농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확인하십시오. 오직 
Honeywell에서만 
가능합니다.

Honeywell BW™ Ultra 
는 밀폐된 공간에서 가 
스 모니터링을 하기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신기술이 적용된 1-시리즈 센서.
Honeywell BW™ Ultra는 소형이며 산업 표준의 1/3 높이로 다른 휴대용 검지기의 틀을  

깼습니다. 날렵한 구조로 되어 있어 검지기가 더 가볍고 얇으며, 가스가 더 빠르게 분산되기  

때문에 센서 응답 시간이 더 빠릅니다. 

이 LEL, O2, H2S 및 CO 센서는 몇 초 내에 반응하여 위험 가스 농도를 알려,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고 수준의 센서 품질 및 신뢰성

Honeywell은 40년 넘게 가스 센서를 만들어 온 

글로벌 제조업체 City Technology와 협력하여 

1-시리즈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이 센서는 

GasAlert 검지기용 City 4OXV 산소 센서와 

GasAlertMicroClip X3용 City 4OxLL 긴 수명 

의 산소 센서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시리즈 센서는 가장 정확한 품질과 신뢰성 표 

준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성능 수행

1-시리즈 센서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40°C~60°C의 온도와 높은 압력, 습도 및 기타 

극한 환경을 견디며 일관되게 정확한 측정값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밀폐되고, 위험한 

환경에서도 Honeywell BW™ Ultra는 가스를 

정확히 검지합니다.

최대 5년의 센서 수명

다른 브랜드의 일부 가스 검지기는 센서 수명이  

짧아 교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1-시리즈 

센서가 탑재된 Honeywell BW™ Ultra는 최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긴 센서  

수명과 Honeywell BW™ Ultra의 3년 보증을  

통해 사용자는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검지기 성능을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neywell TouchConnect™ 기술을 통한 기기  
관리 시간 단축. 
Honeywell의 TouchConnect™ 기술은 가스 검지 사용자에게 블루투스 기술을 제공합니다.  

TouchConnect™ 장치를 활성화하면 BW Ultra 장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BW Ultra 구성을 변경하거나 장치를 신속한 범프 또는 교정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범프와 교정
TouchConnect™ 장치를 활성화하면 범위 내에 

있는 가스검지기를 자동으로 찾고 적절한 모드로 

전환합니다. 

여러 가스검지를 빠르고 간편하게 구성

특정 가스 농도에 대한 경보 설정값을 변경해야 

합니까? TouchConnect™ 장치를 활성화하면 

설정값, 구성 설정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이 기능은 도킹 스테이션이나 소프트웨어가 없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각 가스 검지기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하지 말고, TouchConnect™ 장치를 

이용하십시오. 



다양한 현장을 위한 5가지 센서 구성.
산업에서 가스 위험에 직면한 경우 그러한 위험을 검지하도록 5가지 가스 센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모니터링해야 하는 4가지 표준 가스(O2, H2S, CO, LEL) 외에 작업에 따라 다섯 가지 

센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

가스 산업

SO2 석유 및 가스, 펄프 및 제지

NH3 화학 공장, 풀 시스템, 펄프 및 제지 공장, 냉매, 농업, 폐수 처리

CL2 풀 시스템, 펄프 및 제지, 정수 처리/폐수 처리

VOC 용매, 페인트 및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기타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관련된 여러 산업

CO2 포도주 양조장 및 맥주 공장

NO2 건설 및 용접

HCN 변질되기 쉬운 식품 운송

밀폐된 공간을 위한 가스 검지기

Honeywell BW™ Ultra는 밀폐된 공간의 샘플링과 

모니터링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일상적인 검지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Honeywell BW™ Ultra는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Honeywell Industrial Safety는 유해 환경에 대한 종합 안전 솔루션을 제공하여 

위험한 모든 장소에서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또한 Honeywell은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작업 가동 시간을 늘리고 생산성을 끌어올려 안전을 전략적 

이점으로 전환하도록 돕습니다. 

산업 안전의 글로벌 기업인 Honeywell은 고정식 및 휴대용 가스 검지기, 

소프트웨어, 센서, 그리고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분석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기타 

커넥티드 기술 등 종합적인 개인 보호 장비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
www.honeywellanaly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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