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가스 누설 검지기
사 용 설 명 서

Model SP-210
측정가스 : 천연가스, 일반가연성가스, 도시가스/LPG
측정범위 : 10~10,000ppm

Note
▶ 측정기기를 작동하기 전에 이 사용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 이 사용설명서를 필요시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이 가스측정기는 여기에 기술되지 않은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설명서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자신의 방법에 의한 조정, 혹은 수리 때 비정상적인
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안전과 품질은 보증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사고의 발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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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부의 명칭
8. Tapered nozzle

5. Zero calibration switch
9. Filter housing
10. Gas exhaust

3. Buzzer lamp

4. Mode switch
6. Indicator lamp
1. Power lamp

7. Setting lamp for alarm
/ Minimum detectable
concentration

2. Power switch

① 전원 램프 (녹색)
램프는 측정기가 켜져 있음을 표시합니다. 전원을 켠 후 워밍업이 끝날 때까지 깜빡거리며, 그 후 램
프는 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한 계속적으로 켜진 상태를 유지 합니다. 만약 건전지의 전압이
약해지거나 경보 작동이 발생하면, 램프는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② 전원 스위치
전원을 끄고 켤 때 사용하는 스위치
③ 부저 램프
경보작동의 설정을 나타내는 램프
▷ 녹색 램프가 켜진 경우 : LED 와 부저 ("삐"소리)
▷ 적색 램프가 켜진 경우 : LED 와 진동
▷ 부저 램프가 켜진 경우 : LED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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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모드 스위치
두 가지 기능이 이 스위치에 의해 바뀝니다. 이 두 가지 기증은 스위치를 무르는 시간에 의해 구별
됩니다. 첫 번째 기능은 알람 포인트와 최소 측정 가능한 농도를 바뀌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능
은 경보 작동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시간이 1초보다 짧은 경우, 그 모드는 알람
포인트와 최소 측정가능 농도를 바뀌게 하고 1초보다 길게 누르면 알람 작동을 변하게 합니다.
⑤ 영점조정 스위치
이 스위치는 영점조정을 위해 쓰입니다. 이 스위치를 1초 이상 누를 때 영점조정이 시작됩니다.
⑥ 지시 램프 (적색)
측정된 가스 농도와 측정기의 자체고장탐지 기능에 의해 판단된 문제점이 이 램프에 의해 나타납
니다. 건전지의 수명이 다 되었음을 경보하거나 펌프 유량을 경보할 때 오든 램프가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⑦ 알람 셋팅 램프 / 최소 측정 가능한 농도
현재의 알람 셋팅점과 최소 측정 가능한 농도를 나타내기 위한 램프
⑧ 노즐
가스를 빨아 들이기 위한 노즐, 노즐의 끝은 마음대로 휘어집니다.
⑨ 필터 유니트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필터
⑩ 가스 배기관
빨아들인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구
11. Flow adjusting pot

12. Span adjusting pot
13. Zero adjusting pot

⑪ 흡입유랑조정부
펌프 유량을 조정
14. Cover for battery case

⑫ 감도조정부
가스에 대한 민감성을 조정
⑬ 영점조정부
대략적으로 영점포인트를 조정

⑭ 건전지 케이스 커버
건전지를 교환할 때 이 커버를 엽니다. 구매시 건전지는 건전지 케이스 밖에 있는데, 사용시 건전지
를 여기에 끼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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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용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들.
측정기
▷ 측정기의 표시부나 다른 부분에 어떤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필터집
▷ 필터집 안의 먼지 등을 체크하고, 더러운 경우 새것으로 교체 하십시오.
노즐
▷ 노즐 위에 어떤 손상이 있는지와 연결부위의 느슨함을 체크하십시오.

2-1. 준비사항
⑴ 측정기에 건전지들을 끼우십시오.
⑵ 측정기를 보관케이스에 넣으십시오. (측정기가 보관케이스에 넣어져 있지 않은 경우는 방폭 승인
서에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⑶ 아래 부분을 차례대로 연결 시키십시오.
측정기 (가스 흡입부) + 필터 케이스 + 노즐

！주의
▷ 필터 케이스와 노즐을 견고하게 연결 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가스 측정이 수
행 될 수 없습니다.
▷ 가스를 측정하는 동안 내내 측정기 위의 필터 케이스를 끼워 놓으세요.
필터가 없으면 먼지, 물, 또는 기름이 측정기 속으로 빨려 들고, 이러한 먼지, 물, 기름이
측정기의 고장,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까만 부분을 돌려서 필터 케이스를 죄이십시오. 투명한 플라스틱 부분이 돌려지면, 더 이
상 느슨해 지지 않을 것입니다.

Hold this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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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어떻게 작동을 시작할까

시작

워밍업

▷ 워밍업 하에서는
● 전원램프 꺼져 있는 상태
● 측정기 램프들 중 꼭대기의 것이 깜빡거립니다. 그리고, 램프의 빛이 아래
쪽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영점조정

▷ 기계를 켬과 동시에 영점조정이 자동적으로 실시 됩니다.
● 영점조정이 끝나면 모든 램프는 꺼지고 부저가 3회 울립니다. 그런 후,
알람/최소측정농도의 셋팅 램프(녹색램프)가 켜집니다.
● 어떤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에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전지 전압

▷ 건전지 전압이 낮음이 사전에 경보되거나 저전압건전지 경보가 뜨면 건전
지를 교체 하십시오.
● 전원램프는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펌프유량확인

▷ 펌프 흡입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1초 이내의 한 순간 노즐 끝을 덮고, 가스 유출입의 에러 경보가 울리는
지 확인 후 즉시 노즐로부터 손가락을 떼고 경보가 멈추는지 확인 하십시
오 (펌프가 1초 이상 있다가 멈추면 원 상태로 될 수가 없습니다.)
● 일단 흐름에 에러가 생기면 부저가 계속적으로 울리고 모든 가스측정기의
램프가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셋팅/경보 작동확인

▷ 모드 스위치로 알람작동의 종류를 종류를 정하십시오.
녹색램프가 켜지면 : LED와 알람부저
적색램프가 켜지면 : LED와 진동
경보 작동을 끄면 : LED만

알람과 최소 측정
가능한 농도를
위한 셋팅

▷ 모드 스위치로 알람 점과 최소 측정 가능한 농도를 정하십시오. 측정을
시작 할 때는 아래에서 두 번째 램프인 30ppm에 셋팅 되어 있습니다.
● 농도를 정하기 위한 램프는 녹색으로 켜져 있어야 합니다.

측정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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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전윈을 켭니다.
전원스위치를 0.5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부저가 한번 울립니다.
그런 후, 측정기에 전압이 가해져 워밍업 상태가 되고, 가스 측정기 램프들(RED)중 하나가 켜집니다.
처음에는 맨 위의 램프가 깜빡거리고, 램프의 깜빡임이 순서대로 아래로 내려옵니다. 맨 아래 램프
의 깜빡거림이 멈추었을 때 워밍업이 끝납니다.
⑵ 영점조정
측정기에 전압이 가해졌을 때, 워밍업 후에 영점조정이 자동적으로 시작됩니다.
측정기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라면 정확한 측정을 행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제로 스위치를 1초 이상
누르십시오. 일단 영점조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모든 측정기의 램프가 꺼지고, 간헐적으로 부저
가 3차례 울립니다. 그런 후 알람/최소 측정 가능한 농도를 위한 셋팅 램프(녹색램프)가 켜집니다.
(측정 시작할 때는 30ppm에 셋팅 되어 있습니다.)
● 켈리브레이션을 할 때는 신선한 공기에서 실시 합니다.
⑶ 건전지 전압의 확인
● 건전지 전압이 낮을 경우 사전 경도 : 전원램프가 깜빡거림
● 건전지 수명이 다 되었을 때 : 전원 램프가 꺼지고, 모든 측정기의 램프도 꺼짐
⑷ 펌프 유량의 확인
펌프 유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손가락을 잠시 (1초내) 동안 노즐의 맨 위를 누르고 유량
알람이 울리는지 확인하십시오.

Note
맨 꼭대기를 1초 이상 막는 경우 내부의 펌프 작동은 멈추고, 이 현상은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지 않는 한 다시 펌프가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⑸ 알람작동의 설정
모든 스위치를 1초 이상 눌러서 알람 작동의 종류를 정합니다. 가스를 측정함에 있어 3가지 종류의
알람 작동법이 있는데, 부저 램프는 알람 작동의 타입에 따라 다릅니다.
● LED 와 울림 : 녹색 램프 켜짐
● LED 와 진동 : 적색 램프 켜짐
● LED 만 : 꺼짐
⑹ 알람 점과 최소 측정 가능한 농도
모드 스위치를 1초 이내로 눌러서 알람 점과 최소 측정 가능한 농도를 정합니다.
전원이 켜지 시점에서는 30ppm(아래에서 두 번째 램프)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선택된 레벨은 녹색 램프로 나타냅니다.
30ppm

150ppm
10ppm

500ppm
20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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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어떻게 측정하는가.
⑴ 노즐의 끝부분을 측정하고자 하는 포인터에 가까이 둡니다.
⑵ 지시램프(적색)에 의해 농도가 측정됩니다. 표시도수는 특정된 가스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어떠한
가스가 측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알람 점과 최소 측정 가능한 농도를 나타내는 녹색 램프를 제외
하고는 어떤 램프도 켜지지 않습니다.
가스 농도가 미리 정해놓은 최소 측정가능 한 농도를 넘어설 경우, 적색 램프가 켜지고, 가스 농도
가 짙어지면 적색 램프의 위치가 제일 위쪽으로 올라 갑니다.
⑶ 알람은 설정여하에 좌우 되면, 아래와 같이 작동합니다.
● 측정기가 부저 램프 녹색의 램프 상태에서 가스를 측정할 때는 부저가 간헐적으로 울립니다, 가
스 농도가 좀 더 짙어지면 간헐적인 부저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 가스 농도가 가스지시램프
를 넘어설 경우, 부저는 계속적인 소리로 바뀝니다.
● 측정기가 부저 램프 적색 상태에서 가스를 측정하는 경우, 측정기는 간헐적으로 진동하고, 가스
농도가 좀 더 짙어지면 간헐적인 진동의 횟수가 좀 더 빨라집니다. 일단, 가스 농도가 측정치에
도달하면 진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 측정기가 부저 램프를 끈 상태에서 가스를 측정하는 경우, 부저소리나 진동없이 LED만 경보를
나타납니다.

！주의
▷ 측정이 끝날 때마다 펌프가 작동하는지 아닌지를 체크하십시오.
(흡입구에서 펌프의 소음이나 흡입 상태를 체크하시오)
펌프가 멈춘 상태에서는 가스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 가스 측정을 하는 동안에 필터 유니트는 측정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스 배출구를 막지 마십시오. 측정치가 변합니다.

2-4. 어떻게 측정을 끝마치는가
● 어떻게 전원을 끄는가
전원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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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람/ 자체고장탐지능력
이 측정기는 가스 알람 장치와 자체고장탐지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알람은 램프, 부저, 그리고 진동으로 나타납니다.

● 알람과 알람형태의 종류
측정기의 상태

램프의 표시

"삐" 소리

진동

없음

없음

간헐적으로

없음

간헐적으로

없음

전원램프가 깜빡거림
건전지의 수명이 다 되었을 때

사전알람

전원램프가 깜빡거림
가스측정기 램프가
모두 꺼짐

저 유 량

가스측정기 램프가 모두 꺼짐

가스알람 (부저램프:녹색)

가스측정기 램프 : 켜짐

가스알람 (부저램프:적색)

가스측정기 램프 : 켜짐

없음

가스알람 (부저램프:꺼짐)

가스측정기 램프 켜짐

없음

간헐적이다가
계속적으로

없음
간헐적이다가
계속적으로
없음

4. 측정기의 관리
4-1. 건전지의 교환
건전지를 교환할 때, 건전지를 모두 동시에 교체 하십시오.
⑴ 전원이 꺼진 것을 확인하십시오. 전원이 켜진 경우는 전원을 끄십시오.
⑵ 측정기로부터 보관케이스를 벗깁니다.
⑶ 건전지 커버의 잠금 부분을 손톱으로 걸어서, 아래쪽으로 당기십시오.
⑷ 잠금 장치가 풀리면, 커버를 윗 쪽으로 당기십시오.
⑸ 3개의 건전지를 꺼내고, 새 건전지들을 끼우고 전자의 양극을 확인하십시오.
⑹ 건전지를 갈아 끼운 후, 밧데리 커버를 덮고, 커버를 덮으십시오.
그런 다음, 측정기를 보관케이스에 넣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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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건전지를 교체할 때는 폭발성가스가 존재하지 않는,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서 교체 하십시오.
▷ 지정된 건전지들만 사용하십시오.
▷ 건전지를 뺄 때, (＋)쪽을 먼저 잡아 당기고, 새 건전지를 끼울 때는 좀 더 쉽게 끼울 수 있도
록 (－)쪽을 먼저 진행하십시오.
▷ 밧데리 커버를 닫을 때 잠금 부분의 중앙을 누르면 커버가 닫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뚜껑의 한
쪽 부분만 닫히고 다른 한쪽은 완전히 닫히지 않습니다.

4-2. 가스 켈리브레이션
항상, 측정기의 정확한 작동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일 년에 한번 실제 가스로의 켈리브레이션을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주의
켈리브레이션 가스와 특정한 켈리브레이션 도구가 필요함으로 구입업체에 문의하여 측정기를
켈리브레이션 할 것을 권장합니다.

4-3. 필터 교환
적어도 한 달에 한번은 필터를 확인 하십시오. 필터가 더러워져 흡입량이 떨어질 때는 필터를 교
환하십시오.
● 필터집 안에 먼지가 있으면 먼지를 제거 하십시오.
● 필터집에 물이 들어가면 물기를 닦고 말리십시오.
● 필터 케이스는 아래처럼 분리됩니다.
O-Ring
Filter

4-4. 센서 교환
측정기의 센서 수명은 2~4년 입니다. 건전지 전압이 괜찮은데도 영점조정이나 켈리브레이션이
되지 않을 경우 센서 수명이 끝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센서를 교체 하십시오.

！주의
● 센서의 수명은 사용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지가 많은 곳, 압력이 쉽게 변하는 장
소, 또는 온도와 습도가 극도로 높거나 낮은 곳에서 측정기사 사용될 때, 센서의 수명은 짧아 집
니다.
● 매번 센서를 교체한 다음에는 가스 켈리브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가스 켈리브레이션을 위해서는
켈리브레이션 가스와 어떤 특정한 가스 켈리브레이션 도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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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매일의 점검 / 정기적인 점검
⑴ 매일매일 점검해야 할 사항
▷
▷
▷
▷

스위치, 램프, 표시부와 중요부분에 어떤 손상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필터가 더럽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펌프 작동은 잘 되는지, 이상한 소음은 없는지 확인 하십시오.
건전지 전압을 체크 하십시오.

⑵ 정기점검
▷적어도 일 년에 한번 측정기 눈금을 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조정을 위해서는 구입업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6. 보관 및 오랜 동안 사용하지 않을 시 취급법
측정기를 햇빛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측정기를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전지를 모두 빼 놓으십시오.

5. 측정기의 처분에 관하여
측정기 제작시 어떤 위험한 물질이 사용되지 않았음으로 버릴 때는 일반적인 비가연성 쓰레기로
다루십시오.

6. 트러블시 처치 요령
아래의 트러블 처치 요령이 모든 트러블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트러블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 상

원 인

처 치

건전지가 안에 끼워져 있지 않거
나 건전지의 수명이 거의 다 되었 Page 8의 4-1을 참고하시오.
거나, 건전지의 양극이 틀린 경우
전원이 켜지지 않을때
측정기가 작동도중 심한 충격을
받은 경우

건전지를 전부 빼고, 10초 동안 건
전지 없이 두었다가 다시 건전지를
측정기에 끼워 작동을 시도 합니다.

건전지의 수명이 거의 다 되었을 건전지를 교체 후 전원을 다시 켭
펌프가 작동되지 않을때

영점조정 또는 켈리브레이션이
되지 않을때

경우

니다.

필터상에 방해물이 있는 경우

필터를 교체 합니다.

센서의 사용기간이 끝난 경우

센서를 교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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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상의 주의점
측정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십시오.

！경고！
★

라이타 가스를

절대로 측정기에 흡입시키지 마십시오.

★ 전기회로나 구조를 개조, 변경하지 마십시오.
측정기상의 어떤 개조나 변경이 발생하면 측정 능력이 유지 될 수 없습니다.

！주의
▷ 측정기를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이 측정기는 정밀한 기계입니다. 일단 충격을
받으면 성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 측정기 근처 가까운 곳에서 송,수신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측정기가 전기 노이즈를 받으면 측정장치에 영향을 받거나, 노이즈로 측정기가 망가지게 됩니다.
▷ 대기의 압력과 온도의 변화는 측정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측정기가 얼었을 경우에는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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