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s Leak Detector
XP-702IIZ-B(S)
XP-702IIZ-A(S)
XP-702IIZ-F(S)

1. 포장내용물의 설명
포장박스를 열면 아래의 것이 있습니다. 사용 전에 필히 모두가 갖추어져 있는가 확인을 해주십시오. 작업
에는 만전을 기합니다만 만일 제품에 파손과 결품이 있다면 구입처에 연락을 주십시오.
Gas Leak Detector
검사 성적서
AA알카리 배터리들
취급설명서
DRAIN FILTER (DF-107)
FILTER ELEMENTS (FE-2)
표준 Attachment ( AT-2)
DUST FILTER ( FE-106)
Hand Strap
가스 채집기 셋트 (참조를 보십시오)
이어폰
어깨끈
보호커버

1
1
3
1
1
2
1
1
1
옵션 (별매)
옵션 (별매)
옵션 (별매)
옵션 (별매)

※ 참조 : 가스 포집기 셋트 (별매)
형식
ATS-1
ATS-2
ATS-3
ATS-4
ATS-5

내용물
가스포집기 (AT-5, AT-6), Annealed Copper Tube (AT-11), Sampling Tube (SH-4-05)
가스포집기 (AT-5, AT-7A), 신축관 (RP-4)
신축관 (RP-1), Flexible Adapter (AT-12), Sampling Tube (SH-4-1), 이어폰
TGPD-5Z전용셋트( 내용물은 ATS-5와 동일 )
가스포집기 (AT-5), Annealed Copper Tube (AT-11), Sampling Tube (SH-4-05)

2. 각부의 명칭
배기구
가스의 배기구입니다

전원스위치와 감도설정스위치
전원의 변경 가스감도레벨의 설정을
하는 스위치

알람램프 (적)
본기가 누설가스를 탐지하면 점멸
또는 점등을 한다. 누설가스의 농도가
높게되면서 점멸주기가 빨리 되고 게다가
높으면 점등을 합니다.

전지교환램프 (황)
전지잔량이 적게된 때에 점멸 또는 점등한다.
점멸 : 전지교환주의
점등 : 전지교환경보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스감도표시램프 (녹)
가스감도레벨을 표시합니다. 가스감도레벨은 5단계
입니다.

조작설명부
조작방법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사용 시에 역할을 합니다

부져램프(녹)
경보부져음이 ON의 때에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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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가스램프 (녹)
램프가 점등하는 쪽이 대상가스로 됩니다.
XP-702II Z-B(S)는 대상가스램프가 없습니다.

부져스위치
경보부져음의 ON/OFF를 변경할 수 있다.
XP-702II Z-A(S)/-F(S)로 또한 탐지할 대상가스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ATTACHEMENT (AT-2)
가스의 흡입구

DRANIN FILTER (DF-107)
물과 먼지부터 기기를 보호

DUST FILTER (FE-106)
세밀한 먼지, 모래 등부터 기기를 보호

전지 수납부
단 3형 알카리건전지(3개)를 내장하는 부분

LOCK
전지마개를 고정하는 것

전지마개 고정
잠금을 고정하기 위한 보조기구 (방폭구조상 필요)

이어폰 잭
이어폰(별매)의 삽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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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방법
사용 전에 반듯이 일상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지 않고 사용하면 정상 탐지를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누설
검사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1 사용순서
① 전원투입
전원은 청정공기 중에서 투입합니다. 전지를 넣고 전원 스위치를
누릅니다. [삑]하고 부져와 함께 전원이 들어갑니다.

경고 전원은 반듯이 청정공기 중에서 투입하여 주십시오
가스분위기 중에서 전원을 투입하면 자동제로 에러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준비중
처음 알람램프(적색)과 전지교환램프(황색)이 교대 점멸,
가스감도표시 램프(녹색)가 점멸하고 다른 4개 램프가
점등합니다.
준비 중은 센서의 완정상태를 이 5개의 램프(녹색)에 의해서
표시하고, 센서가 안정함에 따라서 위로부터
서서히 램프가 소등해가고 있습니다. 준비완료 직전에는
단지 아래 램프(최고 감도 레벨)이 점등으로 남아있습니다

메모 센서의 안정상황에 의해서 ( 안정이 빠른 때 ) 하나씩 소등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
하지 않은 기기는 준비 중이 오래 되는 경우 또는 센서 이상표시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센서이상표시로 된 경우는 전원을 다시 투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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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준비완료
준비가 완료하면 [삑]하는 부져음과 함께 알램램프(적)과
전지교환램프(황)이 소등하고 가스 감도표시램프(녹)이 설정된
가스감도레벨에 점등합니다.

가스감도레벨은 전지를 넣고 ( 교환해서) 최초의 전원투입 시,
[1]레벨에 설정됩니다. 다시 전원을 투입한 때는 가스
감도레벨은 전원을 끄기 전에 설정된 레벨에 설정됩니다.
XP-702IIZ-A(S)/-F(S)로 탐지하기 전에 기기본체의 대상가스의 표
시를 확인합니다. 탐지하고 싶은 대상가스와 다른 경우는 변경하
여 주십시오.
XP-702IIZ-B(S)로 대상가스 설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가스 감도의 설정
가스감도 레벨은 가스 감도가 높은 쪽부터 [0]레벨, [1/5]레벨, [1]레벨, [2]레벨, [3]레벨의 5단계에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대응해서 가스감도를 바꾸어 탐지 합니다.
통상 (노출배관 등의 경우)는 [1]레벨로 사용합니다.
메모 대상가스가 프레온 가스에 설정된 경우는 [1/5]레벨의 고정으로 되기 때문에 가스 감도레벨의 변
경은 할 수 없습니다.

● 가스감도를 낮게 하는 방법
전원스위치를 1 회 누를 때마다 [삑]하고 부져음과 함께 가스감도
레벨이 하나 저감도로 됩니다. 가스 감도표시램프(녹)의 점등의
위치는 하나 위로 이동합니다.
[3]레벨까지 가스감도레벨을 저감도로 하면 다음은 [0]레벨로
됩니다.

메모 가스 감도를 변경할 때 전원스위치를 3초 이상 누르면
전원이 꺼지기 때문에 주의.

● 가스감도를 높게 하는 방법
전원스위치를 2 번누름을 (더블 클릭) 누를 때마다 [삑 삑]하고
부져음과 함께 가스감도레벨이 하나 고감도로 됩니다.
가스 감도표시램프(녹)의 점등의 위치는 하나 아래로 이동합니다.
[0]레벨까지 가스감도 레벨을 고감도로 하면 스위치의 다음 더블
클릭은 [3]레벨로 됩니다.

● 각 각의 가스감도레벨에서의 가스 탐지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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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레벨의 경우 --------------- 10ppm이하에서 탐지
경보능력은 3.3 x 10-6Pa ·m³/s입니다.
[1/5]레벨의 경우 -------------- 30ppm정도에서 탐지
(예로 지하 파이프 경우)
※대상가스가 프레온 가스의 경우는 이 레벨에서 고정됩니다.

⑤ 누설가스를 탐지한 때
본기가 누설가스를 탐지하면 알람램프(적)이 점멸, 경보 부져가
[ 삑, 삑, 삑, 삑 ]하고 단속음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누설가스의 농도가 높게 되면 경보 부져의 단속주기가 빨리 되고,
연속음으로 바뀝니다. (가스누설 지역에 가까이 가면 /경보 부져의
단속주기가 빠르게 됩니다) 알람램프(적)도 경보부져에 동기해서
점멸부터 점등으로 바뀝니다. 경보부져음은 필요에 대응해서
ON/OFF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폰(별매)를 사용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경보부져가 울린 경우
만약 경보부져가 울리고 알람 램프(적)가 점멸 • 점등하면 필요한 처리를 하여 주십시오.
필요하면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여 다시 원래의 장소로 돌아올 때는 반듯이 가스 농도가 안전한 레벨
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돌아갑니다. 또한 전지교환 램프(황)이 점멸하면 반듯이 비위험장소(청정
공기 중)에서 빨리 전지를 교환하여 주십시오. 전지교환 램프(황)이 점등하고 [삑,삑,삑]하고 부져가 울
리기 시작하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됩니다. 빨리 전지를 교환하여 주십시오.
⑥ 탐지 종료
탐지가 종료하면 전원스위치를 약 3 초간 계속
누릅니다. [삑,삑,삑]하고 부져음과 함께 전원이 꺼집니다.

메모 • 전원을 끌 때는 반듯이 경보부져가 울리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경보부져가 울려진 상태로 전원을 끄면
다시 전원을 켤 때 자동제로 에러로 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 프레온 가스를 탐지한 경우는 몇 분간, 청정공기를
흡입하고 나서 전원을 꺼주십시오. 다시 전원을
투입할 때, 자동제로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 탐지할 가스 종류에 따라 기기를 끄기 전에 청정 공기 중에 두십시오. 청정 공기에 두지 않고 끄면
기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가스배기모드
전원이 끊어진 후도 전원스위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게다가 약 2초간 계속 누르면 자동가스배기모드로
들어갑니다.
자동가스배기모드로 들어가면 [삑]하고 부져음과 함께 가스감도표시램프(녹) 5개가 모두 점멸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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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램프는 모드 소등합니다.) 10초마다 최저감도레벨(1번위)부터 하나씩 램프가 소등하고 약 50초 후에
자동적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자동가스배기모드 때는 전원을 끈 조작이외는 안됩니다

메모 고농도가스 ( 프레온 가스 )를 흡입했다고 생각되는 때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용 후에 청정공기를
흡입하고 자동적으로 전원이 꺼지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3-2 대상가스의 변경 방법
대상가스가 2 종류 경우, 변경은 전원을 투입할 때에 한다.
부져스위치를 누르면서 전원스위치를 누르고 전원을
투입하면 대상가스가 변경됩니다.
대상가스램프(녹)이 점등하는 쪽이 대상가스입니다.
전원투입 후 대상가스를 변경하는 경우는 한번 전원을
끄고 해주십시오.

메모 • 전지교환 후는 대상가스 램프(녹)의 위쪽의 대상가스에 설
정됩니다.
• XP-702IIZ-B(S) 대상가스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대상
램프(녹)도 없습니다)
3-3 경보부져의 변경방법
본기가 누설가스를 탐지한 때에 울리는 경보부져음만 ON/OFF할 수 있습니다. 전원이 들어간 상태로 부져
스위치를 누르면 [삑]하고 부져음과 함께 경보부져음의 ON/OFF가 변경됩니다.
부져램프(녹)이 점등하면 부져음이 ON의 상태로, 소등하고 있으면 경보부져음만 OFF의 상태입니다.

메모 다시 전원을 투입한 때 경보부져음의
ON/OFF는 전원을 끄기 전의 설정상태입니다.
단지 전지교환 후는 ON에 설정됩니다.

● 완전소음모드 ( 조작음도 삭제됩니다 )
전원을 넣은 상태로 부져스위치를 두번 누르면 (경보부져 ON/OFF어느쪽의 상태라도) 완전소음모드로 들
어갑니다.
완전소음모드로 들어가면 조작음 및 경보부져음도 울리지 않게 되고 부져램프가 점멸합니다. 이상시의 경
보 및 전지교환 경보부져음 (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은 울립니다.
완전소음모드를 해제하는 경우는 다시 부져스위치를 더블 크릭하여 주십시오. 해제하지 않는 한 경보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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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경조작 (1회 누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메모 완전소음모드로 전원을 OFF하더라도 해제조작 또는 전지교환 하지 않는 한 해제하지 않습니다.
주의 완전소음모드에서는 이상시의 경보 및 전지교환경보음 이외는 모든 소리가 울리지 않기 때문에 소
리에 의한 조작 확인을 일절 할 수 없습니다. 필요이외는 사용하지 않는 것 및 사용된 후는 확실히 해제하
는 것을 추천합니다.
3-4 이어폰 접속
경보부져 조작음을 이어폰(별매)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어폰은
본기아래부분의 이어폰잭에 접속합니다. 이어폰을 접속한 경우
이어폰이외부터 경보부져 • 조작음은 들을 수 없습니다.
완전소음모드라도 이어폰을 접속하면 경보부져 • 조작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3-5 이상시의 경보에 대해서
기기의 이상을 검출하면 알람램프(적), 전지교환램프(황), 가스감도표시램프(녹)의 일부가 동시 점등하고 부
져가 단속음으로 [삑, 삑, 삑]하고 5회 울립니다. 이 때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래의 따라 처리를 해 주십시오.
표시

원인
물 흡인 시

펌
프
이
상
표
시

센
서
이
상
표
시

알람램프(적), 전지교환
램프(황),가스감도램프
(녹)의 위 3개가 동시에
점등

펌프고장 시

자동제로이상 시

알람램프(적),전지교환
램프(황), 가스감도램프
(녹)의 아래 3개가 동시
에 점등

처리
Drain Filter내의 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Filter Element에
교환하여 주십시오.
교환 후 다시 전원을 투입하더라도 같은 상태의 경보
가 표시되는 경우는 펌프고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리 (펌프교환 등)를 구입처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전원을 투입한 때에 어느쪽의 가스가 개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정공기 중에서 다시 한번 전원을 넣어 주
십시오.
수회 다시 투입을 하더라도 같은 경보가 표시는 경우
및 연일 같은 경보가 표시되는 경우는 센서 이상의 가
능성이 있습니다.
수리 (센서교환 등)을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센서이상 시

4. 전지 교환
경고 전지의 교환은 반듯이 비위험 장소(청정공기 중)에서 하여 주십시오.
착화원으로 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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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본기의 성능을 만족하기 위하여 단 3형 알카리 건전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전지잔량이 적으면 전지교환램프(황)와 부져음으로 알려줍니다.
전지전압이 저하하면 정상인 동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듯이 전지교환을 해주십시오.
전지교환은 비위험장소 ( 청정공기 중 )에서 하고 단 3형 알카리 건전지(3개)를 사용합니다.
전지교환주의
전지교환경보

전지교환 램프(황)
점멸
점등

부져음
없음
전지가 없을 때까지 [삑삑삑]의 단속음 (사용할 수 없는 상태)

메모 전지교환 후 전원을 투입하면 경보 부져음은 ON에 설정되고 대상가스가 2종류의 경우 대상가스는
대상가스 램프(녹)에 의해 지시된 가스에 설정됩니다.

① 전지마개 중앙부를 누르면서 배터리 커버를 밀어내고 전지마개의 잠금을 엽니다.

② 전지마개를 열고 다 사용한 전지를 꺼내 새로운 단 3형 알카리건전지(3개)를 극성의 표시에 따라
넣습니다.

③ 전지마개의 오른쪽에 있는 HOOK를 기기본체에 겁니다. 전지마개를 HOOK쪽에 누르면서 위치결
부 안쪽에 눌러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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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지마개를 잠그고 전지마개 고정을 잠급니다.

5. Filter Element교환
Filter Element가 오염되어 변색되면 Filter Element가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Filter Element가
오염되면 물의 제거성능이 떨어져 저하합니다. 다음의 요령으로 Filter Element를 교환하여 주십시오.
또한 물 등을 흡입하면 자동적으로 펌프가 정지합니다. 이 때도 같은 방법으로 교환하여 주십시오.

① Drain Filter 잡아 당겨 기기본체부터 뺍니다.

② Drain Filter는 나사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체부와 실리카겔필터를 돌려서 열어 주십시오.

③ Filter Element를 꺼내 Drain Filter내(본체부분)의 먼지 및 물 등을 충분히 제거합니다.

④ 새로운 Filter Element를 실리카겔 필터와 본체필터의 사이에
넣고 Drain Filter를 원래의 조립으로 기기본체에 설치합니다.
메모 교환용의 Filter Element가 없어진 경우는 FE-2의 형식으로
주문합니다.

주의 Filter Element교환시는 Drain Filter내의 먼지 및 물등의 이물이 기기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
십시오. 기기의 성능을 손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기를 동작시키고 Filter Element를 교환하지 말아 주십
시오. 먼지 등의 이물이 기기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6. Dust Filter
Dust Filter (FE-106)은 세밀한 먼지 • 모래 등이 내장 펌프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필터이기 때문에 분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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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아 주십시오.
정규의 사용상태 ( Drain Filter (DF-107)과 병용)에서는 DUST FILTER는 오염은 없습니다만 만일 DUST
FILTER가 오염된 경우는 새로운 DUST FILTER (별매)로 교환하여 주십시오.

주의 ● DUST FILTER (FE-106)은 DUST FILTER (DF-107)내의 FILTER ELEMENT(FE-2)를 장착한 상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 FILTER ELEMENT(FE-2)를 사용하지 않으면 물 등의 투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 FILTER ELEMENT(FE-2)교환시는 할 수 있는 한 기기내부에 먼지 모래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정규의 사용상태에서는 상기의 DUST FILTER가 오염하는 것은 없습니다. 꺼내지 마십시오.

7. 가스 흡입구의 고농도에 대한 측정
다음의 표에서 보여지는 가스의 고농도의 어느것이 탐지되면 기기를 끄기 전에 청정환경에서 잠시 둡니다.
청정 공기 중에 두지 않고 기기를 끄면 기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센서에 영향을 주어 에러가 발생합니다.

※ 기기를 꺼기 전에 기기를 두는 시간 ( 1,000ppm의 흡입구에 대하여 )

8. 일상점검
(1) 경보성능 점검
전원 투입 및 준비완료 후 “underground”표시 위치로 변경하고 점검가스를 흡입하고 알람램프(적) 점멸, 부
져를 확인합니다. 램프가 점멸하지 않거나 부져가 울리지 않으면 우선 부져가 꺼져있는 지 확인을 합니다.
부져가 ON에 있는데 부져가 울리지 않으면 구입처에 문의를 하십시오.
(2) 가스 포집기 [ 표준 Attachment ]의 점검
가스 포집기 [ 표준 attachment ]에 작업상 지장을 주는 마모 · 손상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있는 경우는
새로운 것과 교환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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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ilter Element의 점검
Filter Element가 오염으로 변색하는 경우는 교환을 해주십시오.
메모 Drain Filter가 뚜렷이 오염된 경우는 Drain Filter의 청소를 해주십시오.
(4) 전지교환램프(황)의 확인
전원투입 시 전지교환램프(황)이 점멸 점등하지않는 것을 확인한다. 전지교환램프(황)이 점멸 점등하는 경
우는 전지교환을 해주십시오.

8. 고장이라 생각되기 전에
수리를 의뢰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조사하여 주십시오
증상
전원스위치를 눌러더라도
전원이 들어가지 않음
부져의 단속음이 울림
흡입펌프가 동작않음

원인
전지의 극성을 역으로
전지의 수명
전지의 수명. (전지교환램프
(황)점등하지 않는가)
물 등을 흡입하고 자동정지
한다

처치
전지를 바른 극성위치로
전지를 교환
전지를 교환
삽입구 막힘을 제거함으로
써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
고 필터엘레먼트를 새것으
로 교환

참조
전지교환 :
전지교환 :
필터엘레먼트 교
환 :

9. 사양
대상검지가스
검지원리
가스채기방법
검지가능누설량
검지가능농도
응답시간
전원
전지사용시간※

방폭구조
방적구조
사용온도범위
크기
중량

도시가스, 메탄, LPG, 프레온 ( R-407C, R-410A), 등
열선형반도체식
자동흡입식
경보능력은 3.3 x 10-6Pa ·m³/s입니다.
프레온가스 : R-407C : 12.4g/년간누설 ; R-410A : 11.2g /년간누설
10ppm
프레온 : 30ppm
3초이내
단3형알카라인 건전지 3개 (DC4.5V 0.25A)
약 18시간 ( 단 3형알카리 건전지 )
전지교환주의 : 전지교환램프(황)점멸 (사용가능)
전지교환경보 : 전지교환램프(황)점등 및 부져일단속음 (펌프자동정지)
센서부 : 내압방폭구조
그 외 : 본질안전방복구조 (ExibdIIBT3)
방적II형 : 보호등급 2 (JIS C 0920)상당
-20°C ~50°C
W60XH140XD40 ( 돌기부는 제외 )
약 260g

※ 전지수명은 환경조건, 사용조건, 보존기간, 전지 메이커 등에 의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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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모부품, 교환부품 및 옵션 (별매)
소모부품 및 교환부품은 아래에서 보여집니다. 구매를 할 때 부품명, 부품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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