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검지기      

사용설명서       

이 사용설명서는 좌측 3기종의 사용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설명서는 필요할 때,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이 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이해한 뒤 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양문서번호 ＸＰ－７０２ⅢＴ

한 국 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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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내용물의 설명- 

제품상자 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물이 들어있습니다. 사용 전에 모두 들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만일 제품의 파손이나 누락이 있을 경우, 번거로우시지만 

구매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옵션（별매）가스포집기 세트 

※１：내용물의 상세내역은 P20참조 

명    칭 수    량 

가스 검지기 본체（보호케이스 포함） １ 

드레인필터（DF-114） １ 

교환용 필터 엘레멘트（FE-2） １ 

플렉시블 흡입구(AT-2G) １ 

더스트필터（FE-106） １ 

핸드 스트랩 １ 

단 3형(AA) 알카라인 건전지  ２ 

사용설명서 １ 

형식 내용물※１

ＡＴＳ－１ 

가스포집기（AT-5,AT-6） 

어닐링 동관（AT-11） 

샘플링 튜브（SH-4-05） 

ＡＴＳ－２ 가스포집기（AT-5,AT-7A）、신축관（RP-4） 

ＡＴＳ－３ 
신축관（RP-1）,플렉시블 아답터（AT-12）、 

샘플링 튜브（SH-4-1） 

ＡＴＳ－６ 

가스포집기(AT-5）、어닐링 동관（AT-11）、 

샘플링 튜브(SH-4-05), 

플렉시블 흡입구（AT-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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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에 

당사의 가스검지기를 구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에, 이 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가스누출사고 방지 및 

안전점검에 잘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 기기는, 도시가스, LPG, 프레온 가스 등의 가스들 중에 2종류의 가스 ※（전환식） 

[XP-702Ⅲ-A（S）、XP-702Ⅲ-F(S）]、또는 1종류의 가스※[XP-702Ⅲ-B(S)]의 가스 누출을 

감지하며, 사전에 설정 된 가스농도에 달하면, 부져와 램프를 통해 가스누출을 알려 가스누출 

사고방지에 도움을 주는 가스검지기입니다.  

※검지대상가스는 기기 본체에 붙어있는 스티커의 가스 명을 확인 하여 주십시오.  

가스검지기를 사용 해 본 경험이 있으시더라도, 이 사용설명서를 잘 읽은 뒤, 사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기의 사용목적 이 외에 사용 및, 사용설명서에 기재 되지 않은 

수단의 사용을 금합니다.   

  방폭 관련사항 

아래 방폭 관련사항을 숙지 후 사용해 주십시오. 

  경고마크의 설명 

본문 중의 위험, 경고, 주의의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들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키지 않을 시, 사망 또는 중상을 부르는 절박한 위험 상황이 예상 됨을 

표시합니다.  

지키지 않을 시, 사망 또는 중상을 불러올 가능성을 경고하는 표시입니다. 

지키지 않을 시, 경상 또는 물적 손상 등 장해가 발생 할 수 있음을 

표시합니다.  

취급 상의 주의를 의미합니다.  

전지교환은 비위험장소에서 할 것 

당사 지정의 보호케이스에 수납하여 사용할 것 

정전기의 대전(帯電)에 의한 위험방지의 종합적인 대책으로서 

취급하는 사람의 의복은 대전방지작업복, 바닥은 도전성 작업바닥, 

(누설저항10ＭΩ 이하）를 권장함 

지정된 전지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사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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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에 (계속)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가스경보가 발생하면, 즉시 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모든 안전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가스배기구에서 고농도의 가연성가스가 배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험하므로, 화기에 가까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전원은 반드시 청정공기 중에서 켜 주십시오. 자동적으로 제로조정이 

실행되므로 가스분위기에서 켜게 되면 정상적인 검지가 되지 않습니다.  

흡인구, 배기구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막히면 검지가 되지 않습니다.  

물 등을 흡인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흡인하면 검지가 되지 않습니다.  

기기가 고장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터엘레멘트는 깨끗한 상태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필터엘레멘트가 

오염되거나 수분이 부착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검지가 되지 않습니다.  

부져구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막히면 경보음이 작게 나오게 됩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전지를 빼서 보관하여 주십시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기적(1달에 1회 정도) 으로 전지 

잔량을 점검하여 주십시오. 전지잔량이 적으면 전지에서 액이 새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 전지로 교환 해 주십시오.  

본 기기는 방폭구조 입니다. 분해,개조, 구조 및 전기회로의 변경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방폭성능이 손상 될 우려가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장소에 장시간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기의 성능을 손상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사용온도, 습도의 범위 외 사용 및 급격한 온도, 습도 변화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기의 성능을 손상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큰 기압변화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센서성능을 손상시키거나 파손 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떨어뜨리거나, 부딧히는 등의 강한 기계적 충격 및 강한 진동 등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기의 성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본 기기에 결로가 생겼을 경우에는 , 제거한 뒤 완전히 건조시킨 뒤 사용 

하여 주십시오.  

실리콘계의 Seal 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주변, 혹은 실리콘계 가스 분위기 

에서의 사용은 기계의 성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여 주십시오.  

지정 된 전지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방폭성능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검지대상가스 이외의 가스,용제의 증기 등도 검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측정환경을 고려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고 농도의 SO2,Cl2등의 가스를 검지하면, 센서의 수명이 단축되거나 

오차가 크게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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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부의 명칭과 기능 

①

②

⑪

⑦

⑨

⑤

④

⑩

⑧

⑥

③

⑬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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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부의 명칭과 기능 (계속) 

No. 명      칭 기         능 

① 플렉시블 흡인구 (AT-2G) 가스의 흡인구입니다.  

② 드레인 필터（DF-114） 물이나 먼지 등으로부터 기기를 지킵니다.  

③ 더스트 필터（FE-106） 작은 먼지, 모래 등으로부터 기기를 지킵니다.  

④ 배기구 흡인한 가스를 배기합니다.  

⑤ 전원스위치/ 감도스위치 
전원의 ON/OFF 가스감도 레벨의 설정을 하는 

스위치 입니다.  

⑥ 부져 스위치 

경보부저음, 조작음 ON/OFF를 전환 할 수 

있습니다. 대상가스가 2종류의 경우에는, 

대상가스의 전환 시에도 사용됩니다.  

⑦ 
펌프 복귀스위치 

（백라이트 스위치） 

펌프에러 발생시에 펌프작동을 복귀 시킵니다. 

LCD의 백라이트를 점등 시킵니다.  

대상가스를 LCD화면에 표시합니다.  

⑧ 알람 램프/에러램프（적） 

본 기기가 누출가스를 검지하면, 점멸 혹은 점등 

합니다. 누출가스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멸 

주기가 빨라지며, 더욱 높아지면 점등합니다. 

또한, 펌프나 센서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에 

점멸합니다.  

⑨ 부져 부져를 울립니다.  

⑩ 

LCD화면 가스감도나 각종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a)전지잔량을 표시합니다.  

전지잔량의 많음 ・・・・・・・・・・・・・・・적음 

(b)대상가스를 표시합니다. (표시되는 쪽이 

대상가스가 됩니다. 대상가스가 1종류일 

경우에는 대상가스 표시는 없습니다. ） 

(c)조작음을 표시합니다. (조작음이 ON일 경우에 

표시됩니다.) 

(d)경보음을 표시합니다. (경보음이ON일 경우 

표시됩니다. ） 

(e)펌프동작을 표시합니다. (펌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회전합니다. ) 

(f)가스감도레벨, 대상가스명, 에러표시를 표시 

합니다. 

⑪ 가스감도 램프（녹） 

가스감도레벨을 램프표시 합니다. 

가스감도레벨은 5단계 있습니다. 대상가스가 

프레온가스의 경우는, 1 단계에 고정됩니다.  

⑫ 전지 덥개 전지 수납부의 뚜껑입니다.  

⑬ 가스명 스티커 검지대상가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a) 

(b) 

(c) 
(d) 

(f) 

(e) 



- ６ -

2. 각 부의 명칭과 기능 (계속) 

No. 명    칭 기       능 

1 측면 지퍼 전지교환 시 개폐합니다.  

2 뒷면 포켓 간이조작설명서를 수납합니다.  

3 내부 포켓 교환용 필터를 수납합니다.  

보호 케이스

①
③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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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방법 

  사용순서 

1. 전지 삽입

 구매 시, 본체에는 전지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동봉 된 전지를 본체에 넣어 

주십시오. （전지의 교환 P18참조） 

2. 전원 ON→ 난기운전→ 가스감도화면 표시

① [전원스위치] 를 약 1초간 누릅니다. 부져가 [삑-] 울리면서 전원이 

켜집니다.  

② 난기운전 중에는, LCD화면에 [ADJ]라는 메시지가 점등 표시됩니다. 

또는, 센서의 안정상태를, 5개의 가스감도램프(녹)에 의해 표시되며, 

센서가 안정 됨에 따라 최저감도 레벨[3]부터 순서대로 램프점멸이 

아래로 이동해 갑니다. 난기종료 직전에는, 최고감도 레벨[0]만이 

점멸하며, 난기완료로 진행됩니다.  (난기시간은 최장 3 분) 

전원을 켤 때는 반드시 청정공기 중에서 켜 주십시오. 자동적으로 

제로조정을 하므로, 가스분위기 중에서 하면 정상적인 검지가 

불가능합니다. 

２순서  ３
감지 

실행 

전원 

OFF
４전지 

삽입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일상점검]을 하여 주십시오. (19 참조) 

전원 

ON１
난기 

운전 
가스감도

화면표시

센서의 안정상태에 따라 (안정이 빠를 경우) 1 개씩 점멸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기기는, 난기시간이 

길어지거나, LCD 화면에 [E-S](센서에러 P15참조)가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센서에러가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전원을 껐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SENS. 
L

H

SENS. 
L

H

SENS. 
L

H

SENS. 
L

H 

SENS. 
L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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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방법（계속） 

 ③ 난기가 완료되면 [삑-] 소리의 부져음과 함께  

      가스 감도표시램프(녹)가 점등하며, LDC화면에  

      가스감도 레벨이 표시됩니다.  

가스감도 레벨은, 전지를 넣고 최초의 전원 투입 시, 

[1]레벨로 설정됩니다. 그 후부터 전원을 켤 때에는,  

가스감도 레벨은 전원을 끄기 직전에 설정 되어 있던 

레벨로 설정됩니다.  

검지를 하기 전에는 검지대상가스를 확인 해 주십시오.  

１종류 가스용 [XP-702Ⅲ-B(S)]의 경우는, 기기본체의 가스 명 

스티커에 기재 된 가스 명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2종류가스 전환 

식 [XP-702Ⅲ-A（S）、XP-702Ⅲ-F（S）]의 경우에는,  LCD 

화면에 검지 대상가스번호「GAS1」또는 「GAS2」가 표시 

되므로, 기기 본체의 가스 명 스티커에 기재 된, 해당 가스 명을 

잘 확인하여 주십시오.  

펌프복귀 스위치를 누르면 LCD화면에 검지대상 가스 명이 

표시됩니다. (대상가스의 표시방법 P12참조） 

SENS.
L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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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방법（계속） 

 ④ 가스감도레벨은, 가스감도가 높은 순서로 [0]레벨, [1/5]레벨 [1]레벨, 

[2]레벨, [3]레벨의, 5 단계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가스감도를 

바꿔서 감지합니다.  

●가스감도를 낮추는 방법 

 전원스위치를 1번 누를 때마다, [삑-]소리의 

부져음과 함께 가스감도레벨이 1단계씩 저감도 

가 됩니다. 가스감도표시램프(녹)의 점등의 위치 

는, 1 단계씩 위로 이동하며, LCD화면의 

감도표시도 가스감도표시램프 위치와 함께 감도 

설정을 표시합니다. [3]레벨까지 가스감도레벨을 

저감도로 하게 되면, 다음은 [0]레벨이 됩니다.  

●가스감도를 높이는 방법 

전원스위치를 2 번 누를 (더블클릭）때마다 

[삑삑] 소리의 부져음과 함께 가스감도레벨이 

1 단계씩 고감도가 됩니다. 가스감도표시 

램프(녹) 점등의 위치는 1단계씩 아래로 이동 

하며, LCD화면의 감도표시도 가스표시램프  

위치와 같은 감도설정을 표시합니다.  

[0]레벨까지 가스감도 레벨을 고감도로 하고 

나면 다음은 [3]레벨로 돌아갑니다.  

전원스위치를 3초 이상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감도설정    ３  ２  １  1/5  0 

※감도설정   ３  ２  １  1/5  0 

가스감도 레벨에 따른 가스검지농도는 다음과 같다.  

[0] 레벨의 경우 ･････････10ppm아하에서 검지합니다.  

              (검지가능 누출량：３.３×１０-６Pa･m３/s） 

[1/5] 레벨의 경우 ･･････ 30ppm정도에서 검지합니다.  

대상가스 프레온가스의 경우는 [1/5]레벨 고정이므로 가스감도 레벨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LOW 

Gas sensitivity

SENS.
L

H 

SENS.
L

H 

Gas sensitivit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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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방법（계속） 

3. 감지 실행 

흡인구를 검지장소에 가까이합니다. 본 기기가 누출가스를 검지하면, 알람 

램프가 (적) 점멸하며, 경보부져가 [삑삑삐] 하는 단절음이 울립니다.  

누출가스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경보부져의 주기가 빨라지면서, 연속음 

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스누출 장소에 가까워질수록 경보부져의 주기가 

빨라 집니다. ) 

   알람램프(적)도 경보부져에 따라, 점멸에서 점등으로 바뀝니다.  

4．전원 끄기 

검지가 끝나면, 전원스위치를 약 3 초간 눌러주십시오. [삑삑삑-] 부져음과 

함께 전원이 꺼집니다.  

경보부져가 울렸을 경우  

만일 경보부져가 울리고, 알람램프(적)가 점멸, 점등 하게 되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상황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한 뒤, 다시 원래 장소로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가스농도가 

안전한 레벨인지를 확인한 뒤 복귀하여 주십시오.  

LCD화면의 전지잔량 방전      (전등) 이 표시되게 되면,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서 (청정공기 중) 신속하게 전지를 교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의 교환 P18참조) 

LCD화면에 [E-B] (전지 방전경보P15참조)가 표시되어 [삐삐삐] 

소리의 부져음이 울리기 시작하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미리 전지를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부져음은 필요에 따라 ON/OFF 전환이 가능합니다. 

(경보부져의 ON/OFF 전환방법P14참조)

전원을 끌 때에는 경보부져가 울리고 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십시오. 경보부져가 울리고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끄게 

되면, 다시 전원을 켰을 때 센서에러(P15참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레온가스를 검지했을 경우에는, 몇 분간 청정공기를 흡인시킨 

뒤 전원을 꺼 주십시오. 다시 전원을 켰을 때, 센서에러 (P15참조) 

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농도가스를 검지했을 경우에는, 일정시간 청정공기를 흡인 시킨 

뒤 전원을 꺼 주십시오. 기기의 성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고농도가스 흡인시의 처리에 대해서 P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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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방법（계속） 

●자동 가스배기모드 

 전원을 끌 때, 기기 내에 가스가 남아있을 경우, 자동 가스배기모드가 

실행됩니다.  

 자동 가스배기모드가 실행되면 부져음과 함께 LCD화면에 60 이 표시되며, 

59, 58 … 순으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 0’ 이 되면 자동적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또한, 카운트다운 도중이라도 기기 내에 가스가 남아있지 

않은 시점에서 전원이 꺼집니다. 자동 가스배기 모드 시에는 전원을 끄는 

조작 이 외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고농도 가스흡인시의 조치에 대하여  

아래 표에 있는 고농도가스를 검지했을 경우, 청정 공기 중에 일정시간 방치 

한 뒤 전원을 OFF 하여 주십시오.  

방치하지 않은 채 전원을 끄게 되면 기기의 성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센서에러 표시(P15 참조) 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치시간 일람표（1000ppm을 흡인했을 경우의 시간 ） 

가스명 방치시간 

암모니아（NH3） 

10 분 
산화에틸렌（EO） 

펜탄（C5H12） 

뷰타다이엔（C4H6） 

가소린 

30 분 

프로필렌옥사이드（PO） 

벤젠（C6H6） 

시클로펜탄 

디클로로에탄（EDC） 

이소프로필 알코올（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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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방법（계속） 

대상가스 표시방법 

펌프복귀 스위치를 누르면 LCD화면에 대상가스 명이 표시됩니다.  

가스감도레벨표시로 돌아갈 경우에는, 대상가스 명 표시 중에 펌프복귀 스위치를 

누르면 LCD 화면은 가스감도레벨표시로 전환됩니다. 또한 대상가스 명 표시 중, 

전원스위치를 누르면 감도레벨의 설정이 변함과 동시에 LCD 화면은 가스감도 

레벨표시로 전환됩니다.  

대상가스 명 LCD화면표시 

도시가스 

LPG 

프레온가스 

그 외의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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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방법（계속） 

  대상가스 전환방법 

 대상가스가 2 종류 [XP-702Ⅲ-A(S), 또는 XP-702Ⅲ-F(S)] 의 

경우의 전환은 전원을 삽입 할 때 합니다. 부져 스위치를 

누르면서 전원스위치를 눌러 전원을 투입하면, 대상가스가 

전환됩니다.  

LCD화면에 표시되는 「GAS1」혹은「GAS2」가 대상가스가 

됩니다. 전원 삽입 후 대상가스를 전환 할 경우에는 1번 전원을 

끈 뒤 실행해 주십시오.  

  음소거모드（조작음도 꺼집니다.）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부져스위치를 약 3초간 누르면 

    완전소음모드가 됩니다.  

완전소음 모드가 되면, 조작음 및 경보부져음도 울리지 않게 

되어 LCD화면의 조작음 표시, 경보음 표시가 꺼집니다.  

단, 이상 시의 경보 및 전지교환 경보부져음 (사용 불가능상태） 

은 울립니다. (에러표시P15 및 전지의 교환 P18 참조) 

   완전소음모드를 해제 할 경우, 다시 부져스위치를 약 3초간 

      눌러주십시오. 해제하지 않는 한, 경보부져의 전환 조작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경보부져의 전환방법P14 참조） 

펌프복귀 스위치를 누르면 LCD 화면에 대상가스가 

표시됩니다. (대상가스의 표시방법P12참조） 

대상가스가 1 종류[XP-702Ⅲ-B(S）]의 경우에는 

대상가스표시가 없으며 대상가스의 변환도 불가능 

합니다. 

완전소음모드는, 전원OFF하여도 해제조작 및 전지 

교환을 하지 않는 한, 해제됩니다.  

완전소음모드에서는, 이상 시 경보 및 전지교환 

경보음 이외에는, 전혀 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소리에 의한 조작의 확인은 일체 불가능합니다. 

필요 시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사용후 

에는 확실히 해제 할 것을 권장합니다.  

대상가스 표시

SENS.
L

H 

SENS.
L

H 

조작음표시 경보음표시 

SENS.
L

H 

SENS.
L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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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방법（계속） 

  경보부져 전환방법 

본 기기가 누설가스를 검지했을 경우, 울리는 경보부져음만 

ON/OFF 할 수 있습니다.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부져스위치를 누르면「삑」하고  

부져음과 함께 경보부져음의 ON/OFF 가 전환됩니다.  

LCD화면의 경보음 표시는 경보부저음 ON상태에서 점등OFF 

상태에서는 소등됩니다.  

  백라이트 점등방법 

 LCD 화면의 백라이트는, 펌프복귀 스위치를 누르는 동안에만 점등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약 15초간만 점등됩니다.  

그 다음에 전원을 켤 때, 경보부져음의 ON/OFF는 

전원을 끄기 전의 설정상태입니다. 단, 전지교환 

후에는 ON으로 설정됩니다.  

음소거모드 상태 에서는 경보부져음 전환조작은 

불가능 합니다.  

백라이트는, 전지사용시간을 고려하여, 전지잔량표시가 최종레벨（외곽만）이 

되면 점등되지 않는 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보음 표시

SENS.
L

H 

SENS.
L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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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러표시（이상경보） 

가스검지기에 이상이 발생하면, 에러램프가 점멸하고, LCD화면에 에러가 표시되며, 

부져가 [삑, 삑, 삑] 울리게 됩니다. 주 된 에러표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에러표시에 따라 처리 해 주십시오.  

에러 내용 에러 표시 원인 처치 

센서 에러 

（에러램프 점멸）

전원 투입 시 

어떠한 가스가 

개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정공기 중에서 다시 한번 

전원을 껐다 켜주십시오. 

수 차례 반복해도, 복구되지 

않을 경우에는, 센서이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리를 

의뢰해 주십시오.  

펌프 에러 

（에러램프 점멸） 

물 등을 흡입 

하거나 흡입구가 

막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의 제거 등의 처치(필터 

엘레멘트의 교환 P16참조)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펌프복귀스위치를 눌러도 같은 

경보가 표시 될 경우에는 

펌프고장이나 물 등이 

가스검지기 내부까지 흡입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리를 의뢰하여 주십시오.  

전지방전 

경보

（에러램프 점멸）

전지전압이 저하 

되어, 기기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전지교환 (전지의 

교환P18참조）을 해 주십시오. 

본체 

에러

（에러램프 점멸） 

본체 이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리를 의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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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모품 교환방법 

필터엘레멘트의 교환 

필터 엘리멘트가 오염되었거나 젖어서 드레인필터 내에 수분 등이 정체해 있는 

경우에는, 드레인필터 내를 청소하고, 필터 엘레멘트를 새것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① 필터케이스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분리 시켜 주십시오.  

② 캡 내부의 Ｏ링을 분리합니다.  

③ 필터 엘레멘트를 새것으로 교환합니다.  

④ Ｏ링을 끼우고, 필터케이스를 원래대로 

조립합니다.  

필터엘레멘트를 손가락 등으로 누르거나 찌르지 말아주십시오.  

변형이나 파손에 의해 방수, 방진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기를 동작시킨 채 필터엘레멘트를 교환하지 말아 주십시오. 먼지 

등의 이물질이 기기 내로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필터엘레멘트는 제대로 장착시켜 주십시오. 밀려서 장착되면 

필터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없어, 정상적인 검지가 되지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터케이스는 확실히 끼워주십시오. 필터케이스가 풀려 있으면 

기기 내부가 수분 등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물 등이 필터에서 기기 본체 내부까지 도달 했을 경우에는, 수리를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검지가 불가능합니다.  

물이나 먼지 등이 쌓여 있을 경우에는, 

기기의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필요에 따라, 캡이나 필터 케이스의 내부를 

마른 천 등으로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십시오. 물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 건조 

시킨 뒤 새로운 필터 엘레멘트로 교환하여 

주십시오.  

필터엘레멘트（FE-2）는 반드시 캡과 

필터케이스의 사이에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Ｏ링

필터 

엘레멘트

(FE-2) 

필터 

케이스

캡

드레인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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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모품 교환방법 (계속） 

  더스트필터의 교환 

더스트필터 (FE-106）는, 작은 먼지, 모래 등이 내장의 펌프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필터이므로 분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상적인 사용 중 (드레인필터（DF-114）와의 병용) 에는, 더스트필터가 오염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더스트필터가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새 더스트필터 (별매)로 

교환하여 주십시오.  

① 드레인필터의 캡 부분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서 

플렉시블 흡입구와 드레인필터를 본체에서 분리합니다  

② 더스트필터（FE-106）를 꺼내고 새것으로 교환합니다.  

③ 드레인필터를 원래대로 기기에 부착시킵니다.  

분리

삽입더스트 필터(FE-106)

더스트필터(FE-106)는, 드레인필터 내에 필터엘레멘트(FE-2)를 장착 

한 상태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필터엘레멘트(FE-2)를 사용하지 않으면 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기 동작 중에, 더스트필터(FE-106）를 교환하지 말아 주십시오.  

플렉시블 흡인구

캡 드레인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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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모품 교환방법 (계속） 

  전지의 교환 

LCD화면의 전지잔량표시가     가 되면 잔량이 적은 상태입니다.  

전지압력이 저하되어, 종지전압이 되면, LCD 화면에[E-B] （전지방전정보 P15 

참조）를 표시되며,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전지를 교환하여 주십시오.  

①레더케이스의 테이프를 떼어내고 지퍼를 엽니다.  

②가스검지기 등면의 전지뚜껑을 열고, 새 전지(AA알카라인건전지 2 개)를 아랫면 

표시대로 극성을 맞춰서 넣습니다.  

    ③전지뚜껑을 덥고, 전지뚜껑이 잘 닫혔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④레더케이스의 좌우 지퍼를 닫고, 테이프를 닫아주십시오. 

전지는 2개를 같은 종류,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십시오. 

전지교환은, 2 개를 동시에 교체하여 주십시오.  

저온도에서는 전지특성에 의해 전지사용시간이 상온보다 짧아집니다.  

전지의 교환은 방폭에 있어 비위험장소에서 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AA알카라인(단 3형)건전지（LR6）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외에 전지를 사용하면, 방폭성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전지뚜껑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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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수점검 

본 기기는 정밀기기입니다. 제품의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의 

항목에 따라 점검을 하여 주십시오. 또한, 낙하 등의 충격을 주었을 때, 물에 젖었을 때 등의 

일상환경 이외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1.처음에]에 기재 된 금지사항, 및 [9.사양]에 기재 된 

범위 이외에서의 사용）에는, 반드시 일상점검을 실시하거나 정기점검(유료)을 신청해 

주십시오.  

일상점검 

점검 항목 점검 내용 

경보성능 점검 

더스트필터를 분리하여（더스트필터를 교환 P17참조）、 

더스트필터를 장착한 뒤 전원투입 및 준비완료 후, 

「1/5」레벨로 설정하여, 점검가스를 흡인시킵니다.  알람 

램프(적) 이 점멸하며 경보부져가 울리는 것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또한, 점검 후에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더스트필터를 원래대로 장착시켜 주십시오.  

경보음 표시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신 뒤, 알람 

램프(적)이 점멸하지 않거나, 경보 부져가 울리지 않는 

경우에는, 구매점이나 당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흡입구 

흡입구에 작업 상 지장을 초래하는 마모, 손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있을 경우에는 새것으로 

교체하여 주십시오 

필터 엘레멘트 

드레인필터 내에 필터 엘레멘트가 오염되거나, 젖거나 

드레인필터내에 물 등이 존재 할 경우에는, 드레인 필터 

내부를 청소하고, 필터 엘레멘트를 새것으로 교체하여 

주십시오. （필터엘레멘트의 교환 P16참조） 

전지 잔량 
전지잔량이 적을 경우에는 새 전지로 교환하여 주십시오. 

(전지의 교환P18 참조） 

기밀(気密)확인 

전원을 켜고, 흡입구의 선단을 막고, LCD화면에 

「Ｅ-Ｐ」（펌프에러P15참조）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에러가 나면 정상이므로 펌프복귀 

버튼을 누른 뒤 사용하여 주십시오.  

에러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드레인필터부의 파손, 

다이어그램의 기밀(気密)불량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환 또는 수리를 의뢰 해주십시오． 

 정기점검 

기기의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1 년 1 회 이상은, 구매점, 혹은 당사로 점검 

조정(정기점검)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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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수점검 (계속) 

  주요 소모품, 교환부품 및 옵션 

품명 형식 품번 비고 

필터 엘레멘트（10매） ＦＥ－２ 59160022 － 

드레인 필터 ＤＦ－１１４ 59070018 － 

더스트 필터（5매） ＦＥ－１０６ 59160335 － 

점검 가스 

ＥＧ－１０ 

（LPG이외 용） 

ＥＧ－１０Ｌ 

（LPG・이외 용） 

59150200 

59150100 
－ 

플렉시블 흡인구 ＡＴ－２Ｇ 20524843 배관、연결용 

가스 포집기 

ＡＴ－５ 20524430 

배관、연결용 

가스 포집기 

ＡＴ－６ 20524441 

땅속, 매립 배관용 

가스 포집기 

ＡＴ－７Ａ 20524432 

RP-4과 조합으로 사용 

샘플링 튜브 

ＳＨ－４－１ 20524429 
어닐링 동관 및 RP-1과 

조합하여 사용 

샘플링 튜브 

ＳＨ－４－０５ 20524531 
어닐링 동관과  

조합으로 사용 

어닐링 동관 
ＡＴ－１１ 20524431 

59060000 
（튜브 포함） 

깊숙한 곳의  

배관、기구용 

플렉시블 아답터 
ＡＴ－１２ 59050101 

RP-1과 조합으로 사용 

신축관 
ＲＰ－１ 20524428 깊숙한 곳 또는  

높은 곳의 배관, 기구용 

신축관 

ＲＰ－４ 20524433 

땅속 배관, 바닥 표면용 

사용설명서  20593059 

1ｍ

50cm 

6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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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장이라 생각하기 전에

수리를 의뢰하시기 전에, 한번 더 다음 표에 따라,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조작불능의 경우에는, 일단 전지를 모두 뺀 뒤, 몇 분 뒤 다시 전지를 넣고 

조작하여 주십시오.  

■ 가스 검지기  

증상 원인 처리 
참조 

페이지 

전원스위치를 눌러도 

전원이 켜지지 않을 때  

전지의 극성이 

반대인 경우 
전지를 바르게 넣는다. 전지의 

교환P18 
전지의 수명 전지를 교환한다. 

에러가 표시 될 때  에러표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에러 표시 

P15 

부져가 울리지 않을 때  

완전소음모드로 

되어있는 경우 

완전소음모드를 

해제한다 

완전 소음 

모드 P13 

경보부져가 

OFF 되어있는 

경우 

경보부져를 ON한다.  

경보부져의 

전환방법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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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증 

● 보증에 관하여  

   보증기간 중에는 취급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을 하였음에도 고장이 난 

경우에는 보증서의 기재내용에 준하여 수리가 이루어집니다.   

● 보수점검에 관한 부탁 말씀 

구매하신 가스검지기는 정밀기기입니다. 정밀도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객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일상의 보수점검 외에 1년1회 이상은 구매처 

혹은 당사로 점검조정(정기점검)을 의뢰하여 주십시오.  

또한 일상의 보수점검에 대해서 불명확한 점이 있으시면 당사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기기의 고장수리에 대해서는 구매처 혹은 당사로 직접 연락 주십시오.  

(운송료는 고객부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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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양 

■ 가스 검지기 

형  식 XP-702Ⅲ-B(S) XP-702Ⅲ-A(S) XP-702Ⅲ-F(S) 

검지 대상가스 

１종류의 

가연성가스 

13A、LPG등 

２종류의 

가연성가스  

13A、LPG등 

전환 사용방식 

가연성가스와  

프론가스 

13A、R-407C、R-410

A등 

전환 사용방식 

검지 원리 열선형 반도체식（P24 참조） 

가스 채기방식 자동 흡인식 

검지가능 

누출량 

３．３×１０
-6
Pa･m

3
/s 

프론 가스：〔R-407C〕12.4ｇ/年〔R-410A〕11.2ｇ/年 

검지 가능농도 
１０ppm 

프론가스：３０ppm 

응답시간 ３초 이내（프론가스 제외） 

전원（정격） AA(단３형 알카라인) 건전지（LR6） ２개 

전지사용시간
※2
 약 12 시간（단 3형 알카라인）건전지、25℃에서） 

방폭 구조
※3
 Ｅｘ ｉａⅡＢＴ３（본질안전방폭） 

보호 등급
※3
 ＩＰ２２상당

※4

사용온습도범위 -２０∼５０℃ /８５％RH이하（단, 결로 없을 것） 

사이즈 약 Ｗ３８×Ｈ１３０×Ｄ３２ ｍｍ（돌기부 제외） 

중량 약１９０ｇ（전지、레더케이스 포함） 

※1 검지대상가스의 종류에 대해서는 문의 부탁 드립니다.  

※2 전지사용시간은, 환경조건, 사용조건, 보존기간, 전지메이커 등에 의해 달라집니다. 

※3 레더케이스 수납상태에 대해。 

※4 IP22상당이란, 손가락으로 기기 내부의 위험한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보호하는 구조(IP2X)  

및 외곽의 수직 직각이 양측에서 15도 이내에 경사가 있을 때, 4위치에서 각 2.5 분 

(합계 10분)에서 낙하하는 물방울들이 기기내부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IPX2)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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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검지원리 

● 열선형 반도체식센서 

히터와 전극을 겸하는 백금선 코일에, 금속산화물 반도체를 원형으로 결로시킨 

구조의 센서입니다. 산화물반도체표면에 있어 가연성가스의 흡착과 산화반응에 

따라 전기전도의 변화를 검출합니다.  

11. 용어설명 

방폭구조：전기기기가 점화원이 되어, 그 주변의 폭발성분위기에 점화되거나 하지 

않도록 전기기기에 적용하는 구조. 

본질안전방폭구조：정상시 및 사고 시에 발생하는 전기불꽃 또는, 고온에 의해 폭발성 

가스가 점화하지 않는 것이, 점화시험 등에 의해 확인 된 구조. 

비 위험장소：통상 및 이상상태에 있어, 폭발성가스와 공기가 섞여 폭발 한계 내의   

분위기의 생성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소.  

（일부, 산업용가스검지경보기 공업회, 가스검지경보기 용어, 검지관식 가스측정기 용어에서 인용） 



ＭＥＭＯ  



대리점, 판매점 

XP-702ⅢST（00）1301

●이 사용설명서를 분실했을 경우
만일 이 사용설명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당사 또는 구매점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본 사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은, 개선 등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