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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 ionscience.com/instrument-registration

GasCheck G Instrument User Manual V2.4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규정/표준 준수 확인서)

Manufacturer: Ion Science Ltd, The Hive, Butts Lane, Fowlmere, Cambridge, England. SG8 7SL
Product: GasCheck G 1, 2 and 3 (Graphical)
Product description: a handheld micro thermal conductivity sensor used to detect gas leaks. This instrument
has been designed specifically for search and location of non-flammable gases such as helium and CFC’s.

Directives: 2014/30/EU

Electrical Equipment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Standards: BS EN 61010-1:2010

Safety requirements for electrical equipment for measurement,
Control and laboratory use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BS EN ISO 9001:2015 Quali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BS EN 61326-1:2013 Electrical Equipment for measurement, control and laboratory use
EMC Requirements (Class B and General Immunity)

Ion Science Ltd has sole responsibility, on the date this product accompanied by this declaration is placed on the
market, the product conforms to all technical and regulatory requirements of the above listed directives.
Name: Graham Davies

Signature:

Position: Quality Manager

Date: 9th April 2018

Issued by Ion Science Ltd of the above address on the 09/0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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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Safety 안전
GasCheck G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이 매뉴얼을 꼼꼼히 완전하게 읽으십시오.
Ion Science Ltd는이 가스 검지기를 사용하는 동안 오용, 오해 또는 태만으로 인한 손상,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은이 설명서의 모든 측면에 대한 설명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아래 주소를 통해 Ion Science
Limited에 문의하십시오.
이 장비는 장비 또는 지역 환경에 포함 된 가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갖춘 자격을 갖춘 숙
련 된 사람 만 사용해야합니다.

Quality Assurance 품질 보증
GasCheck G 기기는 ISO 9001 : 2015 호환 품질 시스템 내에서 Ion Science Limited에 의해 제조되어
고객에게 공급되는 장비가 재현 가능하게 추적 가능한 구성품으로 설계 및 조립 되도록 합니다.

Responsibility of use 사용의 책임
많은 가스는 위험하며 폭발, 중독 및 부식을 일으켜 재산과 생명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 따라 기기를 사용하고 기기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은이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GasCheck G는 넓은 범위의 가스를 감지 할 수 있지만 일부 가스는 감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GasCheck G 기기에 필요한 가스를 감지하는 감도가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이 매뉴얼에 설명 된 가스 감지 장비의 성능이 부적절 할 필요는 없으며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
보수해야합니다.
Ion Science는 장비 사용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교정 한계 내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교
정 점검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록을 유지하도록 권장합니다. 장비는이 설명서와 현지 안전 표준에 따라 사용
해야합니다.

Disposal 처리 / 처분
GasCheck G, 구성품 및 사용 된 배터리의 폐기는 지역 및 국가의 안전 및 환경 요구 사항에 따라야합
니다. 여기에는 유럽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지침이 포함됩니다.
Ion Science Ltd는 'take-back'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on Science Ltd에 문의하십시오.

Calibration Facility 교정설비
Ion Science Ltd는 12 개월 동안 유효한 추적 가능한 성적서를 포함한 교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GasCheck G 교정 키트는 알려진 기준에 따라 계측기를 점검하고 교정하는 수단을 제공하지만,
Ion Science Ltd는 일반적인 유지 보수 및 교정을 위해 매년 승인 된 서비스 센터로 계측기를 반환
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Legal Notice 법적고지
이 매뉴얼에 포함 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만,
Ion Science는 오류나 누락 또는 여기에 포함 된 정보의 사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제공되며 명시 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종류의 표현, 용어, 조건 또는 보증없이 제공됩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한, Ion Science는 본 매뉴얼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있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개인
이나 단체에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언제든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거,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통지없이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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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description 기기 설명
GasCheck G는 가스 누출을 감지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휴대용 휴대용 가스 감지기의 범위이며 거의 모든 가스를 다
양한 정도로 감지 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기기이기 때문에 표준 AA 크기 배터리로 구동되며 알카라인 및 니켈 메탈
하이드 라이드 (충전식) 유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GasCheck G는 가스를 감지하는 수단으로 열전도율을 사용합니다.이 센서는 연간 서비스 외에 유지 보수가 거의 필
요없는 강력한 센서 기술을 제공합니다. 모든 GasCheck G 모델은 직관적 인 키패드를 통해 사용하기 쉬운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갖추고있어 간단한 기능 선택 및 조정이 가능합니다.
GasCheck G는 공급 업체에 반환하거나 내부 펌웨어를 수정하지 않고도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업그레이드 할 수있는
다양한 기기입니다.
GasCheck G에는 LCD 디스플레이, LED 표시기 및 감지 된 신호를 나타내는 가청 음향기가 있습니다.
GasCheck G가 이미 사용되는 일반적인 응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품질 보증 - 제품 제조 후 밀봉의 완벽성 시험
* 실험 적용 - 질량 분광계 및 Chromatograph 장치의 누출 탐지
* 산업용 - 가스 실린더, 배관 및 공정 장비 누출 탐지
* 의료용 - 박막 재료 및 장갑 상자 밀봉 시험
* 공기압 - 밸브 밀폐 시험
GasCheck G 를 5 x 10E-4 cc/s Helium leak 에 대해서 교정을 함으로써 누출량 측정이 가능하고
5000ppm의 Helium 에 대해서 교정을 함으로써 농도 측정이 가능하다.
측정단위 선택:
초당 입방 센티미터는 단일 지점에서 대기로 빠져 나가는 가스의 양을 나타내는 측정값을 제공합니다.
cc/sec
즉. 가스로 채워진 용기 또는 파이프의 구멍에서 누출.

ppm
mg/m3
g/yr

ppm은 농도 측정값이며 GasCheck G는 감지되는 농도를 표시하지만 누출량을 측정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mg/m3은 농도를 측정하는 단위이기도합니다. (위의 ppm 참조)
gram/year은 누출 율의 대안 측정입니다.
GasCheck G 제품군은 본질적으로 안전하지 않으므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주변 공기압, 열 및 습도도 측정 값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GasCheck G 측정 범위는 '가스 특정'이 아니며, 즉 가스를 구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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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ing list 포장 품목
포장재를 모두 제거한 다음 사용하기 전에 아래 목록과 함께 휴대용 케이스의 내용물을 확인하십시오.
기기 또는 액세서리가 손상되거나 누락 된 것으로 보이면 사용하기 전에 기기 공급 업체에 문의하십시오.

Item
1
2
3
4
5
6

Qty
1
1
1
1
1
1

Description
GasCheck G instrument with short probe and nozzle fitted
Long probe
Box spanner used to change probes
Spare battery clip
Quick Start Guide
Calibration certificate

Unrivalled Gas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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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GasCheck G works 작동 방식
Thermal Conductivity 열전도도 센서
모든 가스는 정도차이는 있지만 열을 전달한다.
물체를 가열한 다음 열원을 제거하면, 그 물체는 주위공기 온도까지 냉각된다.
물체를 둘러싸는 주변공기가 열을 대기 중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용이 일어난다.
주변공기 보다 더 차가운 물체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대기 중으로의 열 분산은 알려져 있고 그 속도로 예측이 가능하나, 주위공기를 Helium 과 같은 가스로 대체하면
물체의 냉각속도가 변한다.
물체의 주변공기를 순수한 Helium 으로 대체하면 그 물체는 6배나 빨리 주위 온도로 냉각된다.
GasCheck G는 열을 일정한 온도의 블록에 전달하는 가열된 Thermistor 구슬을 가지고 있다.
공기가 Detector 실내를 통과할 때 일정한 양의 열이 구슬에서 블록으로 이동한다. 공기와 다른 가스는 열이 구슬에서
블록으로 이동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변화율을 측정해서 누출속도로서 Display 한다.
아래 그림은 GasCheck G 의 열전도 센서의 기본 기능을 보여준다. FAN 이 소량의 가스를 Probe를 통해서 Detector
안으로 보낸다. 전기가 연결되면 Thermistor 구슬이 가열된다. 가스가 Cell 을 통과 할 때 일정한 열이 공기를 통해서
Temperature Stable 블록으로 전달되고, 이러한 열전도 속도를 이용해서 측정기의 'ZERO' 를 맞춘다.
Thermistor : (온도가 오르면 전기저항이 감소되는 반도체 회로 소자)

Temperature
Stable
Air flow

Block

Fan

Prob
e

Display
열전도도가 다른 가스들이 Chamber 를 통과할 때 Temperature Stable 블록으로 전달되는 열의 양이 달라진다.
이러한 변화를 측정 및 계산해서 누출속도 또는 가스농도로 GasCheck G에 표시 한다.

일부 가스는 공기와 비슷한 열 특성을 가지므로 GasCheck G는 이러한 가스의 더 큰 농
도 만 감지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가스에는 포지티브 및 기타 가스 네거티브 신호가 있습
니다. 계측기 기능을 단순화하기 위해 GasCheck G는 변경 사항을 양의 판독 값으로 만
표시합니다.
GasCheck G는 가스를 구별 할 수 없으므로, GasCheck G에서 특정 가스를 선택하면 가스
가 감지되는 경우에만 기기가 해당 가스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Unrivalled Gas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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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acing batteries 배터리 교체
GasCheck G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가 올바르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NiMH (충전식)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배터리를 장착하거나 교체하려면 먼저 기기 뒷면에서 배터리
커버를 제거해야합니다.
손톱이나 드라이버로 배터리 클립을 열면됩니다.

배터리 덮개를 제거하면 AA 크기 배터리 4 개가 필요한 배터리
홀더가 나타납니다.
오래된 배터리를 제거하거나 새 배터리를 장착하기 전에 그림
과 같이 PP3 유형 클립을 떼어내어 측정기에서 배터리 홀더를
풉니다.

Battery holder
PP3 clip

배터리 홀더가 기기에서 분리되면 배터리를 제거하거나 교체
할 수 있지만 배터리를 다시 끼울 때 올바른 극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극성 표시는 배터리 홀더 플라스틱에 표시되어 있습니
다.

배터리 홀더는 PP3 클립의 두 반쪽을 단단히 눌러 GasCheck G
에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극성이 올바른지 확인해야합니다. PP3 다이어그램
(오른쪽)을 참조하십시오.
그런 다음 배터리 팩을 기기 내부에 놓고 배터리 덮개를 다시
끼 웁니다. 배터리 덮개를 다시 끼울 때 전선이 끼지 않도록주
의하십시오.

Unrivalled Gas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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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ing started 작동 시작
The Keypad 키패드
모든 GasCheck G 모델은 동일한 키패드를 가지며 다음은 각 키의 일반적인 기능이다.

ESCAPE

UP

이 키를 이용해서 이전 화면으로
복귀하고 조절 내용을 취소한다.
이 키를 반복해서 누르면
"Display Screen"으로 복귀한다.

이 키를 이용해서 기능 메뉴를
Scroll UP 설정을 조정한다.

DOWN
이 키를 이용해서 Scroll down
하거나 선택을 변경한다.

ENTER
이 키를 이용해서 기능을 선택하고,
파라미터를 조정한 후 설정값을
받아들인다.

ZERO
이 키를 누르면 배경 측정값이
영이 된다.
(Background Zero)

On/Off.
이 키를 한번 누르면 측정기 스위치가
켜진다. 측정기를 끄려면 Bar그래프가
화면의 우측에 도달할 때 까지
이 키를 누른다.

이 절차는 부주위로 인해서 스위치가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GasCheck G가 처음 켜지면 모델 번호와 교정 된 가스가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화면에 기기의 일련 번호, 기기의 펌웨어 버전
및 Ion Science 웹 주소가 표시됩니다.

GasCheck G가 Zeroing 중임을 나타내는 세 번째 화면이 나타납니다.

Zero 절차가 완료되면 기기가 실행 화면을 표시하고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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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main menu 메인 메뉴
GasCheck G가 '시작' 절차를 실행하면 가스 누출을 찾을 때 사용되는 일반 '실행 화면'이 표시됩니다.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다양한 설정을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설정하고 조정해야합니다.
이 '실행 화면'을 보는 동안 'Esc'키를 누르
면 기기 메인 메뉴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
다.
'Esc'를 반복해서 누르면 '실행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Running screen 실행화면

PLEASE NOTE:
기능의 정도는 모델마다 다릅니다.
이 설명서의 '기능'섹션은 어떤 기능이 어
떤 모델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
다.

Contrast

Upgrade

Backlight

Gas

Sound

Main Menu

Units

Peak Hold

View Data

Calibration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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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screen 실행 화면
GasCheck G는 기기가 누출 가스를 감지하는 데 사용될 때마다 '실행 화면'을 표시합니다.
아래 그림은 다양한 정보와 아이콘을 설명합니다.

Gas 선택

음향 indicator

감도 래벨

Gas 측정 값

Battery 상태
Backlight 표시
Peak hold 표시

Bar graph

Gas selection 가스 선택
GasCheck G2 및 G3는 실행 화면의 왼쪽 상단에 측정중인 가스를 표시합니다. GasCheck G2는 공장에서 선택된 가스
만 표시하지만 G3 모델에는 내부 가스 테이블을 통해 선택할 수있는 가스 범위가 있습니다.

Sensitivity 감도
GasCheck G는 세 (3) 개의 감도 종류를 가지고 있으며 X100 (100 배)은 가장 민감하고 X10 (10 배)은 중간 범위이며 X1
(1 배)은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다. '기능 (계속), 가스 선택'아래의 표에서 다양한 가스의 감도를 참조하십시오..

Battery status 배터리 상태
배터리 기호가 채워지면 배터리가 가득 차고, 윤곽선 만 있으면 배터리가 소모된 상태입니다.

Backlight 백라이트
백라이트 기호는 밝은 주간에서도 백라이트 상태를 나타냅니다.

Gas measurement 가스누출 측정
GasCheck G2 및 G3는 단위가 선택된 가스 누출의 누출율을 측정합니다.

Sound indication 음향 표시
이 기호는 사운드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기호의 반원 (오른쪽)이 있으면 사운드가 켜지고 사운 더가 꺼져 있지 않
은 경우를 나타냅니다. 키를 누를 때마다 발생하는 경고음은 끌 수 없습니다.

Bar graph 바 그래프
가스가 감지되면 막대 그래프가 증가합니다. 이 그래프는 축척되지 않으며 표시 용으로 만 사용해야합니다.
GasCheck G1에는 측정 단위가 없으므로이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여 누출을 나타내며, 가스가 감지되고 막대 그래프가
최대 수준에 도달하면 다른 감도 수준을 선택하여 더 넓은 감지 범위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Peak hold 피크 홀드
선택하면 피크 홀드가 디스플레이에 최대 측정 값을 표시합니다. ENTER 키를 누르면 측정 값이 재설정되지만 메모리
에 피크 측정 값도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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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기능
GasCheck G 기기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아래 나열된 각 기능에는 각 모델에 포함 된 기능을 나타내는 숫자가 모델명 오른쪽에 있습니다.
GasCheck G1 = 1,

GasCheck G2 = 2,

GasCheck G3 = 3.

Contrast 명암밝기
1, 2 & 3
이 기능을 사용하여 GasCheck G 'LCD'의 밝기를 조정합니다. 주변 온도 조건이
크게 변하면 디스플레이가 너무 어둡거나 희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선택하면 숫자가 대비 기호 오른쪽에 %로 표시됩니다.
위쪽 및 아래쪽 키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대비를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선택한 원하는 수준에 만족하면 Esc 키를 눌러 주 메뉴로 나갑니다.

Backlight 백라이트 1, 2 & 3

Sound 음향

사용자는 백라이트 켜기 또는 백라이트 끄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사용자가 백라이트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 실행 화면의 기호에 상태가 표시
됩니다.
백라이트가 'ON'이면 배터리 수명이 크게 줄어 듭니다.
백라이트 꺼짐 = 40 시간 사용,
백라이트 켜짐 = 20 시간 사용.
1, 2 & 3
GasCheck G에는 감지 된 가스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
주파수를 증가시키는 음향 장치가 있습니다.
이 음향은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위쪽 또는 아래쪽 키를
사용하여 '틱'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 한 다음 'Esc'키를
눌러 주 메뉴로 돌아갑니다
키패드를 누를 때마다 '삐'소리가납니다.이 경고음은 끌 수 없습니다.

Peak hold 피크홀드
2&3
이 기능을 선택하면 'ENTER'키를 누를 때까지 디스플레이에 감지 된 최고 판독
값이 유지됩니다.
'Up or Down'키를 사용하여 Peak On 또는 Off를 선택한
다음 'Esc'키를 눌러 '메인 메뉴'로 나갑니다.
GasCheck G를 사용할 때 ENTER 키를 눌러 홀드된 판독
값을 지 웁니다.
화면에 홀드된 판독 값은 'ENTER'키를 누르면 기록됩니다.

Calibration 교정
2&3
선택할 수있는 두 가지 교정 설정이 있습니다.
공장 및 사용자. 공장 교정은 제조 직후에 수행되며 조정
할 수 없지만 사용자 정의 교정은 연간 공장 교정 사이에
기기를 교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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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Check G Zero는 스위치를 켤 때의 판독 값이므로 사
용자 지정 교정 루틴에는 단 하나의 단계 만 있습니다.
이 설명서의 '교정'섹션도 참조하십시오.

Battery selection 배터리 선택
3
GasCheck G는 AA 크기 배터리를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알카라인 (재충전 불가능) 또는
니켈 금속 수소화물 (재충전 가능).
'위 또는 아래'키를 사용하여 배터리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 메인 메뉴로 종료하려면 'Esc'키를
누르십시오.
올바른 배터리 유형을 선택하지 않아도 기기가 손상되거나 가스 감지 기능에 영향
을 미치지는 않지만 배터리 표시기가 잘못 읽혀집니다.

View Data 데이터 보기

Units 단위

3
GasCheck G 기기는 내부 메모리 내에 10 개의 판독값을 데이터로
기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측정값을 저장하려면 메인 실행 화면에서 'ENTER'키를 누릅니다.
판독값이 메모리에 저장되면 메인보기 화면에 기호가 나타납니다.
메모리가 가득 차면 '데이터'기호가 깜박입니다.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Up and Down'키를 사용하여 기록 된 판독값을 스크롤
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ENTER'키를 길게 누르면 '쓰레기통'기호가 깜박이고
데이터가 삭제 될 때까지 'ENTER'키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주 메뉴로 나가려면 'Esc'키를 누르십시오.
3
GasCheck G 는 측정된 값을 다양한 단위 (cc/sec, ppm 및 mg/m3)로
표시 할 수 있다. Up 또는 Down키를 이용해서 원하는 단위를 선택한 다음
Esc 를 눌러서 메인메뉴로 빠져나간다.
고객 교정 시 이 설정에 따라서 교정 타입이 자동으로 선택된다.
본 매뉴얼 '교정' 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cc/sec = 초당 입방 센티미터는 주어진 지점에서 빠져 나가는 가스의 부피를 직접
측정하는 부피 누출 률을 제공하며,이를 ml / sec라고도합니다.
(초당 밀리리터). GasCheck는 일반적으로 초당 0.00005 입방 센티미터의 헬륨 누출
을 감지 할 수 있습니다.
ppm
= 백만 분율,이 단위는 농도를 나타내지만 가스 누출량을 정량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mg/m = ppm과 같이 미터당 밀리그램, 이 단위도 농도이므로 가스 누출량을
정량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g/yr

= 연간 그램은 주어진 지점에서 빠져 나가는 가스의 부피를 직접 측정하는
대체 부피 누출 률을 제공합니다.

Display 화면
3
GasCheck G 기기에는 cc/sec 및 g/yr 판독값을 십진수 또는 지수 형식으로 표시하
는 기능이 있습니다. (ppm 및 mg/m3 단위의 판독값은 10 진수 형식으로 만 표시
할 수 있습니다.)
'Up and Down'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단위를 선택하십시오. 다음 화면을 표시하려
면 'Enter'키를 누르십시오. 'Up and Down'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디스플레이를 선
택한 다음 'Esc'키를 두 번 눌러 주 메뉴로 나갑니다.

Unrivalled Gas Detection.

Page 14 of 26

ionscience.com

GasCheck G Instrument User Manual V2.4

Gas selection 가스 선택
3
GasCheck G는 제조시 헬륨 가스를 사용하여 교정되지만 다른 가스는 기기 내의
가스 테이블을 사용하여 감지 및 측정 할 수 있습니다.
GasCheck G는 가스를 구별 할 수 없지만 내부 가스 테이블에 저장된 반응 계수
(response factors )를 사용하여 다른 가스를 정량화 할 수 있습니다.
가스 그룹 1, 2, 3, 4 및 5는 일반적인 감도를 제공합니다.
다음 목록은 특정 가스에 대한 반응 계수를 나타내지 만 나열되지 않은 가스에
대한 조언은 Ion Science Ltd에 문의하십시오.
Name
Hydrogen
Helium
Refrigerant R12
Refrigerant R1301
Refrigerant R134a
Refrigerant R22
Refrigerant R11
Sulphur Hexaflouride
Carbon dioxide
Methane
Argon
Oxygen
Refrigerant R502
Refrigerant R404a
Refrigerant R407c
Refrigerant R410a
Refrigerant R507

Abbreviation
H2
He
R12
R1301
R134a
R22
R11
SF6
CO2
CH4
Ar
O2
R502
R404a
R407c
R410a
R507

Minimum sensitivity
cc/sec (ml/sec)
7.7 E-6 cc/sec
1.0 E-5 cc/sec
2.7 E-5 cc/sec
2.4 E-5 cc/sec
5.8 E-5 cc/sec
2.6 E-5 cc/sec
3.2 E-5 cc/sec
2.2 E-5 cc/sec
4.0 E-5 cc/sec
2.9 E-5 cc/sec
3.5 E-5 cc/sec
2.9 E-4 cc/sec
3.0 E-5 cc/sec
3.2 E-5 cc/sec
3.3 E-5 cc/sec
3.2 E-5 cc/sec
3.8 E-5 cc/sec

Minimum sensitivity
cc/sec (ml/sec)
0.0000077 cc/sec
0.000010 cc/sec
0.000027 cc/sec
0.000024 cc/sec
0.000058 cc/sec
0.000026 cc/sec
0.000032 cc/sec
0.000022 cc/sec
0.000040 cc/sec
0.000029 cc/sec
0.000035 cc/sec
0.000290 cc/sec
0.000030 cc/sec
0.000032 cc/sec
0.000033 cc/sec
0.000032 cc/sec
0.000038 cc/sec

대체 가스를 선택하려면 'Up and Down'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가스를 선택한 다음
'ENTER'키를 눌러 선택을 확인하면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메인 메뉴'로 나가려면 'ENTER 또는 Esc'키를 누릅니다.
검출 할 가스가 기기 내부 가스 테이블에 나타나지 않으면 5 개의 '가스 그룹'중 하
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스 그룹'에는 다양한 감도가 있습니다. (그룹 1은 민감도가 높고 그룹 5는 민감도
가 낮습니다.) Ion Science Ltd에 문의하십시오.
가스 그룹을 사용하면 장비가 합리적인 정확도로 누출 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Upgrade 업그레이드
1&2
GasCheck G 기기는 간단한 업그레이드 코드를 사용하여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현장의 사용자가 GasCheck G를 즉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각 모델의 다양한 기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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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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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GasCheck G를 업그레이드하려면 Ion Science Ltd에서 업그레이드 코드를 구입하고
UP, DOWN, ENTER 및 Esc 키를 사용하여 업그레이드 화면에 12 자리 숫자를 입력하십시오.
12 자리 숫자를 모두 올바르게 입력하면 기기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기기를 켜면 새 기기 모델 번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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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GasCheck G 사용
The GasCheck G instrument
경고 : GasCheck G를 켜기 전에 기기가 스위치를 켤 때 자동으로 센서를 제로화 하므로 주변 공기가 깨끗한지
확인하십시오. 기기가 시작 루틴을 실행 한 후 기기 설정을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CalCheck 또는 교정 키트를 사용하여 기기 감도를 확인하십시오.
ON / OFF 키를 눌러 GasCheck G를 켜십시오. 기기가 Zero 루틴을
완료 한 후 정상 작동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참조)
메인 실행 화면에서 계측기가 X100 (100 배) 범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감도 범위를 조정하려면 UP
및 DOWN 키를 사용하십시오. X100은 가장 민감하고 X1은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다.
가스 누출은 공압 조인트 또는 용접 이음새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GasCheck G를 테스트 대상에
45도 각도로 유지하고 이음새 또는 조인트를 따라 초당 약 25mm의 속도로 프로브를 드래그하십시오.
누출이 감지되면 막대 그래프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오디오 출력의 주파수가 증가합니다. 프로브가 누출에
서 멀어짐에 따라 감소합니다. 프로브를 누출이 의심되는 지역으로 되돌리고 누출이 발견 될 때까지 동일
한 지역을 따라 천천히 이동합니다. 누출지점을 찾은 후에는 숫자 판독값이 안정 될 때까지 누출 지점을
유지해야합니다.
막대 그래프는 그래픽 표시만을 제공하며 누출을 측정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래프가 완전히 채워
지지만 숫자 판독 값은 계속 증가합니다. 기기가 선택한 범위에 비해 너무 큰 누출을 감지하면 숫자 화면이
깜박이고 '99999'가 표시되면 UP 또는 DOWN 키를 사용하여 기기 감도를 조정합니다.
온도, 습도 및 배경 가스의 변화로 인해 기기에서 일정한 수준이 감지 될 수 있습니다. 0으로 재설정하려
면 기기를 누출 또는 오염원에서 멀리두고 ZERO 키를 누르십시오. 기기 디스플레이는 거의 0에 가까운
판독 값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사항은 측정기 판독에 영향을 미칩니다.
* 측정기 사용자의 호흡에 포함된 CO2와 수분.
* 기압 및 배경 온도;
* 차갑거나 뜨거운 원인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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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e options 프루브 옵션
일부 적용에서는 회색 프로브 커버가 테스트중인 영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회색 프로브 커버를 기기에서
당겨서 제거 할 수 있습니다.
회색 덮개를 제거하면
기기를 사용할 때 세심한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NOTE:
* 반투명 Probe슬리브를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이 슬리브는 금속제 내부 Probe를 시험 구역과 1mm 떨어진
상태로 유지시켜서 분진이나 습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Probe, 특히 황동 센서 하우징을 만져서는 안된다.
손가락의 열로 인해서 신호에 큰 변화가 생겨서 측정값이
잘못될 수 있다.
* 젖거나 먼지가 있는 곳에 Probe 를 두지 말아야 한다.
Probe가 막혀서 측정기 이상이 발생한다.
일부 응용 분야에서는 테스트 할 공압 조인트 및 이음새에 접근하기
위해 더 긴 프로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GasCheck G에는 사용자
가 변경할 수있는 300mm 프로브도 함께 제공됩니다. 프로브를 신중
하게 변경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측정기 스위치를 OFF 한다.
2. 외부의 회색 Probe 커버를 제거한다.
3. 기존의 Probe 위에 박스 스패너(측정기와 함께 공급)를 두어서 스패너가 황동 너트 위에
맞도록 하고 ②, 반시계 방향으로 Probe의 나사를 돌린다.③
4. 스패너와 Probe assembly를 잡아당긴다.④
짧거나 긴 프로브를 다시 장착하려면 위의 단계를 역순으로 따르십시오.
박스 스패너를 사용하여 프로브 너트를 조일 때 너트가 단단히 조여 졌는지 확
인하되 트레드가 손상 될 수 있으므로 추가 도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프로브가 막힌 경우 건조하고 깨끗한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프로브의 기기 끝에
서 막힌 부분을 불어 내십시오. 프로브가 먼저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기는 검출기에 특정 유량을 설정하는 표준 짧은 모세관을 사용하여 공장에서
보정되었습니다.
구조상 긴 모세관은 감지 시간 응답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짧은 모세관
대신 긴 프로브를 사용할 때 기기의 보정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긴 프로브는 표준 짧은 프로브가 도달 할 수없는
어려운 장소에서 누출을 찾는 데만 사용됩니다. 긴 프로브가 제공하는 판독 값은 정성적일 뿐이며 디스플레이에
서 제공하는 판독 값은 긴 프로브를 사용하는 동안 다른 누출 사이트에서 제공 한 다른 값에 상대적인 것으로 간
주됩니다.

압축 공기를 사용할 때 안전 지침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Ion Science Ltd는 압축 공기 장비의 오용으로 인한 부상이나 손상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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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ng leaks 누출 측정
Over view 개요
GasCheck G를 한 손으로 잡고 검사 할 영역을
따라 초당 약 25mm로 계기 프로브를 그립니다.
누출이 감지되면 누출이 발견 될 때까지 느린 속도
로 프로브의 경로를 되돌아갑니다.
일단 위치가 확인되면 측정이 안정 될 때까지 장비
를 누출 위에 놓으십시오. 판독 값은 ENTER 키를
눌러 기록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판독 값은 기기가 감지 할 수있는 것보다
클 수 있으며 측정 단위는 디스플레이에서
'99999'로 대체됩니다.이 경우 UP 또는 DOWN 키
를 사용하여 기기 감도를 조정합니다.
매우 작은 누출을 감지하거나 덜 민감한 가스를
감지 할 때 초당 10mm의 속도가 필요할 수 있습
니다.

외부 회색 프로브 커버를 제거하여 제한된 영역에 더 잘 접근 할 수 있습니다. 외부 프로브를 제거하면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합니다.
★ GasCheck G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내부 Probe 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한다.
★ Probe 가 막힐 수 있으니 Probe 를 액체나 분진 위에 두지 말아야 한다.
★ 황동 센서 하우징 부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손가락으로 황동 센서 블록을 만져서는
않된다.
★ GasCheck G은 습도 및 CO2 변화를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Probe 에 대고 호흡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내부 Probe를 감싸고 있는 얇은 백색 튜브를 제거해서는 안된다.
이 튜브는 Probe 와 Test 표면 간에 간격을 1mm로 유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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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교정
Over view 개요
GasCheck G에는 두 가지 선택 가능한 교정 설정이 있습니
다. 공장 및 사용자. '공장 교정'은 기기 제조시 Ion Science
Ltd/공인 서비스 센터에서 수행되며 연간 교정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GasCheck G는 5000ppm 헬륨 농도 및 0.0005cc/sec
(5E-4) 헬륨 누출 률에 대해 교정됩니다.
'Custom Calibration'은 사용자가 기기를 교정 할 수있는 기
능을 제공합니다. 이 시설은 기압이 기기 교정 인증서에
명시된 것과 다른 경우 '공장 교정'보다 향상된 정확도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Selecting Factory or Custom Calibration 교정 선택
Factory 또는 Custom Calibration을 선택하려면 Calibration
화면을 선택하고 UP 및 DOWN 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기호
아래의 '틱 / 체크'를 이동 한 다음 'Esc'키를 눌러 주 메뉴로
나갑니다.
'Custom Calibration'은 사용자가 기기를 교정 한 후에 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려면 'Custom Cal'기호 아래의 '틱 / 체크'를 이동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GasCheck G는 5000ppm 헬륨 농도 또는 0.0005 cc/sec (5E-4 cc/sec) 누출 률을 참조로 요구합니다.
GasCheck G는 기기가 이미 선택한 단위를 기준으로 교정 매체 유형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GasCheck G를 사용하여 'ppm 또는 mg/m3'단위로 측정 된 누출을 감지하는 경우 기기는 5000ppm 헬륨
농도를 사용하여 교정해야합니다.
GasCheck G를 사용하여 'cc sec'단위를 사용하여 측정 한 누출을 감지하는 경우 기기는
0.0005 cc/sec (5 E-4) 헬륨 누출을 사용하여 교정해야합니다.

Calibration procedure using 'ppm' units ppm단위를 이용하는 교정

이 교정 루틴을 진행하기 전에 이 전체 절차를 읽으십시오.
1. 교정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빈 (오염되지 않은) 샘플 백에 5000ppm 헬륨
가스를 채 웁니다. 또한 GasCheck G에서 외부 회색 프로브를 제거합니다.
2.

기기 메뉴에서 'Custom Cal'기호를 선택합니다. 기기가 사용중인 가스 농도와
일치하도록 'ppm'값을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납니다. UP 및 DOWN 키를
사용하여 4900 ~ 5100ppm 사이에서 조정합니다.

3.

기기가 깨끗한 공기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 ENTER 키를 누르면 기기가 '0' 이
됩니다.이 작업은 몇 초가 걸리지 만 완료되면 '준비'메시지가 나타납니다..

4.

가스가 들어있는 샘플 백에 기기 프로브를 완전히 삽입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기기는 자동으로 냉각 및 고온 교정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지만 완료되면 값
요약을 제공합니다.

5.

교정 옵션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ESC 키를 눌러 기기 사용을 시작하거나 ENTER 키를 눌러 다시 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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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Check G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내부 프로브를 구부리지 마십시오.
GasCheck G는 습도 및 이산화탄소의 변화를 감지하므로 프로브 가까이에서
호흡을 피해야 합니다.
판독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샘플 백에 압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Calibration procedure using 'cc/sec' units cc/sec단위를 이용하는 교정
이 교정 루틴을 진행하기 전에 이 전체 절차를 읽으십시오.
1.

CalCheck 장치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압력 게이지의 포인터가 녹색 세
그먼트 위에 있어야합니다.

2. 기기 메뉴에서 'Custom Cal' 기호를 선택합니다.
3. 기기가 깨끗한 공기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 ENTER 키를 누르면 기기가 제로
화됩니다.이 작업은 몇 초가 걸리지 만 완료되면 '준비'메시지가 나타납니다.
4. 기기 프로브를 CalChecks 콘센트에 삽입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기기는 자동으로 냉각 및 고온 교정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지만
완료되면 값 요약을 제공합니다.
5.

ENTER 키를 누르면 교정 옵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SC 키를 눌러 기기 사용을 시작하거나 ENTER 키를 눌러 다시 교정합니다.

GasCheck G는 습도 및 이산화탄소의 변화를 감지 할 수 있으므로 프로브 가까이
에서 호흡을 피해야 합니다.
각 사용자 지정 보정 후에는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범프 테스트를 수행해야합니다..

교정 가스가 가압되지 않거나 기기 프로브로의 흐름을 제한하지 않도록
세심한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센서로의 가스 흐름이 변경되면 판독 값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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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specifications

측정기 사양

Operating temperature

0 to 50 °C

32 to 122 °F

Storage temperature

-25 to 70 °C

-13 to 158 °F

Instrument case

Polyurethane

Dimensions

L.390 x W.60 x H.50 mm

Weight

0.45 kg

Ingress ratings

IP20

Length of long probe

300 mm

Detection type

Thermal conductivity

Detection time to T90

1 sec (Short probe) 9 sec (long probe)

Clear down time

1 sec (Short probe) 9 sec (long probe)

Battery type

Alkaline or NiMH AA (Qty 4)

Battery life at 20 °C (68 °F).

40 Hours (20 hours when using the backlight)

L15.35” x W2.35” x 2.0 “

1.0 lb.

12"

Replacing parts 교체용 부품
Part Item Number
Long probe

A-08045

Short probe

A-08043

Replacement battery holder
3000

1/BH-01

Nozzle

08024CPC8

Box Spanner

A-0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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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y Item Number
CalCheck

A-21500 (specifying gas, leak rate and pressure)

0.0005 cc/sec Helium
Calibration kit

A-21500

Unrivalled Gas Detection.

Page 23 of 26

ionscience.com

GasCheck G Instrument User Manual V2.4

Instrument warranty and service 기기 보증 및 서비스
Warranty 보증
당사 웹 사이트를 통해 기기를 등록 할 때 GasCheck G에 대한 표준 보증을 최대 2 년
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ionscience.com/instrument-registration
연장 보증을 받으려면 구매 후 1 개월 이내에 등록해야합니다 (이용 약관 적용).
그런 다음 연장 보증 기간이 활성화되고 처리되었다는 확인 이메일을 받게됩니다.

보증서 사본과 함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onscience.com/instrument-registration

Service 서비스
Ion Science에서는 서비스 및 공장 교정을 위해 12 개월에 한 번씩 모든 가스 감지 기기를 반환 할 것
을 권장합니다.
해당 지역의 서비스 옵션에 대해서는 ION Science 또는 현지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ionscience.com을 방문하여 현지 대리점을 찾으십시오.
번역 : 2020. 10. 24. 인스코 김 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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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details
UK Head Office
Ion Science Ltd
The Hive, Butts Lane
Fowlmere
Cambridgeshire
SG8 7SL
UK
Tel: +44 1763 208503
Fax: +44 1763 290477
Email: info@ionscience.com
Web: ionscience.com

KOREA Distributor
인 스 코 (INSKO Ltd)

전화 : 02-892-6103~5,
팩스 : 02-892-6106,
이메일 : info@insko.co.kr
Web : www.insko.co.kr
08639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7,
4동 339-340호
(시흥동, 시흥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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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al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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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updated

GasCheck G V1.4
GasCheck G V1.5
GasCheck G V1.6

Gas Table Update
Instrument Update
BSEN 61326 – 1997 to BSEN
61326 – 2006. Change to page
2 only
Declaration of con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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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added to back of manual
Warranty added on cover
Contents updated
Service and Warranty added
page 19
Pages 2&4 updated to correct
Quality Management System.
Page 4, Responsibility of use
updated and Legal Notice
added
Page 19, Contact details moved
here P
Standard
BS EN 61010-1:2001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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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EN 61010-1:2010
(page 2)

GasCheck G V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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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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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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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Check G V2.1

GasCheck G V2.2

GasCheck G
V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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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PC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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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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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1

N/A

03/03/11

V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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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 only

07/12/15

V1.31

N/A

07/12/15

V1.31

N/A

Updated into new manual
design, Declaration of
Conformity update, image
updated on page 7. Grammar
improved. Pages re arranged.

24/03/2020

V1.39

N/A

Front cover format and fonts
throughout updated
Declaration of conformity Page
3 updated to the following
Directives: 2014/30/EU
Standards:
BS EN 61326-1:2006 changed
to
BS EN 61326-1:2013

Unrivalled Gas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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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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