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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스트론 제품을 구입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가스트론은 Gas detector & Gas Monitoring System전문 회사로서 최고의 품질과 사용의 편리성으로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인정 받고 있습니다. 항상 소비자 여러분 가까이서 원하시는 제품을 찾으실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Gas detector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Gas detector에 관한 모든
고민을 (주)가스트론의 제품으로 해결 하십시오. 저희 (주)가스트론이 책임지고, 여러분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용 설명서는 Gas detector에 대한 조작 방법, 간단한 유지보수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신 후 잘 보관하셔서 사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Gas detector의 정확한 동작을 위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 및 교정 하십시오.
( * KOSHA GUIDE : P-135/6-2018 / 7.2 자체점검 2항 참조)
■ Gas detector의 정확한 동작을 위하여 측정 전에 교정용 가스로 점검 및 교정 하기를 권장합니다.
■ 교정을 하지 않을 경우 Sensor 노화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장비의 오동작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기기를 해체 해야 할 경우 Gas detector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이 하여야 합니다.
■ 전원 케이블은 "설치 케이블 길이" 항목을 참조하여 Wire 사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 Gas detector의 점검 및 교정에 관한 내용은 폐사의 기술부 또는 e-mail, web site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 및 제품설명서는 제품의 성능향상 및 사용편의를 위하여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구입 하신 후 이상 발생시에는
아래의 주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1로 23

·Tel

: 031-490-0800

·Fax

: 031-490-0801

·URL

: www.gastron.com

·e-mail : info@gastron.com

* KOSHA GUIDE : P-135/6-2018
교정은 제조사가 요구하는 주기로 실시해야 하며, 별도의 교정 주기가 없을 경우에는 매 분기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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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GTD-1000Ex 가연성가스 감지기는 가연성가스를 생산 또는 사용하는 공장, 가스 저장소,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연성가
스 등 산업현장에서 누설되는 가스를 탐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GTD-1000Ex 가연성 누설감지기는 가스누설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 상시, 연속적으로 가스누설을 탐지하고, 측정값을
DC4-20mA 표준 출력 시그널로 변환하여 전송한다. 또한 DC4~20mA 표준출력은 감지부와 수신부의 출력신호 전송거리는 최
대 2,000m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Cable CVVS or CVVSB 1.5sq 이상 사용시)

3. 사양

3.1. 기본 Specifications
ITEMS

SPECIFICATION

측정형태(Measuring Type)

확산형 (Diffusion)
- 접촉연소식(Catalytic Cell)
- 열전도 방식 (Thermal Conductivity Cell)
- 열선형 반도체식(Heated-semiconductor Cell)
가연성 가스(Combustible Gas)

측정방식(Measuring Method)
측정가스(Detectible Gas)

2. 구조

GTD-1000Ex의 몸체는 알루미늄합금 재질로 가스 센서 모듈은 Stainless steel 재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전한 내압 방폭형 (Ex
d IIC T6)의 구조로 되어있다. 본 제품의 모든 가연성가스의 누설 및 폭발위험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며, 내부 구조는 측정값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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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범위(Measuring Range)

0~100% LEL

정확도(Accuracy)

≤ ±3% / Full Range

영점편차(Zero Drift)

≤ 2% / Full Range

응답시간(Response Time)

90% of full Scale in less than 15 sec

인증(Approvals Classification)

KCs: Ex d llC T6

기본 Interface

Analog 4-20mA current interface

Option
보증(Warranty)

시부와 측정값(DC4-20mA)을 외부로 출력하는 터미널부 1개의 PCB Board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 구조는 가스의 누설을 탐지

Rain Cover
본체(Transmitter)

2Year

센서(Sensor)

1Year

하는 감지부, Cable 인입부로 구성되어 있다.

Hazardous Area (Filed)

Safe Area

GTD-1000Ex Gas Detector

Legend
제어 Signal
External Interface
Power Line

Transmitter enclosure

Gas
Sensor Module
(GSA860EX)

Main Board
(Transmitter)

+24V DC
4-20mA Analog
Signal Output

[Figure 1. GTD-1000Ex Overview]

Safety Power Supply Unit
(24VDC)
Safety Controller
(PLC or DCS)

3.2. Mechanical Specifications
ITEMS
방폭 구조(explosion Proof type)
크기(Dimension)
무게(Weight including Sensor)
설치 방식 (Mounting type)
고정홀(Mounting Holes)
케이블인입구(Cable inlet)
재질(Body material)

SPECIFICATION
내압방폭(explosion-proof enclosure)
136(W) × 166(H) × 95 (D) mm
App. 1.5kg
Wall mount
Ø 7 ±0.1
3/4" PF ( 1/2” or 3/4” NPT )
본체(Transmitter)
aluminum alloy
센서(Sensor)
Stainless Steel (STS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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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양

3.3. Electrical Specifications (Standard Type)

Wattage

Analog output Current

Analog output current ripple & noise max
Wiring requirement
신호 전송 거리
(Cable Connection Length)
EMC Protection:

www.gastr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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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구성 요소

ITEMS
Input Voltage(Standard)
※ Customer supplied PSU must meet
requirements IEC1010-1 and CE
Marking requirements.

4. 각부의 명칭 및 설명

SPECIFICATION
Absolute min:
18V
Nominal:
24V
Absolute max:
31V
Ripple maximum allowed:
1V pk-pk
Max. wattage:
4.8W @+24 VDC
Max. current:
200mA @+24 VDC
0-20mA(500 ohms max load)
All readings ± 0.2mA
Measured-value signal:
4mA(Zero) to 20mA(Full Scale)
Fault:
0mA
0-100% LEL:
4mA - 20mA
100-109%LEL:
21.6mA
Over 110% LEL:
20mA - 21.4mA
Maintenance:
3mA
±20uA
Power

CVVS or CVVSB with shield

Analog

CVVS or CVVSB with shield

Analog

2500m
Complies with EN50270
[Figure 2. GTD-1000Ex 구성요소]

3.4. Environmental Specifications
ITEMS
작동온도(Operation Temperature)
보관온도(Storage Temperature)

SPECIFICATION
본체

-20 to 50 ℃

센서

센서 사양서 참조할 것

본체

-20 to 50 ℃

센서

센서 사양서 참조할 것

본체

5 to 99% RH (Non-condensing)

센서

센서 사양서 참조할 것

NO

NAME

DESCRIPTIONS

1

Detector housing body

2

Detector housing cover

3

Sensor head
Internal grand
(2sq↑ cable)
External ground
(2sq↑ cable)

Sensor와 housing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PCB board를 외부의 환경변화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Detector housing body와 조립되며,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PCB Board를 외부의 환경변화 및 충격으로
부터 보호한다.
실제 가스의 누설을 감지하는 곳이며 누설된 가스량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Amp PCB로 전송하여 준다.

4
5

외부의 Noise나 강전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Detector의 내부에 접지를 해야 한다
외부의 Noise나 강전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Detector의 외부에 접지를 해야 한다.

Pressure Range

90 to 110KPa

7

Mount holes(2-Ø7)

설치 작업시 감지부의 전원공급 및 측정출력 신호의 인입을 위하여 제공 되며, Cable 인입부는 PF or NPT
1/2”, 3/4"가 준비되어 있다. (기본사양은 PF3/4”이다.)
Gas detector를 외벽 및 기타 설치장소에 고정하기 위한 Hole이다.

Max. air velocity

6m/s

8

Amp(main) PCB

Sensor element로부터 발생된 미세한 출력을 증폭하여 4-20mA.DC의 표준출력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다.

작동습도(Operation Humidity)

6

Conduit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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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stallation

4. 각부의 명칭 및 설명

4.1.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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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설치하거나 설치된 가스누설 감지기의 Cover를 열거나 조작하는 것은 허가된 사용자나 본사의 설치 및 수리 담당자

No

ITEMS

9

Power/mA terminal

SPECIFICATION
CN1은 DC 18~31V의 전원입력, DC 4-20mA signal 을 출력하는 connection terminal(+, mA, -,
ET)로 구성되어 있다.
CN2는 Sensor connection terminal 이다.

10

Sensor terminal

11

Model name plate

제품의 모델명, 측정가스, Serial number등이 표시되어있다.

12

Set screw(M4-L6)

Detector housing body 에서 cover의 열림을 방지하는 고정나사이다.
[Table 1. GTD-1000Ex 구성요소 설명]

이외에는 절대 하여서는 안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화재나 폭발사고 등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위에 폭발성 GAS가 잔류하고 있는지, 인화 물질이 있는지 확인한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하여 주십시오.

5.1. Housing Cover의 분리
■ 몸체의 Cover부 고정용 홈붙이멈춤나사(M4 x 1ea)를 육각 렌치(M2)를 이용하여 반 시계방향으로 3~4바퀴 돌려준 후 가스
누설감지기 Cover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Cover를 분리할 수 있다.

[Figure 3. 홈붙이 멈춤나사]

5.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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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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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Main PCB 구성

5.3. 전원 및 신호 단자 구성

■ Cover 를 분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Main PCB 단자 배치도를 볼 수 있다.

■ Display Parts를 분리하면 Main PCB에 있는 아래 그림과 같은 Terminal Block이 있는데, 손으로 잡고 위로 당기면 Main
PCB와 분리된다.
■ 분리된 Terminal Block CN8 (VIS, +, mA, -, ETH) Connector의 윗부분에 있는 터미널 고정 Screw 5개소를 Θ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풀고 +, - 에 DC18-24V전원을 연결하고 mA에 Signal Cable을 연결한 후 터미널 고정
스크류 5개소를 터미널이 이탈하지 않도록 시계방향으로 잠근 후 Main PCB에 분리하기 전과 같이 끼워 넣는다.

[Figure 5. CN1 단자 구성]
Figure 4. Main PCB 주요 배치도

No

NAME

DESCRIPTION

1

CN3

Program download Connector

2

SW5

Zero Calibration Switch

3

SW6

Span Calibration Switch

4

CN1

Sensor Connector

5

VR3

SPAN 출력 조절 Potentiometer

6

VR2

ZERO 출력 조절 Potentiometer

7

CN5

Power & Output Signal Terminal

8

SW1

Mode Control DIP Switch

9

FND1, 2

내부 상태 표시 FND
Table 2. Main PCB 주요 Part 설명

NO

PIN NAME

DESCRIPTION

1

+

+24V / POWER (+)

2

mA

4~20mA Source Out

3

-

GND / POWER (-)

4

ET

EARTH
[Table 3. CN1 단자 상세 설명]

■ Terminal 구성 시 CVVS or CVVSB 2.0sq↑ Shield Cable를 사용 할 것.

5.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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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stallation

5.4. 외부 Control Unit과 연결하는 방법

5.5. 설치 케이블 길이

■ Gas Detector의 CN1(+, mA, -, ET) Connection Terminal에 18V~31V DC의 동작 전원을 연결하고 mA에 4~20mA

■ GTD-1000Ex 와 파워서플라이 사이의 최대 길이는 wire 사양에 의해 결정된다.

Signal을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연결한다.

www.gastr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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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설치길이 = VMAXDROP ÷ IMAX ÷ WIRER/m ÷ 2
·VMAXDROP : 루프 전압강하 최대값 Maximum Power Loop Voltage Drop(=Power Supply voltage
		 - min operating voltage)
·IMAX : GTD-1000Ex 의 최대 전류값
·WIRER/m: The resistance of the wire (ohms/meter value available in wire manufacturer's specification data sheet)
■ 24V 파워서플라이와 16AWG 를 사용한 설치길이 예제는 다음과 같다.
·GTD-1000Ex minimum operating voltage = 18 Vdc
·VMAXDROP = 24 - 18 = 6V
·IMAX = 0.2A( 200mA )
·6 ÷ 0.2 ÷ 0.01318 ÷ 2 = 1138.088m ≒ 1138m

[Figure 6. 외부 컨트롤 Unit 연결방법]

[Figure 7. GTD-1000Ex 설치 케이블 길이 계산]

■ 케이블 분류에 의한 전원케이블 설치 길이는 아래표와 같다.
AWG

mm2

COPPER RESISTANCE(ohms/m)

METERS

12

3.31

0.00521

2879

14

2.08

0.00828

1811

16

1.31

0.01318

1138

18

0.82

0.02095

715

20

0.518

0.0333

450

[Table 4. GTD-1000Ex 전원케이블 설치 길이]

GTD-1000Ex
Instruction Manual

6. 교정 및 유지관리

■		탐지부에 최초의 동작전원이 공급된 후 센서의 안정을 위하여 약 30분 정도의 안정화 시간이 필요하며, 교정 및 테스트 작업을
위하여는 반드시 약 30분 이후 센서가 안정 되었을 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교정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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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4mA 조정 (ZERO Calibration)
■ Terminal block 'CN5'의 (+24V), (GND) 양단에 18~31V DC의 전압을 확인한다.
■ Terminal block 'CN5'의 (mA)단자가 수신부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6.1. 4-20mA 출력 진단

■ DMM을 전류 측정모드로 하고 AMP PCB에 있는 TP5(+mA)에 DMM의 (+) 단자를 연결하고, TP6(-mA)에 DMM의 (-) 단자를 연결

■		탐지부에 18~31V의 전압과 200mA의 전류를 공급하고, AMP PCB의 TP5(+mA), TP6(-mA)에 Multi meter를 연결하여 전압을
측정하면 4~20mA의 전류를 확인 할 수 있다.

한다.
■ Zero Switch(SW5)를 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FND1과 FND2에 "[ZE][RO]" 라는 문구가 3번 점멸하며 , Zero 교정 모드에 진입하게
된다.
■ 깨끗한 공기 또는 99.9% 질소(N2)를 Cell부에 주입하면 4mA가 출력된다. 4mA가 출력되지 않으면 Potentiometer 'VR2(ZERO)'를
좌우로 조정하여 4mA를 맞춘다.
■ FND1과 FND2에 표시는 전류를 4.00mA가 되게 'ZERO' Potentiometer를 조정한다.
■ 4mA 출력이 되도록 맞춘 후 Zero Switch(SW5)를 3초 동안 누르면 zero 교정에 대한 결과값을 FND1과 FND2에 표시되면 "[PA]
[SS]" 문구는 정상적으로 교정이 된 것이며, "[FA][IL]" 문구는 교정 조건에 만족되지 않아 실패했으므로 센서 및 전원을 재확인 후에
교정을 다시 시도한다.

[Figure 8. 4-20mA 출력 테스트 단자]

6.2. 가스센서 상태 진단
■		탐지부에 18-31V의 전압을 공급하고 AMP PCB의 TP3(GND)과 TP4(SPWR)에 Multi meter를 연결하여 전압을 측정하여
2.5V~2.6V가 확인되면 정상이다.

[Figure 10. ZERO Calibration 관련 부품]

[Figure 9. Sensor Power 테스트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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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정 및 유지관리

6.4. 감도 조정 (SPAN Calibration)

6.5. 메탄 (CH4) 표준가스를 사용한 Gas detector 교정 방법

■ Terminal block 'CN5'의(+24V), (GND) 양단에 18~31V DC의 전압을 확인한다.

■ 본 장비에 사용되는 가연성 가스용 Sensor는 여러 종류의 가연성 가스를 측정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가연성가스마다 폭발 범위,

■ Terminal block 'CN5'의 (mA)단자가 수신부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DMM을 전류 측정모드로 하고 AMP PCB에 있는 TP5(+mA)에 DMM의 (+) 단자를 연결하고, TP6(-mA)에 DMM의 (-) 단자를 연결

발열량, 비중 등의 특성이 다르므로 감지기를 교정하는데 있어서 모든 표준 가스를 준비하여 교정하기란 불가능하다.
■ 따라서 본 제품은 메탄 가스를 기준하여 각각의 가연성 가스에 대한 비교특성을 아래 표와 같이 분석한 Data를 적용한다.

한다.
■ SPAN Switch(SW6)를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FND1과 FND2에 "[SP][AN]" 라는 문구가 3번 점멸하며, Span 교정 모드에 진입
하게 된다.
■ 표준 교정 가스를 Cell부에 주입하면 12mA가 출력된다. 만약 12mA가 출력되지 않으면 Potentiometer 'VR3(SPAN)'를 좌우 조정
하여 12mA로 맞춘다.

폭발범위(VOL%)

상대감도 LEL%(CH4)

Methane

Gas의 종류
CH4

5.0

100

Propane

C3H8

2.2

80

iso-Butane

C4H10

1.8

80

n-Pentan

C5H12

1.4

80

■ FND1과 FND2에 표시는 전류가 표준가스의 농도에 맞는 출력이 나오도록 'SPAN' Potentiometer를 조정한다.

n-Hexane

C6H14

1.2

75

■ 원하는 출력이 되도록 맞춘 후 SPAN Switch(SW6)를 4초 동안 누르면 Span 교정에 대한 결과값을 FND1과 FND2에 표시되면

n-Heptane

C7H16

1.05

65

iso-Octane

C8H18

0.95

60

Methanol

CH3OH

6.7

130

"[PA][SS]" 문구는 정상적으로 교정이 된 것이며 , "[FA][IL]" 문구는 교정 조건에 만족되지 않아 실패했으므로 센서 및 전원을 재확인
후에 교정을 다시 시도한다.

Ethanol

C2H5OH

3.3

95

iso-Propanol

C3H7OH

2.2

80

Acetone

(CH3)2OH

2.6

85

Toluene

C6H5CH3

1.2

70

Ethyl Acetate

CH3COOC2H5

2.2

75

Hydrogen

H2

4.0

125

Ammonia

NH3

15

150

Cyclohexane

C6H12

1.3

75

Acetylene

C2H2

2.5

35

Ethylene

C2H4

2.7

95

■ 만약에 iso-Butane 탐지부를 메탄 2.5%의 표준가스로 교정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교정한다.(iso-butane의 폭발 범위는
1.8%이고 메탄의 폭발범위는 5%이다.)
■ 탐지부에서는 : (100%LEL ÷ 80%LEL) × (2.5% ÷ 5%) × 100%LEL = 62.5%LEL이된다.
[Figure 11. Span Calibration 관련 부품]

■ CH4 50% LEL 교정 출력 계산은 하기와 같다.
Range : 0-100#LEL

교정가스 : CH4 50% LEL /N2 balance

Output signal : 4-20mA

Test point signal ( TP5, TP6 )

(200 - 40) ×
		

50%LEL (표준가스)
100%LEL( Full Range)

+ 40 = 120 = 12.0mA

■ 이 때 탐지부의 출력은 : (20mA - 4mA) X 0.625 + 4mA = 14mA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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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치하기 전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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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설치장소의 선정(산업안전보건법규 자료)
가스 누출 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
■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의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위 주위
■ 방폭지역 내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 기타 특별히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8.2. 설치위치의 선정(고압가스안전관리법규 자료)
가스 누출 감지경보기의 Gas detector는 가능한 한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부위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가스누출은 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 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가스 누출 감지경보기는 풍향, 풍속, 가스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지점에 설치한다.
■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가스 누출 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 내의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 부근 또는 당해 건축물 내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의 경보기는 Gas detector가 설치된 곳 및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8.3. 설치 시 주의사항
빗물 등 전기적으로 장애가 될 수 있는 위치는 피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므로 작업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기를 권한다. 진동이나 충격이 있는 장소는 출력 값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동이나 충격이 있는 장소는 피하여 설치
하고, Sensor부가 중력의 방향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본 기기는 내압방폭 구조로서 일반 사업장 및 화학 플랜트의 가스, 증기를 대상으로 하는 GROUP II에 속하는 것으로 하며,
ZONE 1(ONE)-1종 위험장소 및 ZONE 2(TWO)-2종 위험 장소에 사용할 수 있다.
■ 허용온도는 T6에 해당하는 85℃이하에 속한다.
■ 주위온도는 -20℃ ~ 50℃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 설치 높이: 해발 1,000M 이하
■ 상대 습도: 5% ~ 99%
[Figure 12. GTD-1000Ex 외형도]

■ 설치 장소: 옥외 및 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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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치하기 전에 주의사항

■ 대상 가스 또는 증기의 폭발 발화도 : Ex d IIC 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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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선 연결 작업 시 케이블 인입구에 방폭형 케이블 그랜드를 사용하거나, 금속 전선관 배선공사를 할 경우 50mm 이내에 전선

0.0

* 매뉴얼 초기 개정

2013.06.10

관로를 통하여 가스등이 이동하거나 또는 폭발 시 화염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선 관로를 밀봉 즉 실링(Sealing)

1.0

* 외형도 도면 및 기능 추가

2015.06.29

하여야 한다.

1.1

* 폰트 변경

2016.05.19

2.0

* Factory mode 매뉴얼 분리

2016.09.27

3.0

* 방폭기기 Cable Entry 설치규정 변경 45cm → 50mm

2017.01.20

■ 본 기기와 전선관 접속 시 나사산이 5산 이상 결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사업장 방폭 구조전기기계기구 배선 등의 선정,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는 조건에서 작업하시오.
■ CABLE GLAND 및 SEALING FITTING등 케이블 인입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와 사용하지 않는 인입부의 마감에 사용하는 자재는
반드시 검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것!

[Figure 13. 내압 패킹식]

[Figure 14. Y Sealing Compou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