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 미터는 가스의 사용량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내장된 컴퓨터가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 
가스를 차단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안심하고 LP 가스 라이프를 즐겨 주십시오.

가스 미터의기능기능알고 계십니
까？

※가스의 누출량이 적을 때는 가스가 새더라도 차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절기나 새로운 가스 기구의 설치 등 갑자기 가스의 사용량이 
증가했을 때는 가스 누출이 아니더라도 가스 누출로 판단하고 
가스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스 누출로 판단하고 가스를 차단합니다.대량의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대량의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호스가 빠졌을 때 등※호스가 빠졌을 때 등

이런 경우 그때 가스 미터는？

‘ガス止(가스 차단)’과 ‘C’의 문자가 표시됩니다.
가스 미터의 표시부

※작고 약한 불인 경우에는 장시간 사용해도 가스는 차단되지 
않습니다.
※가스 기구의 가스 소비량 및 평소의 가스 사용 방법(사용 시간, 
동시 사용 대수 등)에 따라 가스가 차단되기까지의 시간이 
다릅니다.
※목욕물을 너무 데우는 것이나 냄비가 눌어붙는 것은 방지할 수 
없습니다.

가스 기구 끄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판단하고 가스를 차단합니다.장시간 가스를 사용했을 때장시간 가스를 사용했을 때

※가스 기구 끄는 것을 깜빡했을 때 등※가스 기구 끄는 것을 깜빡했을 때 등

이런 경우 그때 가스 미터는？

‘ガス止(가스 차단)’과 ‘A’, ‘C’의 문자가 표시됩니다.
가스 미터의 표시부

진도 5 상당 이상이면 가스를 차단합니다.큰 흔들림을 느꼈을 때큰 흔들림을 느꼈을 때

※지진 등(진도 5 상당 이상)※지진 등(진도 5 상당 이상)

이런 경우 그때 가스 미터는？

‘ガス止(가스 차단)’과 ‘B’, ‘C’의 문자가 표시됩니다.
가스 미터의 표시부

※건물 상태 및 지질 상태에 따라 진도 5 미만의 지진에도 가스를 
차단하는 경우 및 진도 5 이상의 지진에도 가스를 차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스 사용 중이라도 약한 불 정도로는 가스를 차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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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기구의 점화 스위치와 사용하지 않는 
밸브가 열려 있으면 다시 가스가 차단되어 
버립니다. 반드시 잠그십시오.

※복구 조작에 따라 가스 미터의 표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스 기구의 점화 스위치나 밸브가 잠겨 있어도 다시 가스가 
차단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가스 누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복구 조작을 하지 말고 가스 판매점에 연락하십시오.
※문자와 램프의 점멸이 사라질 때까지 가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스 미터의 복구 조작가스 미터의 복구 조작
가스 미터의 표시부에 ‘ガス止(가스 차단)’이라고 표시되고 가스가 차단된 경우에는 다음 순서를 따라 조작하십시오.
가스 누출 등의 이상이 없으면 다시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스 미터는 정밀 기계입니다가스 미터는 정밀 기계입니다

물을 뿌리거나 물로 씻지 마십시오. 물건을 부딪치는 등의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물건을 세워 놓거나 기대지 마십시오.

가스 기구의 스위치를 끄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밸브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자와 램프의 점멸이 사라지면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자와 램프가 점멸하므로 약 1분 동안 기다리십시오.
※램프가 복구 버튼부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 엘피 가스 공급 기기 공업회 
우105-0004 도쿄도 미나토구 신바시 5쵸메 20번 4호 신토라 사우스 빌딩 3F  
TEL:03-5777-1974   FAX:03-5777-1985   http://www.jlia-spa.or.jp

왼쪽 아래에 있는 검은색 복구 버튼을 약 1초간 누르고 손을 
떼시면 ‘ガス止(가스 차단)’의 문자가 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