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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설명서 개요 
본 운전 설명서는 트랜스미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시운전하기 위한 운전 방법을 

설명합니다. 

 

 

 

 안전 설명서 

5 페이지 

6 페이지 

일반적인 안전 설명서  

경고 표시에 대한 설명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기호(경고, 주의와 노트)와 함께 별도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 

 설치 

10 페이지 

12 페이지 

설치 조건과 트랜스미터의 치수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트랜스미터 설치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 

 배선 

17 페이지 트랜스미터에 센서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운전 

22 페이지 

27 페이지 

34 페이지 

68 페이지 

화면표시와 운전 요소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운전 개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센서 교정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 

 보수 관리 

71 페이지 

76 페이지 

80 페이지 

88 페이지 

전체 측정 포인트의 보수 관리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트랜스미터에 공급될 수 있는 부속품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장 수리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시스템의 개요 뿐만 아니라 배송될 수 있는 예비품 총람이 있습니다. 

 ▼ 

 기술 데이터 

10 페이지 

95 페이지 

치수 

주위환경과 프로세스 조건, 무게, 재질 등 

 ▼ 

 부록 

100 페이지 운전 매트릭스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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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설명서 
 

1.1  지정된 용도 
 

Liquisys M은 액체의 도전율과 저항률을 측정하기 위한 트랜스미터입니다. 

 

본 트랜스미터는 아래에 언급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고순도 물 

 물 처리  

 냉각수 탈염 

 응축수 처리 

 도시 하수 처리 공장들 

 화학 공업 

 제약 산업 

 

위에서 언급한 장소 이외에서는 사람의 안전과 전체 측정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적합하지 않은 용도나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제작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1.2  설치, 시운전과 운전 
 

다음 사항을 주의하십시오. 

 설치, 전기적 접속, 시운전, 운전과 보존은 반드시 훈련된 기술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시스템 운전원이 설명하는 상황들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야 합니다. 

 기술자는 이 운전 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이해하여야 하며, 설명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전체 측정 포인트를 시운전하기전에 모든 접속이 올바르게 되었는 지 확인하십시오. 전기선과 

관 접속들이 손상되지 않았는 지 확인하십시오. 

 손상된 제품은 운전하지 마시고, 운전할 수 없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손상된 제품에는 제품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십시오. 

 권한을 위임 받고 별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측정 포인트에 대한 고장을 수리해야 합니다. 

 만역 고장을 고칠 수 없을 경우, 그 제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고장난 제품을 운전할 수 

없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이 운전 설명서에 언급되지 않은 수리는 제작사나 서비스 센터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1.3 운전 안전 
 

본 트랜스미터는 최첨단 기술로 설계와 테스트 되었으며, 관련 법규와 유럽표준을 만족합니다. 

 

사용자는 다음의 안전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설치 설명서 

 현지에서 유효한 표준과 법규 

 

Ex(방폭) 시스템에 대한 문서와 관련 서류를 공급합니다. (“공급범위” 장을 보십시오.) 

 

EMC 

본 트랜스미터는 유럽 표준에 따라서 산업용 전자환경적합성에 대하여 테스트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전자환경적합성(EMC)은 이 운전 설명서에 따라서 연결된 계측기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안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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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반환 
 

계측기에 고장 발생시, 깨끗이 닦은 후 판매센터로 보내주십시오. 가능하면 원 포장지를 사용해 

주십시오. 

 

1.5 안전 표시과 기호에 대한 주석 
 

안전 표시 

 

경고!  

이 기호는 위험함을 나타냅니다. 만약 경고사항을 무시하면 계측기나 사람에 대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기호는 잘못된 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나타냅니다. 만약 주의사항을 무시하면 

계측기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트!  

이 기호는 중요한 사항을 지시합니다. 

 

전기적 기호 

 

직류(DC) 

직류가 흐르거나 직류가 사용되는 단자 

 

교류(AC) 

교류가 흐르거나 교류(AC: 정현-방식)가 사용되는 단자 

 

접지 연결 

사용자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미 접지계통에 접지되어 있는 단자 

 

보호접지단자 

다른 연결이 되기 전에 반드시 접지가 되어야 할 단자 

 

 

입력 

 

 

출력 

 

 

DC 전압원 

 

 

온도 센서 

 

안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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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증명 

 
2.1 제품 명칭 

 

2.1.1 명판 
트렌스미터의 명판에 기입된 구매코드를 제품구조, 구매서와 비교하십시오. 

제품 버전은 구매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트!  

플러스 패키지(슬래시의 오른쪽) 또는 화학세척(슬래시의 왼쪽)에 대한 소프트웨어 코드는 아래 

명판 “Codes” 옆에 명기되어있습니다. 

 

 

 

 

 

 

 

 

 

 

2.1.2 제품 구조 

 버전 

 CD 도전율/저항률 측정 (전도성 두개-전극봉 센서) 

 CS 추가적 기능(플러스 패키지)과 도전율/저항률 측정 (전도성 두개-전극봉 센서) 

 ID 도전율/저항률 측정 (유도성 센서) 

 IS 추가적 기능(플러스 패키지)과 도전율/저항률 측정 (유도성 센서) 

  전원 공급; 승인 

  0 230 V AC 

  1 115 V AC 

  2 230 V AC; CSA Gen. Purp.  

  3 115 V AC; CSA Gen. Purp.  

  4 230 V AC; ATEX II 3G [EEx nAL] IIC 

  5 100 V AC 

  6 24 V AC/DC; CLM223용 ATEX II 3G [EEx nAL] IIC, CLM253용 EEx nA[L] IIC T4 

  7 24 V AC/DC; CSA Gen. Purp.  

  8 24 V AC/DC 

   출력 

   0 1 x 20 mA, 도전율/저항률 

   1 2 x 20 mA, 도전율/저항률과 온도/주 측정값/유동 변수 

   3 PROFIBUS PA 

   4 PROFIBUS DP 

   5 1 x 20 mA, 도전율/저항률 HART® 

   6 2 x 20 mA, 도전율/저항률 HART® 와 온도/주 측정값/유동변수 

    추가 접점; 아날로그 입력 

    05 선택 없음 

    10 2 x 릴레이 (리미트/컨트롤러/타이머)  

    15 4 x 릴레이 (리미트/컨트롤러/화학세척)  

    16 4 x 릴레이 (리미트/컨트롤러/타이머)  

    20 2 x 릴레이 (리미트/컨트롤러/타이머); 전류 입력 

    25 세척과 4 x 릴레이 (리미트/컨트롤러/타이머/화학세척); 전류 입력 

    26 타이머와 4 x 릴레이 (리미트/컨트롤러/타이머); 전류 입력 

CLM253-     
     
CLM223-     

완전한 구매 코드 

그림 1: CLM253 명판 (예제) 그림 2: CLM223 명판 (예제) 

제품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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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플러스 패키지의 추가 기능 

  범위 O33x, 분해능을 변경해서 넓은 범위를 포함할 수 있는 전류 출력표 

  프로세스 감시 시스템(PCS): 센서의 상태 감시, 기능 그룹 P 

  선(先)-알람(도전성, 필요한 추가 접점)을 가지고 미국 약전(藥典)과 유럽 약전(藥典)에 따른           

“Water for Injection”(WFI)와 “Purified Water”(PW)에 대한 초고순도 물 감시, 필드 R26x와 R27x 

  극성 검출 (도전성), 기능 그룹 P 

  농도 측정, 기능 그룹 K 

  계수 표를 통한 온도 보상, 기능 그룹 T 

  설치 요소(유전성)를 가진 적응 교정, 필드 C13x 

  자동 세척 기능 시작, 필드 F8 

 

2.2 공급 범위 
 
현장 계측기는 다음을 포함하여 공급됩니다. 

  1 트랜스미터 CLM253 

  1 플러그-인 나사 단자 

  1 케이블 그랜드(cable gland) Pg 7 

  1 케이블 그랜드(cable gland) 축소된 Pg 16 

  2 케이블 그랜드(cable glands) Pg 13.5  

  1 운전 설명서 BA 193C/07/en 

  HART 통신 지원하는 버전: 

1 운전 설명서 HART와 필드 통신, BA 208C/07/en 

  PROFIBUS 통신 지원하는 버전: 

  1 운전 설명서 PROFIBUS PA/DP와 필드통신, BA 209C/07/en 

  위험 지역 zone 2 (ATEX II 3G)에 적용하는 방폭 버전: 

  폭발 위험 지역에서의 사용을 위한 안전 설명서, XA 194C/07/a3 

 

패널(Panel) 설치형 계측기는 다음을 포함하여 공급됩니다. 

  1 트랜스미터 CLM223 

  1 세트 플러그-인 나사못 단자대 

  2 장력 나사못 

  1 운전 설명서 BA 193C/07/en 

  HART 통신 지원하는 버전: 

1 운전 설명서 HART와 필드 통신, BA 208C/07/en 

  PROFIBUS 통신 지원하는 버전: 

1 운전 설명서 PROFIBUS PA/DP와 필드통신, BA 209C/07/en 

  위험 지역 zone 2 (ATEX II 3G)에 적용하는 방폭 버전: 

폭발 위험 지역에서의 사용을 위한 안전 설명서, XA 194C/07/a3 

 

만약 질문이 있으면, 공급자나 판매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2.3 증명서와 승인 
 

표준 부합 신고서 

본 제품은 유럽 표준에 부합되는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합니다. 

СЄ 기호는 표준에 적합함을 나타냅니다. 

Zone 2 지역의 방폭 

 

 
폭발 위험 지역에서의 사용을 위한 안전 설명서(XA194C/07/a3)는 운전 설명서의 일부입니다. 

버전 승인 

CLM253-..6...  ATEX II 3G EEx nA[L] IIC T4 

CLM253-..4... 

CLM223-..4... 

CLM223-..6...  
ATEX II 3G [EEx nAL] IIC 

제품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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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3.1 신속한 설치 안내 
 

경고!  

만약 측정 포인트 또는 측정 포인트의 부분들이 폭발 위험 지역에 있다면, “폭발 위험 지역에 대한 

사용이 검증된 전기기구에 대한 안전 설명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설명서(XA 194C/07/a3)는 

계측기와 함께 공급됩니다. 

다음의 순서에 따라 측정 점을 정확하게 설치하십시오. 

 트랜스미터를 설치하십시오. ("설치 설명서" 단락을 보십시오.) 

 만약 센서가 측정 점에 설치되지 않았다면, 센서를 설치하십시오. (센서의 기술 정보를 

보십시오.) 

 “전기적 접속” 단락에 예시된 것과 같이 센서를 트랜스미터에 연결하십시오. 

 “전기적 접속” 단락에 예시된 것과 같이 트랜스미터를 연결하십시오. 

 “시운전” 단락에 설명된 것과 같이 트랜스미터를 시운전 하십시오. 

 

3.1.1 측정 시스템 
 

측정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트랜스미터 Liquisys M CLM223 또는 CLM253 

 통합된 온도 센서를 가지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센서 

 측정 케이블 CYK71 (전도성), Condumax H CLS16 또는 CLK5(유도성)용 CPK9 

 

선택사양: 연장 케이블, 접속 단자함 VBM 

 

 

 

 

 

 

 

 

 

 

 

 

 

 

 

 

 

 

 

그림 3: 측정 시스템 Liquisys M CLM223/253 

1 전도성 센서 CLS15 

2 Liquisys M CLM253 

3 Liquisys M CLM223 

4 유전성 CLS52 

 

5 유전성 센선 CLS50 

6 전도성 센서 CLS21 

7 담금 조립품 CLA111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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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접수, 운송, 보관 

 
 포장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포장에 손상이 있을 경우 공급자에게 알려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손상된 포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내용물이 손상되지 않았는 지 확인하십시오. 

배송된 내용물에 손상이 있을 경우 공급자에게 알려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손상된 제품을 보존하십시오. 

 배송 범위를 확인하고 구매서와 배송된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제품을 보관 또는 운송할 때 사용하는 포장 재료는 제품을 충격과 습도로부터 보호합니다. 

제품은 적합한 환경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술 데이터"를 보십시오.) 

 만약 질의사항이 있으면, 공급자 또는 판매 센터에 연락해 주십시오. 

 

3.3 설치 조건 

3.3.1 현장 계측기 

 

 

 

 

 

 

 

 

 

 

 

 

 

 

 

 

 

 

 

 

 
그림 4: 현장 계측기 

 

노트!  

케이블 출입(공급 전원 접속)을 위한 가구멍에 하나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항공편으로 

수송되는 동안 압력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케이블 설치 전에 외함 안으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외함은 케이블 설치 후 완전히 폐됩니다. 

 

 

설치



11 

 

 

 

 

 

 

 

 

 

 

 

 

 

 

 

 

3.3.2 패널 설치형 계측기 

 

 

 

 

 

 

 

 

 

 

 

 

 

 

 

 

 

 

 

1 제거 가능한 전자 상자 

2 칸막이 

3 단자대 

4 퓨즈 

 

그림 5: 현장 외함의 내부 

그림 6: 패널 설치형 계측기 

설치



12 

3.4 설치 설명서 

 

3.4.1 현장 계측기 
 

다음과 같은 계측기 설치 방법이 있습니다. 

 고정 나사못을 사용한 벽 설치 

 원통형 관을 이용한 후면 설치 

 사각 고정대를 이용한 후면 설치 

노트!  

실외에 설치할 때는 비바람 보호용 커버(“부속품” 단락을 보십시오.)가 필요합니다. 

 

트랜스미터를 벽에 설치시 

 

 

 

 

 

 

 

 

 

 

 

 

 

 

트랜스미터를 벽에 설치할 때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1. 그림 7과 같이 구멍을 내십시오. 

2. 앞면으로부터 고정 구멍(1)을 통해서 두 개의 고정 나사못을 박으십시오. 

3. 그림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벽에 트랜스미터를 설치하십시오. 

4. 플라스틱 커버(2)로 구멍을 덮으십시오. 

 

그림 7: 현장 계측기를 벽에 설치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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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미터 후면 설치 

 

노트!  

수평 또는 수직 기둥 또는 파이프(최대 Ø 60 mm(2.36"))에 현장 기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후면 

설치용 조립품이 필요합니다. 이 것은 부속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부속품” 단락을 보십시오.) 

 

 

 

 

 

 

 

 

 

 

 

 

 

 

 

 

 

 

 

 

트랜스미터 후면 설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1. 고정판(3)의 구멍을 통해서 두 개의 고정 나사못(1)을 넣으십시오.  

2. 네 개의 고정 나사못(2)을 사용하여 트랜스미터 위에 고정판을 고정하십시오. 

3. 기둥이나 파이프 위에 클립을 사용하여 현장 기기와 나머지를 고정하십시오. 

 

 

그림 8: 원통형 파이프에 현장 기기의 후면 설치 

설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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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람 보호 커버와 일반적인 사각 기둥에 현장 기기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부속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부속품” 단락을 보십시오.) 

 

 

 

 

 

 

 

 

 

 

 

 

 

 

 

 

비바람 보호 커버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1. 수직 기둥(구멍 2)에 두 개의 나사못(구멍 1)으로 비바람 보호 커버를 고정하십시오. 

2. 비바람 보호 커버에 현장 기기를 고정하십시오. 이 때 구멍 (3)을 사용하십시오. 

 

그림 9: 비바람 보호 커버와 일반적 기둥에 현장기기 설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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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패널 설치형 계측기 

 
패널 설치형 계측기는 꺾쇠 나사못으로 고정됩니다. (그림 10을 보십시오). 

계측기 설치를 위해서는 약 165 mm (6.50") 깊이가 필요합니다. 

 

 

 

 

 

 

 

 

 

 

 

 

 

 

 

 

 

 

 

 

 

1 캐비닛 벽 

2 봉 

3 꺾쇠 나사못 

* 필요한 설치 깊이 

 

 

 

 

3.5 설치 확인 
 

 설치 후 트랜스미터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하여 설치 되었는 지 확인하십시오. 

 

그림 10: 패널 설치형 계측기 고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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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선 

경고!  

 전기적 접속은 권한이 부여된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이 취급 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이해하여야 하며, 설명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접속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력케이블에 전압이 없음을 확인하십시오.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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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전기적 접속  

 
4.1.1 접속도 
그림 11에 표현된 배선도는 모든 선택사양을 갖춘 계측기의 접속을 보여줍니다. 센서와 여러가지 

측정 케이블의 연결은 “측정 케이블과 센서 연결” 단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림 11: 트랜스미터의 전기적 접속 
A  센서 (전도성) 

B  센서 (유도성) 

C  온도 센서 

D  신호 출력 1 도전율 

E  신호 출력 2 변수 

F  이진수 입력 1 (Hold) 

G  이진수 입력 2 (화학세척) 

H  보조 전압 출력  

I  알람 (무전류 접점 위치) 

J  릴레이 1 (무전류 접점 위치) 

K  릴레이 2 (무전류 접점 위치) 

L  릴레이 3 (무전류 접점 위치) 

M  릴레이 4 (무전류 접점 위치) 

N  전류입력 4 ... 20 mA 

O  전원 공급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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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본 기기는 보호 등급 II에 대해 승인되었고 보호 접지 접속 없이도 운전 가능합니다.   

 측정의 안정성과 기능적 안전을 위하여 센서 케이블의 바깥쪽 스크린을 접지하여야 합니다.  

- 유도성 센서들: 단자 “S” 

- 도전성 센서들: PE 분배 레일 

  이것은 패널 설치형 계측기의 커버 프레임 위와 필드 기기의 접속실 안에 있습니다. PE 분배 

레일이나 접지 단자대에 접지하십시오. 

 회로 “E”와 “H”는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 계측기 접속 

측정 케이블을 PG 그랜드를 통해서 외함 안으로 넣으십시오. 단자 할당에 따라서 측정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패널 설치형 계측기 접속 
 

 

그림 12: 현장 계측기 접속 구획 스티커 

1  CD/CS 버전(도전성)용 PE 분배 레일 

배선

그림 13: 패널 설치형 계측기 접속 스티커 

1  접지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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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NC로 표시된 단자는 배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시되지 않은 단자는 배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트!  

제공된 스티커를 센서 단자 대에 붙이십시오. 

4.1.2 측정 케이블과 센서 접속 

도전율 센서와 트랜스미터의 연결은 차폐된 특수 측정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다음 멀티-코어와 

기성품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서 종류 케이블 연장 

Pt 100 온도 센서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두개 전극봉 

센서 

CYK71 

CPK9* (CLS16용) 
VBM 접속 단자함 + CYK71 

유도성 센서 CLS50, CLS52 
센서에 영구적으로 붙어 있는 

케이블 
VBM 접속 단자함 + CLK5 

 

* PML이 없는 높은 온도 버전 

 

 

최대 케이블 길이 

도전율 측정 (도전성) CYK71 - 최대 100 m (328 ft) 

저항률 측정 CYK71 - 최대 15 m (49.22 ft) 

도전율 측정 (유도성) CLK5 - 최대 55 m (180.46 ft) (센서 케이블 포함) 

 
측정 케이블의 구조와 말단 

 

 

 

 

 

 

 

 

 

 

 

 

 

 

 

 

 

 

 

 

 

 

 
 

노트!  

케이블과 접속 단자함에 대한 정보는 "부속품" 단락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14: 특별 케이블의 구조 

 

A  반도전층 

sc 차폐막(스크리닝)  

배선



20 

현장 계측기 측정 케이블 연걸 

도전율 센서와 현장 계측기와의 연결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1. 앞 커버를 여십시오. 

2. 외함에 표시된 PG 그랜드 설치를 위한 구멍을 잘라내십시오. PG 그랜드를 설치하고 측정 

케이블을 PG 그랜드를 통해서 외함 안으로 넣으십시오. 

3. 접속도에 따라서 측정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4. PG 그랜드를 고정하십시오. 

 
패널 설치형 계측기 측정 케이블 연걸 
도전율 센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기의 뒷면 위에 있는 단자대에 측정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도전율 센서의 연결 예제 
 

 

 

 

 

 

 

 

 

 

 

 

 

 

 

 

 

 

 

 

 

 
 

 

 

배선

그림 15: 도전성 센서의 연결 그림 16: 유도성 센서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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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알람 접점 

 

 

 

 

 

그림 17: 알람 접점에 대하여 추천하는 오류-안전(fail-safe) 스위칭 

A  정상 운전 상태 B  알람 상태 

  

정상 운전 상태: 

 운전중인 기기 

 현재 에러 메시지 없음 

(알람 LED 꺼짐) 

→ 릴레이 여자 

→ 접점 42/43 닫힘 

알람 상태 

 현재 에러 메시지 (알람 LED 적색) 

또는 

 기기 결함 또는 무전압 (알람 LED 꺼짐) 

→ 릴레이 소자 

→ 접점 41/42 닫힘 

 

 

4.2 접속 확인 
 

전기적 접속 후 다음 확인사항을 수행하십시오. 

 

 

기기 조건과 시방서 노트 

트랜스미터와 케이블의 표면에 손상이 있는 가? 육안 검사 

전기적 접속 노트 

설치된 케이블이 팽팽하지 않은 가?   

케이블이 꼬이거나 중첩 없이 설치되어는 가?   

신호선은 결선도에 따라서 올바르게 접속 되었는가?  

모든 나사못 단자는 단단하게 조여 졌는가?   

설치된 모든 케이블 입구는 튼튼하게 조여 지고 폐 되었는가?   

PE 분배 레일은 접지 되어 있는 가 (만약 있다면)? 설치 장소에서 접지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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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전 

 
5.1 신속한 운전 안내 
 

트랜스미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키 필드를 통해서 

 다음을 이용한 HART® 인터페이스(구매 버전에 따른 선택사양)를 통해서 

- HART® 손에 들고 사용하는 소형 단말기 또는 

- HART® 모뎀과 Commuwin II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포함한 PC 

 다음 PC를 이용한 PROFIBUS PA/DP(구매버전에 따른 선택사양)를 통해서 

통신 인터페이스와 CLMmuwin II 소프트웨어 패키지( “부속품” 보십시오.)를 포함한 PC 또는 

프로그램 가능 논리 제어기 (PLC) 통해서 

노트!  

HART 또는 PROFIBUS PA/DP를 통한 운전은 운전 설명서에 있는 관련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Liquisys M CXM223/253, BA 209C/07/en, 에 대한 현장 통신, PROFIBUS PA/DP 

 Liquisys M CXM223/253, BA 208C/07/en, 에 대한 현장 통신, HART® 

 

다음 단락은 키를 통한 운전을 설명합니다. 

 

5.2  화면표시와 운전 구성요소 

 
5.2.1 화면 표시 

 
LED 화면 표시 

 

 

 

 

 

 

 

 

 
현재 운전 모드를 표시합니다. "자동" (녹색 LED) 또는 "수동" (황색 LED)  

 
"Manual(수동)" 모드(적색 LED)에 있는 활성화된 릴레이를 표시합니다. 

 

릴레이 1과 2의 작동 상태를 표시합니다. 

LED 녹색: 허용 한계 안에서 측정된 값, 비활성 릴레이 

LED 적색: 허용 한계 밖에서 측정된 값, 활성 릴레이 

 알람 화면표시, 예를 들면, 연속 한계 값 오버슈트, 온도 센서 고장 또는 시스템 에러 (에러 

목록을 보십시오.)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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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화편표시 

 

 

 

 

 

 

 

 

 

 

5.2.2 운전 구성요소 

 

 

 

 

 

 

 

 

 

 

 

 

그림 18: LC 화면표시 트랜스미터 

1  측정 모드 (정상 운전) 지시기 

2  교정(Calibration) 모드 지시기 

3  세트 업(Setup) 모드 (설정) 지시기 

4  "보류(Hold)" 모드 (전류 출력은 마지막 상태를 

유지합니다.) 지시기 

5  통신기능을 지닌 기기에 메시지 접수 지시기 

6  릴레이 3/4의 동작상태 지시기:   비활성,   활성 

7  기능(Function) 코드 화면표시 

 

8  측정 모드에서: 측정된 변수 

세트 업 모드에서: 설정된 변수 

9  측정 모드에서: 두번째 측정된 값 

세트 업/교정 모드: 예, 설정 값 

10 자동 온도 보상 지시기  

11 수동 온도 보상 지시기 

12  "에러(Error)": 에러 화면표시 

13  센서 기호 

그림 19:   운전 구성요소 

1 측정값과 설정 데이타를 표시하기 위한 LC 화면 

2 사용자 라벨을 위한 위치 

3 교정과 기기 설정을 위한 4개의 주요 운전 키 

4 릴레이의 자동/수동 모드를 위한 전환 스위치 

5 리미트 접점 릴레이(스위치 상태)를 나타내는 LED 

6 알람 기능용 LED 

7     수동 모드에서 릴레이 전환을 위한 키와 활성접점의 화면표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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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키 할당 

 CAL 키 

CAL 키를 눌렀을 때, 기기는 교정 접근 코드에 대해 알려줍니다.  

▪ 코드 22 – 교정 

▪ 코드 0 또는 마지막 교정 데이터 읽기 위한 다른 코드 

교정 메뉴 안에서 필드에서 필드로 전환하거나 교정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CAL 키를 이용하십시오. 

 
ENTER 키 

ENTER 키를 눌렀을 때, 기기는 세트 업 모드 접근 코드에 대해 알려줍니다. 

▪ 코드 22 – 세트 업과 설정 

▪ 코드 0 또는 모든 설정 데이터 읽기 위한 다른 코드 

ENTER 키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측정 모드로부터 세트 업 메뉴 호출 

▪ 세트 업 모드에서 입력된 데이터의 저장(또는 확인) 

▪ 기능 그룹 내에서의 이동 

 
플러스(PLUS) 키와 마이너스(MINUS) 키 

세트 업 모드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키는 다음 기능을 가집니다. 

▪ 기능 그룹 선택 

 

노트!  

“시스템 설정” 단락에 나타난 순서 내에서 기능 그룹을 선택하려면 

마이너스 키를 누르십시오. 

▪ 숫자 값과 파라미터의 설정 

▪ 수동 모드에서 릴레이 운전 

측정 모드에서 반복해서 플러스 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1. 온도 화면표시 (F) 

2. 숨겨진 온도 화면표시 

3. 전류 입력 신호 (%) 

4. 전류 입력 신호 (mA) 

5. 보상되지 않은 도전율에 대한 화면표시 

6. 기본 설정치로 복귀 

측정 모드에서 반복해서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1. 현재 에러들이 순환되면서 화면에 표시됩니다. (최대 10). 

2. 모든 에러가 화면에 표시되면, 표준 측정 화면표시가 나타납니다. 기능 

그룹 F에서 각 에러 코드에 대한 알람을 개별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REL 키 

수동 모드에서 릴레이와 수동 세척 사이에 전환을 위해서는 REL 키를 

사용하십시오. 

자동 모드에서 본 릴레이에 할당된 목표치(set point)(PID 컨트롤러에서) 또는 

스위치-온 포인트(한계 접점에서)를 읽으려면 REL 키를 사용하십시오. 

다음 릴레이의 설정치로 옮기려면 플러스 키를 누르십시오. 화면 표시 

모드(30초 후에 자동 복귀)로 되돌아 가기 위해서는 REL 키를 사용하십시오.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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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키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 사이에 전환을 위해서는 AUTO 키를 사용하십시오. 

 

탈출 기능 (Escape function) 

만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동시에 누르면, 주 메뉴로 전환되거나 만약 

교정 중이라면 교정의 마지막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플러스와 마이너스 키를 

다시 누르면, 측정 모드로 전환됩니다. 

 

키보드 잠금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데이터 입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키보드를 잠그려면 

적어도 3초 동안 플러스 키와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모든 설정치는 계속 

읽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코드 9999가 나타납니다.  

 

키보드 잠금 해제 

키보드 잠금을 해제하려면 CAL 키와 마이너스 키를 적어도 3초 동안 

누르십시오. 

화면에 코드 0이 나타납니다.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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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현장 운전 

 
5.3.1  자동 / 수동 모드 
 

일반적으로 트랜스미터는 자동 모드에서 동작하고, 릴레이는 트랜스미터에 의해 동작합니다. 

수동 모드에서는 REL 키를 사용하여 릴레이를 동작시키거나 세척 기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전 모드를 변경하는 방법 

 

노트!  

▪ 운전 모드는 정전 후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 수동 모드는 모든 자동 기능들(Hold) 보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 수동 모드에서 하드웨어 잠금은 불가능합니다. 

▪ 수동 설정치는 리셋(Reset)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 수동모드에서 에러 코드 E102가 발신됩니다. 

 

 

 

1. 트랜스미터는 자동 모드에 있습니다. AUTO 키 옆의 상부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2. AUTO 키를 누르십시오. AUTO 키 옆의 하부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3. 수동 모드로 만들기 위하여 플러스 키와 마이너스 키를 이용하여 코드 

22를 입력합니다. 

 

4. 릴레이 또는 기능을 선택하십시오. 

릴레이들 사이의 전환은 REL 키를 사용하십시오. 선택된 릴레이와 

스위치의 상태(ON/OFF)는 화면의 두 번째 칸에 표시됩니다. 수동 

모드에서 측정된 값은 계속 화면에 나타납니다. 예, 도징(Dosing) 

기능의 측정값 감시 

 

5. 릴레이를 전환하십시오. 플러스로 릴레이를 켜고 마이너스 키로 

릴레이를 끕니다. 릴레이는 다시 전환될 때까지 그 전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6. 측정 모드(자동모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AUTO 키를 누르십시오. 모든 

릴레이는 트랜스미터에 의해서 동작됩니다.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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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운전 개념 
 

운전 모드 

 

 

 

 

 

 

 

  

 

 

 

 

 

 

 

 

 

 

 

 

 

 

 

 

 

 

 
노트!  

세트 업 모드에서 약 15분 동안 어떠한 키도 누르지 않으면 기기는 측정 모드로 자동 전환됩니다. 

어떠한 진행중인 보류(세트 업 동안의 보류)는 복귀됩니다. 

접근 코드 

기기의 접근 코드는 변경할 수 없으며, 기기는 서로 다른 코드를 인식합니다. 

▪ 키 CAL + 코드 22: 교정과 오프 세트(off-set) 메뉴 

▪ 키 ENTER + 코드 22: 사용자-정의 설정치와 구성에 필요한 파라미터에 대한 메뉴 

▪ 키 PLUS + ENTER: 키보드 잠금 

▪ 키 CAL + MINUS: 키보드 잠금 해제 

▪ 키 CAL 또는 ENTER + 어떤 코드: 읽기 모드, 즉, 모든 설정치를 읽을 수 있으며 수정은 불가능 

합니다. 

기기는 읽기 모드에서 계속 측정하고, 보류 상태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전류 출력과 컨트롤러는 

활성 상태로 있습니다. 

 

그림 20: 가능한 운전 모드의 설명 

세트 업(Setup) 모드: 

모든 구성 설정치에 

대한 접근 

교정 모드: 

교정 절차 실행 

기능 그룹은 플러스 키와 

마이너스 키를 사용하여 

선택합니다. 

측정 모드: 

운전, 현재 측정값 화면표시에 

대한 표준 모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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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구조 

기능 그룹에는 구성과 교정 기능들이 있습니다.  

▪ 세트 업 모드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키를 가지고 기능 그룹을 선택합니다. 

▪ 기능 그룹에서 ENTER 키를 사용하여 기능에서 기능으로 전환하십시오. 

▪ 기능 안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키를 가지고 원하는 선택사양을 선택하거나 설정치를 

편집하십시오. 그런 다음 ENTER 키로 확인하고 계속 진행하십시오.  

▪ 프로그래밍을 종료하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키를 동시에(탈출 기능) 누르십시오. (주 메뉴로 

전환됩니다.) 

▪ 측정 모드로 전환하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키를 동시에 다시 누르십시오. 

 

노트!  

▪ 수정된 설정치를 ENTER키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전 설정치가 유지됩니다. 

▪ 메뉴 구조에 대한 개요는 본 운전 설명서의 부록에 있습니다. 

 

 

 

 

 

 

 

 

 

 

 

1  기능들 (선택된 파라미터, 입력된 번호) 

2  기능 그룹들, 플러스와 마이너스 키를 사용하여 앞쪽과 뒤쪽으로 이동 

3  ENTER 키를 사용하여 기능에서 기능으로 전환 

보류 기능: 출력의 "고정"  

세트 업 모드와 교정을 하는 동안 전류 출력은 “고정”될 수 있으며,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HOLD(보류)”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만약 컨트롤러 동작 변수(안정된 제어 

4...20mA)가 전류 출력 2를 통한 출력이면, 보류(HOLD)에서 0/4로 설정됩니다. 

 

노트!  

▪ 보류 설정치는 “서비스(Service)” 단락에 있습니다. 

▪ 보류 중에는 모든 접점들은 정상적인 위치로 이동합니다. 

▪ 동작중인 보류(Hold)는 모든 기능들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 모든 보류(Hold)에서는 컨트롤러의 I-성분은 “0”에 설정됩니다. 

▪ 어떤 알람 지연은 “0”에 재 설정됩니다. 

▪ 이 기능은 보류(Hold) 입력을 통하여 외부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배선도를 보십시오; 

이진수 입력 1) 

▪ 정전 후에도 수동 보류(필드 S3)는 진행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림 21: 메뉴 구조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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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운전 

 
6.1 기능 확인 
 

경고!  

▪ 모든 접속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공급전압이 명판에 명기된 것과 동일한 지 확인하십시오. 

 

6.2 전원 인가 
 

스위치를 켜기 전에 트랜스미터의 운전에 익숙해 지십시오. 

특히 "안전 설명서"와 "운전" 단락을 참조해 주십시오. 

전원 인가 후 기기는 자기-시험을 실행하고 측정 모드로 이동합니다. 

“교정” 단락에 있는 설명서에 따라서 센서를 교정하십시오. 

 

노트!  

시운전 동안, 측정 시스템이 정확한 측정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센서를 반드시 교정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신속한 시작” 단락에 있는 설명서에 따라서 첫번째 구성을 수행하십시오. 사용자가 

설정한 값은 정전 시에도 유지됩니다.  

다음의 기능 그룹들은 본 트랜스미터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플러스 패키지에서만 이용 가능한 

그룹들은 기능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트 업 모드 

▪ 세트 업 1 (A) 

▪ 세트 업 2 (B) 

▪ 전류 입력 (Z) 

▪ 전류 출력 (O) 

▪ 알람 (F) 

▪ 확인 (P) 

▪ 릴레이 (R) 

▪ 온도 보상 (T) 

▪ 농도 측정 (K) 

▪ 서비스 (S) 

▪ E+H 서비스 (E) 

▪ 인터페이스 (I) 

교정 모드 

▪ 교정 (C) 

노트!  

본 트랜스미터에서 이용 가능한 기능 그룹들에 대한 내용은 “시스템 구성” 단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림 22: 세트 업 모드에서의 화면표시 예 

시운전

기능 화면표시: 

화면에 나타난 코드는 기능 그룹에서 

기능 위치를 나타냅니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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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정치 

처음으로 전원인가 시 모든 기능들은 공장 설정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는 가장 중요한 

설정치에 대한 개요입니다. 

다른 모든 공장 설정치는 “시스템 구성” 단락에 있는 각각의 기능 그룹 설명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장 설정치는 굵은 글자로 강조하였습니다.). 

 

* 버전에 따름. 

 

기능 공장 설정치 

측정 종류 
도전성 도전율 측정 

온도 측정 (°C) 

측정 보상 종류 기준 온도 25°C(77℉)를 가진 선형 

온도 보상 자동 (ATC on) 

컨트롤러 1의 한계 값 9999mS/cm 

컨트롤러 2의 한계 값 9999mS/cm 

보류(Hold) 구성과 교정 중 활성 

측정 범위 
0 μS/cm … 2000 μS/cm (설정치에 대한 측정범위 없음) 

설정치는 이동하고 연결된 센서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전류 출력 1* 과 2* 4 ... 20 mA 

전류 출력 1: 4 mA 신호 전류* 에 대한 측정값 0 μS/cm 

전류 출력 1: 20 mA 신호 전류* 에 대한 측정값 2000 μS/cm 

전류 출력 2: 4 mA 신호 전류* 에 대한 온도값 - 35.0 C (-31 °F)  

전류 출력 2: 20 mA 신호 전류 에 대한 온도값 250.0 C (482 °F)  

그림 22에 표현된 기능 화면표시에 나타난 코드를 

이용해서 기능을 쉽게 찾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의 구조는 그림 23에 있습니다. 

첫 번째 열은 한 글자로 기능 그룹을 나타냅니다. (그룹 

할당을 보십시오.) 각 그룹의 기능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셈하여 집니다. 

그림 23: 기능 코드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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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신속한 시작 
 

전원인가 후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트랜스미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하여 몇 가지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단락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력 설정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1.     키를 누르십시오. 
2. 세트 업을 편집하기 위해서 코드 22를 

입력하십시오.   를 누르십시오. 
  

3. “Service” 기능 그룹에 도달할 때가지    를 

누르십시오. 

4. 설정하려면   를 누르십시오.  

 
5. S1에서 사용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예) 영어는 

"ENG"를 선택하고 확인을 위해   를 누르십시오. 

ENG = English 

GER = German 

FRA = French 

ITA = Italian 

NEL = Dutch 

ESP = Spanish  
6. "서비스" 기능 그룹에서 빠져 나오려면 동시에 

    를 누르십시오.   

7. "Setup 1" 기능 그룹에 도달할 때까지    를 

누릅니다. 

8. "Setup 1"을 설정하려면   를 누르십시오.  

 
9. A1에서 운전에 적합한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예)  

"cond" = conductive(도전성) 

확인을 위해서    를 누르십시오. 

cond = conductive 

ind = inductive 

MOhm = resistivity 

conc = concentration 
 

10. A2에서 공장 설정치 확인을 위해   를 누르십시오. 

(A1=conc 일 경우이며, A1=conc 가 아니면 

Step 12로 이동하십시오.) 

% 

ppm 

mg/l 

TDS = Total Dissolved 

Solids 

none  
11. A3에서 공장 설정치 확인을 위해   를 누르십시오.

XX.xx 

X.xxx 

XXX.x 

XXXX 
 

12. A4에서 공장 설정치 확인을 위해   를 누르십시오.

auto, µS/cm, mS/cm, 

S/cm, µS/m, mS/m, 

S/m 

 

13. A5에서 연결된 센서의 Cell Constant(셀 상수)를 

입력하십시오. 정확한 값은 센서의 품질 증명서를 

참조하십시오. 

cond: 1.000 cm-1 

ind: 1.98 cm-1 

MOhm: 0.01 cm-1 

0.0025 ... 99.99 cm-1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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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입력 
설정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14. A6에서 케이블의 저항을 입력하십시오. (도전성 

센서에서만) 

0 W 

0 ... 99.99 W 

 

15. 만약 화면표시를 안정시키려면, A7에서 

요구되어지는 damping factor를 입력하십시오. 

확인을 위해   를 누르십시오. 1 

1 ... 60 

 

16. “Setup 2” 기능 그룹으로 이동하려면   를 

누르십시오. 

17. “Setup2”를 편집하려면   를 누르십시오.  
 

 
18. B1에서 온도 센서를 선택하십시오. 

확인을 위해   를 누르십시오.  Pt 100 

Pt 1k = Pt 1000 

NTC30 

fixed 
 

19. B2에서 공정에 대한 적절한 온도 보상을 

선택하시오. 예, “lin” = linear(선형)  

선택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를 누르십시오. 

온도 보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epup2” 장을 

보십시오. 

none 

lin = linear 

NaCl = common salt 

(IEC 60746) 

Pure = ultra pure water 

NaCl 

PureH = ultra pure 

water HCl 

Tab = table 

 

20. B3에서 온도 계수 α 입력하십시오. 

확인을 위해   를 누르십시오. 
2.1 %/K 

0.0 ... 20.0 %/K 

 
21. B5에 실제 온도가 표시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외부 측정에 대해 온도 센서를 교정하십시오. 

확인을 위해   를 누르십시오. 

Display and entry of 

real temperature 

-35.0 ... 250.0 °C 

fixed 
 

22. 측정된 온도와 입력된 온도사이의 차이를 

표시합니다.    를 누르십시오. 

화면 표시가 “Setup 2”기능 그룹의 초기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0.0 °C 

-5.0 ... 5.0 °C 

 
23. “전류 출력” 기능 그룹으로 이동하기 위해    를 

누르십시오. 

24.  출력 설정치를 편집하기 위해서   를 누르십시오.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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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유도성 센서에 대해서는 센서를 설치하기 전에 에어세트(airset)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교정” 장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입력 
설정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25. O1에서 출력을 선택하십시오. 예, “Out1” = output 

1 (출력 1). 

확인을 위해   를 누르십시오. 
Out1 

Out2 

 

26. O3에서 선형 특성을 선택하십시오. 

   확인을 위해   를 누르십시오. 
lin = linear (1) 

sim = simulation 

Tab = table 

 
27. O311에서 출력에 대한 전류 범위를 선택하십시오. 

예, 4 ... 20 mA. 

확인을 위해   를 누르십시오. 4 ... 20 mA 

0 ... 20 mA 

 
28. O312에서 트랜스미터 출력에서 최소 전류 값, 예, 

0 µS/cm,에 대응하는 도전율을 입력하십시오. 

확인을 위해   를 누르십시오. 

cond/ind: 0.00 µS/cm 

MOhm: 0.00 kΩ⋅cm 

Conc: 0.00 % 

Temp: 0.00 °C 

 
29. O312에서 트랜스미터 출력에서 최대 전류 값, 예, 

2000 mS/cm,에 대응하는 도전율을 입력하십시오.

확인을 위해   를 누르십시오. 

화면 표시가 “전류 출력”기능 그룹의 초기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cond/ind: 2000 mS/cm 

MOhm: 500 kΩ⋅cm 

Conc: 99.99 % 

Temp: 150 °C 

 
30. 측정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를 동시에 

누르십시오.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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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시스템 구성 

 
6.4.1 설치(Setup) 1 (도전율) 
 

설치(SETUP) 1 기능 그룹에서 운전 모드와 센서 설정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 버전은 이탤릭 체로 명기된 기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A  
기능 그룹  

SETUP 1  기본 설정치  

 A1 
운전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cond = conductive 

ind = inductive 

MOhm = resistivity 

conc = concentration 

화면표시는 계측기 버전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 도전성/저항률/농도 

- 유도성/농도 

주의!  

운전 모드에서 어떤 변경은 사용자 

설정치를 자동으로 재설정 시킬 수 

있습니다. 

 A2 

화면에 표시되는 

농도 단위를 

선택하십시오. 

(플러스 

패키지에서만) 

% 

ppm 

mg/l 

TDS = Total Dissolved Solids

none 

A1=conc.인 경우만 A2 활성  

 A3 

농도 단위에 대한 

화면 표시 형태를 

선택하십시오. 

(플러스 

패키지에서만) 

XX.xx 

X.xxx 

XXX.x 

XXXX 

A1=conc.인 경우만 A3 활성 

 A4 
화면에 표시되는 

단위를 선택하십시오. 

auto, µS/cm, mS/cm, S/cm, 

µS/m, mS/m, S/m, kΩ⋅cm, 

MΩ⋅cm, kΩ⋅m 

“auto”가 선택되면 가능한 최대 

분해능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A1=conc.인 경우 A4 비활성   

 A5 

연결된 센서에 대한 

셀 상수 (cell 

constant)를 

입력하십시오. 

cond: 1.000 cm-1 

ind: 1.98 cm-1 

MOhm: 0.01 cm-1 

0.0025 ... 99.99 cm-1 

셀 상수의 정확한 값은 품질 보증서를 

참조하십시오. 

 A6 
케이블 저항을 

입력하십시오. 
0 Ω 

0 ... 99.99 Ω 

유도성 센서에서만. 실제 케이블 길이에 

표준화된 선 저항을 곱하십시오. 

CYK71: 0.165 Ω/m  

 A7 

측정값 진동폭 

(damping)을 

입력하십시오 

1 

1 ... 60 

측정 값 진동폭은 각각의 측정된 값의 

정해진 수에 대해 평균값을 만듭니다. 

에를 들면, 많이 변화하는 값에 대한 

화면표시를 안정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만약 “1”이 입력되면, 

진동폭(damping)은 없습니다.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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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설치(Setup) 2 (온도) 

온도 계수 α는 온도 변화의 정도에 따른 도전율 변화를 나타냅니다. 

 

 
k(T) = 프로세스 온도에서의 도전율 

k(To) = 기준 온도 To에서의 도전율 

 

온도 계수는 온도 자체와 매질의 화학 합성물에 의지합니다. 

이 의존도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다른 보상 타입을 트랜스미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형 온도 보상 

▪ NaCl (염화나트륨) 보상 

▪ 초고순도 물 보상 염화나트륨(NaCl) (중성 보상) 

▪ 초고순도 물 보상 염화수소(HCl) (산 보상) 

▪ 표를 이용한 온도 보상 

 

 

선형 온도 보상 

두 온도 점들 사이의 변화가 일정한 것으로 

고려합니다. 예, α=상수. α 값은 선형 보상 

타입에서 편집될 수 있습니다. 필드 B7에  

있는 기준 온도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공장 설정치는 25℃/77℉입니다.  

 

 

 

 

 

 

 

 

 

 

 
NaCl (염화나트륨) 보상 

염화나트륨 보상 (IEC 60746에 따른)은 

온도와 온도 상수사이의 관계를 정의한 

고정된 비선형 곡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곡선은 대략 5% NaCl 

(염화나트륨) 까지의 낮은 농도에 대하여 

사용됩니다. 

 

 

 

 

 

 

 

 

 

시운전

그림 24: 선형 온도 보상 

* 보상되지 않은 도전율 

그림 25: NaCl(염화나트륨)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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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순도 물 보상 (도전성 센서에 대한) 

순수와 초고순수에 대하여 강한 온도 의존성과 초순수의 자기-해리를 고려한 트랜스미터 내에 

알고리즘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대략 100µS/cm 도전율에 사용됩니다. 

두 가지 보상 타입이 이용 가능합니다. 

▪ NaCl 초고순수 보상: pH 중성 불순물을 최적화합니다. 

▪ HCl 초고순수 보상: 양이온 교환 후 소위 산 도전율의 측정을 최적화합니다. 암모니아(NH3)와 

가성 소다(NaOH)에 또한 적합합니다. 

 

노트! 

▪ 초고순도 물 보상은 항상 25°C/77℉ 기준 온도를 참조합니다. 

▪ 가장 낮은 도전율은 25°C/77℉에서 초고순도 물의 이론적 한계 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0.055µS/cm 

 

표를 이용한 온도 보상 

플러스 패키지를 가진 트랜스미터의 경우에 온도에 관한 온도 계수 α을 가진 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온도 보상을 위한 알파 표 기능을 이용할 때 측정할 프로세스 매질에 대한 다음 도전율 

데이터가 요구됩니다. 

 

온도 T와 도전율 k의 값 

▪ k(To) 기준 온도 To에서의 도전율 

▪ k(T) 공정 중에 일어나는 온도에서의 도전율 

 

 

 

 

 

 

 

 

 

 

 

 

 

 

 

 

 

 

 

공정 중에 발생하는 온도에 대하여 α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 공식을 이용하십시오. 

 

 

 

기능 그룹 “알파 표”의 필드 T4와 T5 에 있는 이 공식을 가지고 계산되어진 α-T 값을 

입력하십시오. 

시운전

그림 26: 온도 계수의 결정 

A  요구되어지는 데이터 

B  계산되어진 α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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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P 2 기능 그룹에서 온도 측정에 대한 설정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 버전은 이탤릭 체로 명기된 기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B  
기능 그룹 

SETUP 2 
 온도 측정을 위한 설정치 

 B1 
온도 센서를 

선택하십시오. 

Pt100 

Pt1k = Pt 1000 

NTC30 

fixed 

만약 “fixed”에 설정되면,  

수동 온도 보상(MTC), 만약 B4에 

명시된 고정된 온도 값이면 온도 

측정 없음. 만약 “fixed’이면 온도 

출력 없음. 

 B2 
온도 보상 형태를 

선택하십시오. 

none 

lin = linear 

NaCl = common salt 

(IEC 60746) 

Pure = ultrapure water NaCl 

PureH = ultrapure water HCl 

Tab = table 

이 선택사양은 농도 측정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Pure”와 “PureH”는 도전성 기기에 

대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B3 온도 계수 α 를 

입력하십시오.  
2.10 %/K 

0.00 ... 20.00 %/K 

B2=lin.인 경우에만 

B2에서 다른 설정치는 필드 B3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B4 
프로세스 온도를 

입력하십시오. 

25 °C 

-35.0 ... 250.0 °C 

B1=fixed인 경우에만 

이 값은 °C로만 명기될 수 

있습니다. 

 B5 

온도를 화면표시하고, 

온도 센서를 

교정하십시오. 

Display and entry of real 

temperature 

-35.0 ... 250.0 °C 

이 입력은 외부 측정에 대해 온도 

센서를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B6에 영향을 줍니다.  

B1=fixed이면 생략됩니다. 

 B6 
온도 차이(offset)를 

입력하십시오. 

Current offset 

-5.0 ... 5.0 °C 

 

오프세트는 입력된 실제 값과 측정 

온도 사이의 차이입니다. 

B1=fixed이면 생략됩니다. 

 B7 
기준 온도를 

입력하십시오. 

25 °C 

-5.0 ... 100 °C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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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전류 입력 

 
"전류 입력" 기능 그룹을 이용하려면 전류 입력을 가진 릴레이 기판이 필요합니다. 이 기능 그룹을 

이용하여 프로세스 파라미터를 감시하고 피드포워드 (feedforward)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려면 트랜스미터의 4...20mA 입력에 외부 측정 변수(예, 유량계)의 전류 출력을 

반드시 연결하여야 합니다. 다음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주 흐름에서의 유량 감시 

만약 개방된 출구에서 추출한 표본 유량이 주 흐름의 유량에 완전히 독립적이라면, 이 배치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것은 주 흐름 (너무 적게 흐르거나 완전히 멈춤.)의 알람 신호를 보내고, 설치 

방법으로 인해 유체 흐름이 있어도 도징(dosing)을 멈추게 합니다. 

 주 흐름에서의 유량 전류 신호 [ mA ] 전류 입력 신호 [ % ] 

전류 입력 하부 범위 

한계 
유량계 하부 설정치 4 0 

전류 입력 상부 범위 

한계 
유량계 상부 설정치 20 100 

그림 27: 알람 신호와 주 흐름에 의한 dosing switch-off by the main stream 

A 

B 

C 

D 

E 

주 흐름에서의 유량 

PID 컨트롤러의 릴레이 접점 

알람 릴레이 

스위치-오프 한계 Z 4 아래 플로우 또는 플로우 실패 

유량 알람 

F 

Z2 

Z3 

0 

1 

플로우 복원 

컨트롤러 스위치-오프 지연, 필드 Z2 보십시오. 

컨트롤러 스위치-온 지연, 필드 Z3 보십시오. 

Off 

On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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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컨트롤러에 대한 피드포워드 제어 

매우 짧은 반응 시간을 가진 제어 시스템에서 제어를 최적화 할 수 있으며, 또한 매질의 유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PID 컨트롤러에 대한 피드포워드 제어로써 유량 값(0/4 ... 20 mA)이 

적용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피드포워드 제어는 곱하기(multiplying) 기능입니다. (공장 설정치에 

대한 예): 

 

 

 

 

 

 

 

 

 

 

 

 

 

 

 

그림 28: 곱하기(Multiplying) 피드포워드 제어 

Y 

X 

Z7  

이득 Kinfl 

전류 입력 신호 [%] 

이득 Kinfl = 1 일 때 입력 값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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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버전은 이탤릭 체로 명기된 기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Z  
전류 입력 

기능 그룹  

 

전류 입력 설정치 

 Z1 

주 흐름의 플로우 

감시를 선택하십시오. 

(with 컨트롤러 

스위치-오프)  

Off 

On 

 

유량계가 주 흐름에 연결되어 

있다면 플로우 감시는 스위치-온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Z1 = off(오프)이면, 필드 

Z2에서 Z5까지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Z2 

전류 입력을 통해서 

컨트롤러 

스위치-오프에 대한 

지연을 입력하십시오. 

0 s 

0 ... 2000 s 

 

약간의 플로우 부족은 지연에 

의해서 무시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컨트롤러 스위치 오프가 되지 

않습니다. 

 Z3 

전류 입력을 통해서 

컨트롤러 

스위치-온에 대한 

지연을 입력하십시오. 

0 s 

0 ... 2000 s 

 

컨트롤러의 경우에 만약 연장된 

기간 동안 플로우가 실패한다면 

대표적인 측정값이 도달될 때 까지 

지연은 유용합니다. 

 Z4 

전류 입력에 대한 

스위치-오프 한계 

값을 입력하십시오. 

50% 

0 ... 100% 

 

0 ... 100% 는 전류 입력의 

4 ... 20 mA 에 해당합니다. 

유량계의 전류 출력에 대한 측정된 

값 할당을 관찰하십시오.  

 Z5 
전류 입력에 대해서 

스위치-오프 방향을 

입력하십시오. 

Low 

High 

 

만약에 Z4에서 입력된 값을 

지나치거나 입력된 값에 이르지 

못하면 컨트롤러는 스위치-오프 

됩니다. 

 Z6 
PID 컨트롤러에 대한 

피드포워드 제어를 

선택하십시오. 

Off 

Lin = linear 

Basic 
 

Z6 = off 이면 필드 Z7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Z6 = basic이면 교란 변수 

(disturbance variable)는 기본 

부하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일반적인 PID 컨트롤러가 가능하지 

않으면 선택적으로 양에 비례하여 

dosing합니다. 예, 검출용 센서)  

 Z7 

이득 = 1 이 

적용되는 피드포워드 

제어에 대한 값을 

입력하십시오. 

50% 

0 ... 100% 

 

값이 설정되었을 때, 컨트롤러  

actuating 변수는 피드포워드 

제어가 스위치-온 되었을 때 

크기와 피드포워드 제어가 스위치 

오프 되었을 때 크기가 같습니다.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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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전류 출력 

각각의 출력을 구성하려면 "전류 출력(Current output)" 기능 그룹을 사용하십시오. 플러스 패키지 

(O3 (3))와 관련하여 선형 특성 (O3 (1)) 이나 사용자-정의된 전류 출력 특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외: 만약 전류 출력 2에 대하여 “연속 컨트롤러(continuous 컨트롤러)”를 선택하였다면, 이 전류 

출력에 대하여 사용자-정의 전류 출력 특성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류 출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류 출력 값(O3 (2))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번째 전류 출력이 존재하면, 전류 출력을 통한 필드 R237에 따라서 컨트롤러 동작(actuating) 

변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류 출력 특성은 정확히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정확히 단조롭게 감소합니다. 
두 값 조(value pairs) 사이의 mA 당 간격은 아래 값보다 반드시 커야 합니다. 

 

▪ 도전율: mA당 측정 범위의 0.5% 

▪ 온도: mA당 0.25 °C 

 

다음 표는 그림 29에 대한 특성 값을 나타냅니다. mA당 간격은 Δ 신호/ Δ mA 로 계산 

되어집니다. 

 

 전류 출력 (Current Output) 1 전류 출력 (Current Output) 2 

값 조 

(Value pair) 

[mS/cm]  

[%] [°C]  

전류 

[mA] 

mA당 

간격 

[mS/cm]  

[%] [°C]  

전류 

[mA] 

mA당 

간격 

1 500 4     

2 1000 16 41.66    

3 2000 20 250    

 

 

필요한 전류 출력 구성을 다음 표 안에 연필로 적으십시오. 필요한 최소 경사(Slope)을 확인하기 

위하여 mA당 간격 신호 결과를 계산하십시오. 그런 다음 기기에 값을 입력하십시오. 

 

그림 29: 사용자-정의된 전류 출력 특성 (예) 

시운전



42 

 
 

전류 출력 (Current Output) 1 전류 출력 (Current Output) 2 

값 조 

(Value pair) 

[mS/cm]  

[%] [°C]  

전류 

[mA] 

mA 당 

간격 

[mS/cm]  

[%] [°C]  

전류 

[mA] 

mA 당 

간격 

1       

2       

3       

4       

5       

6       

7       

8       

9       

기본 버전은 이탤릭 체로 되어있는 기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O 
전류 출력 

기능 그룹 
 

전류 출력의 구성 (은 PROFIBUS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O1 
전류 출력을 

선택하십시오. 
Out1 

Out 2 
특성은 모든 출력에 대해서 선택될 수 

있습니다. 

 O2 

2번째 전류 

출력에 대한 

측정변수를 

선택하십시오. 

°C 

mS/cm, MΩ, % 

Contr 

 

O2 = Contr 가 선택된 경우에만 

(릴레이 보드가 요구됩니다.)  

R237/R266=curr (전류 출력 2)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O3 (1)  
선형특성을 

출력하거나 

입력하십시오. 

Lin = linear (1) 

Sim = simulation (2) 

Tab = table (3)  

특성은 측정된 값 출력에 대하여 양의 

기울기나 음의 기울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작(actuating) 변수 출력의 경우에 

(O2 = Contr), 전류 증가는 

동작(actuating) 변수 증가에 

대응합니다. 

  O311 
전류 범위를 

선택하십시오. 

4 ... 20 mA 

0 ... 20 mA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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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O312 

0/4 mA 값: 

상응하는 측정 

값을 

입력하십시오. 

cond/ind: 0.00 µS/cm 

MOhm: 0.00 kΩ⋅cm 

Conc: 0.00 % 

Temp: 0.00 °C 

여기서 트랜스미터 출력의 최소 전류 

값(0/4 mA)이 적용되는 측정 값을 

입력하십시오. 

(범위는 기술 데이터를 보십시오.) 

 

  O313 

20 mA 값: 

상응하는 측정 

값을 

입력하십시오. 

cond/ind: 2000 mS/cm 

MOhm: 500 kΩ⋅cm 

Conc: 99.99 % 

Temp: 150 °C 

여기서 트랜스미터 출력의 최대 전류 

값(20 mA)이 적용되는 측정 값을 

입력하십시오. 

0/4 mA 와 20 mA 값 사이의 최소 

간격은 반드시 아래 값이어야 합니다. 

(범위는 기술 데이터를 보십시오.) 

  O3 (2)  

전류 출력을 

시뮬레이션을 

하십시오. 

Lin = linear (1) 

Sim = simulation (2) 

Tab = table (3)  

 (1) 또는 (3) 이 선택될 때까지 

시뮬레이션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세한 특성은 O3 (1), O3(3) 보십시오. 

  O321 
시뮬레이션 값을 

입력하십시오. 

Current value 

0.00 ... 22.00 mA 

전류 값을 입력하는 것은 전류 출력에 

직접 출력되는 값이 됩니다. 

 O3 (3) 

전류 출력 표를 

입력하십시오. 

(플러스 

패키지에서만)  

Lin = linear (1) 

Sim = simulation (2) 

Tab = table (3)  

값은 다음 단계에서 변경 되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입력된 값은 전류 값 

증가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렬됩니다.  

자세한 특성은 O3 (1), O3 (2) 

보십시오.  

  O331 
표 선택사양을 

선택하십시오.  

Read 

Edit 
 

  O332 

값조(table value 

pairs)의 수를 

입력하십시오. 

1 

1 ... 10 

x와 y값으로부터 조(pairs)의 수를 

입력하십시오. (측정 값과 전류 값) 

  O333 

값조(table value 

pair)를 

선택하십시오.  

1 

1 ... No. elem. 

Assign 

기능 연결 O333 ... O335은 O332에 

있는 값만큼 여러 번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Assign"이 

나타납니다. 확인 후 시스템은 

O336으로 이동합니다.  

  O334 
x 값을 

입력하십시오. 

cond/ind: 0.00 µS/cm 

MOhm: 0.00 kΩ⋅⋅cm 

Conc: 0.00 % 

Temp: 0.00 °C 

x value = 사용자에 의해서 지정된 측정 

값 

  O335 
y 값을 

입력하십시오. 

4.00 mA 

0.00 ... 20.00 mA 

y value = 사용자에 의해서 지정된 

O334에 속하는 전류 값 

모든 값이 입력될 때까지 O333으로 

전환됩니다.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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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알람 
 

알람 기능 그룹은 다양한 알람을 정의하고 출력 접점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각 개별 

에러는 접점이나 에러 전류로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O336 

표 상태가 

OK인지에 대해 

화면에 

표시합니다. 

yes 

no 

 

O03으로 되돌아 갑니다. 

만약 Status=no 이면, 표를 

수정(지금까지 만든 모든 설정치는 

남아 있음)하거나 측정 모드로 

되돌아 갑니다(표는 삭제됨). 

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F 

 
 

알람 

기능 그룹 
 알람 기능 설정치 

 F1 
접점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Latch = latching contact 

Momen = momentary 

contact 

선택된 접점 종류는 알람 접점에만 

적용됩니다.  

 F2 
시간 단위를 

선택하십시오.  

s 

min 
 

 F3 
알람 지연을 

입력하십시오.  

0 s (min) 

0 ... 2000 s (min)  

F2에서 선택된 선택사양에 따라서 

알람 지연이 초(s) 또는 분(min)으로 

입력됩니다.  

 F4 
에러 전류를 

선택하십시오. 

22 mA 

2.4 mA 

F5에서 모든 에러 보고가 꺼져 

있어도 에러 전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의!  

만약 O311에서 "0-20 mA"가 

선택되었었다면, "2.4 mA" 는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F5 
에러를 

선택하십시오. 

1 

1 ... 255 

여기서 알람을 발생하는 모든 에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러 번호를 통해서 에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에러 번호의 

의미에 대해서는 9.2 "시스템 에러 

메시지" 단락에 있는 표를 

참조하십시오. 공장 설정치는 

편집되지 않은 모든 에러에 대해서 

유효합니다. 

 F6 

선택된 에러에 

대해 유효한 

알람 접점을 

설정하십시오. 

yes 

no 

만약 “no” 를 선택하면, 다른 모든 

알람 설정치가 비활성화 됩니다. (e.g. 

알람 delay). 설정치 자체는 유지 

됩니다. 

이 설정치는 F5에서 선택된 에러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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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확인(Check) 

확인 기능 그룹은 플러스 패키지를 사용하는 기기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확인 기능 그룹에서, 측정에 대한 다른 감시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극 검출 (필드 P1) 

센서와 측정 용액사이의 경계면에서의 성극 효과는 도전성 도전율 센서의 측정 범위를 제한합니다. 

트랜스미터는 인텔리전트 프로세스 평가를 사용하여 성극을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러 

코드 E071은 생성될 것 입니다. 

알람 경계(threshold) 감시 (필드 P2 에서 P5) 

알람(E154, E155)를 발생시키고 허용되는 상한과 하한에 대한 측정 값을 감시하기 위하여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S 알람 (Process Check System), (필드 P6 에서 P9) 

AC (교대 확인: Alternating Check) : 기능 AC (필드 P6)는 편차 값에 대한 측정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만약 한 시간 내에 측정 신호 변화가 0.5%(선택된 측정 값의 전체 값의) 보다 

작으면, 알람 (E152)가 발생됩니다. 그와 같은 센서의 행동은 오염, 케이블의 파열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일 수 있습니다.  

CC (컨트롤러 확인: Controller Check): 기능 CC를 가지고 컨트롤러 행동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주로 배치 프로세스와 단측 리미트 스위치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감시 시간 (E156 – E157) 때문에 컨트롤러의 오 동작은 발견되고 보고됩니다. 

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F7 

선택된 에러에 

대해 유효한 

에러 전류를 

설정하십시오. 

no 

yes 

F4에서 선택된 선택사양은 에러의 

경우는 유효 또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 설정치는 F5에서 선택된 에러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F8 
자동 세척 기능 

시작 

no 

yes 

이 필드는 어떤 에러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고장 수리(Trouble-shooting)와 장애 

제거 " 단락을 보십시오.  

 F9 

메뉴로 전환을 

선택하거나 다음 

에러를 

선택하십시오. 

next = 다음 에러 

←R 

만약 ←R 을 선택하면 F로 전환되고, 

만약 next를 선택하면 F5로 

이동합니다.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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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센서 신호가 변화하자마자 진행중인 PCS 알람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기본 버전은 이탤릭 체로 되어있어 기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P  
확인 기능 

그룹  
 센서와 프로세스 감시에 대한 설정 

 P1 

스위치 성극 

검출 온(on) 

또는 오프(off) 

(도전성에서만) 

Off 

On 

성극은 도전성 센서에서만 

발생합니다. 

성극은 검출됩니다. 그러나 보상되지 

않습니다. (에러 번호: E071) 

 P2 

PCS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실시간 확인) 

Off 

Low 

High 

Lo+Hi 

Low! 

High! 

Lo+Hi!  

동시 컨트롤러 스위치-오프 없이 또는 

가지고 선택적으로 알람 신호를 보냄 

XXXX = 컨트롤러 스위치-오프 없이 

XXXX! = 컨트롤러 스위치-오프를 

가지고 (에러 번호: E154, E155) 

 P3 
알람 지연을 

입력하십시오. 

0 s (min) 

0 ... 2000 s (min)  

F2에 있는 선택에 따라서, 분(min) 

또는 초(s) 단위로 에러 지연을 

입력하십시오. 이 지연이 동작한 

후에만 상한 또는 하한 침범은 필드 

P4/P5에 따라서 알람을 발생시킵니다.

 P4 

하부 알람 

경계를 

입력하십시오. 

0 µS/cm 

0 ... 9999mS/cm 
 

 P5 

상부 알람 

경계를 

입력하십시오. 

9999 µS/cm 

0 ... 9999mS/cm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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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정한 측정 신호 = PCS 알람 시간이 경과한 후 알람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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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P6 

프로세스 감시를 

선택하십시오. 

(PCS 알람)  

Off 

AC 

CC 

AC+CC 

AC! 

CC! 

AC+CC!  

AC = 센서 교대 확인 (E152) 

CC = 컨트롤러 확인 (E156, E157) 

AC 확인 한계: 

동시 컨트롤러 스위치-오프 없이 또는 

가지고 선택적으로 알람 신호를 보냄 

XXXX = 컨트롤러 스위치-오프 없이 

XXXX! = 컨트롤러 스위치-오프를 

가지고 

 P7 

하부 CC 설정 

한계 침입 

(필드 P9)에 

대한 최대 허용 

지속 시간을 

입력 하십시오. 

60 min 

0 ... 2000 min 
P6 = CC or AC+CC일 때만 

 P8 

상부 CC 설정 

한계 침입 

(필드 P9)에 

대한 최대 허용 

지속 시간을 

입력 하십시오. 

120 min 

0 ... 2000 min 
P6 = CC or AC+CC일 때만 

 P9 

CC 설정치 

(P7/P8에 

대한)를 

입력하십시오. 

1000 µS/cm 

0 ... 9999 mS/cm 

선택된 값은 절대값입니다. 이 기능은 

주로 배치 프로세스와 단측 한계 

스위치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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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릴레이 접점 구성 
 

릴레이(RELAY) 기능 그룹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본 버전의 부분이 아닌 릴레이 보드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릴레이 접점은 요구에 따라 설정될 수 있다. (설치된 선택사양에 따라서 최대 4개 접점): 

▪ 측정된 도전율 값을 위한 한계 접점: R2 (1) 

▪ 온도를 위한 한계 접점: R2 (2) 

▪ PID 컨트롤러: R2 (3) 

▪ 클리닝(cleaning) 기능을 위한 타이머: R2 (4) 

▪ 화학 세척 기능: R2 (5) 

▪ USP/EP: R2 (6) 와 R2 (7) (플러스 패키지, 도전성에서만) 

 

측정된 도전율 값과 온도를 위한 한계 접점 

 

트랜스미터에는 릴레이 접점을 할당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위치-온과 스위치-오프 포인트 그리고 픽업(pick-up)과 드롭아웃(drop-out) 지연은 한계 접점에 

할당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이와 관련된 세척 기능을 시작하기 위한 

알람 경계(threshold)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도전율 측정과 온도 측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릴레이 접점 상태의 명확한 예제는 그림 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측정 값이 증가할 때 (최대 기능), 스위치-온 포인트(t1)을 넘고 픽업(pick-up) 지연이 시간이 

지난 (t2 - t1) 후 릴레이 접점은 t2 에 닫힙니다. 만약 알람 경계 (t3)에 이르고 알람 지연 (t4 - t3) 

이 시간이 지나면 알람 접점은 전환됩니다. (에러 E067에서 E070) 

▪ 측정 값이 감소할 때 알람 경계 (t5) 아래로 내려가면 알람 접점은 리셋되고 드롭아웃(drop-out) 

지연 (t7 - t6) 후 릴레이 접점 (t7) 은 전환됩니다. 

▪ 만약 픽업(pick-up)과 드롭아웃(drop-out) 지연이 0초에 설정되면, 스위치-온과 스위치-오프 

포인트도 접점의 전환점(switch point) 입니다.  

 

최소 기능에 대한 설정도 최대기능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림 31: 알람과 한계 값 기능의 예시 

A 

B 
스위치-온 포인트 > 스위치-오프 포인트: 최대 기능 

스위치-온 포인트 < 스위치-오프 포인트: 최소 기능 

1

2

3

4

알람 경계(threshold) 

스위치-온 포인트 

스위치-오프 포인트 

접점 온(ON) 

5 

6 

7 

알람 온(ON) 

알람 오프(OFF) 

접점 오프(OFF)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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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컨트롤러 

트랜스미터의 다양한 컨트롤러 기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PID 컨트롤러를 기초로 하여, P, PI, PD 

그리고 PID 컨트롤러는 실행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제어 시스템을 위해서, 사용자 응용에 가장 

적합한 컨트롤러를 사용하십시오. R 237 필드에서 선택된 선택사양에 따라서, 동작 신호는 릴레이 

또는 전류 출력 2(만약 이용 가능하면)를 통하여 출력될 수 있습니다. 

▪ P 컨트롤러 

작은 시스템 편차를 가지고 단순한 선형 제어 목적에 사용됩니다. 제어되어야 하는 큰 변화가 

있는 곳에서 오버슈팅(overshooting)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제어 편차가 

예상됩니다. 

▪ PI 컨트롤러 

오버슈팅(overshooting)을 피해야 하고 지속적인 제어편차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제어 

시스템에서 사용됩니다. 

▪ PD 컨트롤러 

빠른 변경이 필요하거나 최고값(peak)이 반전되어야 하는 프로세스에서 사용됩니다. 

▪ PID 컨트롤러 

P, PI 또는 PD 컨트롤러가 충분하게 제어하지 못하는 프로세스에 사용됩니다. 

▪ PID 컨트롤러의 구성 선택사양 

PID 컨트롤러에 대해서 다음의 구성 선택사양이 이용 가능합니다. 

▪ 제어 이득 Kp (P 영향)의 변경 

▪ 적분 작동 시간 Tn (I 영향)의 설정 

▪ 미분 작동 시간 Tv (D 영향)의 설정 

기초 량 도징 

일정한 첨가량(dosage)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드 R2311) 기초 량 도징 (필드 R231)이 사용됩니다. 

PID 제어와 기초량(basic load) dosing 

필드 R231에서 이 기능(PID + Basic)을 선택하시면, PID 제어되는 첨가량(dosage)은 필드 

R2311에서 입력한 기초량보다 작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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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파라미터 설정에 대한 경험이 아직 없다면, 제어 회로에서 가장 가능한 안정성을 만들 수 

있는 값을 설정하십시오. 제어 회로 최적화를 위해서 다음을 따라 진행하십니다. 

▪ 제어되는 변수가 오버슈트하도록 시작할 때까지 제어 이득 Kp.를 증가시키십시오. 

▪ Kp 를 약간 줄이고 오버슈팅없이 가장 짧은 가능한 정정 시간이 되도록 적분 동작 시간 Tn 을 

줄이십시오. 

▪ 컨트롤러의 응답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미분 동작 시간 Tv.도 설정하십시오. 

그림 32:  기초 량 도징(dosing)을 가진 제어 특성 PID 컨트롤러 

A 기초량을 가진 PID 

B 기초량(Basic load) 

C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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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계를 가진 설정된 파라미터의 제어와 훌륭한 최적화 

 

 

 

 

 

 

 

 

 

 

 

 

 

 

 

 

 

 

 

신호 출력 동작 (R237 ... R2310) 

각 제어 접점은 주기적으로 신호를 내보내고 주기적으로 내보내는 신호의 세기는 컨트롤러에서 

운전 되어지는 변수에 대응합니다. 신호 주기의 형태에 따라 특징이 만들어집니다. 

▪ 펄스 길이 변조(Pulse length modulation)  

계산되고 운전 되어지는 변수가 클수록 영향 받는 접점은 픽업(picked up)에서 더 길게 

남아있습니다. 주기 T는 0.5 와 99 s (필드 R238) 사이에서 조정 되어질 수 있습니다. 펄스 길이 

변조를 가진 출력은 솔레노이드 밸브를 기동 시키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 펄스 주파수 변조(Pulse frequency modulation) 

계산되고 운전 되어지는 변수가 클수록 영향 받는 접점의 스위칭 주파수는 더 커집니다. 최대 

스위칭 주파수 1/T 은 60 과 180 min-1사이에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온-타임(on-time) tON 이 

일정합니다. 이 것은 설정된 최대 주파수에 달려있으며 60 min-1에 대해서는 대략 0.5s 이고 180 

min-1에 대해서는 대략 170 ms입니다. 펄스 주파수 변조를 가진 출력은 직접 제어되는 

솔레노이드 도징(dosing) 펌프를 기동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림 33: Tn 와 Kp 의 최적화 

A 

B 
실제 값 

시간 
1

2

3

Tn 너무 작음 

Tn 너무 큼 

Kp 너무 큼 

4

5

 

Kp 너무 작음 

최적의 설정치 

 

그림 34: 펄스-길이 변조된 컨트롤러 접점(좌측)의 신호와 펄스-주파수 변조된 컨트롤러 접점(오른쪽)의 신호 

A 

B 
접점 1 = on, 0 = off 

시간 [s] t1 = ton t2 = toff 
T 

T1 T2 
주기 길이 

임펄스 주기 길이 (임펄스 주파수 1/T1 와 1/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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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컨트롤러 

전류 출력 2를 통한 컨트롤러의 최소 동작 변수 (0 %)는 0/4 mA이고, 최대 동작 변수 (100%)는 

20 mA 입니다. 

정 과 역 제어 동작에 대한 제어 특성 

R236 필드에 있는 두 제어 특성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Direct) 제어 동작 = 최대 기능 

▪ 역(Inverse) 제어 동작 = 최소 기능 

 

 

 

 

 

 

 

 

 

 

 

세척(cleaning) 기능을 위한 타이머 

이 기능은 단순한 세척 선택사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척 시작 후 시간 간격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일정한 세척 간격을 선택만 할 수 있습니다. 

화학세척 기능 (4개의 접점을 가진 버전은 "화학세척 기능" 단락을 보십시오.)과 관련된 선택에 

대해서는 다른 세척 기능도 사용 가능합니다. 

 

노트!  

타이머와 화학세척은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두 기능 중에 하나가 동작하는 동안은 

다른 하나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림 35: 정과 역 제어 동작을 가진 비례 컨트롤러의 제어 특성 

A 정(Direct) = 최대 기능 

B    역(Inverse) = 최소 기능 

그림 36: 세척 시간, 일시정지 시간과 보류 휴지(Hold dwell) 기간사이의 접속 

A 

B 

0 

1 

와이퍼 와/또는 스프레이 세척 시스템 

보류 기능 

비활성(Inactive) 

활성(Active) 

t1 

t2 

 

t3 

세척 시간 (0 ... 999 s) 

두 세척 간격사이의 일시정지 시간 

(1 ... 7200 min) 

세척 보류 휴지 기간 (0 ... 999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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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세척 기능 

타이머 기능과 마찬가지로, 화학세척은 세척 주기를 시작하기 위해 사용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세척은 다른 세척과 헹굼(rinsing) 간격을 정의하는 추가적인 

선택사양을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반복 주기를 가지고 불규칙하게 세척하는 것과 

후-헹굼 시간을 가진 세척 시간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트!  

▪ 화학세척 기능을 사용하려면 트랜스미터에는 지정된 릴레이 보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품 구성이나 "부속품" 장을 보십시오.) 

▪ 타이머와 화학세척은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두 기능 중 하나가 동작하는 동안은 

다른 하나는 동작할 수 없습니다. 

▪ 화학세척 기능은 릴레이 3 (물)과 4 (세제)가 사용됩니다. 

▪ 만약 세척이 너무 빨리 실패하면 후-헹굼이 항상 시작됩니다. 

▪ 만약 설정이 "경제적(Economy)"이면, 세척은 물을 가지고 실행됩니다. 

 

 

 

 

 

 

 

 

 

 

 
 

그림 37: 세척 주기의 순서 

A 

B 

C 

 

보류(Hold) 

물(Water) 

세제(Cleaner) 

 

t1 

t2 - t1
t3 - t2
t4 - t3
t5 - t4

세척 시작 

선-헹굼(Pre-rinse) 시간 

세척 시간 

후-헹굼(Post rinse) 시간 

보류 휴지(Hold dwell)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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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약전(藥典)(USP)과 유럽 약전(藥典)(EP)에 따른 제약 용수를 위한 한계 값 

트랜스미터(도전성 센서만)는 미국 약전(USP) 파트 645와 유럽 약전(EP)에 따라서 

“주사용수”(WFI), “초 순수”(HPW)와 “순수”(PW)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USP 기능: USP와 EP 표준에 따른 “주사용수” (WFI)와 EP 표준에 따른 “초 순수”(HPW)에 대하여 

트랜스미터는 다음 표의 한계 값에 의존하는 온도를 사용합니다. 

 

Temperature [°C/℉] Conductivity [µS/cm] Temperature [°C/℉] Conductivity [µS/cm] 

0/32 0.6 55/131 2.1 

5/41 0.8 60/140 2.2 

10/50 0.9 65/149 2.4 

15/59 1.0 70/158 2.5 

20/68 1.1 75/167 2.7 

25/77 1.3 80/176 2.7 

30/86 1.4 85/185 2.7 

35/95 1.5 90/194 2.7 

40/104 1.7 95/203 2.9 

45/113 1.8 100/212 3.1 

50/122 1.9   

 

 

측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 트랜스미터는 보상되지 않은 도전율과 물 온도를 결정합니다. 

▪ 트랜스미터는 온도를 반올림하여 다음 5°C 단계로 가고 실제 측정된 도전율을 상기 표의 값과 

비교합니다. 

▪ 만약 측정된 값이 표 값을 초과하면 알람 (E151)가 발생될 것입니다. 

 

EP-PW 기능: EP 표준에 따른 “순수”(PW)에 대하여 트랜스미터는 다음 표의 한계 값에 의존하는 

온도를 사용합니다. 

 

Temperature [°C/℉] Conductivity [µS/cm] Temperature [°C/℉] Conductivity [µS/cm] 

0/32 2.4 60/140 8.1 

10/50 3.6 70/158 9.1 

20/68 4.3 75/167 9.7 

25/77 5.1 80/176 9.7 

30/86 5.4 90/194 9.7 

40/104 6.5 100/212 10.2 

50/122 7.1   

 

측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 트랜스미터는 보상되지 않은 도전율과 물 온도를 결정합니다. 

▪ 트랜스미터는 두개의 표 값의 보간법(補間法)으로 도전율 한계 값을 결정합니다. 

▪ 만약 측정된 값이 표 값을 초과하면 알람 (E151)가 발생될 것입니다. 

 

선(先) 알람: 사용자가 정의한 스위치-온 포인트에서 선(先) 알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USP/EP 값의 80%) 이 것은 시스템의 적절한 재생을 위한 신호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필드 

R262 또는 R272에 값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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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 USP와 EP 기능을 이용하려면 트랜스미터는 릴레이 보드와 플러스 패키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 알람 출력을 위하여 고장-신호 접점 또는 F5 – F7 필드의 에러 전류(에러 코드 E151과 E153)를 

동작시킵니다. 

▪ 선(先) 알람의 스위치-오프 포인트는 주 한계 값과 관련된 스위치-온 포인트(R262/R272)의 1% 

아래입니다. 

▪ 온도 보상 값이 표시되는 경우에서도 트랜스미터는 USP와 EP 기능을 위한 보상되지 않은 값을 

사용합니다. 

▪ 100°C[212℉]위의 온도에서 트랜스미터는 100°C[212℉]의 한계 값을 사용합니다. 

 

기본 버전은 이탤릭 체로 명기된 기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R   
릴레이(RELAY) 

기능 그룹 
 릴레이 접점 설정 

 R1  
구성할 접점을 

선택하십시오.  

Rel1 

Rel2 

Rel3 

Rel4 

Rel3 (물)과 Rel4 (세제) 는 

트랜스미터의 관련 버전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만약 화학세척이 세척 방법으로써 

사용된다면 Rel4는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R2 (1) 

도전율, 저항률 

또는 농도 

측정을 위한 

한계 접점 구성 

LC PV = 한계 접점 cond 

(1) 

LC °C = 한계 접점 T (2) 

PID 컨트롤러 (3) 

타이머 (4) 

Clean = Chemoclean (5) 

USP (6) 

EP PW (7)  

PV = 프로세스 값(process value) 

만약 R1 필드에서 Rel4가 선택되면 

Clean = 화학세척 은 선택될 수 

없습니다. 

ENTER를 가지고 확인함으로써, 이미 

스위치 온(on) 된 다른 릴레이 기능이 

스위치 오프(off)가 되고 그 설정치가 

공장 설정치로 복귀됩니다.  

  R211 

R2 (1) 기능을 

off 또는 on 

하십시오. 

Off 

On 
모든 설정치가 계속 유지됩니다. 

  R212 

접점의 

스위치-온 

포인트를 

입력하십시오 

cond/ind: 9999 mS/cm 

MOhm: 200 MΩ⋅cm 

conc: 9999 % 

스위치-온 포인트와 스위치-오프 

포인트를 절대 같은 값에 설정하지 

마십시오! 

(A1에서 선택된 운전 모드만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R213 

접점의 

스위치-오프 

포인트를 

입력하십시오. 

cond/ind: 9999 mS/cm 

MOhm: 200 MΩ⋅⋅cm 

conc: 9999 % 

스위치-오프 포인트의 입력은 최대 

접점 (스위치-오프 

포인트 < 스위치-온 포인트) 또는 

최소 접점 (스위치-오프 포인트 > 

스위치-온 포인트)을 선택합니다. 그 

것에 의하여 항상 요구되어지는 

히스테리시스가 실행됩니다. ("알람과 

한계 기능의 예시" 그림을 보십시오)  

  R214 

픽업(pick-up) 

지연을 

입력하십시오. 

0 s 

0 ... 200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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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R215 

드롭-아웃(drop-o

ut) 지연을 

입력하십시오. 

0 s 

0 ... 2000 s 
 

  R216 

알람 경계 

(threshold)를 

입력하십시오. 

cond/ind: 9999 mS/cm 

MOhm: 200 MΩ⋅⋅cm 

conc: 9999 % 

만약 알람 경계가 언더슈트 

(undershot)/오버슈트(overshot) 라면, 

이것은 트랜스미터에 에러 전류와 

에러 메시지(E067 에서 E070)를 

가지고 알람을 발생시킵니다. (필드 

F3에 있는 알람 지연을 

주의하십시오.) 

만약 최소 접점으로 정의되었다면, 

알람 경계는 < 스위치-오프 포인트 

이어야 합니다.  

  R217 

한계 접점에 대한 

상태를 

표시합니다.  

MAX 

MIN 
화면표시만 됩니다.  

 R2 (2) 

온도 측정에 대한 

한계 접점을 

설정하십시오. 

LC PV = 한계 접점 cond 

(1) 

LC °C = 한계 접점 T (2) 

PID 컨트롤러 (3) 

타이머 (4) 

Clean = 화학세척 (5) 

USP (6) 

EP PW (7) 

ENTER를 가지고 확인함으로써, 이미 

스위치 온(on) 된 다른 릴레이 기능이 

스위치 오프(off)가 되고 그 설정치가 

공장 설정치로 복귀됩니다. 

  R221 
R2 (2) 기능을 off 

또는 on 하십시오. 

Off 

On 
 

  R222 
스위치-온 온도를 

입력하십시오. 

250.0 C 

-35.0 ... 250.0 C 

스위치-온 포인트와 스위치-오프 

포인트를 절대 같은 값에 설정하지 

마십시오!  

  R223 

스위치-오프 

온도를 

입력하십시오. 

250.0 C 

-35.0 ... 250.0 C 

스위치-오프 포인트의 입력은 최대 

접점 (스위치-오프 

포인트 < 스위치-온 포인트) 또는 

최소 접점 (스위치-오프 포인트 > 

스위치-온 포인트)을 선택합니다. 그 

것에 의하여 항상 요구되어지는 

히스테리시스가 실행됩니다. ("알람과 

한계 기능의 예시" 그림을 보십시오). 

  R224 

픽업(pick-up) 

지연을 

입력하십시오. 

0 s 

0 ... 2000 s 
 

  R225 

드롭-아웃(drop-o

ut) 지연을 

입력하십시오.  

0 s 

0 ... 200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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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R226 

알람 경계를 

(절대값으로써) 

입력하십시오. 

250.0 C 

-35.0 ... 250.0 C 

만약 알람 경계가 undershot/overshot 

라면, 이것은 트랜스미터에 에러 

전류와 에러 메시지(E067 에서 

E070)를 가지고 알람을 발생시킵니다. 

(필드 F3에 있는 알람 지연을 

주의하십시오.) 

만약 최소 접점으로 정의되었다면, 

알람 경계는 < 스위치-오프 포인트 

이어야 합니다.  

  R227 

한계 접점에 대한 

상태를 화면 

표시합니다. 

MAX 

MIN 
화면표시만 됩니다. 

 R2(3) 
P(ID) 컨트롤러를 

설정하십시오. 

LC PV = 한계 접점 cond 

(1) 

LC °C = 한계 접점 T (2) 

PID 컨트롤러 (3) 

타이머 (4) 

Clean = 화학세척 (5) 

USP (6) 

EP PW (7) 

ENTER를 가지고 확인함으로써, 이미 

스위치 온(on) 된 다른 릴레이 기능이 

스위치 오프(off)가 되고 그 설정치가 

공장 설정치로 복귀됩니다.  

  R231 
R2 (3) 기능을 off 

또는 on 하십시오. 

Off 

On 

Basic 

PID+B 

On = PID 컨트롤러 

Basic = 기초 량 도징(dosing) 

PID+B = PID 컨트롤러 + 기초 량 

도징(dosing) 

  R232 
설정 포인트를 

입력하십시오. 

cond/ind: 0.00 mS/cm 

MOhm: 0.00 kΩ⋅⋅cm 

conc: 0.00 % 

설정 포인트는 제어 시스템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값입니다. 이 제어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편차가 발생했을 

때 이 값은 아래쪽 또는 위쪽으로 

복원됩니다.  

  R233 
제어 이득 Kp 을 

입력하십시오. 

1.00 

0.01 ... 20.00 
"P(ID) 컨트롤러" 단락을 보십시오. 

  R234 

적분 동작 시간 Tn 

을 입력하십시오. 

(0.0 = no I-성분)  

0.0 min 

0.0 ... 999.9 min 

"P(ID) 컨트롤러" 단락을 보십시오. 

모든 보류(Hold)에서 I-성분은 

제로(0)에 설정됩니다. 보류는 필드 

S2에서 비활성화 시킬 수 있지만, 이 

것은 화학세척과 타이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235 

미분 동작 시간 Tv 

을 입력하십시오. 

(0.0 = no D-성분)  

0.0 min 

0.0 ... 999.9 min 
"P(ID) 컨트롤러" 단락을 보십시오.  

  R236 
컨트롤러 특성을 

선택하십시오. 

dir = direct 

inv = inverse 

설정은 제어 편차에 따라 

요구되어집니다. (위쪽 또는 아래쪽 

편차에 대해서는 "P(ID) 컨트롤러" 

단락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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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R237 

펄스 길이 또는 

펄스 주파수를 

선택하십시오. 

len = pulse length 

freq = pulse frequency 

curr = current output 2 
 

펄스 길이 예를 들면 솔레노이드 

밸브, 펄스 주파수 예를 들면 

솔레노이드 도징 펌프, "Actuating 

signal outputs" 단락을 보십시오. 

Curr = 전류 출력 2 는 O2 = 

Contr이면 선택되어질 수 있습니다. 

  R238 
펄스 간격을 

입력하십시오. 

10.0 s 

0.5 ... 999.9 s 

 

R237에서 펄스 길이가 선택되어지면 

이 필드에 나타나기만 합니다. 

만약 펄스 주파수가 선택되어지면, 

R238은 무시되고 R239로 계속됩니다.

  R239 

조절장치의 최대 

펄스 주파수를 

입력하십시오. 

120 min-1 

60 ... 180 min-1 

 

R237에서 펄스 주파수가 

선택되어지면 이 필드에 나타나기만 

합니다. 

만약 펄스 길이가 선택되어지면, 

R239은 무시되고 R2310로 

계속됩니다 

  R2310 

최소 스위치-온 

시간 tON 을 

입력하십시오. 

0.3 s 

0.1 ... 5.0 s 

 

R237에서 펄스 길이가 선택되어지면 

이 필드에 나타나기만 합니다.  

  R2311 
기초량을 

입력하십시오. 

0 % 

0 ... 40 % 

 

기초량을 선택할 때, 적당한 도징 

량을 입력하십시오. 

100% 기초량은 다음에 해당합니다. 

- 계속적인 R237 on = len 

- R237에서 Fmax = freq (field R239) 

- R237에서 20mA = curr 

 R2(4) 

세척 기능 

(타이머)을 

설정하십시오.  

LC PV = 한계 접점 O2 (1)

LC °C = 한계 접점 T (2) 

PID 컨트롤러 (3) 

타이머 (4) 

Clean = Chemoclean (5)  

세척은 하나의 세척 세제를 가지고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물). 

ENTER를 가지고 확인함으로써, 이미 

스위치 온(on) 된 다른 릴레이 기능이 

스위치 오프(off)가 되고 그 설정치가 

공장 설정치로 복귀됩니다. 

  R241 
R2 (4) 기능을 off 

또는 on 하십시오. 

Off 

On 

 

 

타이머에 대한 설정치는 기능을 

스위치-오프 하여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R242 
헹굼/세척 시간을 

입력하십시오.  

30 s 

0 ... 999 s 
 

보류(Hold)에 대한 설정치와 릴레이는 

이 시간 동안 동작합니다.  

  R243 
일시정지 시간을 

입력하십시오. 

360 min 

1 ... 7200 min 
 

일시정지 시간은 두 세척 주기사이의 

시간입니다.("세척 기능에 대한 

타이머" 단락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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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R244 

최소 일시정지 

시간을 

입력하십시오. 

120 min 

1 ... R243 min 

 

만약 세척 시작이 존재한다면 최소 

일시정지 시간은 지속적인 세척을 

방해합니다.  

 R2(5) 

Chemoclean을 

가진 세척을 

설정하십시오. 

(4개의 접점을 

가진 버전에 

대해서는 

Chemoclean 

선택사양과 할당된 

접점 3 과 4)  

LC PV = 한계 접점 O2 

(1) 
LC °C = 한계 접점 T (2) 

PID 컨트롤러 (3) 

타이머 (4) 

Clean = Chemoclean (5) 
 

"Chemoclean 기능" 단락을 보십시오.

ENTER를 가지고 확인함으로써, 이미 

스위치 온(on) 된 다른 릴레이 기능이 

스위치 오프(off)가 되고 그 설정치가 

공장 설정치로 복귀됩니다  

  R251 
R2 (5) 기능을 off 

또는 on 하십시오. 

Off 

On 

 

타이머에 대한 설정치는 기능을 

스위치-오프 하여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R252 

시작 펄스의 

형태를 

선택하십시오. 

 

Int = internal 

(time-controlled) 

Ext = external (digital 

input 2) 

I+ext = internal + external

I+stp = internal, 

suppressed by external 

 

"int" 기능에 대한 주기는 일시정시 

시간(R257)이 끝나면 시작됩니다. 

실시간 시계는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규칙한 시간 간격 (예, 

주말마다)에 대해서는 외부의 억제가 

필요합니다.  

  R253 
전-헹굼 시간을 

입력하십시오.  

20 s 

0 ... 999 s 

 

물을 가지고 헹굼이 시작됩니다.  

  R254 
세척 시간을 

입력하십시오.  

10 s 

0 ... 999 s 

 

세척 세제와 물을 가지고 세척이 

시작됩니다.  

  R255 
후-헹굼 시간을 

입력하십시오.  

20 s 

0 ... 999 s 

 

물을 가지고 헹굼이 시작됩니다.  

  
R256 

 

반복 주기의 

숫자를 

입력하심시오. 

0 

0 ... 5 
 R253 ... R255가 반복됩니다. 

  
R257 

 

일시정지 시간을 

입력하십시오. 

360 min 

1 ... 7200 min 
 

일시정지 시간은 두 세척 주기 사이의 

시간입니다. ("Timer function" 단락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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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R258 

최소 일시정지 

시간을 

입력하십시오. 

120 min 

1 ... R257 min 

만약 외부 세척 시작이 존재하면, 

최소 일시정지 시간은 지속적인 

세척을 방해합니다. 

  R259 

세척 세제 없이 

세척 주기의 수를 

입력하십시오.(경제

적 기능)  

0 

0 ... 9 

세제를 가지고 세척 후 세제를 가지고 

다음 세척 기간이 발생할 때 까지만 , 

물을 가지고 9 회까지 세척 기간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R2 (6) 
USP 접점을 

구성하십시오. 

LC PV = 한계 접점 cond 

(1) 

LC °C = 한계 접점 T (2) 

PID 컨트롤러 (3) 

타이머 (4) 

Clean = 화학세척 (5) 

USP (6) 

EP PW (7)  

USP 접점은 선-알람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즉, 이 것은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알람을 발생합니다. 

알람이 발생될 때 에러 번호 E151이 

화면표시 됩니다. 

ENTER를 가지고 확인함으로써 이미 

스위치-온 된 다른 릴레이 기능을 

스위치-오프 하고 그 설정치는 공장 

설정치로 복귀합니다. 

USP와 EP에 따른 WFI; EP에 따른 

HPW 

  R261 

R2(6) 기능을 오프 

또는 온으로 

전환하십시오. 

Off 

On 
 

  R262 

선(先)-알람 경계: 

스위치-온 

포인트를 

입력하십시오. 

80 % 

0.0 ... 100.0 % 

선-알람은 접점 질문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알람 값이 

도달(100%)하면 알람 릴레이 또한 

응답합니다. 예: 80% 설정치의 15°C 

와 1.0µS/cm는 0.8µS/cm에서 

USP-선-알람이 발생합니다. 

  R264 

선(先)-알람 경계: 

픽업 지연을 

입력하십시오. 

0 s 

0 ... 2000 s 
 

  R265 

선(先)-알람 경계: 

드롭아웃 지연을 

입력하십시오. 

0 s 

0 ... 2000 s 
 

 R2 (7) 
EP PW 접점을 

구성하십시오. 

LC PV = 한계 접점 cond 

(1) 

LC °C = 한계 접점 T (2) 

PID 컨트롤러 (3) 

타이머 (4) 

Clean = 화학세척 (5) 

USP (6) 

EP PW (7) 

EP PW 접점은 선-알람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즉, 이 것은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알람을 발생합니다. 

알람이 발생될 때 에러 번호 E151이 

화면표시 됩니다. 

ENTER를 가지고 확인함으로써 이미 

스위치-온 된 다른 릴레이 기능을 

스위치-오프 하고 그 설정치는 공장 

설정치로 복귀합니다. 

EP에 따른 PW 

  R271 

R2(7) 기능을 오프 

또는 온으로 

전환하십시오. 

Off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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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R272 

선(先)-알람 경계: 

스위치-온 

포인트를 

입력하십시오. 

80 % 

0.0 ... 100.0 % 

선-알람은 접점 질문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알람 값이 

도달(100%)하면 알람 릴레이 또한 

응답합니다. 예: 80% 설정치의 15°C 

와 1.0µS/cm는 0.8µS/cm에서 EP 

PW-선-알람이 발생합니다. 

  R273 

선(先)-알람 경계: 

픽업 지연을 

입력하십시오. 

0 s 

0 ... 2000 s . 

  R275 

선(先)-알람 경계: 

드롭아웃 지연을 

입력하십시오. 

0 s 

0 ... 200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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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표를 이용한 온도 보상 
 

“알파 표” 기능 그룹을 이용하려면 플러스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이 기능 그룹은 표(필드 B2)를 

이용한 온도 보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필드 T4와 T5에 있는 α-T 값 쌍을 입력하십시오. 

기본 버전은 이탤릭 체로 명기된 기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T 
기능 그룹 

알파 표 
 온도 보상을 위한 설정 

 T1 
표 선택사항을 

선택하십시오. 

read 

edit 
 

 T2 
표 값 쌍의 수를 

입력하십시오. 

1 

1 ... 10 

α 표 안에 10 값 쌍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들은 1 ... 10부터 

번호가 주어지고 개별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T3 
표 값 쌍을 

선택하십시오. 

1 

1 ... number of table value 

pairs 

assign 

기능 체인 T3 ... T5은 T2의 값에 

대응한 수 만큼 움직일 것입니다. 

“Assign”은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확인 후 시스템은 T6로 

이동합니다.  

 T4 
온도 값을 

선택하십시오. 

0.0 °C 

-35.0 ... 250.0 °C 

온도 값은 1K의 최소 간격을 가져야 

합니다. 

표에 있는 값 쌍의 온도 값에 대한 

공장 설정치 

0.0°C; 10.0°C; 20.0°C; 30.0°C .. 

 T5 
온도 계수 α를 

입력하십시오. 

2.10 %/K 

0.00 ... 20.00 %/K 
 

 T6 

표 상태가 OK인지 

아닌지 신호를 

보냅니다. 

yes 

no 

화면표시만 합니다. 

만약 Status = “no” 이면, 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거나(앞에서 설정한 

모든 설정치는 보관됩니다.) 

측정모드로 복귀합니다.(이 것은 표를 

무효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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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농도 측정 
 

“농도” 기능 그룹을 이용하려면 플러스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트랜스미터는 도전율 값을 농도 값으로 변환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운전 모드를 농도 측정에 

설정하십시오.(필드 A1을 보십시오.) 

그 다음 농도 계산을 위해 참조하는 기본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매질의 도전율 특성이 필요합니다. 이 특성을 얻기 위하여 매질의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거나 그 

특성을 결정하십시오.  

 

1.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농도를 가지고 매질의 샘플을 만드십시오. 

 

2.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온도에서 이 샘플의 보상되지 않은 농도를 측정하십시오. 

- 변화하는 프로세스 온도 

    만약 농도 측정을 위하여 변화하는 프로세스 온도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다른 두 온도에서 각 

샘플의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이상적으로는 가장 낮고 가장 높은 프로세스 온도). 변화하는 

샘플들에 대한 온도 값은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온도들 사이의 차이는 적어도 0.5℃이어야 

합니다.  

    트랜스미터가 최소 네 개의 기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두 온도에서 측정되고, 적어도 

다르게 농축된 두 샘플이 필요합니다.  

- 일정한 프로세스 온도 

    일정한 온도에서 다르게 농축된 샘플들을 측정하십시오. 

    최소 두개의 샘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그림에 나타나는 것들과 비슷한 측정 데이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림 38: 변화하는 프로세스 온도를 위한 측정된 값 (예) 

k  도전율 1  측정 포인트 

C  농도 2  측정 범위 

T  온도  

그림 39: 일정한 프로세스 온도를 위한 측정된 값 (예) 

k  도전율 1  측정 포인트 

C  농도 2  측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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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측정 포인트들로부터 접수된 특성들은 프로세스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정확히 단순하게 증가하거나 또는 정확히 

단순하게 감소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일정한 행동을 

가진 범위에서나 최대/최소에서도 발생할 수 없다.  

그림 40 에 있는 것과 같은 곡선 도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값 입력 

필드 K6 에서 K8 필드안에 각 측정된 샘플을 위한 세 개의 특성 값을 입력하십시오. (보상되지 

않은 도전율, 온도와 농도의 셋으로 이루어진 값) 

 

▪ 변화하는 프로세스 온도 

적어도 네 개의 셋으로 이루어진 값을 입력하십시오. 

▪ 일정환 프로세스 온도 

적어도 두개의 셋으로 이루어진 값을 입력하십시오. 

 

▪ 노트! 

샘플에 대한 측정된 온도와 농도에 프로세스의 측정 범위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프로세스의 측정된 값이 샘플 값의 범위 밖에 있다면, 이 것은 상당히 정확도의 수준을 내리고, 

에러 메시지 E078 또는 E079를 화면표시 합니다.  

만약 사용된 각 온도의 0 µS/cm과 0 %의 추가적인 셋으로 이루어진 값을 입력하면, 에러 

메시지 없이 충분한 정확도를 가진 측정 범위의 시작부터 작업할 수 있습니다.  

농도가 증가하는 순서로 값을 입력하십시오. (다음 예제를 보십시오.) 

 

 

 

 

 

 

 

 

 

   

 

▪ 메뉴 세트 업 2 (필드 B2와 B3)에 있는 온도 보상에 대한 설정치는 농도 측정에 대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온도는 이미 농도 표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기본 버전은 이탤릭 체로 명기된 기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µS/cm % ℃ 

240 96 60 

380 96 90 

220 97 60 

340 97 90 

120 99 60 

200 99 90 

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K 
기능 그룹 

농도 
 

네 개의 다른 농도 필드를 이 기능 

그룹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K1 

화면표시 값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농도 

곡선의 선택 

1 

1 ... 4 

그 곡선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그러므로, 네 개의 다른 곡선은 

정의될 수 있습니다.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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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K2 편집될 표의 선택 
1 

1 ... 4 

곡선을 편집할 때, 대응하는 값을 

계산하려면 다른 곡선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 곡선2를 편집할 때, 

곡선1, 곡선3 또는 곡선4가 활성 

상태이어야 합니다. (K1을 보십시오.) 

 K3 
표 선택사양을 

선택하십시오. 

read 

edit 

이 선택은 모든 농도 곡선에 

적용됩니다. 

 K4 

셋으로 이루어진 

기준 값의 수를 

입력하십시오. 

1 

1 ... 10 

각 셋으로 이루어진 값은 세 개의 

숫자 값으로 이루어집니다. 

 K5 

셋으로 이루어진 

값을 

선택하십시오. 

1 

1 ... number of triplets in 

K4 

assign 

어떤 셋으로 이루어진 값은 편집이 

가능합니다.  

만약 “Assign”이면, K9로 

이동하십시오. 

 K6 

보상되지 않은 

도전율을 

입력하십시오. 

0.0 mS/cm 

0.0 ... 9999 mS/cm 

기능 체인 K5 ... K8은 K4의 값에 

대응한 수 만큼 자동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 다음 시스템은 K9로 

이동합니다. 

 K7 
K6의 농도 값을 

입력하십시오. 

0.00 % 

0.00 ... 99.99 % 

A2안에 있는 것처럼 선택된 측정 단위

A3안에 있는 것처럼 선택된 형식  

 K8 
K6의 온도 값을 

입력하십시오. 

0.0 °C 

-35.0 ... 250.0 °C 
 

 K9 

표 상태가 OK인지 

아닌지 신호를 

보냅니다. 

yes 

no 

화면표시만 합니다. 

만약 Status = “no” 이면, 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거나(앞에서 설정한 

모든 설정치는 보관됩니다.) 

측정모드로 복귀합니다.(이 것은 표를 

무효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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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 서비스 

 

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S 

 

서비스  

기능 그룹 
 서비스 기능 설정치 

 S1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ENG = English 

GER = German 

FRA = French 

ITA = Italian 

NL = Dutch 

ESP = Spanish 

이 필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S1을 빠져 나와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S2 
보류(Hold)를 

설정하십시오. 

S+C = Hold during 

configuration and 

calibration 

Cal = Hold during 

calibration 

Setup = Hold during 

configuration 

None = no Hold 

S = 셋업(setup) 

C = 교정(calibration) 

 S3 수동 보류(Hold) 
Off 

On 
정전 시에도 설정치는 유지됩니다. 

 S4 
보류 휴지(Hold 

dwell) 기간 

10 s 

0 ... 999 s 
 

 S5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 허가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플러스 패키지)  

0000 

0000 ... 9999 

이 코드는 명판에 위치합니다. 

만약 부정확한 코드가 입력되면, 측정 

메뉴로 되돌아 갑니다. 

숫자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키를 

가지고 편집하고 엔터(ENTER) 키로 

확인합니다. 

만약 코드가 활성화되면, “1”이 

표시됩니다.  

 S6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허가 

코드 화학세척을 

입력하십시오.  

0000 

0000 ... 9999 

이 코드는 명판에 위치합니다. 

만약 부정확한 코드가 입력되면, 측정 

메뉴로 되돌아 갑니다. 

숫자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키를 

가지고 편집하고 엔터(ENTER) 키로 

확인합니다. 

만약 코드가 활성화되면, “1”이 

표시됩니다. 

 S7 
구매 번호가 

표시됩니다.  
 

만약 기기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구매 

코드는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S8 
일렬 번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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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  E+H 서비스 

 

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S9 

기기를 기본 

설정치로 

리셋하십시오. 

 

No 

Sens = 센서 데이터 

Facty = 공장 설정치 

Sens = 마지막 교정이 지워지고 공장 

설정치로 리셋됩니다. 

Facty = 모든 데이터 (A1 a. S1은 

별도로) 는 지워지고 공장 설정치로 

리셋됩니다! 

 S10 
기기 테스트를 

실행하십시오. 

No 

Displ = 화면 테스트 
 

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주(註) 

E 

 

E+H 서비스 

기능 그룹 
 기기 버전에 대한 정보 

 
E1 

 
 

모듈을 

선택하십시오.  

Contr = 컨트롤러 (1) 

Trans = 트랜스미터 (2) 

Main = 전원 유니트 (3) 

Rel = 릴레이 모듈(4) 

Sens = 센서 (5)  

"Sens" 는 버전 WX 또는 WS 에서만 

  

E111 

E121 

E131 

E141 

E151 

소프트웨어 버전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만약 E1 = contr: 계측기 소프트웨어 

만약 E1 = trans, main, rel: 모듈 펌웨어

만약 E1 = sens: 센서 소프트웨어 

  

E112 

E122 

E132 

E142 

E152 

하드웨어 버전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오직 화면표시 기능 

  

E113 

E123 

E133 

E143 

E153 

일렬 번호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오직 화면표시 기능 

  

E114 

E124 

E134 

E144 

E154 

모듈 ID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오직 화면표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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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 인터페이스(Interface) 

 

 

6.5 통신 

통신 인터페이스를 가진 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전 설명서 BA208C/07/en (HART®) 또는 

BA209C/07/en (PROFIBUS®)를 참조하십시오. 

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I 

 

인터페이스 

기능 그룹 
 

통신 설정치 (HART 또는 PROFIBUS 

버전 기기에 대해서만).  

 I1 
버스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주소 

HART: 0 ... 15 

또는 

PROFIBUS: 0 ... 126 

 

각 주소는 하나의 네트워크에 오직 

한번만 주어진다. 

만약 기기 주소 ≠ 0 이 선택되면, 전류 

출력은 자동으로 4 mA 에 설정되고 

기기는 멀티 드롭(multi-drop) 운전에 

설정됩니다.  

 I2 
측정 포인트의 

화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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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교정(Calibration) 

"교정" 기능 그룹에 접근하려면, CAL 키를 누르십시오. 

이 기능 그룹은 측정 포인트를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두 가지 다른 형태의 교정이 

가능합니다. 

 

▪ 알려진 전도율의 교정 용액 안에서의 측정에 의한 교정 

▪ 도전율 센서의 정확한 셀 상수 입력에 의한 교정 

 

노트!  

▪ 유도성 센서의 최초 시작 시 대기중 설정(airset)은 정확한 측정 값을 발생시킬 수 있는 측정 

시스템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만약 교정 절차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키를 동시에 누름으로써 실행이 중단되거나, (C114, C126 

또는 C136로 복귀됩니다.) 교정이 부적절하다면, 이전의 교정 데이터가 복귀됩니다. 교정 에러는 

화면 위에 “ERR” 메시지와 센서 기호의 점멸로 나타납니다.  

교정을 반복하십시오! 

▪ 교정을 하는 동안 계측기가 자동으로 보류(hold)로 전환됩니다. (공장 설정치) 

▪ 교정 후 시스템은 측정 모드로 복귀됩니다. 보류 휴지(hold dwell)기간 동안 보류(hold) 기호가 

화면 표시됩니다. 

▪ 도전성 센서는 C121에서 C126 필드까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C 

기능 그룹  

교정 

(CALIBRATION) 

 교정 설정치 

C1 (1)  

원형 구멍을 가진 

유도성 센서의 

교정 

Airs = Airset (1) 

Cellc = cell constant (2) 

InstF = installation 

factor (3)  

매질로부터 센서를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 시키십시오. 

 

유도성 센서의 시운전시 대기중 설정은 

필수 사항입니다. 

센서의 교정은 대기 중에서 실행합니다. 

센서는 마른 상태이어야 합니다. 

C111 

나머지 연결이 

교정(대기중 

설정)을 

시작합니다. 

전류 측정 값 CAL과 교정을 시작하십시오. 

 

 

C112 

나머지 연결이 

표시됩니다. 

(대기중 설정) 

-80.0 ... 80.0 µS/cm 
측정 시스템의 나머지 연결 

(센서와 트랜스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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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C113 

교정 상태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o.k. 

E xxx 

만약 교정 상태가 o.k가 아니면, 두 번째 

화면표시 줄은 에러에 대한 설명을 보여 

줍니다. 

  C114 
교정 결과를 

저장하시겠습니까?  

yes 

no 

new 

만약 C113 = E xxx 이면, 오직 no 또는 

new. 

만약 new 이면, C로 전환됩니다. 

만약 yes/no 이면, 

“측정(Measurement)”으로 전환됩니다.  

 C1 (2)  셀 상수의 교정 

Airs = Airset (1) 

Cellc = cell constant (2) 

InstF = installation 

factor (3) 

 

센서를 교정 용액에 담그십시오. 

 

노트! 

이 것은 온도 보상된 도전율을 위한 교정을 설명합니다. 

보상되지 않은 도전율의 교정을 위해서는 온도 계수 α를 0으로 

설정하십시오. 

 

센서는 용기 벽으로부터 충분한 거리에 

담그어져야 합니다. 

(만약 a>15mm/0.59”이면, 설치 요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121 

교정 온도 

(MTC)를 

입력하십시오. 

25 °C 

-35.0 ... 250.0 °C 
만약 B1=fixed 이면, 오직 존재합니다.  

 

C122 

교정 용액의 α 

값을 

입력하십시오. 

2.10 %/K 

0.00 ... 20.00 %/K 

이 값은 모든 E+H 교정 용액의 기술 

정보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인쇄된 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되지 않은 값을 가지고 교정을 

위하여 α를 0에 설정하십시오. 

  C123 

교정 용액의 

정확한 도전율 

값을 

입력하십시오. 

current measured value 

0.0 µS/cm ... 9999 

mS/cm 

용용 값에 가깝게 값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C124 
계산된 셀 상수가 

화면표시 됩니다. 
0.0025 ... 99.99 cm-1 

계산된 셀 상수는 화면표시 되고 A5에서 

입력됩니다. 

  C125 
교정 상태는 

화면표시 됩니다. 

o.k. 

E xxx 

 만약 교정 상태가 o.k가 아니면, 두 

번째 화면표시 줄은 에러에 대한 설명을 

보여 줍니다.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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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필드 
선택 또는 범위 

(공장 설정치, 굵은 글자) 
화면 표시 정보 

 C126 
교정 결과를 

저장하시겠습니까? 

yes 

no 

new 

만약 C113 = E xxx 이면, 오직 no 또는 

new. 

만약 new 이면, C로 전환됩니다. 

만약 yes/no 이면, 

“측정(Measurement)”으로 전환됩니다. 

C1 (3) 

유도성 센서를 

위한 센서 적응을 

가진 교정 

Airs = Airset (1) 

Cellc = cell constant (2) 

InstF = installation 

factor (3)  

센서는 프로세스에 설치됩니다. 

 

벽 영향의 보상을 가진 센서 교정 

유도성 센서에서는 센서부터 파이프의 

재질(도전성 또는 비도전성)과 파이프의 

벽까지 거리가 측정된 값에 영향을 

줍니다. 설치 요소는 이 영향을 

보여줍니다. 설치된 센서에 대한 정보는 

기술 정보를 보십시오. 

C131 

프로세스 

온도(MTC)를 

입력하십시오. 

25 °C 

-35.0 ... 250.0 °C 
만약 B1=fixed 이면, 오직 존재합니다. 

C132 

교정 용액의 α 

값을 

입력하십시오. 

2.10 %/K 

0.00 ... 20.00 %/K 

이 값은 모든 E+H 교정 용액의 T1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인쇄된 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되지 않은 값을 가지고 교정을 

위하여 α를 0에 설정하십시오. 

C133 

교정 용액의 

정확한 도전율 

값을 

입력하십시오. 

current measured value 

0.0 µS/cm ... 9999 

mS/cm 

용용 값에 가깝게 값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C134 

계산된 설치 

요소가 화면표시 

됩니다. 

1 

0.10 ... 5.00 

유도성 센서에서는 센서부터 파이프의 

재질(도전성 또는 비도전성)과 파이프의 

벽까지 거리가 측정된 값에 영향을 

줍니다. 설치 요소는 이 영향을 

보여줍니다. 설치된 센서에 대한 정보는 

기술 정보를 보십시오. 

 

 

C135 
교정 상태는 

화면표시 됩니다. 

o.k. 

E xxx 

만약 교정 상태가 o.k가 아니면, 두 번째 

화면표시 줄은 에러에 대한 설명을 보여 

줍니다. 

  C136 
교정 결과를 

저장하시겠습니까? 

yes 

no 

new 

만약 C135 = E xxx 이면, 오직 no 또는 

new. 

만약 new 이면, C로 전환됩니다. 

만약 yes/no 이면, 

“측정(Measurement)”으로 전환됩니다.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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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수 관리 

전체 측정 시스템의 운전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려면 시간에 맞추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트랜스미터의 보수 관리 작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교정 ("교정(Calibration)" 단락을 보십시오.) 

▪ 센서와 조립 부품의 세척 

▪ 케이블과 접속 확인 

경고!  

▪ 기기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질 때, 프로세스 자체 또는 프로세스 제어에 어떤 가능한 영향이 

있는 가를 관찰하십시오. 

▪ 보수관리 또는 교정하는 동안 센서를 제거했을 때, 압력, 고온이나 오염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하십시오. 

▪ 기기를 열기 전에 기기가 무전압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기기에 전원이 인가되어 있을 때 작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면, 이 것은 전기 기술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 스위칭 접점들은 별도 회로들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이 회로들은 단자대에서 작업이 수행되지 

전에 반드시 무전압 상태이어야 합니다. 

경고 ESD! 

▪ 전자 소자들은 정전기 방전에 민감합니다. 손목 띠(wrist strap)을 가진 영구 접지 또는 PE에서 선 

방전과 같은 신체 보호 방법이 요구됩니다. 

▪ 개인 안전을 위하여 특수한 예비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특수한 예비 부품을 가지고 수리 후, 기능, 

정확도 그리고 신뢰성이 보장됩니다. 

노트!  

만약 질문이 있으면, 지역 영업 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7.1  전체 측정 포인트의 보수 관리 

7.1.1  트랜스미터 세척 

일반적인 세척 세제를 가지고 외함(housing)의 전면을 닦으십시오. 

DIN 42 115에 따라서 전면은 다음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소프로필 알코올 (Isopropanol) 

▪ 희석된 산 (최대 3%) 

▪ 희석된 알칼리 (최대 5%) 

▪ 에스테르 (Esters) 

▪ 탄화수소 (Hydrocarbons) 

▪ 케톤 

▪ 가정용 세척제 

주의!  

다음을 세척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농축 무기산 또는 무기알칼리 

▪ 벤질 알코올 

▪ 염화 메틸렌 

▪ 고압 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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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도전성 센서의 세척 

다음에 따라서 센서의 오염을 세척하십시오.  

유성과 기름 막: 

▪ 세제를 가지고 세척하십시오.(알코올, 아세톤, 가능한 세척제와 같은 유지(油脂) 용해제 

 

경고! 

다음 세척제를 사용할 때, 손, 눈 그리고 옷을 보호하십시오! 

 

▪ 석회와 금속 수산화물 층: 

희석된 염산(3%)을 가지고 층을 녹이고, 많은 깨끗한 물로 신중히 헹구십시오. 

▪ 황화물을 포함한 층 (탈황 연소 가스 또는 하수 처리 공장으로부터): 

염산(3%)의 혼합물과 티오카르바미드(thiocarbamide) (일반 공업용)을 사용하고, 많은 깨끗한 

물로 신중히 헹구십시오. 

▪ 단백질을 포함한 층: 

염산(3%)의 혼합물과 펩신을 사용하고, 많은 깨끗한 물로 신중히 헹구십시오. 

7.1.3  기기 테스트를 위한 도전성 센서의 시뮬레이션 

측정 부분을 교환함으로써 도전율을 위한 측정기기와 저항을 가진 온도 센서를 확인하십시오. 

시뮬레이션 정확도는 저항의 정확도에 의존합니다. 

 

온도 

 

 

 

만약 온도 오프셋(offset)이 트랜스미터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오른쪽 표에 있는 값은 

유효합니다. Pt 1000 온도 센서 형태를 가지고 

모든 저항 값은 10의 배율로 증가합니다. 

 

노트! 

▪ 3-선 시스템 안에 온도 등가 저항을 

연결하십시오. 

▪ 도전율 센서 대신 디케이트형 저항기를 

연결하려면, “도전율 테스트 어댑터 

”서비스 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번호. 51500629) 

 

 

 

 

 

Pt 100 교환 저항 

온도 (°C / °F) 저항 값 

-20/-4 92.13 Ω 

-10/14 96.07 Ω 

0/32 100.00 Ω 

10/50 103.90 Ω 

20/68 107.79 Ω 

25/77 109.73 Ω 

50/122 119.40 Ω 

80/176 130.89 Ω 

100/212 138.50 Ω 

200/392 175.84 Ω 

보수 관리



73 

 

도전율 

 

도전율에 대해서는 만약 셀 상수 k가 두 번째 열에 따라서 공칭 값에 설정되어 있다면, 다음 표에 

있는 값이 유효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화면표시 도전율 [mS/cm] = k[cm-1]·1/R[kΩ] 

 

 

 

 
노트! 

MΩ 측정은 일반적으로 순수와 고초순수에 사용되고 k=0.01 또는 0.1 cm-1 일 때 셀 상수를 위한 

방법입니다. 

저항 R 셀 상수 k 도전율 화면표시 MΩ 화면표시 

1 cm-1 100 mS/cm  

10 Ω 

10 cm-1 1000 mS/cm  

0.1 cm-1 1 mS/cm 1 kΩ · cm 

1 cm-1 10 mS/cm  100 Ω 

10 cm-1 100 mS/cm  

0.1 cm-1 0.1 mS/cm 10 kΩ · cm 

1 cm-1 1 mS/cm  1000 Ω 

10 cm-1 10 mS/cm  

0.01 cm-1 1 μS/cm 1 MΩ · cm 

0.1 cm-1 10 μS/cm 100 kΩ · cm 

1 cm-1 100 μS/cm  

10 kΩ 

10 cm-1 1 mS/cm  

0.01 cm-1 0.1 μS/cm 10 MΩ · cm 

0.1 cm-1 1 μS/cm 1 MΩ · cm 100 kΩ 

1 cm-1 10 μS/cm  

0.01 cm-1 0.01 μS/cm 100 MΩ · cm 

0.1 cm-1 0.1 μS/cm 10 MΩ · cm 1 MΩ 

1 cm-1 1 μS/cm  

0.01 cm-1 0.001 μS/cm  
10 MΩ 

0.1 cm-1 0.01 μS/cm 100 MΩ · cm 

보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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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기기 테스트를 위한 유도성 센서의 시뮬레이션 

유도성 센서는 시뮬레이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트랜스미터와 유도성 센서로 구성된 전체 시스템은 등가 저항을 사용하여 확인될 수 

있습니다. 셀 상수 (CLS50은 knominal = 1.98 cm-1 이고, CLS52는 knominal = 5.9 cm-1 입니다.)에 

주의하십시오.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실제 셀 상수(필드 C124에서 읽을 수 있는)가 화면표시 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화면표시 도전율 [mS/cm] = k[cm-1]·1/R[kΩ] 

25 °C/77 °F에서 CLS50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위한 값: 

 

 

도전율 시뮬레이션 

센서 구멍을 통해서 케이블을 당긴 다음 디케이트형 저항기에 연결하십시오. 

 

 

7.1.5 도전성 센서의 확인 

 
▪ 표면 연결 측정: 

측정 표면은 센서 연결 커넥터의 접속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옴미터(ohmmeter)의 <1Ω 에서 측정하십시오.  

▪ 표면 병렬(shunt) 측정:  

측정 표면들 사이에는 어떠한 병렬(shunt)도 없을 것입니다. 

전기저항계(ohmmeter)의 >20MΩ 에서 측정하십시오.  

▪ 온도 센서 병렬(shunt): 

측정 표면들과 센서 사이에는 어떠한 병렬(shunt)도 없을 것입니다. 

전기저항계(ohmmeter)의 >20MΩ 에서 측정하십시오.  

▪ 온도 센서: 

센서 명판을 참조해서 사용중인 온도 센서의 형태(Type)를 알 수 있습니다. 

- 25°C/77 °F에서 Pt100 = 109.79Ω 

- 25°C/77 °F에서 Pt100 = 1097.9Ω 

- 25°C/77 °F에서 NTC 30K = 30kΩ 

▪ 접속 

단자 접속 (CLS12/13)을 가진 센서는 반전에 대한 단자대 할당과 단자 나사못의 견고함을 

확인하십시오. 

 

시뮬레이션 저항 디폴트(Default) 셀 상수 k 화면표시 값 

2 Ω 1.98 cm-1 990 mS/cm 

10 Ω 1.98 cm-1 198 mS/cm 

100 Ω 1.98 cm-1 19.8 mS/cm 

1 kΩ 1.98 cm-1 1.98 m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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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유도성 센서의 확인 

다음 시방서는 CLS50과 CLS52 센서에 적용됩니다. 

아래 언급된 테스트를 하려면 연결 단자함이나 계측기에 있는 센서 선들을 분리하십시오! 

 

▪ 송신과 수신 코일의 테스트 

옴 저항 대략 0.5 ... 2Ω 

유도력 대략 260 ... 450mH (2kHz에서) 

CLS50: 대략 250 ... 450mH 

CLS52: 대략 180 ... 360mH 

(내부 도체와 두 케이스에 있는 스크린 사이, 하얀색과 빨간색 동축 케이블을 측정하십시오. 

▪ 코일 병렬(shunt) 테스트 

- 두 센서 코일 사이의 병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측정된 저항은 >20MΩ 이어야 합니다. 

빨간색 동축 케이블과 하얀 동축 케이블 사이는 옴미터(ohmmeter)를 가지고 측정하십시오. 

▪ 온도 센서 테스트 

센서에 있는 Pt100을 확인하려면 “기기 테스트를 위한 유도성 센서의 시뮬레이션” 장에 있는 

표를 사용하십시오. 

연두색과 흰색 전선 사이와 연두색과 노란색 사이를 측정하십시오. 저항 값은 동일해야 합니다. 

▪ 온도 센서 병렬(shunt) 테스트 

- 온도 센서와 코일들 사이의 병렬(shunt)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MΩ을 위하여 

옴미터(ohmmeter) 를 가지고 측정하십시오. 

온도 센서 선들(연두색+흰색+노란색)과 코일(빨간색과 흰색 동축 케이블) 사이를 측정하십시오. 

 

 

7.1.7  연결선과 접속 단자함 

 
▪ 도전율 센서 (센서 컨넥터)부터 연장을 통한 측정 계측기까지 빠른 기능 확인을 수행하려면 “기기 

테스트를 위한 도전성/유도성 센서들의 시뮬레이션” 장에 언급된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서비스 키트 “도전율 테스트 어댑터”, 구매 번호. 51500269를 가지고 간단히 디케이드 저항기를 

연결하십시오. 

다음에 대해서 접속 단자함을 확인하십시오. 

- 습기(낮은 도전율 또는 MΩ 측정에 영향, 만약 건조 상자가 필요하다면, 봉랍(封蠟)을 교환하고 

건조용 봉지를 넣으십시오.) 

- 모든 선의 정확한 접속 

- 바깥쪽 스크린의 접속 

- 단자 나사못의 견고함 

 

 

7.2 "Optoscope" 서비스 도구 

 
“Scopeware” 소프트웨어와 함께 Optoscope는 트랜스미터를 열거나 분리하지 않고 계측기에 

전기적 연결없이 다음 사항을 제공합니다.  

 Commuwin II 와 관련된 계측기 설정치의 문서화 

 서비스 기술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갱신 

 환경설정 복사를 위한 a hex dump의 업로드(upload)/다운로드(download) 

Optoscope은 트랜스미터와 PC/노트북 사이의 인터페이스로써 역할을 합니다. 정보 교환은 

트랜스미터위의 광 인터페이스와 PC / 노트북 위의 RS232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부속품"을 보십시오). 

보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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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속품 

8.1 센서 

 
▪ Dondumax W CLS12 

표준, Ex와 고온 적용에 대한 전도성 전도율 센서 

버전에 따른 구매는 기술 정보 TI 082/C07/en 을 보십시오. 

▪ Dondumax W CLS13 

표준, Ex와 고온 적용에 대한 전도성 전도율 센서 

버전에 따른 구매는 기술 정보 TI 083/C07/en 을 보십시오. 

▪ Dondumax W CLS15 

순수와 초고순수 적용(Ex 포함)에 대한 전도성 전도율 센서 

버전에 따른 구매는 기술 정보 TI 109/C07/en 을 보십시오. 

▪ Dondumax W CLS16 

순수와 초고순수 적용(Ex 포함)에 대한 위생 전도성 전도율 센서 

버전에 따른 구매는 기술 정보 TI 227/C07/en 을 보십시오. 

▪ Dondumax W CLS19 

순수와 초고순수 적용에 대한 전도성 전도율 센서  

버전에 따른 구매는 기술 정보 TI 110/C07/en 을 보십시오. 

▪ Dondumax W CLS21 

중간부터 높은 도전율 (Ex 포함)을 가진 적용에 대한 전도성 전도율 센서 

버전에 따른 구매는 기술 정보 TI 085/C07/en 을 보십시오. 

 

▪ Indumax P CLS50 

표준, Ex와 고온 적용에 대한 유도성 전도율 센서 

버전에 따른 구매는 기술 정보를 보십시오. (TI 118/C07/en) 

▪ Indumax P CLS52 

위생 설계에서 짧은 반응 시간을 가진 유도성 전도율 센서 

버전에 따른 구매는 기술 정보를 보십시오. (TI 167/C07/en) 

 

 

8.2 접속 부속품 

 
▪ CYK71 측정 케이블 

접속 단자함 VBM과 트랜스미터 사이의 연장 케이블로 사용, 미터단위 판매 

구매 번호 50085333 

▪ 연장 케이블 CLK5 

유도성 도전율 센서용, 접속 단자함 VBM을 통한 케이블 연장용; 

(미터단위 판매), 구매 번호 50085473 

▪ 접속 단자함 VBM 

케이블 연장용, 10 단자대 포함, IP 65 / NEMA 4X 

 

케이블 인입 Pg 13.5 구매 번호. 50003987 

케이블 인입 NPT ½" 구매 번호. 51500177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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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설치 부속품 

 현장 외함 설치용 비바람 보호 커버 CYY101, 실외 설치용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1.4031; 

구매 번호(no.) CYY101-A 

 

 

 

 

 

그림 41: 현장 계측기용 비바람(Weather) 보호 커버 

 

 

 일반적인 수직 기둥 CYY102  

현장 외함 설치용 사각 기둥,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1.4301;  

구매 번호. CYY102-A 

 

 

 

 

 

 

 

 

 

 

 

 

 

 

 

 
그림 42: 사각 기둥 CYY102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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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 또는 수직 파이프(Ø max. 60 mm (2.36")) 위에 현장 외함 설치용 도구 

구매 번호 50086842 

 

 

 

 

 

 

 

 

 

 

 

 

 

그림 43: 파이프 설치 도구 

8.4 조립품 

 Dipfit W CLA111 담금(immersion)과 프로세스 조립품 

DN 100 플랜지를 가진 개방(open) 또는 폐쇄형(close) 탱크 

구매 정보에 대해서는 기술 정보 Dipfit W CLA111 (TI135C/07/en)을 보십시오. 

 

 

 

 

 

 

 

 

 

 

 

 

 

 

 

 

 

 

 

 

 

 

 

 

 
그림 44: Dipfit CLA111, DN100 플랜지, 설치 버전 A, B와 D 

 

부속품



79 

Dipfit P CLA140 

유도성 센서 CLS50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를 위한 플랜지 연결을 가진 담금 조립품 

버전에 따른 구매는 기술 정보(TI196C/07/en)를 보십시오. 

 

CLA751 플로우 조립품 

 

G1 나사산을 가진 도전율 센서의 설치용 

유니온 너트 G1을 가진 입구(바닥)과 출구(측면) 

DN20 

스테인레스 스틸 1.4571 (AISI 316Ti) 

최대 온도: 160 °C / 320 °F 

최대 압력: 12 bar / 174 psi 

구매 번호: 50004201 

 

 

 

 

 

 

 

 

 
그림 45: CLA751 플로우 조립품 

 

 

8.5 소프트 웨어와 하드웨어 추가 장치 
추가 장치는 본 장치의 연속 번호를 사용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패키지 

구매 번호 51500385 

 화학세척(Chemoclean) 

구매 번호 51500963 

 두 개의 릴레이 카드 

구매 번호 51500320 

 네 개의 릴레이 카드 

구매 번호 51500321 

 전류 입력을 가진 두 개의 릴레이 카드 

구매 번호 51504304 

 전류 입력을 가진 네 개의 릴레이 카드 

구매 번호 51504305 

 

 

8.6 교정 용액 
 

정 한 교정 용액, NIST의 SRM(표준 기준 물질)에 따라, 에러 한계 ±0.5%, 기준 온도 

25°C(77 °F) 온도 표를 가진 

▪ CLY11-A, 74.0 μS/cm, 500ml (0.132 Us.gal); 구매 번호 50081902 

▪ CLY11-B, 149.6.0 μS/cm, 500ml (0.132 Us.gal); 구매 번호 50081903 

▪ CLY11-C, 1.406 mS/cm, 500ml (0.132 Us.gal); 구매 번호 50081904 

▪ CLY11-D, 12.64 mS/cm, 500ml (0.132 Us.gal); 구매 번호 50081905 

▪ CLY11-E, 107.0 mS/cm, 500ml (0.132 Us.gal); 구매 번호 50081906 

 

 

8.7 Optoscope 

 
 Optoscope 

서비스 목적용 트랜스미터와 PC / 노트북 사이의 인터페이스 

PC 또는 노트북에서 필요한 윈도우 소프트웨어 "Scopeware" 는 Optoscope와 함께 공급됩니다. 

Optoscope은 필요한 모든 부속품을 포함한 튼튼한 플라스틱 케이스로 포장되어 공급됩니다.  

구매 번호 51500650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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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장 수리 

 
9.1 고장 수리 설명서 
 
트랜스미터는 항상 자체 기능을 감시합니다. 기기가 인식하는 에러가 발생하면, 이것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그 에러 번호는 주 측정 값의 단위 표시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에러가 

발생하면, 마이너스 키를 사용하여 이 에러들을 불러 낼 수 있습니다. 

가능한 에러 번호와 교정 방법은 "시스템 에러 메시지" 표를 참조하십시오. 

에러 메시지없이 트랜스미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으면, "프로세스 특정 에러" 또는 "계측기 

특정 에러" 표를 참조하십시오. 이 표는 필요한 예비 부품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9.2 시스템 에러 메시지 
 
시스템 에러 메시지는 마이너스 키를 사용하여 호출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람 접점 에러 current 
자동 세척 

시작 에러 

번호 
화면표시 테스트 와/또는 교정 방법 

공장 사용자 공장 사용자 공장 사용자

E001 EEPROM 메모리 에러 Yes  No  _ _1 

E002 

계측기 교정 안됨. 무효 

교정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 없음, 사용자 

데이터 무효 (EEPROM 

에러), 계측기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적합하지 않음 (컨트롤러) 

1. 기기를 끈 후 다시 켜십시오. 

2. 하드웨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십시오. (optoscope은 "Optoscope 

service tool" 단락을 보십시오). 

3. 특정한 기기 소프트웨어 측정-파라미터를 

설치하십시오. 

4. 만약에 에러가 지속되면, 수리를 위해 기기를 

지역 서비스 조합에 보내거나 기기를 

교환하십시오. 

Yes  No  _ _1 

E003 다운로드 에러 
구성 무효. 다운로드를 반복하십시오. 

Optoscope을 확인하십시오. 
Yes  No  No  

E004 

계측기 소프웨어 버전이 

모듈 하드웨어 버전과 

맞지 않음 

Yes  No  No  

E007 

트랜스미터 기능 불량, 

계측기 소프트웨어가 

트랜스미터 버전과 맞지 

않음 

하드웨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십시오. 

특정한 기기 소프트웨어 측정-파라미터를 

설치하십시오. 
Yes  No  _ _1 

E008 센서 또는 센서 연결 결함 센서와 센서 접속을 확인하십시오. (서비스).  Yes  No  No _ 

E010 

온도 센서 결함, 연결되지 

않거나 단락됨. 

(25°C를 가지고 계속 

측정) 

온도 센서와 접속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필요하면 

온도 시뮬레이터를 가지고기기와 측정 케이블을 

확인하십시오. 

필드 B1에서 선택된 정확한 선택사양을 

확인하십시오. 

Yes  No  No _ 

E025 
Airset offset에 대한 한계 

초과됨. 

Airset(공기중)을 반복하거나 센서를 교환하십시오. 

센서를 건조 시키십시오. 
Yes  No  No _ 

E036 센서의 교정범위 초과됨 Yes  No  No  

E037 센서의 교정 범위 아래 

센서를 세척하고 재교정 하십시오. 필요하면 

센서와 접속을 확인하십시오. Yes  No  No  

E045 교정 실패 재교정 하십시오. Yes  No  _ _1 

E049 
설치 요소의 교정 범위 

초과됨 
Yes  No  _ _1 

E050 
설치 요소의 교정 범위 

아래 

파이프 지름을 확인하고 센서를 세척하고 재교정 

하십시오. 
Yes  No  _ _1 

E055 
주 파라미터 측정 범위 

아래 

센서를 전도성 매직에 담그거나 Airset을 

수행하십시오. 
Yes  No  No  

고장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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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접점 에러 current 
자동 세척 

시작 에러 

번호 
화면표시 테스트 와/또는 교정 방법 

공장 사용자 공장 사용자 공장 사용자

E057 주 파라미터 측정 범위 초과 Yes  No  No  

E059 온도 측정 범위 아래 Yes  No  No  

E061 온도 측정 범위 초과 

측정과 접속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필요하면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측정 케이블과 기기를 

확인하십시오. 
Yes  N  No  

E063 전류 출력 범위 1 아래 구성을 확인하십시오. Yes  No  No  

E064 전류 출력 범위 1 초과 Yes  No  No  

E065 전류 출력 범위 2 아래 Yes  N  No  

E066 전류 출력 범위 2 초과 

측정 값과 전류 할당을 확인하십시오. 

Ye  No  No  

E067 알람 경계 한계 접점 1 초과 Yes  No  No  

E068 알람 경계 한계 접점 2 초과 Yes  No  No  

E069 알람 경계 한계 접점 3 초과 Yes  No  No  

E070 알람 경계 한계 접점 4 초과 

구성을 확인하십시오. 

Yes  No  No  

E071 부정확한 측정 / 성극 Yes  No  No  

E077 온도 외부 α 값 표 범위 Yes  No  No  

E078 온도 외부 농도 표 

센서를 세척하십시오; 표를 확인하십시오. 

Yes  No  No  

E080 전류 출력 1 범위 너무 작음 No  No  _ _1 

E081 전류 출력 2 범위 너무 작음 
"전류 출력" 메뉴에서 범위을 증가시키십시오. 

No  No  _ _1 

E085 
에러 전류에 대한 부정확한 

설정 

만약 필드 O311에서 전류 범위 “0...20mA”가 

선택되었다면, 에러 전류 “2.4mA”는 설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  ? ? 

E100 전류 시뮬레이션 활성  No  No  _ _1 

E101 서비스 기능 예스(yes) 서비스 기능을 끄거나 기기를 끈 후 다시 켜십시오. No  No  - _1 

E102 수동 모드 활성  No  No  _ _1 

E106 다운로드 예스(yes) 다운로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No  No  _ _1 

E116 다운로드 에러 다운로드를 반복하십시오. No  No  _ _1 

E150 

α 값 표에 있는 온도 값들 

거리가 너무 작거나 단순하게 

증가하지 않음. 

α 값 표에 있는 정확한 값을 입력하십시오.(1K의 

온도 값들 사이의 최소 거리가 요구됨.) 
No  No  No  

E151 USP/EP 에러  No  No  No  

E152 PCS 알람 센서와 접속을 확인하십시오. No  No  No  

E153 USP/EP 온도 에러  No  No  No  

고장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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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이 에러가 발생하면, 세척 주기(cleaning session)를 시작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필드 F8은 이 에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알람 접점 에러 current 
자동 세척 

시작 에러 

번호 
화면표시 테스트 와/또는 교정 방법 

공장 사용자 공장 사용자 공장 사용자

E154 
알람 지연을 초과하는 주기 

동안 하부 알람 경계 아래 
Yes  No  No  

E155 
알람 지연을 초과하는 주기 

동안 상부 알람 경계 위 
Yes  No  No  

E156 

실제 값이 설정 허용 최대 

주기보다 길게 알람 경계 

(CC setpoint)에 미치지 못함.

Yes  No  No  

E157 

실제 값이 설정 허용 최대 

주기보다 길게 알람 경계 

(CC setpoint)를 초과함. 

만약 필요하다면 수동 비교 측정을 수행하십시오. 

센서를 수리하고 재 교정하십시오. 

Yes  No  No  

E162 투약 중단 
전류 입력과 확인 기능 그룹에서 설정치를 

확인하십시오. 
Yes  No  No  

E171 
주 흐름(stream) 유량이 너무 

작거나 없음(zero) 
유량을 회복시키십시오.  Yes  No  No  

E172 

 

전류 입력에 대한 한계 

스위치-오프(off) 초과 

송신 측정 계측기에서 프로세스 변수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필요하면 범위 할당을 

변경하십시오. 

Yes  No  No  

E173 전류 입력< 4 mA 
송신 측정 계측기에서 프로세스 변수를 

확인하십시오. 
Yes  No  No  

E174 전류 입력 > 20 mA 

송신 측정 계측기에서 프로세스 변수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필요하면 범위 할당을 

변경하십시오.  

Yes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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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프로세스 특정 에러 

에러의 위치 확인과 교정은 다음 표를 사용하십시오. 

에러 가능한 원인 테스트 와/또는 교정 방법 기기, 예비품, 구성원 

교정 결함 
“교정” 장에 따라 계측기 

교정하십시오. 
교정 용액 또는 센서 증명서 

센서 오염 센서를 세척하십시오. “도전율 센서 세척” 장을 보십시오. 

부정확한 온도 측정 
계측기와 기준 단위에서 온도 

값을 확인하십시오. 
온도 측정 계측기, 정확한 온도계 

(thermometer) 

부정확한 온도 보상 
보상 방법(없음/ATC/MTC)과 

보상 형태 (선형/재질/사용자 

표)를 확인하십시오. 

주의: 트랜스미터는 별도의 교정과 

운전 온도 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 계측기 교정 결함 
기준 계측기를 교정하거나 교정된 

게기를 사용하십시오. 
교정 용액, 기준 계측기의 운전 

설명서 

기준 계측기에 대한 부정확한 

ATC 설정 

보상 방법과 보상 형태가 두 

계측기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기준 계측기의 운전 설명서 

성극 에러 

적절한 센서를 사용하십시오: 

▪ 보다 큰 셀 상수를 

사용하십시오 

▪ 스테인레스 스틸 대신 

그래파이트르 사용하십시오. 

(저항을 확인하십시오.) 

측정 범위 표 예, “도전율” FA에 

있거나 도전율 센서의 기술 데이터에 

있는 

화면표시가 기준 

측정으로부터 벗어납니다. 

필드 A6에 있는 부정확한 선 

저항 
정확한 값을 입력하십시오. CYK71: 165 Ω/km 

센서 내 습기/단락 센서를 확인하십시오. 
“유도성 도전율 센서의 확인” 장을 

보십시오. 

접속단자함 또는 케이블 내 단락 
케이블과 접속 단자함을 

확인하십시오. 

“연장 케이블과 접속 단자함의 확인” 

장을 보십시오. 

센서 내 간섭 센서를 확인하십시오. 
“유도성 도전율 센서의 확인” 장을 

보십시오. 

접속 단자함 또는 케이블 내 간섭
케이블과 접속 단자함을 

확인하십시오. 

“연장 케이블과 접속 단자함의 확인” 

장을 보십시오. 

부정확한 셀 상수 설정 셀 상수를 확인하십시오. 센서 명판 또는 증명서 

부정확한 출력 할당 
전류 신호에 대한 측정 값의 

할당을 확인하십시오. 
 

부정확한 출력 기능 
0-20/4-20mA 선택과 곡선 모양 

(선형/표)을 확인하십시오. 
 

조립품 내 공기 쿠션 조립품과 설치를 확인하십시오.  

기기 위 또는 내 접지 단락 절연된 함 내에서 측정하십시오. 플라스틱 함, 교정 용액 

트랜스미터 모듈 결함 
새로운 모듈을 가지고 테스트 

하십시오. 
“예비품” 장을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믿기 어려운 

측정 값: 

- 측정된 값이 계속 범람 

- 측정 값이 항상 000 

- 측정값이 너무 낮음 

- 측정값이 너무 높음 

- 측정값이 고정됨 

- 부정확한 전류 출력 값 

허용할 수 없는 계측기 운전 상태

(키 작동에 대한 무 반응) 
계측기 스위치를 끄고 켜십시오. 

EMC 문제: 만약 문제가 지속되면 

접지와 선 경로를 확인하거나 

테스트를 위해 E+H 서비스로 

전화하십시오. 

부정확한 센서 연결 

접속도를 이용하여 접속을 

증명하십시오: 3-선 접속은 

필수입니다. 

“전기적 접속” 장에 있는 접속도 

측정 케이블 결함 
간섭/단락/병렬에 대하여 

케이블을 확인하십시오. 
옴미터(Ohmmeter) 

부정확한 온도 값 

부정확한 온도 센서 형태 
계측기 (필드 B1)에서 온도 센서 

형태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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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가능한 원인 테스트 와/또는 교정 방법 기기, 예비품, 구성원 

온도 보상이 없거나 부정확함 

ATC: 보상 형태 선택; 선형: 정확한 

계수 설정 

MTC: 프로세스 온도 설정 

 

부정확한 온도 측정 온도 값 확인하십시오. 
기준 계측기, 

써모미터(Thermometer) 

매질 내 거품 

거품 공식을 제거하십시오. 

- 가스 거품 트랩 

- 반대 압력 (커버) 

- 바이패스 측정 

 

성극 효과 (오직 도전성 센서를 

가지고) 

적합한 센서를 사용하십시오. 

▪ 보다 큰 셀 상수 사용 

▪ 스테인레스 스틸 대신 그래파이트 

사용 (저항을 확인하십시오. 

 

유량 너무 높음 (거품을 

발생시킬 수 있음) 

흐름을 줄이거나 낮은 동요 설치 

위치 
 

매질 내 간섭 전류 

(도전성일때만) 

센서에 가깝게 매질을 

접지하십시오 

매질 내 전류의 대부분 원인: 

결함있는 수중 모터 

오염된 센서 
센서를 세척하십시오. (“도전율 센서 

세척” 장을 보십시오. 

심하게 오염된 매질: 스프레이 

세척을 사용하십시오. 

프로세스에서 부정확한 

도전율 측정 값 

필드 A6에서 부정확한 선 저항 정확한 값을 입력하십시오. CYK71: 165 Ω/km 

측정 케이블 간섭 
접속도에 따라 케이블 스크린을 

연결하십시오. 
 

신호 출력 선 간섭 
선 경로를 확인하거나 분리된 선 

경로를 사용하십시오. 
“전기적 접속” 장을 보십시오. 측정 값 흔들림 

매질 내 간섭 전류 
간섭원의 제거 또는 센서 가까이 

매질을 접지하십시오. 
 

컨트롤러 또는 타이머를 

활성화 할 수 없음 
릴레이 모듈이 사용가능하지 

않음 
모듈 LSR1-2 또는 LSR1-4   

컨트롤러 스위치가 꺼져있음 컨트롤러를 활성화시키십시오. 필드 R2xx를 보십시오. 

“수동/Off”모드에 컨트롤러 있음
“자동” 또는 ‘수동/On”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키보드, REL-키 

픽업 지연 설정이 너무 김 
픽업 지연을 짧게 하거나 동작하지 

않게(disable) 하십시오. 
필드 R2xx를 보십시오. 

컨트롤러/한계 접점이 

동자하지 않음. 

“Hold”기능 활성 

“Automatic Hold” 교정 중, 

“Hold” 입력 활성; 

키보드 활성를 통한 “Hold”  

필드 S2에서 S5를 보십시오. 

“수동/On”모드에 컨트롤러 있음
컨트롤러를 “수동/Off”나 “자동”에 

설정하십시오. 
키보드, REL과 AUTO 키 

드롭아웃 릴레이 설정이 너무 김 드롭아웃 릴레이를 짧게 하십시오. 필드 R2xx를 보십시오. 컨트롤러/한계 접점이 

계속해서 동작함. 

제어 루프 간섭 
측정 값, 전류 출력, 작동기, 약품 

공급 
 

선이 개방되거나 단락됨 
선을 끊고 계측기에서 직접 

측정하십시오. 
0-20mA용 mA 측정기 도전율 전류 출력 신호 

없음 
출력 결함 “계측기 특정 에러” 장을 보십시오.  

전류 시뮬레이션 활성 시뮬레이션을 끄십시오. 필드 O3을 보십시오. 

도전율 전류 출력 신호 

고정됨 프로세서 시스템에서 허용되지 

않는 운전 상태 
계측기 전원을 끄고 다시 켜십시오. 

EMC 문제: 만약 문제가 지속되면 

접지와 선 경로를 확인하거나 

테스트를 위해 E+H 서비스로 

전화하십시오. 

부정확한 전류 할당 
전류 할당을 확인하십시오:  

0  20mA 또는 4  20mA? 
필드 O311 

전류 루프 내 전체 부하 초과 

(>500Ω) 

출력을 끊고 계측기에서 직접 

측정하십시오. 
0-20mA DC용 mA 측정기  부정확한 전류 출력 신호 

EMC (간섭 결합) 
두 출력 선을 끊고 계측기에서 

직접 측정하십시오. 
 

전류 출력표가 허용되지 

않음 
값 간격이 너무 작음 현실적인 간격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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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가능한 원인 테스트 와/또는 교정 방법 기기, 예비품, 구성원 

계측기가 두번째 전류 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 

차이점은 명판을 참조하십시오; 

만약 필요하면 LSCH-x1을 

변경하십시오. 

모듈 LSCH-x2, 

“예비품” 장을 보십시오. 
온도 출력 신호 없음 

PROFIBUS PA를 지원하는 계측기
PA 계측기는 전류 출력이 

없습니다. 
 

화학세척 기능 이용 불가 

설치된 릴레이 모듈(LSR1-x) 

없음 또는 오직 LSR1-2 이용 

가능 

LSR1-4 모듈을 설치 하십시오. 

화학세척 갱신 키드 내 E+H에서 

공급되는 릴리스 코드를 사용해서 

화학세척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모듈 LSR1-4, 

“예비품” 장을 보십시오 

플러스 패키지 기능 이용 

불가 

(라이브 체크, 

전류 곡선 2 ... 4, 

알파 값 곡선 2 ... 4, 

사용자 구체적 곡선 1 ... 

4) 

플러스 패키지 사용이 허용되어 

있지 않음.(확장 패키지 구매로 

E+H에서 접수하거나 일렬 번호에 

따른 코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 플러스 패키지를 가지고 

계측기를 업그레이드 할 때: 

E+H에서 접수한 코드 ⇒ 입력 

- 결함 있는 LSCH/LSCP 모듈 

교환 후: 먼저 계측기 일렬 

번호를 수동으로 입력한 다음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자세한 설명서에 대해서는 “중앙 

모듈의 교환” 장을 보십시오. 

중앙 HART 모듈 없음 
명판을 보고 확인하십시오: 

HART = -xxx5xx and -xxx6xx.  

LSCH-H1 / -H2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없거나 잘못된 DD (기기 설명)  

HART 인터페이스 없음 

계측기가 HART 서버에 등록되지 

않음 
너무 낮은 부하 (부하 > 230 Ω　 

이어야 함)  
HART 수신기(예. FXA 191)가 

부하를 통해서 연결되지 않고 

전원 공급을 통해서 연결됨 
부정확한 기기 주소 (addr. = 0 

싱글 운전에 대해, addr. > 0 

멀티-드롭 운전에 대해)  

너무 높은 라인 커패시턴스 

라인 간섭 

상세한 정보는 BA 208C/07/en을 

보십시오, “HART® - Liquisys M 

CxM223/253과 필드 통신” 
 HART 통신 안됨 

같은 주소에 설정된 여러 가지 

기기 
주소를 정확하게 설정하십시오. 

같은 주소에 설정된 여러 가지 

기기들을 가지고 통신할 수 없습니다.

중앙 PA/DP 모듈 없음 
명판을 보고 확인하십시오: 

PA = -xxx3xx /DP = xxx4xx.  
LSCP 모듈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예비품" 장을 보십시오. 
부정확한 계측기 소프트웨어 버전 

(PROFIBUS 없이)  

Commuwin (CW) II:  

모순된 CW II와 계측기 

소프트웨어 버전 

없거나 부정확한 DD/DLL 

DPV-1 서버 내 분할 커플러에 

대한 부정확한 baud rate 설정 

부정확한 스테이션 (마스터) 주소 

또는 주소 중복 

부정확한 스테이션 (슬래이브) 

주소 

버스 라인이 종결되지 않음 

라인 문제 

(너무 김, 단면적이 너무 작음; 

쉴드 없음, 스크린이 접지되지 

않음, 전선이 꼬이지 않음)  

상세한 정보는 BA 209C/07/en을 

보십시오, “PROFIBUS PA/DP - 

Liquisys M CxM223/253과 필드 

통신” 

 
PROFIBUS® 통신 안됨 

버스 전압 너무 낮음 

(버스 공급 전압 형태. 비방폭에 

대한 24 V DC)  

계측기의 PA/DP 연결기에서 

전압은 적어도 9V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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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계측기 특정한 에러 
 

다음 표는 에러 원인에 대한 진단과 예비품이 어디에 필요한 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측정 기기의 에러 원인에 대한 진단은 

 훈련된 운전원 

 사용자의 훈련된 전기 기술자 

 시스템 설치/운전에 책임이 있는 회사 

 Endress+Hauser 서비스에서 수행합니다. 

 

정확한 예비품 명칭과 예비품 설치방법에 대한 설명은 “예비품” 단락을 참조하십시오. 

 

에러 가능한 원인 테스트 와/또는 교정 방법 실행, 도구, 예비품 

기기가 운전될 수 없음, 

화면표시 값9999 
운전 잠김 

CAL 과 MINUS 키를 동시에 

누르십시오. 
"키의 기능" 단락을 보십시오.  

라인 전압 없음 
라인 전압이 존재하는 지 

확인하십시오.  
전기 기술자/예. 멀티미터 

잘못된 공급 전압/너무 낮음 
실제 라인 전압과 명판 데이터를 

비교하십시오. 

사용자 

(에너지 공급 회사의 데이터 또는 

멀티미터)  

접속 결함 
고정되지 않은 단자대;  

눌려진 절연; 

잘못된 단자대 사용.  
전기 기술자 

기기 퓨즈 결함 
라인 전압과 명판 데이터를 

비교하고 퓨즈를 교환하십시오. 
전기 기술자/적합한 퓨즈; 

"예비품" 단락에 있는 도면을 보십시오. 

전원 유니트 결함 전원 유니트 교환, 차이점 주의. 
Endress+Hauser 서비스에 의한 현장 

해결, 필요한 테스트 모듈 

중앙 모듈 결함 중앙 모듈 교환, 차이점 주의.  
Endress+Hauser 서비스에 의한 현장 

해결, 필요한 테스트 모듈 

어두운 화면, 발광 

다이오드 비활성 

CLM253: 리본 케이블 항목 310 

헐겁거나 결함 있음 

리본 케이블을 확인하거나 만약 

필요하다면 새것으로 바꾸십시오.
"예비품" 단락을 보십시오.  

어두운 화면, 발광 

다이오드 활성 
중앙 모듈 결함 

(모듈: LSCH/LSCP)  
중앙 모듈을 새것으로 교환하고 

차이점에 주의하십시오. 
Endress+Hauser 서비스에 의한 현장 

해결, 필요한 테스트 모듈 

기기 또는 기기 내 모듈이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음. 
CLM223: 모듈 재설치. 

CLM253: 화면표시 모듈 재설치 
"예비품" 단락에 있는 설치 도면을 

참조하십시오. 
화면표시는 작동하나 

- 화면표시의 변경을 할 

수 없거나/그리고 

- 기기를 운전할 수 

없음.  

허용되지 않는 모드 내 운전 

시스템 
기기 스위치를 끄고 다시 

켜십시오. 
가능한 EMC 문제: 만약 이 것이 

계속되면, 설치를 확인하십시오. 

잘못된 전압/매우 높음 
라인 전압과 명판 데이터를 

비교하십시오. 
사용자, 전기 기술자 

기기가 뜨거움 
전원 유니트 결함 전원 유니트를 교환하십시오.  Endress+Hauser 서비스에 의한 해결 

부정확한 전도율/MΩ 

그리고/또는 온도 측정 

트랜스미터 모듈 결함 

(모듈:MKIC), 처음 테스트를 

수행하고 “메시지없이 프로세스 

에러” 단락에 따라 측정하십시오. 

측정 입력 테스트: 

도전율 센서 대신 저항을 

연결하십시오. 

터미널에서 저항 100Ω 

11/12+13 = 화면표시 0℃  

만약 테스트 결과가 좋지 않으면: 

모듈을 교환하십시오.(차이점 주의) 

"예비품" 단락에 있는 설치 도면의 

도움으로 수행하십시오. 

조정이 정확하지 않음 

너무 큰 부하 

전류 루프 내 병렬/지락 

전류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십시오. 

전류 출력에 mA 테스터를 직접 

연결하십시오. 
전류 출력, 부정확한 

전류 값 

운전의 부정확한 모드 
0 20mA 또는 4 20mA가 선택 

되었는 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시뮬레이션 값이 부정확하면: 

공장에서의 조정이나 새로운 모듈 

LSCxx 이 필요합니다. 

만약 시뮬레이션 값이 정확하면: 부하와 

병렬에 대한 전류 루프를 확인하십시오.

전류 출력 신호 없음 
전류 출력 단계 결함 

(모듈 LSCH/LSCP) 

설치된 전류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확인하십시오. 

전류 출력에 직접 mA 미터를 

연결하십시오. 

만약 테스트 결과가 좋지않으면: 

LSCH/LSCP 중앙 모듈을 새것으로 

바꾸십시오. 

추가 릴레이의 기능 

없음 

CLM253: 리본 케이블 항목 320 

헐겁거나 결함 있음 

리본 케이블 설치를 확인하거나 

만약 필요하다면 새것으로 

바꾸십시오. 

"예비품" 단락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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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가능한 원인 테스트 와/또는 교정 방법 실행, 도구, 예비품 

오직 2개의 추가 

릴레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개 릴레이를 가지고 설치된 릴레이 

모듈 LSR1-2 
4 릴레이를 가진 LSR1-4 사용자 또는 Endress+Hauser 서비스 

없거나 부정확한 허가 코드 사용 

만약 갱신하면: 플러스 

패키지를 구매할 때 정확한 

일렬 번호가 견적되었는 지 

확인하십시오.  

Endress+Hauser 판매부에서 다루어짐 

축가 기능 (플러스 

패키지) 누락 

LSCH/LSCP 모듈에 저장된 

부정확한 기기 일렬번호 

LSCH/ LSCP (필드 S 8)에 SNR 

과 명판 위의 일렬 번호와 

일치하는 지 확인하십시오.  

플러스 패키지에 대한 기기의 일렬 

번호는 명확합니다. 

LSCH/LSCP 모듈 교환 

후 추가 기능 (플러스 

패키지 와/또는 

화학세척) 누락 

공장 출하시 LSCH 또는 LSCP 

교환 모듈은 기기 일렬 번호 

0000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패키지 또는 화학 세척은 공장 

출하시 동작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SNR 0000을 가진 

LSCH/LSCP의 경우에, 기기 

일렬 번호가 필드 E114 에서 

E116 안에 한번 입력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패키지 와/또는 화학세척의 

허가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자세한 설명은 "중앙 모듈 교환" 단락을 

보십시오.  

부정확한 중앙 모듈 

HART: LSCH-H1 또는 H2 모듈

PROFIBUS-PA: LSCP-PA 모듈

PROFIBUS-DP: LSCP-DP 모듈

필드 E112를 보십시오.  

중앙 모듈을 교환하십시오. 

사용자 또는 Endress+Hauser 서비스 

잘못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버전은 필드 

E111를 보십시오.  
소프트웨어는 optoscope를 가지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HART 또는 

PROFIBUS-PA/-DP 

인터페이스 기능 없음 

버스(Bus) 문제 
어떤 기기를 제거하고 테스트를 

다시 하십시오.  
Endress+Hauser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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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예비품 
 

예비품은 판매 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비품 키트” 장에 등록된 구매 번호를 

명기하십시오. 

예비품 구매시 항상 다음 데이터를 명기하셔야 합니다. 

 계측기 구매 코드 (order code) 

 일련 번호 (serial no.) 

 이용 가능한 경우 소프트웨어 버전 

 

구매 코드와 일렬 번호는 명판을 참조하십시오. 

만약 계측기 프로세서 시스템이 동작한다면 소프트웨어 버전은 계측기 소프트웨어(“계측기 구성” 

장을 보십시오.)에 나타납니다. 

 

9.5.1 패널 설치형 계측기의 분해 
 

주의!  

기기를 사용 중지하는 경우에 프로세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십시오! 

 

노트!  

항목 번호에 대해서는 9.5 단락에 있는 도해를 참조하십시오. 

 

1. 기기의 뒷면 단자 대(항목 420 b)를 분리하여 전원을 끊으십시오. 

2. 그 다음 기기의 뒤면으로부터 단자 대 (항목 420 a 와 430)를 떼어내십시오. 이제 기기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3. 프레임(항목 340) 끝의 래치 안을 누르고 뒤부터 프레임을 제거하십시오. 

4. 시계 방향으로 특수형 나사 (항목 400)를 돌려서 빼어내십시오. 

5. 외함으로부터 전체 전자 함을 제거하십시오. 모듈은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쉽게 

분리됩니다. 

 전면으로부터 프로세서/화면표시 모듈을 간단히 떼어내십시오. 

 뒤쪽 금속판 (항목 320)의 받침대를 가볍게 잡아 당기십시오.  

 이제 측면 모듈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 

6. 다음에 따라 도전율 트랜스미터 (항목 240)를 떼어내십시오. 

 세 한 옆-절단 펜치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홀더(synthetic distance holders)의 머리부분을 

잘라내십시오. 

 그 다음 모듈을 위부터 떼어내십시오. 

 

조립은 분해 순서의 역순입니다. 도구 없이 손으로 조일 수 있는 특수형 나사를 단단하게 

조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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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패널 설치형 계측기 

 

 

 

 

 

 

 

 

 

 

 

 

 

 

 

 

 

 

 

 

그림 46: 패널 설치형 계측기의 조립 분해도  

분해 조립도는 패널 설치형 계측기의 부품과 예비품을 보여줍니다. 다음 단락에는 각 예비품에 

대한 항목 번호와 이에 해당하는 구매 번호가 있습니다.

고장 수리



90 

 

항목 
키트 설명 이름 기능/내용 구매 번호 

15 파워 유니트 (주 모듈) LSGA 100 / 115 / 230 V AC 51500317 

20 파워 유니트 (주 모듈) LSGD 24 V AC + DC 51500318 

40 중앙 모듈 도전성 (컨트롤러) LSCH-S1 1 전류 출력 51501210 

50 중앙 모듈 도전성 (컨트롤러) LSCH-S2 2 전류 출력 51501212 

60 중앙 모듈 도전성 (컨트롤러) LSCH-H1 1 전류 출력 + HART 51501213 

70 중앙 모듈 도전성 (컨트롤러) LSCH-H2 2 전류 출력 + HART 51501214 

80 중앙 모듈 도전성 (컨트롤러) LSCP-PA PROFIBUS PA/ 전류 출력 없음 51501215 

90 중앙 모듈 도전성 (컨트롤러) LSCP-DP PROFIBUS DP/ 전류 출력 없음 51502502 

41 중앙 모듈 유도성 (컨트롤러) LSCP-S1 1 전류 출력 51501216 

51 중앙 모듈 유도성 (컨트롤러) LSCP-S2 2 전류 출력 51501218 

61 중앙 모듈 유도성 (컨트롤러) LSCP-H1 1 전류 출력 + HART 51501219 

71 중앙 모듈 유도성 (컨트롤러) LSCP-H2 2 전류 출력 + HART 51501220 

81 중앙 모듈 유도성 (컨트롤러) LSCP-PA PROFIBUS PA/ 전류 출력 없음 51501221 

91 중앙 모듈 유도성 (컨트롤러) LSCP-DP PROFIBUS DP/ 전류 출력 없음 51502501 

240 도전성 트랜스미터 MKIC 도전성+ 온도 입력 51501206 

290 릴레이 모듈 LSR1-2 2 릴레이 51500320 

290 릴레이 모듈 LSR2-2i 
2 릴레이 + 전류 입력  

4 ... 20 mA 
51504304 

300 릴레이 모듈 LSR1-4 4 릴레이 51500321 

300 릴레이 모듈 LSR2-4i 
4 릴레이 + 전류 입력 

4 ... 20 mA 
51504305 

310 옆 패널  10개의 부분을 가진 키드 51502124 

310, 320, 

340, 400 
외함 기계적 부분  뒷 판, 옆 패널, 끝 프레임, 특수한 나사못 51501076 

330, 400 외함 모듈  
전면 막, 센서의 소켓, 개스켓, 특수 

나사못, 장력 꺽쇠, 접속 판과 명판을 

포함한 외함 
51501075 

340 
끝 프레임 

PROFIBUS-DP  
D-초소형 플러그 접속기를 가진 

PROFIBUS DP용 뒤쪽 프레임 
51502513 

345 접지 단자 대  PE와 스크린 접속 51501086 

420a, 420b 단자 대 세트  완전한 단자 대 세트, 표준 + HART 51501203 

420a, 420b 단자 대 세트  완전한 단자 대 세트, PROFIBUS PA 51502126 

424a, 424b 단자 대 세트  완전한 단자 대 세트, PROFIBUS DP 51502493 

430 단자 대  릴레이 모듈용 단자 대 51501078 

A 퓨즈  전원 유니트의 일부분, 항목 15  

B 선 전압의 선택  
요구되는 선 전압에 따른 전원 유니트 

(항목 15)내 점퍼의 위치  

고장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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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현장 계측기의 분해 

 
주의!  

기기를 사용 정지하는 경우에 프로세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십시오! 

 

노트!  

항목 번호에 대해서는 9.5 단락에 있는 도해를 참조하십시오. 

 

현장 계측기를 분해하려면 다음 도구가 필요합니다. 

 스크류 드라이버 표준 세트 

 Torx-스크류 드라이버 사이즈 TX 20 

 

다음에 따라 진행하십시오. 

1. 접속 칸막이의 커버를 열어서 옮기십시오 (항목 420). 

2. 주 단자 (항목 470)를 분리하여 전원을 끊으십시오. 

3. 화면표시 커버 (항목 410)를 열고 센터 모듈 (항목 40 ... 91)의 측면에 있는 리본 케이블 

(항목 310/320)을 풀어 놓으십시오. 

4. 센터 모듈 (항목 40)을 제거하려면 화면표시 커버 (항목 450 b)에 있는 나사를 풀어 놓으십시오. 

5. 전자 함(항목 330)을 떼어 내기 위하여 다음에 따라 진행하십시오.  

 외함 베이스(항목 450 a)에 있는 나사를 두 번 돌려서 느슨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 함 전체를 뒤쪽으로 어서 위부터 그 것을 떼어 내십시오. 

 모듈 고정 장치는 열리지 않았는 지 확인하십시오! 

 리본 케이블 (항목 310/320)을 풀어 놓으십시오. 

 모듈 고정 장치를 구부려서 모듈을 떼어 내십시오. 

6. 도킹 모듈 (항목 340)을 떼어 내기 위하여, 외함 베이스 (항목 450 c)에 있는 나사를 제거하고 

위부터 전체 모듈을 떼어내십시오. 

7. 도전율 트랜스미터 (항목 240)를 떼어내기 위하여 다음에 따라 진행하십시오.  

 세 한 옆-절단 펜치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슬리브(synthetic distance sleeves)의 머리부분을 

잘라내십시오. 

 그 다음 모듈을 위부터 떼어내십시오. 

 

조립시 주의해서 모듈들을 트롤리 트랙으로 미시고 함 측면 끝까지 어 넣으십시오.  

 

노트!  

 전자 함에 정확하게 끼워 넣지 않은 모듈은 리본 케이블을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IP 65 보호 등급을 유지하려면 커버가 완전히 봉되어야 합니다. 

고장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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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현장 계측기 

 

 

 

 

 

 

 

 

 

 

 

 

 

 

 

 

 

 

 

 

 

 

 

 

 

 

그림 47: 현장 계측기의 조립 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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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조립도는 현장 기기의 부품과 예비품을 보여줍니다. 다음 단락에는 각 예비품에 대한 항목 

번호와 이에 해당하는 구매 번호가 있습니다. 

항목 
키트 설명 이름 기능/내용 구매 번호 

15 파워 유니트 (주 모듈) LSGA 100 / 115 / 230 V AC 51500317 

20 파워 유니트 (주 모듈) LSGD 24 V AC + DC 51500318 

40 중앙 모듈 도전성 (컨트롤러) LSCH-S1 1 전류 출력 51501210 

50 중앙 모듈 도전성 (컨트롤러) LSCH-S2 2 전류 출력 51501212 

60 중앙 모듈 도전성 (컨트롤러) LSCH-H1 1 전류 출력 + HART 51501213 

70 중앙 모듈 도전성 (컨트롤러) LSCH-H2 2 전류 출력 + HART 51501214 

80 중앙 모듈 도전성 (컨트롤러) LSCP-PA PROFIBUS PA/ 전류 출력 없음 51501215 

90 중앙 모듈 도전성 (컨트롤러) LSCP-DP PROFIBUS DP/ 전류 출력 없음 51502502 

41 중앙 모듈 유도성 (컨트롤러) LSCH-S1 1 전류 출력 51501216 

51 중앙 모듈 유도성 (컨트롤러) LSCH-S2 2 전류 출력 51501218 

61 중앙 모듈 유도성 (컨트롤러) LSCH-H1 1 전류 출력 + HART 51501219 

71 중앙 모듈 유도성 (컨트롤러) LSCH-H2 2 전류 출력 + HART 51501220 

81 중앙 모듈 유도성 (컨트롤러) LSCP-PA PROFIBUS PA/ 전류 출력 없음 51501221 

91 중앙 모듈 유도성 (컨트롤러) LSCP-DP PROFIBUS DP/ 전류 출력 없음 51502501 

240 도전율 트랜스미터 MKIC 도전율 + 온도 입력 51501206 

290 릴레이 모듈 LSR1-2 2 릴레이 51500320 

290 릴레이 모듈 LSR2-2i 
2 릴레이 + 전류 입력  

4 ... 20 mA 
51504304 

300 릴레이 모듈 LSR1-4 4 릴레이 51500321 

300 릴레이 모듈 LSR2-4i 
4 릴레이 + 전류 입력  

4 ... 20 mA 
51504305 

410, 420, 

370, 430 
외함 커버  

화면표시 커버, 접속 격벽실 커버, 전면 막, 

힌지, 커버커 나사못, 작은 부품들 
51501068 

400, 480 외함 베이스  베이스, 나사산 연결 51501072 

330, 340, 

450 
내부 외함 부품  연결 조립품, 빈 전자함, 작은 부분들 51501073 

310, 320 리본 케이블 선  2 리본 케이블 선 51501074 

430 힌지  힌지 2 쌍 51501069 

470 단자 대  주 전원 접속용 단자 대 51501079 

420a, 420c 단자 대 세트  PROFIBUS DP용 단자 대 세트 51502493 

403 PE 레일  스크린 접지용 PE 접속 레일  51501087 

A 
릴레이 모듈 LSR1-x (하부) 과 

전원 유니트 LSGA/LSGD 

(상부)를 가진 전자함 
   

B 
전자함 설치된 후 퓨즈 접근 

가능    

C 퓨즈  전원 유니트 부분, 항목 15  

D 선 전압의 선택  
요구되는 선 전압에 따른 전원 유니트 (항목 

10)내 점퍼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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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컨트롤러 교환 

노트!  

일반적으로 센터 모듈이 교환되면 변경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는 공장 설정치로 설정됩니다. 

센터 모듈을 교환한 후에는 아래 설명에 따라 진행하십시오. 

1. 사용자가 설정한 기기의 설정치에 주의하십시오 

 교정 데이터  

 전류 할당, 주 파라미터와 온도 

 릴레이 기능 선택 

 한계 값 / 컨트롤러 설정치 

 세척 설정치 

 감시 기능 

 인터페이스 파라미터 

2. "패널 설치형 계측기의 분해" 또는 "현장 계측기의 분해" 단락의 설명에 따라서 기기를 

분해하십시오. 

3. 새로운 모듈이 이전 모듈과 같은 부품 번호를 가지고 있는 지 확인하려면 센터 모듈에 있는 

부품 번호를 사용하십시오. 

4. 새로운 모듈을 가지고 기기를 조립하십시오. 

5. 기기를 다시 시작하고 기본 기능을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면 측정 값과 온도 표시, 키보드를 

통한 운전) 

6. 일렬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 기기 명판에 있는 일렬 번호(“ser-no.”)를 참조하십시오. 

- 이 번호를 E115 (년, 하나의 숫자), E116 (월, 하나의 숫자), E117 (번호, 네 개의 숫자)  

필드에 입력하십시오. 

- E118 필드에 완전한 번호가 다시 표시되면 이 번호가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주의!  

일렬 번호 0000를 가지고 공장으로부터 생산된 모듈들에 대한 일렬 번호를 입력만 할 수 

있습니다. 일렬 번호 입력은 단 한번만 가능합니다! ENTER 키로 확인하기 전에 입력된 

번호가 정확한지 꼭 확인하십시오! 

코드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추가적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잘못 입력된 일렬 

번호는 공장에서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일렬 번호가 맞으면 ENTER 키를 누르고 번호를 다시 입력하려면 입력을 취소하십시오. 

7. 만약 이용 가능하다면, "서비스(Service)" 메뉴의 화학세척(Chemoclean) 과/또는 플러스 

패키지에 대한 릴리스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8. 플러스 패키지 릴리스 (예를 들면, 기능 그룹 CHECK / Code P를 열어서) 또는 화학세척 

기능을 확인하십시오. 

9. 사용자 기기 설정치를 다시 입력하십시오. 

9.6 반환 

트랜스미터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트랜스미터를 깨끗이 하여 판매 센터로 보내 주십시오. 

가능하면 최초 포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9.7 처리 

기기는 전자 부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전자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지역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고장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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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술 데이터 
 

10.1 입력 

 
측정 변수 도전율, 저항률, 온도 

도전율 (도전성): 0 ... 60 mS/cm (보상되지않은)  

도전율 (유도성): 0 ... 2000 mS/cm (보상되지않은)  

저항률: 0 ... 200 MW⋅cm 

농도: 0 ... 9999 (%, ppm, mg/l, TDS)  

측정 범위 

온도:  -35 ... +250 °C (-31 ... +482 °F) 

도전율: 최대 100m (328.1 ft) 

(CYK71) 케이블 길이(도전성): 

저항률: 최대 15m (49.22ft)  (CYK71) 

케이블 길이(도전성): 최대 50 m (164 ft)  

케이블 시방서 

케이블 저항 CYK71: 165 Ω/km (conductivity measurement) 

온도 센서 Pt 100, Pt 1000, NTC 30K 

도전율 (도전성): 170 ... 2000 Hz 

저항률: 170 ... 2000 Hz 측정 주파수 

도전율 (유도성): 2000 Hz 

전압 10 ... 50 V 
2진수 입력 1 과 2 

전류 소비량:  최대 10 mA 

4 ... 20 mA, 전기적 절연 
전류 입력 

부하: 20 mA (전압 강하 5.2V)에 대해서 260Ω 

10.2 출력 

출력 신호 0/4 ... 20 mA, 전기적 절연, 활성 

알람 신호 에러의 경우 2.4 또는 22 mA 

부하 최대 500 Ω 　  

도전율:  조정 가능함 

저항률: 조정 가능함 

농도: 조정 가능함 

활성 변수: 조정 가능함 

전송 범위 

온도: 조정 가능함 

신호 해상력 최대 700 숫자/mA 

기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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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율: 

측정 값 0 ... 1.999 µS/cm 0.2 µS/cm 

측정 값 0 ... 19.99 µS/cm 2 µS/cm 

측정 값 20 ... 199.9 µS/cm 20 µS/cm 

측정 값 200 ... 1999 µS/cm 200 µS/cm 

측정 값 2 ... 19.99 mS/cm 2 mS/cm 

측정 값 20 ... 2000 mS/cm 20 mS/cm 

저항률: 

측정 값 0 ... 199.9 kΩ⋅cm 20 kΩ⋅cm 

측정 값 200 ... 1999 kΩ⋅cm 200 kΩ⋅cm 

측정 값 2 ... 19.99 MΩ⋅cm 2.0 MΩ⋅cm 

측정 값 20 ... 200 MΩ⋅cm 20 MΩ⋅cm 

농도: 최소 폭 없음 

 

최소 폭 0/4 ... 20 mA 신호 

온도: 15°C 

절연 전압 최대 350 Veff / 500 V DC 

과전압 보호 EN 61000-4-5에 따라 

출력 전압:  15 V ± 0,6 V 
보조 전압 출력 

출력 전류:  최대 10 mA 

Switching 전류 with ohmic load 

(cos φ = 1):  
최대 2 A 

Switching 전류 with inductive load 

(cos φ = 0.4):  
최대 2 A 

Switching voltage 최대 250 V AC, 30 V DC 

Switching capacity with ohmic load 

(cos φ = 1):  
최대 500 VA , 60 W DC 

출력 접점 (유동 전환 접점) 

Switching capacity with inductive 

load (cos φ = 0.4):  
최대 500 VA  

한계 접점 픽업/드롭아웃 지연 0 ... 2000 s 

기능 (조절할 수 있는):  펄스 길이/펄스 주파수 컨트롤러 

컨트롤러 행동:  P, PI, PD, PID 

제어 이득 Kp:  0.01 ... 20.00 

적분 동작 시간 Tn:  0.0 ... 999.9 min 

미분 동작 시간 Tv 0.0 ... 999.9 min 

펄스 길이 컨트롤러에 대한 주기 

길이:  
0.5 ... 999.9 s 

펄스 주파수 컨트롤러에 대한 

주파수:  
60 ... 180 min-1 

컨트롤러 

기초 부하:  최대 설정 값의 0 ... 40% 

기능 (전환가능):  래칭/모먼테리 접점 

알람 경계 조정 범위:  
O2, 온도: 전체 측정 범위, 센서 

종류에 따라 알람 

알람 지연:  0 ... 2000 s (min)  

 

기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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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 전원 공급 
 

공급 전압 
구매된 버전에 따라: 

100/115/230 V AC +10/-15 %, 48 ... 62 Hz 

24 V AC/DC +20/-15 % 

전력 소비량 최대 7.5 VA 

주 퓨즈 가는 선 퓨즈, 반(semi)-지연 250 V/3.15 A 

10.4 실행 특성 

측정 값 해상력 온도:  0.1 °C 

화면표시 

도전율: 

저항률: 

온도:  

 

측정된 값 ± 4 숫자의 최대 0.5 % 

측정된 값 ± 4 숫자의 최대 0.5 % 

측정된 범위의 영역의 최대 0.1 % 

최대 측정 에러1 

신호 출력 

도전율: 

저항률: 

온도: 

 

전류 출력 범위의 최대 0.75 % 

전류 출력 범위의 최대 0.75 % 

전류 출력 범위의 최대 1.25 % 

도전율: 측정된 값 ± 2 숫자의 최대 0.2 % 
반복성(Repeatability) 1 

저항률: 측정된 값 ± 2 숫자의 최대 0.2 % 

범위: -35 ... +250 °C (-31 ... +482 °F) 

온도 보상 범위 
보상의 종류: 

보상되지 않은, 선형, NaCl, 표; 

도전성에 대해서만: 초고순수 (NaCl) 

기준 온도 25°C (77°F); 매질 온도 보상의 보상을 위해서 조정 가능함. 

온도 오프셋(offset) ±5°C 

 

1) 정상 운전 조건은 IEC 746-1에 따라 

10.5 환경 

주위 온도 범위 -10 ... +55 C (+14 ... +131 °F)  

주위 온도 한계 -20 ... +60 C (-4 ... +140 °F)  

저장 온도 -25 ... +65 C (-13 ... +149 °F)  

전자 환경 적합성 EN 61326 에 따른 전자파 방사와 내방해파특성: 1997 / A1: 1998 

과전압 보호 EN 61000-4-5:1995 에 따라 출력은 2진수 입력과 전류 입력 

판넬 설치형 계측기 IP 54 (앞면), IP 30 (외함)  
보호 등급 

현장 기기 IP 65 

상대 습도 10 ... 95%, 응축상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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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기계적 구조 

패널 설치형 계측기 
L x W x D: 96 x 96 x 145 mm 

(3.78" x 3.78" x 5.71") 

설치 깊이: 약 165 mm (6.50") 

 

디자인/치수 

현장 기기 
L x W x D: 247 x 170 x 115 mm 

(9.72" x 1.70" x 4.53") 

패널 설치형 계측기 최대 0.7 kg (1.5 lb)  
무게 

현장 기기  최대 2.3 kg (5.1 lb)  

패널 설치형 계측기 외함 폴리카보네이트  

현장 외함  ABS PC Fr 재질 

앞쪽 막 폴리에스테르, 자외선 방지 

단자대 케이블 단면적  최대 2.5 mm2 

10.7 문서 

PROFIBUS PA/DP, Liquisys M CxM 223/253 과의 현

장 통신, BA209C/07/en;  
구매 번호(no.) 51501839 

HART, Liquisys M CxM 223/253 과의 현장 통신, 

BA208C/07/en;  
구매 번호(no.) 51501609 

Liquisys M CXM223/253/223F/253F 폭발 지역

(Ex-areas)에서의 전기기기 안전 설명서; Zone 2 

XA194C/07/a3 
구매 번호(no.) 5151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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