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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이 매뉴얼은 DUF2000 트랜스미터 버전에만 적용됩니다. 
초음파 유량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송신기 작동 지침 및 센서 설치 매뉴얼
문서입니다.

1.1 이 문서의 목적
이 지침에는 장치를 연결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치 및 시운전 전에 지침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장치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먼저 작동 원리를 검토하십시오.
지침은 장치를 기계적으로 설치하고, 전자적으로 연결하고, 매개 변수를 
구성하고, 시운전하는 사람과 서비스 및 유지 보수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합니다.

1.2 제공된 항목
장치는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월 마운트 인클로저
● DUF2000 송신기 벽 장착용 인클로저
● 인증서 및 매뉴얼이 포함

1.3 위탁 확인
1. 포장상태와 배달 된 곳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2. 손해 배상 청구는 즉시 운송 회사에 보고하십시오.
3. 설명을 위해 손상된 부품은 보관하십시오.
4. 운송 문서와 정확성 및 완전성을 비교하여 운송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경 고
손상되거나 불완전한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위험 지역에서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1.4 품질보증서 내용
이 매뉴얼의 내용은 이전 또는 기존의 계약, 약속 또는 법적인 내용 일부를 
취하거나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판매 계약에는 다음에 대한 모든 의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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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하이테크의 완전하며 유일하게 적용되는 보증 조건을 포함합니다. 
설명서에 설명 된 장치 버전에 관한 모든 진술은 새로운 보증을 작성하거나 
기존 보증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게시 당시의 기술 상태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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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정보
2.1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전제 조건

이 장치는 공장에서 양호한 상태로 유지 시켰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장치의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려면 이 지침과 안전 관련 모든 사양을 
준수하십시오.
장치의 정보와 기호를 확인하십시오. 정보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기호를 장치에서 가져옵니다. 정보와 기호는 항상 읽기 쉬운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2.2 특수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
다수의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시스템에서 시운전, 작동, 유지 보수 
또는 작동 중 가능한 각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 된 장치 버전의 각 세부 사항은 
지침에서 고려할 수 없습니다. 이 지침에서 다루지 않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대덕하이테크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특별한 주변 조건에서의 작동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발생할 수있는 특수 환경 조건에서 또는 장치가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사용될 때 장치를 작동하기 전에 ㈜대덕하이테크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2.3 위험 지역에서의 사용
위험 지역에서의 사용을 위한 자격을 갖춘 직원은 장치를 설치, 연결, 작동, 
작동 및 정비는 다음과 같은 특정 자격이 있어야합니다.
● 전기 회로, 고압, 공격적이고 위험한 매체에 대한 안전 규정에 따라 장치 
및 시스템을 작동 및 유지 보수하는 데 권한, 교육 또는 지시를 받아야합니다.
● 위험한 시스템의 전기 회로 작업을 수행 할 권한을 부여 받거나 교육을 
받았거나 지시를 받아야합니다.
● 해당 안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안전 장비를 유지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교육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한 특수 조건
일반적으로 다음이 필요합니다.
● 폭발성 가스 나 먼지가있는 환경에서는 단자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전원을 끈 상태에서만 덮개를 들어 올려서 전원 단자에 접근하십시오.

● 적절한 케이블 커넥터가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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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
다수의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시스템에서 시운전, 작동, 유지 보수 
또는 작동 중 가능한 각 상항에 대해 설명 된 장치 버전의 각 세부 사항은 
지침에서 고려할 수 없습니다. 
이 지침에서 다루지 않는 정보는 담당자에게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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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명
DUF2000 초음파 유량계 시스템은 송신기와 센서로 구성됩니다. 

3.1 디자인
3.1.1 트랜스미터

트랜스미터는 측정 된 프로세스 값을 센서에서 읽고 측정 값을 계산합니다. 
Modbus 통신, 1x -20mA, 1x 릴레이 및 1x 펄스 / 주파수, USB 서비스 포트 
및 로컬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또한 적산기, 액세스 제어, 진단 및 구성과 
같은 기능을 추가합니다. 로컬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디스플레이와 사용자 상호 
작용을 위한 4 개의 버튼으로 구성됩니다.
트랜스미터는 기능 분리를 유지하고 현장 서비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산 
형, 교체 형 전자 모듈 및 연결 보드를 갖춘 모듈식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모듈은 완벽하게 추적 가능하며 출처는 트랜스미터 설정에 포함됩니다.
DUF2000 은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3.2 특징
● 벽 장착형 IP65 인클로저
● 완전한 그래픽 로컬 디스플레이
● 메모리 백업용 SensorFlash (SD 카드), 데이터 로거 및 문서 저장 장치
● USB 서비스 인터페이스
● Modbus 통신
● 펄스 / 주파수 출력 1 개
● 릴레이 1 개
● 전류 출력 1 개 (4 ~20)mA
● 공정 소음에 대한 높은 내성
● 흐름의 단계 변화에 대한 빠른 응답
● 모든 프로세스 값에서 높은 업데이트 속도 (100 Hz)
● 측정 :

- 볼륨 유량
- 질량 유량 (고정 밀도 설정 점 포함)
- 유속
- Sound velocity
거의 모든 공정 값에 대해 상한 / 하한 경보 및 경고 제한 설정 가능

● 부피 유량 및 질량 유량에 대한 독립적인 저 유량 차단 설정
● 원점 조정 (호스트 시스템에서 시작)
● 디지털 신호 처리 (DSP)를 사용한 프로세스 노이즈 감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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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값의 시뮬레이션
● 모든 출력의 시뮬레이션
● 경보 시뮬레이션
● 모든 출력 (HMI, 상태 및 통신)에 대한 가시성을 위한 알람 활성화
● 문제 해결 및 센서 검사를 위한 포괄적 인 진단
● 펌웨어 업데이트
● SensorFlash의 데이터 로깅
● 피크 표시기
● 알람 지연

3.3 응용 분야
● 수도 산업
● 폐수 산업
● HVAC 산업
● 석유 화학 산업
● 관개 시스템
● 비 전도성 액체를 이송하는 설비
● 전력 산업
● 가공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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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 장착
이 장에서는 벽면 인클로저 트랜스미터 설치 방법을 설명합니다.

월 마운트 인클로저
벽 장착형 인클로저 버전은 벽, 파이프 또는 패널에 장착 할 수 있으며,
월 마운트 하우징 트랜스미터를 참조하십시오.

4.1 설치 위치 요구 사항
4.1.1 환경

최소 IP65 / NEMA 4X 인클로저 등급의 DUF2000 
유량계는 실내 및 실외 설치에 적합합니다.

공정 압력과 중간 온도
해당하는 경우 장치 명판 / 레이블에 표시된 정격 프로세스 압력 (PS) 및 
중간 온도 (TS) + 주변 온도의 사양을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극심한 환경
장치가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하고 극심한 증기가 침입 할 위험이 없는 곳에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직사광선을 피해라
직사광선을 피하여 장치가 과열되거나 UV에 노출되어 부서지기 쉬운 것을 
방지하십시오. 최대 허용 주변 온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술 데이터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4.2 설치 지침

4.2.1 월 마운트 하우징 트랜스미터

벽에 장착
1. 4 개의 나사 (M6x100 또는 동급) 용 구멍을 준비합니다. 나사 머리 직경 : 

최대. 13.5 mm; 나사 축 직경 : 최대. 6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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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신기를 장착하고 나사를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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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출력 연결 방법
이 장에서는 센서 작동을 위해 트랜스미터를 배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송신기 전원 공급 장치, 통신 및 I / O 연결
● 센서 연결
● 전원 공급 장치 연결 
● 입력 / 출력 연결
● 채널 1 연결 (Modbus 통신 채널)
센서 연결에 대해서는 해당 센서 설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5.1 기본안정정보
경고
누락 된 PE / 접지 연결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 공급선을 단자에 따라 연결 단자에 연결 하십시오
연결 다이어그램에서 먼저 PE / 접지 도체를 연결하십시오.

경고
부적절한 케이블, 케이블 그랜드 및 / 또는 플러그
위험 지역에서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 관련 유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케이블 그랜드 / 플러그 만 사용하십시오.
보호.
• 기술 자료에 명시된 토크에 따라 케이블 그랜드를 조입니다.
• 전기 연결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케이블 인입구를 닫으십시오.
• 케이블 그랜드를 교체 할 때는 동일한 유형의 케이블 그랜드 만 
사용하십시오.
• 설치 후에 케이블이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5.2 송신기 전원 공급 장치, 통신 및 I / O 연결

5.2.1 전원 공급 장치 연결
1.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키패드 인클로저 덮개에서 여섯 개의 고정 나사를 
풀고 덮개를 엽니다.
2. 전원 연결 유형을 결정하려면 다음 부품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
- AC 전원 (500mA 퓨즈 포함), DC 전원 (2A 퓨즈 포함)
3. 입력 전원 블라인드 플러그 및 케이블 그랜드를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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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방 된 그랜드 및 케이블 경로를 통해 케이블을 밀어 넣으십시오.
5. 전원 플러그 커넥터 나사를 풉니다.
6. 지역 전기 코드에 따라 아래 그림과 표를 참조하여 제공된 전원 공급 장치에 
따라 AC 또는 DC 전원용 입력 전원 커넥터를 연결하십시오.

7. AC 또는 DC 전원 전선을 전선 입구 구멍에 삽입하고 드라이버로 전선 고정 
나사를 조여 고정시킵니다.

- AC의 경우 - 접지를 단자에 연결하고 단자 L1 및 L2N에 전원을 연
결하십시오.

- DC의 경우 - 접지를 단자에 연결하고 단자 + 및 -에 전원을 연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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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원 커넥터를 잭에 연결합니다.
9. 케이블 그랜드를 조입니다.
10. 전원 케이블을 적절한 전원 (100-240 VAC @ 50/60 Hz 또는 
11.5-28.5 VDC)에 연결하고 전원을 켭니다.

5.2.2 입력 / 출력 연결
1. 필요한 경우 블라인드 플러그를 유량계 케이스에서 제거하십시오.
2. 하우징 덮개의 스프링 나사를 풉니다.
3. 하우징 뚜껑을 엽니다.
장치 구성을 나타내는 라벨이 송신기 하우징 내부의 PC 보드에 놓입니다. 이
것은 유량계 유형에 따라 AC 또는 DC 전원 중 하나입니다.

그림 5-1. Inside cover - AC and DC labels
5.2.3 연결 배선

터미널 블록 배선
이 연결 다이어그램은 아래 나열된 부품 번호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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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터미널 보드 채널 및 핀 번호

표 5-1. Input/Output 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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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결선도

5.2.4 송신기 연결 마무리 (월 마운트 하우징)
연결 확인

1. 단단히 당겨서 개별 와이어 및 케이블 설치를 점검하십시오.
2. 케이블 그랜드를 단단히 조이고 사용하지 않은 케이블 항목에 블랭킹 
플러그를 삽입하십시오.
3. 유량계 커버를 닫으십시오.
4. 6 개의 덮개 고정 스프링 나사를 조입니다.
이제 장치가 시운전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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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운전 메뉴
이 장에서는 장치 시운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로컬을 통한 시운전
표시.

6.1 기본 안전 정보
주의
보호 유형의 상실
인클로저가 열려 있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경우 장치가 손상 될 수 있습니다. 
명판이나 기술 데이터에 명시된 보호 유형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 장치가 안전하게 닫혔는지 확인하십시오.
경고
통전 상태의 개방 장치
위험 지역에서의 폭발 위험
• 장치를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만 열어야합니다.
• 시운전 전에 덮개,  잠금 장치 및 케이블 인입구가 지침에 따라 조립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6.2 일반적인 요구 사항
시운전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합니다.
● 설치 / 장착 및 연결의 지침에 따라 장치를 설치하고 연결했습니다.
● 위험 구역에 설치된 장치에 설명 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6.3 파워 업
장치의 전원을 켭니다. 로컬 디스플레이가 있는 장치는 초기 시작 화면을 
표시합니다.

6.4 로칼 디스플레이
장치는 로컬 디스플레이의 터치 키패드로 시운전 / 작동됩니다.
요소는 해당 키의 유리 패널을 터치하여 작동합니다. 더 세게 누르면 키가 
작동하지 않지만 손가락 대신 손가락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조작 요소 
위의 텍스트 디스플레이는 개별 장치 기능 / 매개 변수의 메뉴 유도 작동을 
제공합니다. 키의 성공적인 작동은 디스플레이 오른쪽의 작은 초록색 LED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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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Full graphical display
② Touch keypad
그림 6-1. Local display

참조
키패드의 (다시) 교정.
뚜껑을 닫으면 모든 키가 (재) 교정됩니다 (<5 초). (재) 교정 중에는 LED가 
켜지고 키를 조작 할 수 없습니다.
키 중 하나를 10 초 이상 누르면 이 키의 (재) 교정이 시작되고 10 초 미만의 
지속 시간이 있습니다. 추가 조작을 위해 키를 놓으십시오.

6.5 초기 시작
장치를 처음 켜면 언어를 설정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장치는 항상 영어로 
"언어"를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설정되면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유량계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 필수 매개 변수를 고려해야합니다.
날짜와 시간을 확인 / 변경 한 후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빠른 시운전 
마법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빠른 스타트 업"마법사를 시작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예"(권장)를 
선택하면 "빠른 시운전"마법사가 시작됩니다. "아니오"를 선택하면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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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옵션 / 설명
Language 설정 : 영어, 독일어
Welcome "빠른 시운전"마법사에 대한 정보
Set date and time 설정된 날짜와 시간 (실시간 클록)은의 모든 타임 

스탬프에 사용됩니다.
Quick commissioning "빠른 시운전"마법사는 유량계의 빠른 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 메뉴로 구성됩니다.
6.6 로컬 디스플레이를 통한 시운전.

이 장에서는 빠른 시운전 마법사를 사용하여 로컬 디스플레이를 통해 장치를 
시운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6.6.1 시운전 마법사
첫 번째 마법사인 "빠른 시운전"은 "빠른 시작"메뉴의 후속 마법사를 
안내합니다. 손쉬운 시운전을 위해 "빠른 시운전"마법사가 권장됩니다.
이 섹션의 마법사 그림은 각 마법사의 개요와 마법사를 탐색하는 데 사용되는 
키를 보여줍니다. 각보기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는 마법사의 이름 (예 : "빠른 
시운전")과 마법사의 단계 이름 (예 : "기본 구성")이 표시됩니다.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 뷰 번호 (예 : "빠른 시운전"마법사의 7 개 중 2 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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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Wizard name
② Step name / Parameter name
③ View number / Total views in wizard
마법사의 목적은 다양한 매개 변수의 빠른 설정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법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시운전
● 센서 설정
● 프로세스 값
● 입력 및 출력
● 구성 복사

및 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HMI 마법사를 선택하고 오른쪽 키를 눌러 
마법사를 시작하십시오.
각 마법사의 첫 번째보기 (정보)는 특정 마법사를 사용하여 수행 할 수있는 
설정 / 작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마법사의 마지막보기 (완료 됨)는 마법사의 마지막 단계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표 6-1. Key functions – wiz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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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1 빠른 시운전 마법사.
바른 시운전 마법사는 애플리케이션에 필수적인 매개 변수 구성을 안내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한 매개 변수를 구성하려면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한 구성 
경로와 하위 마법사를 선택하십시오.

6.6.1.2 빠른 시운전 마법사

Text Options/Description
Select a basic configuration   센서 설정, 프로세스 값, 입력 및 출력, 
wizard                           복사 구성, 통신
Set the identification parameters  긴 태그, 위치, 설치 날짜
빠른 시운전 마법사는 다음과 같은 하위 마법사로 구성됩니다.
● 센서 설정 마법사 
● 프로세스 값 마법사 
● 입력 및 출력 마법사 
● 통신 마법사 
각 하위 마법사에는 고유한 번호가 있습니다. 하위 마법사 이름과 매개 변수 
이름이 디스플레이의 왼쪽 상단 구석에 표시됩니다. 하위 마법사의보기 번호와 
전체보기가 디스플레이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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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3 센서 설정 마법사
센서 설정 마법사가 필수 매개 변수 구성을 안내합니다.

Text Options/Description
Unit settings "예"를 선택하여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성하십시오
Unit settings 길이, 온도, 압력, 동점도 및 밀도의 표시 단위를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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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Options/Description
Pipe settings "예"를 선택하여 파이프를 구성하십시오.
Pipe class 파이프 클래스를 선택하십시오.
Pipe size 선택한 파이프 클래스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에서 pips 

크기를 선택하십시오.
Pipe circumference 파이프 외경을 입력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파이프 

클래스를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Outer pipe diameter 외부 파이프 직경을 입력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파이프 

클래스를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all thickness 벽 두께를 입력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파이프 클래스를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lect material 파이프 재질을 선택하십시오.
Wall sound velocity 재료의 사운드 속도를 입력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terial is selected. 압력 및 온도에 의해 유도 된 파이프 확장에 대한 

파이프 확장 계수를 정의하십시오.
Liner 라이너 재료를 구성하려면 "예"를 선택하십시오.

내부 파이프 대략만 구성하려면 "아니오"를 
선택하십시오.

Liner material 라이너 재료를 선택하십시오.
Liner settings 라이너 사운드 속도와 두께를 설정하십시오
Disturbed flow 파이프 구성 유형 및 센서까지의 거리를 

정의하십시오.
Inner pipe roughness 내부 파이프 대략적인 설정하십시오.
* "Custom"을 선택하여 비표준 값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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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Options/Description
Sensor settings "Yes"를 선택하여 센서를 구성하십시오.
Sensor settings 설치된 센서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센서 레이블에 있음).
Sensor size 옵션 목록 (센서 레이블에 있음)에서 센서 크기를 

선택하십시오.
Sensor selection 온도 보상 모드, 온도 등급, 간격 띄우기 및 케이블 

길이를 정의하십시오.

Text Options/Description
Medium settings 매체를 구성하려면 "예"를 선택하십시오.
Medium settings 프로세스 매체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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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parameters 예상 사운드 속도 (맞춤형 공정 매체를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와 공정 온도, 압력, 동점도 및 밀도를 
설정하십시오.

Note
중요!
이 메뉴에서 고정된 동점도 그리고/또는 고정된 밀도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 
무시한다.
1. 하나 이상의 아날로그 입력이 활성화되어 "밀도" 그리고/또는 "동점도"로 표시되며, 
이는 고정 된 공정 값을 무시합니다. 
2. 밀도 그리고/또는 점도에 대한 탄화수소 계산 테이블이 활성화 됩니다.(오직 탄화
수소 측정기 변형에 적용됩니다) 이는 고정된 값에 우선 적용됩니다.

Text Options/Description
Path settings "예"를 선택하여 경로를 구성하십시오.
Installed paths 설치된 경로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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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settings 다음 메뉴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Start measurement * 설치된 각 경로에 대해 구성 할 경로를 선택하십시오.
Path geometry 경로의 지오메트리를 정의합니다 (직접 모드 또는 반사 

모드).
Mounting path 1 간격 띄우기 오프셋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에는 Nom을 사용하십시오.
Path 1 수신기 신호의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보려면 "수신기 

신호"를 선택하십시오.
** "다음"을 선택하여 다음 경로를 구성하거나 "다음"을 
선택하여 마법사를 완료하십시오.

6.6.1.4 프로세스 값 마법사
 프로세스 값 마법사는 프로세스 값 설정을 안내합니다. 프로세스 값의 우선 순
위 설정은 자동으로 측정을 구성합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 값으로 구성된 값이 
첫 번째 디스플레이로 보여집니다.

① Wizard name
② Step name / Parameter name
③ View number / Total views in wi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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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5 입력 및 출력 마법사
입력 및 출력 마법사의 첫 번째 화면은 능동 / 수동 작업 가용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드웨어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작동 종류는 배선에 따라 
다릅니다.
입력 및 출력 마법사는 사용 가능한 채널에서 입력 및 출력 설정을 안내합니다.
채널 2 - 출력
채널 3 - 릴레이
채널 4 - 입력 / 출력

6.6.2 메뉴 구조 탐색

6.6.2.1 탐색보기
실행 메뉴의 정확한 구조는 Function Manual에 설명되어있습니다.
메뉴의 모든 항목은 고유 번호로 식별됩니다.
메뉴의 Level1 Process Instrumentation에 표준화 되어있습니다.
1. Quick start : 빠른 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parameter를 나열합니다. 이 
view에 있는 모든 parameter는 메뉴의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Setup : 장치 구성에 필요시 되는 모든 parameter들이 있습니다.
3. Maintenance and diagnostics :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유지 보수, 진단 및 
서비스 관련 parameter들을 포함합니다.
4. Communication : HART통신 설정을 설명하는 parameter들이 있습니다. 
5. Security : 제품의 모든 security 설정을 설명하는 parameter들이 있습니다.
6. Language : 디스플레이의 언어를 바꾸는 parameter가 있습니다. 언어 
setting에 상관없이 이 parameter는 항상 영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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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뉴 구조 항목 목록
② 이전에 선택한 항목의 이름
③ 강조 표시된 항목의 수
④ 알람 상태 텍스트
⑤ 장치 상태 아이콘



- 27 -

7. 동작 조정 메뉴
 Operating Instructions에서는 디스플레이를 통한 실행을 설명합니다(HMI). 
제품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7.1 로컬 디스플레이를 통한 조작
7.1.1 디스플레이 뷰

모두 6 개의 디스플레이 뷰가 있으며 모두 구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 
key를 사용하여 운영자보기간에 전환하고,
네 가지 유형의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측정 된 공정 값 표시, 공정 값 읽기 참조.
● 적산계 작동에 대한 표시는 적산계 조작을 참조하십시오.
● 활성 알람 목록 표시, 알람 처리를 참조하십시오.
● 구성 가능한 6 개의 측정 / 진단 값 표시.

7.1.2 접근제어
 HMI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볼 수 있지만 parameter는 변경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액세스 수준 제어를 통해, 액세스하려면 다음 액세스 레벨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Read only
   오직 parameter 값만 볼수 있고, PIN코드가 필요 없습니다.
 ● User
   Configuration과 Calibration parameter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허용합니다. 
PIN NO.는 2457
 ● Expert
   Configuration과 유량과 밀도 Calibration parameter를 포함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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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의 서비스를 허용합니다. PIN No.는 2834

   PIN No.는 Security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Note
PIN 코드 분실
만약 PIN코드를 분실했다면, 기기의 serial 번호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액세스 수준 제어를 비활성화합니다.
전문가로 로그인 한 경우 사용자 PIN을 비활성화하면 항상 사용자로 로그인되
며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액세스 레벨 제어를 활성화하려면 사용자 PIN 활성화에서 전문가 암호를 입력
해야합니다

자동 로그 아웃 기능.
마지막 키를 누른 후 10 분 동안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7.2 동작 조정
7.2.1 고정 된 표시 텍스트
표시된 일부 텍스트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변경된 표시 언어와 상관없이 변경되
지 않습니다.
다음 표는 고정 된 표시 텍스트와 해당 프로세스 값, 진단 값 및 보정 값 이름
을 나열합니다.

표 7-1. Process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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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Diagnostic values

7.2.2 프로세스 값 읽기
프로세스 값의 값은 하나 이상의 숫자 값 또는 그래프 / 막대 그래프와 결합 된 
숫자 값으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다음보기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일 값
● 3 가지 값
● 적산 기
● 1 개의 가치와 그래프
● 1 값 및 막대 그래프
● 6 가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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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값

● 3 가지 값

● 1 개의 유량값과 그래프

참조
Bar graphs

막대 그래프 한계 값은 설정된 경보 상한 및 하한을 나타내며 막대 그래프의 
수직선은 경보 상한 및 하한 설정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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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값 및 막대 그래프

● 6 유량값

7.2.3 적산계 조작
토탈 라이저가 메인 뷰에서  표시를 눌러 토털라이저 작동에 액세스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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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3. Key functions - totalizer operation

표7-4. Key functions - totalize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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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경보 처리
메인리스트에 알람 목록에 표시를 눌러 활성 알람에서 대한보다 자세한 정보
를 얻습니다.

표 7-5. Key functions - alarms lis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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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경보 정보를 종료하려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알람 확인
알람 목록에서 알람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수동 : 알람은 수동으로 확인 (확인) 될 때까지 알람 목록에 남아 있습니
다. 경보가 인지되기 전에 원인을 제거해야합니다. 자세한 경보 정보로 이동하
려면  누릅니다. 다시를 눌러 경보를 확인하십시오. 확인 응답 시간이 히
스토리 로그에 표시됩니다.

● Auto (자동) : 원인이 제거 (진행) 될 때 경보가 경보 목록에서 제거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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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진단 값 읽기
주 뷰 중 하나는 6 개의 진단 값을 표시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7.3 파라미터 읽기 / 변경
액세스 수준에 따라 현재 값을 읽거나 선택한 매개 변수의 값을 편집 할 수 있
습니다.

7.3.1 영숫자 매개 변수
읽기 전용
보기에는 설정 값이 표시됩니다. 를 눌러보기를 종료하십시오.

편집하다
편집 가능한 영숫자 매개 변수가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표시됩니다.



- 36 -

7.3.1.1 해상도 변경
작업보기 (예 : 질량 유량)에 표시된 공정 값의 해상도를 변경하려면 선택한 
공정 값에 대한 소수점 매개 변수를 설정하십시오 (예 : 공정 값의 소수점 이
하 자릿수). 질량 유량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로 정의됩니다
이 프로세스 값에 대한 하나의 구성 매개 변수의 해상도를 변경하여 해상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 : 저 유량 차단). 해상도가 변경되면 이 프로세스 
값에 대한 모든 구성 매개 변수의 해상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잘

7.3.2 매개 변수 목록
매개 변수 목록 - 읽기 전용

매개 변수 목록 - 편집 가능
도움말 텍스트는 각 매개 변수의 가능한 조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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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selection

억제 할 여러 개의 알람을 선택 / 선택 해제 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경보는 표
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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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드웨어 설치 안내

8.1 센서 장착을 위한 준비

센서의 설치는 어렵지 않지만 제 로 설치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측정의 정밀도를 해칠 수도 있다. 이미 유량계에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센서 

사이즈, 장착 옵션, 간격이 제시되었다. 이제 센서를 손에 들고 장착할 준비를 

한다. 그러나 우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사용환경에 알맞은 장착 옵션을 선택한다.

 파이프에 위치를 선택한다.

 센서에 연결될 파이프를 준비한다. 

유의 : 센서를 설치할 때, 센서 사이즈를 V/M(Version/Modification) label number

에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① wall mounted transmitter    ⑤ Upstream sensor cable(1A) Path 1
② Downstream sensor cable (1B) Path 1⑥ Sensors
③ Power cable ⑦ Sensor 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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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Flow direction ⑧ Input power
⑨ I/O port
그림 8-1. Wall mount transmitter overview (Reflect mount)

8.2 Clamp-on 센서를 위한 위치의 선택

 파이프에서 가장 긴 직관부를 찾아 그 중앙의 하단부에 설치한다. 외경의 10 

배 이상의 직관부(외경 500 mm 인경우 5 m 이상의 직관부)를 가진 경우 최상

의 정밀도를 제공한다.

 센서를 조임관, 혼합 탱크, 배수 펌프 등 기포를 많이 발생시키는 장치 후단

에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가장 좋은 위치는 장애물, 진동, 열원, 소음, 방사 에

너지원 등이 없는 곳이다.

 파이프의 외부에 녹이나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곳에 설치한다. 녹, 벗겨진 페

인트 등 이물질은 제거해야 한다.

 파이프 균열과 같은 외부 손상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같은 파이프에 서로 다른 초음파 유량계의 센서를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 

센서 케이블이 통신 장비, 다른 콘트롤로트론 시스템, 다른 종류의 초음파 장비

의 케이블과 같은 관을 지나지 않도록 한다. 같은 유량계에 연결된 케이블만 

같은 관을 통과할 수 있다. 

 방수형 센서(지침서에 따라 설치)를 제외하고는 물이 차는 곳에 센서를 설치

하지 않는다.

 센서를 파이프의 머리부분이나 바닥에 설치하지 않는다. 이상적인 설치위치

는 리플렉트 모드인 경우에 3시나 9시 위치, 다이렉트 모드인 경우에 3시 위치

에 하나, 9시 위치에 하나를 설치하도록 한다. 수직 파이프에 장착할 경우에는 

유체의 흐름이 상류 방향일 때만 권장된다.

① 9 o'clock sensor
② 3 o'clock sensor

그림8-2. Aligning the sensors for Direct Mode operation (end view)

8.3 Clamp-on 센서 설치 모드

센서의 설치 모드에는 다이렉트 모드와 리플렉트 모드가 있다. 유량계에서는 

파이프와 유체 데이터를 분석하여 설치 모드를 제시한다. 그러나, 사용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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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타입에 가장 적합한 어느 방식으로나 센서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림. 리플렉트 모드의 설치 

가능하다면 리플렉트 모드를 권장한다. 이 방식은 설치가 가장 간편하고, 비정

상적인 유체의 흐름을 억제하며, 자동 영점 조정 기능(AutoZero)을 지원한다. 

또한 리플렉트 모드는 파이프의 반 편에 접근이 불가능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

다. 

다이렉트 모드는 음파의 이동 경로가 짧으므로, 파이프 재질이나 유체가 음파 

감쇄성이 있을 때 효과적이다. 다이렉트 모드는 플라스틱 파이프에 권장되는 

방식이다. 리플렉트 모드는 다이렉트 모드에 비해 직관부가 거의 두 배 긴 파

이프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설치 공간이 제한적인 경우에, 다이렉트 모드가 

적합하다.

그림8-3. 다이렉트 모드의 설치

8.4 파이프의 사전 준비

1. 직관부가 가장 긴 곳을 선택한다. 최소한 파이프의 한 쪽 면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설치 위치는 유체가 정지해 있더라도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이어

야 한다. 

2. 설치 모드를 선택한다(다이렉트 혹은 리플렉트 모드). 가능하면 리플렉트 모

드를 사용하고, 플라스틱 파이프인 경우에는 다이렉트 모드를 사용한다. 

3. 설치 메뉴에서 센서의 설치 간격을 알아낸 후에, 파이프 표면에 기름, 녹, 페

인트, 먼지 등을 제거한다. 샌드 페이퍼(사포)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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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방법과 설치 옵션 사용법에 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을 참조한다.

센서를 파이프의 꼭 기나 바닥에 설치하지 않는다. 

8.5 리플렉트 모드 설치 - EZ Clamp와 스페이서 바를 사용한 경우

EZ Clamp는 어떤 종류의 파이프에도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센서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스페이서 바는 수작업으로 간격을 측정하지 않아도 되고, 축과 일직

선을 이루면서 센서를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다. 

설치 방법 – 리플렉트 모드-EZ Clamp와 스페이서 바를 사용한 경우

1.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아서, 넘버 인덱스가 나오고 센서 설치 과정을 마치기 

위해 [ENT]를 누르라는 지시가 나오면 멈춘다. Install 메뉴에 나오는 넘버 인덱

스 값을 기억해 두었다가 센서 간격을 지정할 때 사용한다. 센서의 쌍이 맞는지 

확인한다. 두 개의 센서는 같은 S/N number를 가지지만 “A” 혹은 “B”(예- 100A, 

100B)라는 표시가 있다.

2. 위의 그림과 같이 케이블 커넥터가 서로 반  방향을 향하게 하고, 센서를 

스페이서 바에 조립한다. 센서 인덱스 나사를 사용하여 스페이서 바를 센서에 

부착한다. 한 센서는 “REF” 구멍을 사용하여 부착하고, 다른 한 센서는 1의 인

덱스 눈금 구멍에 부착한다. 일부 센서는 센서의 안전을 위해 두 개의 눈금 구

멍을 가질 수도 있는데, EZ Clamp를 사용할 때는 더 낮은 눈금 구멍을 사용하

여 스페이서 바를 부착한다.

3. 임시로,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전체 구조물(9시 위치에)을 장착한다.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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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는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파이프와 부착될 센서 주위로 크게 표시를 한

다(연필이나 분필로). 구조물을 떼어낸다.

4. 표시된 두 곳의 표면에 녹, 먼지, 벗겨진 페인트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

로 준비한다. 

5. REF 눈금 구멍에 부착되었던 스페이서 바를 떼어낸다. 스프링 클립을 사용하

여 센서에 EZ Clamp를 부착한다. 조절 나사 머리는 위, 스페이서 바의 반  방

향을 향해야 한다. 나사가 멈출 때까지 돌려 뺀다.

 

6. 센서 접착 표면의 중앙을 따라 음파 결합제를 바른다. 깨끗한 상태로 준비된 

파이프의 센서 부착 위치 중앙에 센서를 부착한다. 

7. 센서를 부착 위치에 고정시킨 채, 파이프에 체인을 감고 EZ Clamp의 고리 위

에 밀착시켜 교차 결합한다. 체인이 파이프에 딱 맞도록 조절 나사를 꽉 죄인

다. 체인은 파이프와 일직선이어야 하고 센서는 라벨 바로 아래에 있는 흰 점에

서 파이프와 부착되어야 한다. 센서와 파이프의 끝 사이의 간격은 동일해야 한

다. 

8. 두 번째 센서도 스페이서 바에 부착시킨 채로 5, 6단계를 반복한다. 센서에 

음파 결합제를 바른다. 부착 위치의 중앙에 센서를 놓고, 스페이서 바의 REF 구

멍에, 센서의 가장 낮은 구멍으로(두 개의 구멍을 가진 센서의 경우) 센서 인덱

스 나사를 삽입하여 이미 설치된 센서에 스페이서 바를 고정한다. 스페이서 바

가 파이프와 일직선을 이루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일직선이 되게 조정한다. 

두 체인을 죄이는데 너무 세게 죄이지 않는다. 죄이는 동안 센서가 움직이지 않

도록 한다. 

9. 케이블과 유량계 입력 잭의 상/하류를 확인하여, 센서 케이블을 연결한다. 듀

얼 채널인 경우, 올바른 채널 입력 잭에 케이블을 연결해야 한다. 넘버 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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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도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8.6 다이렉트 모드 설치 – EZ Clamp와 스페이서 바를 사용한 경우

이 장에서는 다이렉트 모드로 센서를 설치하는 쉽고 간단한 방법을 제시할 것

이다. 센서는 센서간의 거리는 유지한 채, 각각 9시 방향과 3시 방향에 일렬로 

설치될 것이다.

설치 방법 – 다이렉트 모드-EZ Clamp와 스페이서 바를 사용한 경우

1.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아서, 넘버 인덱스가 나오고 센서 설치 과정을 마치기 

위해 [ENT]를 누르라는 지시가 나오면 멈춘다. Pick/Install 메뉴에 나오는 넘버 

인덱스 값을 기억해 두었다가 센서 간격을 지정할 때 사용한다. 센서의 쌍이 

맞는지 확인한다. 두 개의 센서는 같은 S/N number를 가지지만 “A” 혹은 “B”

(예- 100A, 100B)라는 표시가 있다. 

2. 임시로,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한 센서(9시 위치에)를 장착한다. 장착 위치

는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파이프와 부착될 센서 주위로 크게 표시를 한다

(연필이나 분필로). 센서를 떼어낸다. 

3. 표시된 두 곳의 표면에 녹, 먼지, 벗겨진 페인트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

로 준비한다.

4. 스프링 클립을 사용하여 센서에 EZ Clamp를 부착한다. 조절 나사 머리는 

위, 스페이서 바의 반  방향을 향해야 한다. 나사가 멈출 때까지 돌려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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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센서 부착 표면 중앙을 따라 음파 결합제를 바른다. 센서를 부착위치의 중앙

에 놓는다; 케이블 커넥터는 다른 센서가 설치될 곳과 반  방향을 향하도록 

한다. 

6. 센서를 부착 위치에 고정시킨 채, 파이프에 체인을 감고 EZ Clamp의 고리 

위에 밀착시켜 교차 결합한다. 체인이 파이프에 딱 맞도록 조절 나사를 꽉 죄

인다. 체인은 파이프와 일직선이어야 하고 센서는 전면 라벨 바로 아래에 있는 

흰 점에서 파이프와 부착되어야 한다. 센서와 파이프의 끝 사이의 간격은 동일

해야 한다. 필요하면 간격이 동일하도록 조정한다. 체인을 죄이는데 너무 세게 

죄이지 않는다. 죄이는 동안 센서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7. #1 단락에서 설명했던 인덱스 구멍에 맞추어 두 번째 센서를 스페이서 바에 

부착한다. 일부 센서는 센서의 안전을 위해 두 개의 눈금 구멍을 가질 수도 있

는데, EZ Clamp를 사용할 때는 더 낮은 눈금 구멍을 사용하여 스페이서 바를 

부착한다.

8. 첫 번째 센서와 달리, 이 곳에는 결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스페이서 바의 

REF 구멍에, 센서의 가장 낮은 구멍으로 센서 인덱스 나사를 삽입하여 이미 

설치된 센서에 스페이서 바(부착된 두 번째 센서와 함께)를 부착하고 죄인다. 

스페이서 바가 파이프와 일직선을 이루는지 확인한다. 이 위치에 고정시킨 채, 

센서의 뒤쪽 끝을 따라 선을 긋고 라벨 밑에 있는 흰 점(아래 “A” 참조) 아래

에 점을 찍는다. 바를 이용하여 한 끝을 설치된 센서의 흰 점에 고 다른 끝

은 사용자가 찍은 점을 지나도록, 점을 지나는 선을 긋는다(아래 “B” 참조). 바

를 내려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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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왼쪽 끝이 센서 끝을 표시한 선(“C” 참조)에 닿도록 파이프 둘레에 mylar 

spacing guide를 감는다. 한쪽 끝이 다른 한 쪽에 최소한 3인치까지 겹치도록 배

치한다. 필요하면 잘라내어 정리한다. 그러나, 겹치는 부분의 끝을 사각으로 만

들기 위해 잘라내서는 안 된다. 

10. guide의 왼쪽 끝을 센서 끝 표시에 다시 맞춘다. guide의 세로축 양 끝을 파

이프 둘레에 일직선으로 감는다; 겹치는 끝부분을 따라 표시한다.

11. Mylar spacing guide를 떼어내서 평평한 곳에 내려 놓는다. 겹쳐진 부분의 끝

과 겹친 부분에 표시한 곳의 중간지점의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거나, 겹쳐진 부

분의 끝에서 겹친 부분에 표시한 곳까지 접어서 접힌 부분이나 중간지점에 선

을 긋는다. 

12. spacing guide를 재설치한다; 파이프의 센서 끝 표시에 근접한 왼쪽 끝과 파

이프에 점을 연결한 선(“C” 참조)에서 겹쳐진 끝. 파이프에 이 위치에 테이프를 

붙인다. guide에 중앙 표시에 흰 점이 오도록 guide 끝에 맞추어 두 번째 센서를 

올려 놓는다. 센서를 장착할 곳에 임시로 부착한다(이미 설치되어 있는 센서의 

반  방향인 3시 위치). 이 곳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센서를 고정시

킨 채, 센서 주위에 파이프와 부착될 부위를 표시해 둔다. 센서와 mylar guide를 

떼어낸다.

13. 센서 부착 표시를 해 둔 곳의 표면에 녹, 먼지, 벗겨진 페인트 등을 제거하

여 깨끗한 상태로 준비한다.

14. mylar guide를 원래 위치에 다시 올려 놓고, 파이프에 다시 붙인다. 스프링 

클립으로 EZ Clamp를 센서에 부착한다. 멈출 때까지 나사를 돌려 뺀다. 

15. 음파 결합제를 센서 접착 표면의 중앙을 따라 바른다. 센서를 파이프의 중

앙에 놓고 guide의 중앙 표시와 끝을 맞춘다; 케이블 커넥터는 다른 센서와 반

 방향을 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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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센서를 장착 위치에 고정시킨 채, 파이프에 체인을 감고 EZ Clamp의 고리에 

교차 결합시킨다. 체인이 파이프에 딱 맞게 감길 정도로 조절 나사를 죄인다. 

체인은 파이프와 일직선이어야 하고 센서는 전면 라벨 바로 아래에 있는 흰 점

에서 파이프와 부착되어야 한다. 센서와 파이프의 가장자리 사이에 있는 점의 

양쪽 간격이 동일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간격을 동일하게 맞춘다. 체

인을 죄이되 너무 세게 죄이지 않는다. 체인을 죄이는 동안 센서는 움직이지 않

도록 한다. 

17. 유량계 본체와 연결되는 케이블과 입력 잭의 상류/하류측을 확인하여 센서 

케이블을 연결한다. 듀얼 채널인 경우, 올바른 채널의 입력 잭에 케이블을 연결

해야 한다. 넘버 인덱스 센서도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8.7 리플렉트 모드 – 마운팅 프레임과 스페이서 바를 사용한 경우

리플렉트 모드의 경우, 마운팅 프레임과 스페이서 바를 사용하면 가장 쉽게 장

착하게 된다. 간격 측정 없이 센서 간의 조합이 유지되는 견고한 구조를 이룬

다. 또한, 리플렉트 모드로 장착하면 본래 센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체 

구조를 이동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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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아서, 넘버 인덱스가 나오고 센서 설치 과정을 마치기 

위해 [ENT]를 누르라는 지시가 나오면 멈춘다. Install 메뉴에 나오는 넘버 인덱

스 값을 기억해 두었다가 센서 간격을 지정할 때 사용한다. 센서의 쌍이 맞는

지 확인한다. 두 개의 센서는 같은 S/N number를 가지지만 “A” 혹은 “B”(예- 

100A, 100B)라는 표시가 있다.

2. 평평한 곳에서, 스페이서 바의 첫번째 구멍(reference hole)에 프레임을 맞추

어 마운팅 프레임에 스페이서 바를 부착한다; 조임 나사로 죄인다. 두 번째 마

운팅 프레임을 스페이서 바의 다른 쪽 끝에 밀어 넣고, 숫자 인덱스 구멍에 맞

추어 조절한다; 조임 나사로 죄인다. 이 때, 각 프레임의 각진 면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야 한다. 설치 위치에서 마운팅 프레임과 스페이서 바를 조립한 것

을 파이프의 꼭 기에 오도록 설치한다. 파이프 둘레에 마운팅 스트랩(쇠줄)을 

두르고 마운팅 스트랩의 끝을 고정 나사로 고정한다. 이것을 한 마운팅 프레임

의 스프링 클립 아래에 밀어 넣는다. 이 때, 마운팅 스트랩 조임 나사를 끼우기 

쉬운 위치여야 한다. 다른 마운팅 프레임도 같은 방식으로 설치한다.

3. 마운팅 스트랩 나사는 전체 구조물이 회전할 수 있을 정도로 느슨하게 죄인

다. 구조물을 9시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마운팅 프레임 주위에(양면의 1/2지점

과 전체 길이의 중앙 지점) 연필이나 분필로 표시를 한다. 표시된 위치에서 구

조물을 옮긴다(필요하면 스트랩을 느슨하게 한다).

4. 표시된 두 곳의 표면에 녹, 먼지, 벗겨진 페인트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

로 준비한다.

5. 깨끗하게 준비한 표면의 중앙에 전체 구조물을 다시 설치하고 마운팅 스트

랩으로 파이프에 단단히 고정한다. 너무 세게 죄이지 않는다. 

센서 정면 중앙에 음파 결합제를 바르고 마운팅 프레임에 밀어넣는다. 멈춤 핀

에 닿을 때까지 파이프와 닿지 않도록 하고(불필요한 부분까지 결합제가 묻는 

것을 방지), 파이프 안으로 밀어 넣는다. 센서 조임 나사를 죄여서 센서를 고정

한다. 다른 센서도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6. 상류/하류측을 확인하고 센서에 UP/DN 케이블을 부착한다. 유량계의 UP/DN 

단말기에 케이블의 다른 쪽 끝을 연결한다. 

7. 이제 센서 설치 과정을 끝내기 위해 <ENT>를 누른다. 사용 가능한 마운팅 

스트랩 키트는 아래 목록과 같다. 각 키트는 정해진 파이프 직경과 다이렉트 

설치를 위한 스페이싱 가이드에 맞는 두 가지 밴드 사이즈를 포함한다. 

8.8 리플렉트 모드 – 스페이서 바만 사용한 경우

스페이서 바를 사용하면 수작업으로 간격을 측정하지 않아도 되고, 축과 일직

선을 이루면서 센서를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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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방법 – 리플렉트 모드-센서와 스페이서 바만 사용한 경우

1.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아서, 넘버 인덱스가 나오고 센서 설치 과정을 마치기 

위해 [ENT]를 누르라는 지시가 나오면 멈춘다. Install 메뉴에 나오는 넘버 인덱

스 값을 기억해 두었다가 센서 간격을 지정할 때 사용한다. 센서의 쌍이 맞는지 

확인한다. 두 개의 센서는 같은 S/N number를 가지지만 “A” 혹은 “B”(예- 100A, 

100B)라는 표시가 있다.

2. 위의 그림과 같이 케이블 커넥터가 서로 반  방향을 향하게 하고, 센서를 

스페이서 바에 조립한다. 센서 인덱스 나사를 사용하여 스페이서 바를 센서에 

부착한다. 한 센서는 “REF” 구멍을 사용하여 부착하고, 다른 한 센서는 1의 인

덱스 눈금 구멍에 부착한다.

3. 임시로,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한 센서(9시 위치에)를 장착한다. 장착 위치

는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파이프와 부착될 센서 주위로 크게 표시를 한다(연

필이나 분필로). 전체 구조물을 떼어낸다. 

4. 표시된 두 곳의 표면에 녹, 먼지, 벗겨진 페인트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

로 준비한다.

5. REF 구멍에 맞추어 조립하였던 센서를 스페이서 바에서 떼어낸다. 파이프에 

마운팅 스트랩을 두르고 조임 나사로 고정한다(고정 나사는 위쪽을 향해야 한

다). 한 센서의 접착 부위 중앙에 음파 결합제를 바른다. 깨끗한 상태로 준비한 

부착 위치 중앙에 센서를 부착한다. 센서를 고정한 채, 마운팅 스트랩을 두르고 

나사로 죄인다. 죄이는 동안 정면 라벨 아래의 흰 점이 파이프의 중앙에 오며, 

양쪽 끝의 공간이 같도록 주의한다. 또한, 마운팅 스트랩은 조임 나사를 끼우기 

쉬운 위치여야 한다. 

6. 두 번째 센서는 스페이서 바를 부착시킨 채로 “5”와 같은 방법을 반복한다. 

센서에 음파 결합제를 바른다. 준비된 부착 위치의 중앙에 센서를 놓고, 스페이

서 바의 REF 구멍에 센서 인덱스 나사를 삽입하여 이미 장착된 센서에 스페이

서 바를 고정한다. 센서에 마운팅 스트랩을 두르고 고정한다. 스페이서 바가 파

이프와 일직선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다. 필요한 경우 일직선이 되게 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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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너무 세게 죄이지 않는다. 죄이는 동안 센서가 움직이면 안 된다. 

7. 유량계 본체와 연결되는 케이블과 입력 잭의 상류/하류측을 확인하여 센서 

케이블을 연결한다. 듀얼 채널인 경우, 올바른 채널의 입력 잭에 케이블을 연결

해야 한다. 넘버 인덱스 센서도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8. 메뉴로 돌아와 <ENT>를 눌러 센서 설치 과정을 완료한다. 

8.9 다이렉트 모드 – 마운팅 프레임, 스페이서 바, 스페이싱 가이드를 사용한경우

마운팅 프레임, 스페이서 바, 스페이싱 가이드를 사용하는 것은 다이렉트 모드

로 설치할 경우 권장된다. 마운팅 프레임은 센서가 일직선으로 설치되도록 해주

고, 센서를 떼었다가 정확한 설치 위치에 재부착 할 수 있게 해준다. 

설치 방법 – 다이렉트 모드-센서, 마운팅 프레임, 스페이서 바, 스페이싱 가이드

를 사용한 경우

다이렉트 모드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센서 간의 간격 설정에 스페이서 바를, 센

서를 9시 방향과 3시 방향에 위치시키는 데 스페이싱 가이드를 사용한다. 센서 

간의 간격은 스페이서 바의 길이보다 길어야 하고, 측정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Mylar 스페이싱 가이드는 다양한 길이와 넓이를 갖추고 있어서 부분의 

파이프 사이즈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림8-4. Mylar spacing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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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아서, 넘버 인덱스가 나오고 센서 설치 과정을 마치기 

위해 [ENT]를 누르라는 지시가 나오면 멈춘다. Install 메뉴에 나오는 넘버 인덱

스 값을 기억해 두었다가 센서 간격을 지정할 때 사용한다. 센서의 쌍이 맞는

지 확인한다. 두 개의 센서는 같은 S/N number를 가지지만 “A” 혹은 “B”(예- 

100A, 100B)라는 표시가 있다.

2. 센서가 설치될 파이프에 프레임 하나를 임시로 부착한다. 설치 위치는 깨끗

한 곳이어야 한다. 연필이나 분필로 프레임 주위에 표시를 한다(양쪽 1/2지점과 

전후 길이의 중간 지점). 프레임을 떼어낸다. 

3. 표시된 표면에 녹, 먼지, 벗겨진 페인트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로 준비

한다.

4. 파이프에 마운팅 스트랩을 두르고 조임 나사로 고정한다(고정 나사는 위쪽

을 향해야 한다). 준비된 위치의 중앙에 프레임을 설치한다. 

5. 마운팅 스트랩을 두르고 드라이버로 죄인다. 죄이는 동안 끝이 뾰족한 롤러

(tapered roller)의 중앙이 파이프 중심에 오도록 한다. 

6. 인덱스 구멍에 맞춘 스페이서 바에 두 번째 프레임을 부착한다. 프레임의 앵

글은 바의 세로축이 향하고 있는 방향과 같지 않도록(face away) 한다. 이제 스

페이서 바의 REF 구멍에 인덱스 스페이서 나사를 삽입하여 스페이서 바의 끝

을 고정한다. 프레임이 파이프의 중앙에 오고, 파이프와 일직선을 유지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프레임 아래에 있는 tapered roller의 중앙에 흰 점(연필이나 

분필로)을 표시한다(A 참조). 연필이나 분필로 프레임의 앞쪽 끝을 따라 표시한

다(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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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페이서 바와 장착하지 않은 프레임을 분리한다. 바를 사용하여 한 쪽 끝은 

장착된 프레임의 tapered roller 중앙에 고, 다른 쪽 끝은 사용자가 그린 점을 

지나도록 하여 선을 긋는다(B 참조). 바를 떼어낸다.

① Trim material from inner edge if necessary
② Mylar Spacing Guide
③ 8 cm (3-inches) Overlapping Edge

그림 8-5. Wrapping the Mylar spacing guide around the pipe (end view)

8. mylar 스페이싱 가이드의 왼쪽 끝이 센서 끝을 표시(“C”참조)한 부분에 오도

록 하여 파이프에 감는다. 이 때 최소한 3인치 정도 겹치게 여유를 둔다. 필요

하면 잘라내도 좋지만, 끝을 사각으로 만들기 위해 겹친 부분을 잘라내지는 않

도록 한다. 

9. 다시 한 번 가이드의 왼쪽 끝과 센서 끝을 표시한 부분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가이드의 세로축 끝을 정돈하고 파이프에 잘 감겼는지 확인하여 겹친 부

분의 끝을 따라 표시한다. 

10. Mylar 스페이싱 가이드를 떼어내어 평평한 바닥에 놓는다. 겹친 부분의 끝

과 겹친 곳을 표시한 부분의 중간점을 재거나, 겹친 부분의 끝에서 겹친 곳을 

표시한 부분을 접어서 접힌 부분에 선을 긋거나 중간점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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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페이싱 가이드를 다시 붙인다; 왼쪽 끝이 센서 끝부분을 표시한 곳에 닿

도록 하고, 겹친 부분의 끝이 파이프의 점(지금은 라인으로 보인다)으로 표시한 

곳에 닿도록 한다. 이제 테이프로 고정한다. 두 번째 프레임을 가이드(tapered 

roller가 가이드 중앙 표시지점에 맞춰진)의 끝에 맞추어 놓는다. 프레임을 3시 

방향(이미 설치된 프레임의 반 방향-아래 참조)에 임시로 부착한다. 설치 지점

은 깨끗한 상태여야 한다. 프레임 둘레에 표시(양 끝에서 1/2 인치 지점과 전후 

길이의 중간지점)를 한다. 프레임과 mylar 가이드를 떼어낸다.

12. 표시된 표면에 녹, 먼지, 벗겨진 페인트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로 준비

한다.

13. mylar 가이드를 원래 위치에 다시 부착하고 고정한다.

14. 파이프에 마운팅 스트랩을 두르고 끝을 죄임 나사로 고정한다. 깨끗이 준비

한 곳의 중앙에 프레임을 놓는다; 프레임의 끝과 가이드의 중앙 지점이 일직선

을 이루도록 한다. 마운팅 스트랩을 끼워서 죄인다. 죄이는 동안 tapered roller 

중앙이 파이프 중앙에 오는지 확인한다. 

15. 음파 결합제를 센서 접착 표면 중앙에 바른다. 센서를 프레임에 부착하는

데, 음파 결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센서를 멈춤 핀에 닿을 때까지 밀어 

넣은 후, 센서 죄임 나사로 완전히 죄인다. 다른 센서도 마찬가지로 부착한다.

16. 유량계 본체와 연결되는 케이블과 입력 잭의 상류/하류측을 확인하여 센서 

케이블을 연결한다. 듀얼 채널인 경우, 올바른 채널의 입력 잭에 케이블을 연결

해야 한다. 넘버 인덱스 센서도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17. 메뉴로 돌아와 <ENT>를 눌러 센서 설치 과정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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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치수 도면 
9.1 송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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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간단사용 설명서
▶ Wizard 사용
※ Main menu 진입

 ▷ key
      ↓

Select access level Read only

User

Expert → △▽◁▷ key 사용.
          Password “2834” 입력.

※ Main menu

Main menu Quick start                   ▷key 사용 선택
Setup
Maintenance and diagnostics
Communication
Security
Language

※ Quick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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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or settings 선택

※ Unit Setting 관련 사항
은 Quick-Start setting 
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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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외경 입력

→ 관 내벽 두께 입력

→ 관 재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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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or type 선택

→ Sensor size 선택 
(예 : A1H, A2H...)

 ※ 유체 선택
   → 필요 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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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lled paths ▷
Save settings ▷
  Path1 메뉴 생성

⓵ Save settings 후 생
성된 Path1 선택

⓶ Path1에서 추가적인 
install-list 확인 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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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설정

Main menu Quick start                   
Setup                         ▷key 사용 선택
Maintenance and diagnostics
Communication
Security
Language

Setup Sensor

P r o c e s s 
values

Volume flow Units
Custom units
Custom conversion 
factor
Decimal places
Low flow cut-off
Alarm and warning 
limits

※ 단위 변경, 
소수자리 
  및 cut-off 
설정 필요 
  항목 선택 후 
변경.

Mass flow
Flow velocity
Sound velocity
Density
Viscosity

Medium
temperature

Totalizers
Totalizer 1

Process value
Units
Custom units
Custom conversion 
factor
Decimal places
Direction
Fail-safe behavior
Reset
Preset
Alarm and warning 
limits

Reset all 
totalizers

Inputs and 
outputs
Date and 
time

Local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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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량 Span값 확인 방법

Main menu Quick start                   
Setup                         ▷key 사용 선택
Maintenance and diagnostics
Communication
Security
Language

Setup Sensor
Process
values
Totalizers

Inputs and 
outputs

Channel2 - 
output

Operation mode
Active
operation
possible
Fail-safe
activation
condition

Current output

Process value
Direction
Loop current 
scale
Upper range 
value
Lower range 
value
Damping value
Fail-safe 
behavior
Fail-safe 
minimum 
duration

Channel3 –
relay
Channel4 –
input/output
Channel7 –
digital input
Channel8 - 
digital input

Date and 
time
Local displ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