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mA 루프 파워 레벨 신호증폭기
설치및정비지침서

본^설치 및 정비 지침서_
는 사용고객이 제품을 설치하시기 전에 그 내용을 숙지하여
정확한 설치는 물론 원활한 운전과 완벽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사항을 유념하시어 본^설치 및 정비 지침서_
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제품의 설치는 본 지침서에 수록된 도면을 참조하여 정확히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 제품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제품의 하자보증은 출고 후 1년입니다.
4. 하자기간 중 제품의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당사 서비스 사업부로 서비스를 요청하
시면 신속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사업부 문의처 : TEL (032)820–3082 / FAX (032)815–5449

스파이렉스사코 기술서비스
스파이렉스사코 기술서비스는 국내에서 최초로, 각종 공장의 생산공정, 유틸리티,
공기조화, 발전소 등 모든 증기, 온수 및 압축공기 시스템을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절
약형으로 설계, 시공하는 것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정비, 관리하는 것에 이르기까
지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관련기술, 제품의 응용, 관리기법을 고객에게 최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과 그 효과의 지속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스파이렉스사
코 기술서비스를 받도록 하십시요. 항상 여러분의 요구에 응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스파이렉스사코의
기술서비스
●기 술 상 담

●증기실무연수교육

●공 장 진 단

●엔 지 니 어 링

●애프터세일즈서비스

●전

●전문분야강습회

●지 역 세 미 나

●고객통신문기술자료

시

증기시스템에서의 에너지절약 포인트 최대
1.
2.
3.
4.
5.
6.
7.
8.
9.
10.

적정스팀트랩의 사용 및 증기손실방지
적정운전압력의 선택 및 감압밸브의 효율적 이용
온도조절시스템 설계 및 효율적 응용
적정기수분리장치 설치 및 적재적소 응용
응축수회수 오그덴펌프 이용 및 회수시스템 설계응용
재증발증기 회수탱크 이용 및 효율적시스템 설계응용
에어벤트의 철저한 사용 및 적재적소 응용
보일러의 자동블로우다운 시스템 및 폐열회수시스템 응용
정확한 유량측정시스템의 적재적소 응용
보일러의 비례제어 자동수위제어시스템 설계 및 응용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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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mA 루프 파워 레벨 신호증폭기
1. 안전 정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사용 설명서에 따라 적격자(1.1절 참조)를 제대로 설치, 시운전, 정비해야
한다.
툴과 안전 장비를 올바로 사용하고 배관 및 플랜트 공사를 위해서는 일반 설치 및 안전 지침을 준수
해야 한다.
이 제품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다. 제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 설치 및 정비 지침에 따라 설치하지 않으면 제품이 손상되어
마킹이
무효화되며, 부상이나 치명적인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
추가 안전 정보 :
스팀 보일러의 수위 제어 및 수위 제한/경보 제품
제품/시스템은 다음 사항에 준수하여 선택, 설치, 사용, 테스트해야 한다.
–현지 또는 국가 표준 및 규정
–가이던스 노트(영국의 보건안전관리국 BG01 및 INDG436)
–승인 기관의 요구조건
–보일러 점검 기관
–보일러 제조업체의 사양
스팀 보일러에는 두 개의 독립적인 저-수위 제한/경보 시스템이 설치된다. 수위 검지기는 별도의 보호
관/챔버에 설치되며, 센서 팁과 접지 사이에 충분한 간격 확보가 필요하다.
각 검지기는 반드시 독립적 컨트롤러에 연결하도록 한다. 경보 릴레이는 저수위 경보 상태에서 보일
러의 열 공급부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수위 높음 경보는 수위 제어 시스템의 일부 또는 별도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 있다. 안전 필수 사항일
경우, 독립된 고수위 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릴레이는 고수위 경보 상태에서 급
수와 보일러 열 공급부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보일러의 수위 제한 및 경보시스템은
정기적인 작동 테스트가 필요하다.
수위제어 시스템과 수위제한 및 경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적절한 수
처리가 요구된다. 해당 기관 또는 권한을 수처리 전문 업체에 문의한다.
경고
이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 2004/108/EC 및 해당되는 모든 요구조건을 준수한다.
이 제품은 산업 현장 사용에 적합하다. 충분한 EMC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참조 번호는 UK Supply
BH PA420이다.
이 제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 비정상적인 간섭에 노출될 수 있다.
–제품 또는 해당 결선이 무선 송신기 근처에 위치하는 경우
–주 전원 공급부에 과도한 전기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 주 전원 공급부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원선 보호장치(ac)를 설치해야 한다. 보호장치는 필터링, 억제, 서지, 스파이크 어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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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ke arrestor)와 결합될 수 있다.
–이 제품 또는 결선부로부터 약 1 m(39") 이내 범위에서 휴대폰 및 이동 무선 장치를 사용할 경우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최소 이격 거리는 송신기의 출력과 설치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본 사용설명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1.1 용도
i) 본 제품이 사용하고자 하는 유체에 적합한지 점검한다.
ii) 재질의 적합성, 최대/최소 압력 및 온도 범위를 점검한다. 제품의 최대 작동 한계가 시스템의 작동
한계보다 낮거나, 제품 고장 시 위험한 과도 압력이나 초과 온도를 발생시키는 경우,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장치가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iii) 유체 흐름의 방향 및 올바른 설치 조건을 점검한다.
iv) 스파이렉스사코 제품은, 제품이 장착되는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외부 스트레스를 견
디도록 고안되지 않았다. 설치자는 책임을 지고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v) 제품 설치 전, 모든 연결부의 보호 커버를 분리한다.
제품의 안전한 사용은 적절한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사용 설명서에 따라 제품을 올바로 설치하고,
시운전하고, 사용 및 정비했을 때에만 보장된다(본 문서의 섹션 1.11 참조). 배관 및 플랜트 공사, 그리
고 기구 및 안전 장치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일반 설치 및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1.2 접근
제품 장착 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안전한 작업 환경(알맞게 보호된)을 점검 하도록 한다.
1.3 조명
복잡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명을 통해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1.4 배관 내 위험한 유체나 가스
배관의 내용물 및 작업 전 배관에 정체되어 있는 유체 또는 가스의 유무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사항 : 인화성 물질, 건강에 유해한 물질, 초고온의 물질 등
1.5 제품 주변의 위험한 환경
확인 사항 : 폭발 위험지역 해당 여부, 산소 부족(예 : 탱크, 피트), 유해 가스, 극단의 온도, 뜨거운 표
면, 화재 위험(예 : 용접작업 중), 과도한 소음, 움직이는 기계 등
1.6 시스템
설치 작업이 전체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한다. 작업으로 (예를 들면 차단밸브를 닫거나
전원차단) 인해 시스템의 다른 부분이나 근처 작업자의 위험 노출 여부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가? 위험은 벤트나 보호장치를 차단하거나 제어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차단밸브는 시스템에 가해지는 충격을 피하기 위해 천천히 개방하
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1.7 압력 시스템
시스템에 잔여 압력이 없는지 확인하고, 대기 중으로 벤트시키도록 한다. 이중 차단(이중 차단 및 블
리드)과 닫힌 밸브의 열쇠 설치 및 경고판 부착을 고려한다. 압력계의 압력이 0으로 지시될 때라도 시
스템의 압력이 완전히 해소 되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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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온도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샘플 입구밸브를 개방하기 전에 냉각수를 흐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9 도구 및 소모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도구 또는 소모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스파이렉스사코 정품만을 사용한
다.
1.10 보호 작업복
작업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예를 들면, 화학약품, 고온/저온, 방열, 소음, 낙하물) 보호
하기 위해 보호복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1.11 작업 허가
모든 작업은 반드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하거나 감독하도록 한다. 설치자 및 운전자는 설
치 및 정비 지침서에 따라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식적인 작업허가
시스템이 시행되는 경우, 반드시 따르도록 한다. 그러한 시스템이 없는 경우 책임자가 무슨 작업이 진
행 중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안전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 조력자를
배치한다. 필요한 경우‘경고판’
을 부착한다.
1.12 조작
크거나 무거운 제품의 수동 조작은 부상의 위험성이 있다. 직접 짐을 올리고, 누르고, 당기고, 운반하
고, 받들고 있는 것과 같은 행동들은 특히 허리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작업, 작업자, 대상 제품 및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위험을 평가하고 작업 환경에 따라 적절한 조작방
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작업, 작업자, 업무량, 작업 환경에 대한 사전 위험을 평가하여 작업 환경에 따라 적절한 작업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1.13 기타 위험
정상 운전 시 제품의 외부 표면온도가 매우 뜨거울 수 있다. 많은 제품이 자율적으로 드레인 되지 않
는다. 따라서, 설치된 상태에서 제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 특별한 주의를 가져야 한다.
1.14 결빙
빙점 이하의 온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동 드레인 되지 않는 제품이 결빙에 따라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수립한다.
1.15 폐기
설치 및 정비 지침서 중 폐기에 대하여 특별히 기술된 내용이 없다면, 본 제품은 재사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폐기 절차를 따른다면 자연환경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1.16 반품
고객과 재고 관리자는 스파이렉스사코에 제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EC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Law에 따라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오염 잔재물 또는 기계적인
손상 때문에 입게 될 모든 위험과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위험하거나 잠재
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분류된 모든 물질에 관한 건강 및 안전 자료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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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제품 정보
주의 : 설치 및 정비 중에는 적합한 정전기 예방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2.1 제품 개요
PA420 신호증폭기는 스파이렉스사코의 정전용량 검지기와 함께 사용하는 루프 파워 레벨 전송기이
다. 이 신호증폭기는 탱크 또는 보일러에서 수위에 비례하여, 4-20 mA의 전류 신호를 출력한다. 이 신
호는 수위를 조절하거나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되는 스파이렉스사코 및 표준 컨트롤러와 호환된다.
이 증폭기에는 시운전 시 사용하기 위한 두 개의 버튼과 듀얼 컬러 조명(빨강색 및 초록색)이 있다.
정전 용량 검지기 상단과 나사로 체결되는 튜브형의 오스틴계 스텐레스강 몸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Pg11 케이블 글랜드를 포함한 DIN 43650 커넥터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참조). 글랜드를 Pg 11 이외
에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는 안 된다.
Approvals :
¨ VdTUV-Merkblatt,
¨
–TUV,
Wasserstand 100–2010.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2004/08/EG.
중앙 나사

케이블 소켓
Pg 11 케이블 글랜드

20 mA 수위 설정 버튼

4 mA를 수위 설정 버튼

듀얼 컬러 조명
초록색–캘리브레이션 확인
빨강색–오류 또는 경보
몸체

그림 1. 표준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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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주의 :
–추가적인 내후성 장치 없이 PA420을 실외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설치 중에는 적절한 정전기 방지 예방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렌치를 사용하면 O링이 손상되거나 신호증폭기가 손상될 수 있다.
신호증폭기는 보일러나 탱크를 설치하기 전후에 정전용량 검지기에 장착할 수 있다. 컨트롤러/송신기
를 시운전하기 전에 최소 15분 동안 정상 작동 온도에서 PA420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신호증폭기와 함께 제공된 'O'링을 정전용량 검지기의 수나사 아래 부분에 끼워 넣는다.
주의 : 검지기와 PA420은 이 부분에 딱 맞는 고유의“O”
링이 함께 제공된다.
–신호증폭기를 검지기에 장착하고 손으로만 조인다.

PA420

‘O’
링
정전용량 검지기

그림 2.

4. 결선
4.1 일반 정보
결선은 반드시 BS 6739(프로세스 제어 시스템의 계장)을 준수하도록 한다: 또는 해당 국가에서 상응
하는 설계 및 수칙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다. 신호증폭기를 미국과 캐나다에 설치할 때에는 현지 및 국
가의 전기공사규정(NEC) 또는 캐나다 전기공사규정(CEC)에 따라 결선한다.
신호증폭기 또는 케이블 소켓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케이블 길이를 충분히 확보한다.
케이블 사양에 대해서는 기술 사양을 참조한다.
주의
고전압 케이블이나 개폐장치 근처에는 신호 케이블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검지기 케이블은 전원 케이블과 같은 도관/결선 트레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설치 및 정비 중에는 적합한 정전기 방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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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결선도 및 스크린 연결
와이어 또는 스크린이 한 개 이상의 전위가 다른 접지에 연결될 경우 접지 루프가 발생한다. 지침을
올바르게 준수한 경우, 신호증폭기와 콘트롤러가 한 쪽만 접지에 연결된다(그림 3 참조). PA420의 접
지 단자는 스크린 연결을 위한 것이다. 이 단자는 보호 접지로 작동하기 보다는 전기적 간섭에 대한
싱크/드레인 역할을 한다. 보호 접지는 단일 결함 조건에서 전기 감전으로부터의 보호 기능을 제공한
다. 이 제품은 보호 접지가 필요하지 않다.
주의
공통 단자를 컨트롤러 로컬 접지에 연결하지 않는다. 접지 루프가 유도되어 제품이 손상되거나 성능
이 저하될 수 있다. 검지기 몸체에서 배관/보일러 외장까지의 저항은 1Ω 미만이어야 한다.
PA420 신호증폭기

스크린
루프 +
테스트
내부적으로 PA420 몸체에
연결됨(접지)

루프 -

다른 접지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PA420가 연결되는 계기의 설치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그림 3.

4.3 케이블 소켓
케이블 소켓을 분리하려면 중앙 나사를 제거해야 한다(그림 1 참조).
주의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PA420에는 케이블 소켓과 신호증폭기 커넥터 사이에 사각형의 가스
켓이 제공된다. 케이블 소켓을 재연결할 때 가스켓이 항상 있어야 하며, 모든 접촉면이 손상되지 않고
깨끗해야 한다.
–고정 나사를 분리하고 힌지 커버를 들어낸 후 소켓을 빼낸다.
경고
PA420에 전원을 공급하기 전에 케이블 소켓을 분리하여 핀 1과 핀 2 사이의 공급 전압이 정격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8장“기술 자료 : 최대 정격 전압을 초과하면 PA420이 손상됨"을 참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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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운전
5.1 수위 캘리브레이션
PA420은 광범위한 수위에 대해 4 mA와 20 mA 사이의 출력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제품은 고수위
를 20 mA로, 저수위를 4 mA으로 출력하거나, 고수위에서는 4 mA, 저수위에서 20 mA로 출력할 수도
있다. 시운전은 두 버튼과 듀얼 컬러 조명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최소/최대 캘리브레이션 범위에 대해서는 8장을 참조한다.
수위 설정 :
단계 1 : 4 mA 또는 20 mA로 설정하고자 하는 높이에 위치하도록 수위를 조절한다.
단계 2 : 4 mA 또는 20 mA 버튼을 3초 동안 누른다.

단계 3 : 조명이 초록색으로 한 번 깜박인다.

단계 4 : 버튼에서 손을 뗀다(이를 위해서는 2 초
동안 누르고 있어야 한다.)

단계 5 : 수위가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
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명이 초록색으로 깜
박인다.

단계 6 :위의 절차를 반복하여 두 번째 수위를 설정한다.
주의 : 버튼을 오래 또는 짧게 눌렀을 경우, LED가 빨강색으로 깜박인다. 이 때 새로운 설정은 저
장되지 않는다.
그림 4는 사이트 글라스를 참조하여 PA420을 시운전하는 방법에 대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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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 mA
절대적인 최대 안전 수위
고-경보 85%

60%
제어 밴드 20%
(설정점에 대해 대칭)

설정점 50%
40%

저-경보 20%

0%=4 mA
절대적인 최소 수위(글래스에
물이 항상 보여야 함)

그림 5.

경고 : 제품의 결함을 감지하면, 1초에 1회씩 LED가 빨강색으로 점멸하고, 저수위 신호가 출력된
다. 8장. 기술 자료, 경보 상태와 7장. 결함 발견을 참조한다. 시스템의 제어부가 시스템을 안전하게 셧
다운하도록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6. 정비
주의 : 정비 작업 중에는 적절한 정전기 방지 예방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검지기 몸체 세척–수돗물/탈이온수 또는 이소프로필알코올로 적신 천을 사용한다. 다른 세척제를 사
용하면 제품이 손상될 수 있으며, 제품 보증이 불가능 할 수 있다.
보일러 수위 제어–정기적인 테스트 및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스파이렉스사코 시스템에 대한 보다 구
체적인 테스트 지침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문헌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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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함 발견
경고
결함 발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1장의 안전 정보를 숙지한다.
개요
결함이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 시기는 제품 설치와 시운전 시이다.

7.1 일반 결함
증상

1

설명

신호 없음
제품에 충분한 전압이
공급되지 않았거나, 제
품이 손상되었음

출력 전류 없음
문제가 해결되면, 제품
이 정상 작동할 수 있
음.

10

조치
1. 주변 온도가 규정된 범위 이내인지 점검한다.–8.2
절 참조
2. 커넥터를 분리한다.
3. 모든 결선이 올바른지 점검한다.–4장 참조
4. 결선이 안전한지 확인한다.
5. 단자 1과 2의 전압을 점검하고 규정된 범위 이내인
지 확인한다.–8.3절 참조
6. 공급장치의 극성을 점검한다.
7. 커넥터를 다시 연결한다.
8. 루프 전류가 사양 내에 있는지 점검한다.–그림 6
참조
9. 탐침 와이어 스크린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점검한
다.–그림 3 참조
10. 탐침 와이어가 제품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케이블 옆을 지나가지 않는지 점검한다(예: 주 케
이블).
11. 제품이 무선 송신 장치 옆에 위치하지 않는지 점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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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시스템 경보
경보가 발생하면 LED 조명이 빨강색으로 주기적으로 깜박이고 현재 출력이 경보 상태로 설정된다.
기술 자료 섹션을 참조한다. 경보는 문제 조치 후 제품에 전원을 인가하면 멈출 수 있다.
증상

설명

조치

1

1. 제품을 가까운 스파이렉스사코 담당자에게 보낸다.
2. 교체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7.1절“일반 결함"의 조
치 부분을 따른다.

2

1.
2.
3.
4.

검지기의 정상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LP20과 베셀 사이의 연결을 점검한다.
검지기와 신호증폭기 사이의 연결을 점검한다.
교체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7.1절“일반 결함"의 조
치 부분을 따른다.

3

1.
2.
3.
4.
5.

검지기 정상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검지기와 금속부 사이의 간격을 확인한다.
검지기와 신호증폭기 사이의 연결을 점검한다.
LP20의 절연부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교체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7.1절“일반 결함"의 조
치 부분을 따른다.

제품 프로그램에 오류
조명이 반복적으로 가 발생함
빨강색으로
깜박이고 경보가
발생함

LP20에서 측정된 수위
조명이 빨강색으로 신호가 지나치게 낮음
두 번 반복하여
깜박이고 경보가
발생함

LP20에서 측정된 수위
조명이 빨강색으로 신호가 지나치게 높음
세 번 반복하여
깜박이고 경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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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시스템 오류
오류가 발생하면 LED 조명이 빨강색으로 깜박인다. 이러한 오류는 버튼을 눌러서 끌 수 있다. 제품은
메모리에 저장된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수위에 비례하는 전류를 계속해서 출력한다.
증상

설명

1

시운전 중에 버튼을 충
분히 길게 누르지 않았
음

조치
1. 5장의 시운전 절차를 반복한다.
2. 7.1절“일반 결함"의 조치를 따른다.

조명이 빨강색으로 수위 정보가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았음
한 번 깜박임

2

시운전 중에 버튼을 너
무 길게 누르고 있었
음.

1. 5장의 시운전 절차를 반복한다.
2. 7.1절“일반 결함"의 조치를 따른다.

조명이 빨강색으로
수위 정보가 메모리에
두 번 반복하여
저장되지 않았음
깜박임
두 버튼을 동시에 눌렀
음.
이 제품은 두 버튼을
동시에 눌렀을 때 각
작동을 무시하도록 설
조명이 빨강색으로 계되어 있음
세 번 반복하여
수위 정보가 메모리에
깜박임
저장되지 않았음

3
4

시운전 중 수위 캘리브
레이션 포인트가 너무
근접함

1. 버튼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2. 제품 주변에서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은 없는지 확
인한다.
3. 7.1절“일반 결함"의 조치를 따른다.

1. 5장의 시운전 절차를 반복하여 두 캘리브레이션 포
인트의 최소 간격을 유지한다. 8장“기술 자료"를 참
조한다.

조명이 빨강색으로
수위 정보가 메모리에
네 번 반복하여
저장되지 않았음
깜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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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설명

조치

5

1. 7.1절“일반 결함"의 조치를 따른다.
2. 5장의 시운전 절차를 반복한다.

6

1. 7.1절“일반 결함"의 조치를 따른다.
2. 일정 기간 동안 공급 전압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로그 및 기록한다.

시운전 중, 제품이 레
벨 신호를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려고
조명이 빨강색으로 시도했으나, 비정상적
다섯 번 반복하여 인 값이 리턴됨.
깜박임

내부 마이크로콘트롤
러가 잠시 멈췄다가 자
조명이 빨강색으로 동으로 복구됨
여섯 번 반복하여
깜박임

문제가 지속되면 제품을 가까운 스파이렉스사코 담당자에게 보낸다.

PA420 신호증폭기

스크린
루프 +
테스트

루프 -

내부적으로 PA420
몸체에 연결됨(접지)

그림 6. 루프 전류 측정
(설치 결선을 분리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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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 자료
8.1 기술 지원
가까운 스파이렉스사코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공된 주문서/납품서 또는 본사 웹사
이트(www.spiraxsarco.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량 장비 반환
모든 부품은 가까운 스파이렉스사코 담당자에게 반환한다. 모든 부품이 운송을 위해 제대로 포장되었
는지 확인한다(납품 시, 사용한 포장 용기 사용 권장).
반환되는 장비에 대한 다음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1. 성명,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주문번호, 송장, 반환 배송 주소
2. 반환하려는 장비에 대한 설명 및 시리얼넘버
3. 결함에 대한 전체 설명 또는 필요한 수리 작업
4. 장비를 보장 하에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 주십시오.
a. 구매 날짜
b. 최초 주문 번호

8.2 제한 조건
주변 온도 범위
오염도
전도도
최대 케이블 길이

0–70°
C(32–158°
F)
3
5 μS/cm 또는 5 ppm
100 m(328 ft) 스크린선
2-코어, 1 mm²
(18-16 AWG),
고온 스크린 케이블
(예 : Pirelli FP 200 또는 Delta Crompton Firetuf OHLS)

권장 케이블

8.3 기술 자료
전압 강하(장치에서)
루프 전류
경보 상태

9–26.4 Vdc
4–20 mA
고-레벨=20 mA
저-레벨=4 mA
고-레벨=4 mA
저-레벨=20 mA

최대 부하
선형성
절연
캘리브레이션 레벨
캘리브레이션 스팬
분해능

14

최소
최대
최소
최대

3.8 mA
22 mA
500 Ω
2% FSD
100 Vdc(정전용량)
0 mm
1 500 mm
50 mm
1500 mm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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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규정
¨ VdTUV-Merkblatt,
¨
–TUV,
Wasserstand 100–2010.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2004/08/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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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렉스사코 기술지원 및 서비스망
공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327
TEL:(032)820-3000 FAX:811-6215

본사/기술영업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30길
99 스팀피플하우스
TEL:(02)3489-3489 FAX:525-5766

인천영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47번길 4 프리엘림빌딩 1102호
TEL:(032)820-3050 FAX:814-3898

서부영업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16
상도빌딩 4층
TEL:(031)366-0303 FAX:366-1611
경북지역 A/S 센터

충청지역 A/S 센터
대전영업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836 7층
TEL:(042)936-5755 FAX:936-4344

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16
업무동 3층
TEL:(053)382-5755 FAX:384-1137

전북지역 A/S 센터
전주영업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5길 16
세무회관 4층
TEL:(063)226-1408 FAX:226-1409
광주지역 A/S 센터
광주영업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108
다혜빌딩 301호
TEL:(062)384-5755 FAX:384-9596
울산지역 A/S 센터
울산영업소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73
성문빌딩 5층
TEL:(052)258-5744 FAX:258-5725
여수지역 A/S 센터
여수영업소
전남 여수시 시청로 42
진남빌딩 4층
TEL:(061)686-5755 FAX:686-5756

경남지역 A/S 센터
경남영업소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3로 4
모아플라자 3층
TEL:(055)332-5755 FAX:332-3399

■고객기술상담전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30길 99 스팀피플하우스 : 02-3489-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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