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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 용
Easy TREK 은 초음파의 원리를 이용한 비접촉식 액체용 수위측정 트랜스미터 입니다.
4… 20mA 출력의 범위를 가지며 프로그램식 릴레이 와 HART 통신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한 지능형 스마트 수위 트랜스미터는 다양한 프로세스 조건에서
대부분의 액체를 측정하는데 알맞게 설계 되었습니다.

2. 기술사양
2-1. 일반사양

2-2. 주문코드

1. 설 치
주의 ! : 계기를 최종 설치위치에 설치하기전에 프로그램밍 부분에 공급된 마그넷이 닿을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LED가 잘 보여야 하며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유체의 최소레벨
과

최대레벨사이를 조절하여 변경 가능하여야 한다.

만일 위와 같은 조건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을 때에는 최종위치에 계기를 설치하기전에

프로그래밍 절차를 수행한다.

설치위치 : Easy TREK 의 최적설치위치
는 탱크의 r=(0.2 에서 0.4)d 위치이다.
이 설치위치는 돔모양의 탱크 TOP에 설
치하였을 때 원하지 않는 방해파를 방지
하여 준다.

센서의 표면은 유체의 표면

과 ±2 ° 의 오차이내로 평행을 이루어야
한다.

장애물 : 계기의 초음파 빔에 돌출된 물
체가 있으면 않된다. ( 예: 사다리, 온도
계 등등 )

거품 : 액체의 표면에 발생된 거품은 초음파측정의 부정확성
혹은 심지어 에러도 발생시킬수 있음. 거품발생이 최소
지역에 설치한다.

바람 : 강력한 공기의 흐름은 초음파측정의 부정확성 혹은 심
지어 에러도 발생시킬수 있음.

증기 : 가스의 증기는 계기의 측정범위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 ( 예 : 화학물, 햇빛에 장시간 노출된 옥외탱크 )

온도 : 트랜스미터는 직사광선을 피해설치한다.

1. 전기적 결선도

- 브라운색

: 전원

- 녹색

: 전원

- 노란색

: 릴레이 접점

- 핑크색

: 릴레이 접점

- 회색

: 전류출력

- 백색

: GND

- 쉴드

: 접지

DC 전원일 경우에는 극성이 없음.
릴레이는 NO 타입임.
DC 전원일 경우에 GND 와 전원의 (–)극을 연결함으로서 3선식 설치도 가능하지만 전기적
절연이 되지 않는다.

1. 프로그래밍

결선을 한후에 약 25… 50 초 후에
ECHO

LED

에

불이

들어오고

4… 20mA 출력이 발생된다.

온도보상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
로그래밍전 1시간 전에 계기를 켜둔다.

프로그래밍는 두 가지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

l

현장 설치한후 : 액체표면에 맞고 돌아오는 액체수위를 이용하는 방법.

l

현장 설치전에 : 편평한 표면에 맞고 돌아온는 에코를 이용하는 방법.

다음사항은 공급된 Touch-Magnet 마그넷 스크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한다.
- 4mA 아나로그 출력 지점 ( 최소수위 / 최대거리 (E) )
- 20mA 아나로그 출력 지점 ( 최대수위 / 최소거리 (F) )
- 에러시의 아나로그 출력 ( 공장값 : 이전값으로 홀딩 )
- 릴레이 접점 포인트 ( 공장값 : 에코에러알람, 릴레이 NO )
- 댐핑시간

( 공장값 : 60 초 )

Touch-Magnet 프로그래밍은 EasyTREK 이 올바른 에코를 받아들이고 있을때에만 가능하다.
예를들어 “ ECHO “ LED에 불이 들어와야 된다.

릴레이 “ON” 과 “OFF” 의 스위칭 차이는 20 mm 이상이어야 한다.

LED 상태의 판독
= LED 가 켜짐

= LED 가 깜빡거림

가 한쪽만 깜빡임

프로그래밍 테이블의 왼쪽 LED표시는 녹색LED 이고
오른쪽 LED는 적색 LED를 표시한 것임.

프로그래밍 : 공급된 스크류드라이버를 열고 자석부
분을 A, B중 한곳에 댄다.

= LED 가 꺼짐

= LED

최소수위, 0%, 빈 탱크 ( 4mA 할당 )
EasyTREK 을 목표물로부터 최소수위거리와 일치되는 곳에 위치시킨다.
조치

LED 지시

1) 유호에코를 체
=유효에코수신, 프로그래밍가

크
능
2)

자석을 “A”에
=프로그래밍 모드

댐
3) 자석을 대고있

탱크내의 수위를 이용하거나 고정
된 벽등의 목표물을 이용한다.

=현재의 거리가 4mA로 할당

음
4) 모든 LED가 꺼

= 프로그래밍 완료

지면 자석을 제거
한다.

최대수위, 100%, 채운탱크 ( 20mA 할당 )
EasyTREK 을 목표물로부터 최대수위거리와 일치되는 곳에 위치시킨다.
조치
1)

자석을

LED 지시
“B”에
=프로그래밍 모드

댐
2) 자석을 대고있

=현재의 거리가 20mA로 할

음
당
3) 모든 LED가 꺼
지면 자석을 제거

탱크내의 수위를 이용하거나 고
= 프로그래밍 완료

정된 벽등의 목표물을 이용한다.

한다.

릴레이 스위치 ON 포인트 프로그래밍
EasyTREK 을 목표물로부터 필요한 스위치 ON 거리와 일치되는 곳에 위치시킨다.
조치
1)

자석을

LED 지시
“A”에
= 프로그래밍 모드

댐
2)

자석을 “B”에
=프로그래밍 진행중

댐
3)

자석을 “B”에

대고있음

=프로르래밍 진행중

탱크내의 수위를 이용하거나 고

릴레이 스위치 OFF 포인트 프로그래밍
EasyTREK 을 목표물로부터 필요한 스위치 OFF 거리와 일치되는 곳에 위치시킨다.
조치
LED 지시
1) 자석을 “A”에 댐
= 프로그래밍 모드
2) 자석을 “B”에 댐
=프로그래밍 진행중
3) 자석을 “B”에 대
=프로르래밍 진행중
고있음
4) 자석을 “B”에 계
=스위치 OFF 포인트의 프로그
속대고 있음
램
탱크내의 수위를 이용하거나 고
5) 모든 LED가 꺼
정된 벽등의 목표물을 이용한다.
= 프로그래밍 완료
지면 자석을 제거한
다.
NOTE : 릴레이를 원래대로 ECHO 오류 지시로 사용하려면 시스템을 RESET 하여 다시 시작하면
된다.
전류출력으로 “에러표시” 프로그래밍
EasyTREK 를 목표물에 대하여 올바로 위치시켜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한다.
조치
LED 지시
1) 자석을 “A”에 댐
= 프로그래밍 모드
2) 자석을 “B”에 여러 번 반복하여 댐으로써 필
=이전값으로 유지
요한 에러지시모드를 선택한다.
= 3.6 mA
= 22mA
3) 자석을 “A” 에 댐

= 프로그래밍 완료

“ 댐핑 “
EasyTREK 를 목표물에 대하여 올바로 위치시켜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한다.
조치
LED 지시
1) 자석을 “B”에 댐
= 프로그래밍 모드

2) 자석을 “A”에 여러 번 반복하여 댐으로써 필
요한 댐핑모드를 선택한다.

=10 초
= 30 초
= 60 초

3) 자석을 “B” 에 댐

= 프로그래밍 완료

공장값으로 “ RESET “
EasyTREK 를 목표물에 대하여 올바로 위치시켜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한다.
조치
LED 지시
1) 자석을 “B”에 댐
= 프로그래밍 모드
2) 자석을 “A”에 댐
= 프로그래밍 진행중
3) 자석을 “A”에 대고있음

= RESET 진행중

4) 모든 LED가 꺼지면 자석을 땐다.
프로그래밍 에러표시 LED 상태
조치
1) 프로그램 시도
2) 프로그램 시도

= 프로그래밍 완료

LED 지시
= 2회 깜빡거림 = 에코가 없음
= 3회 깜빡거림 = 암호잠금장치

3) 프로그램 시도

= 4회 깜빡거림 = “LEV”측정모드

수 정
에코수신을 정확히 찾음
암호는 HART로만 변경가능
계기를 RESET 한다.

가 아님
4) 릴레이의 프로그래밍

=한쪽만 깜빡거림=스위칭 포인트 최소 20mm 이상으로 셋팅한다.
간격이 너무 작음

1. 유지보수, 수리
센서의 표면에 오염물질 및 점성이 있는 물질이 코팅되어 있으면 청소를 해준다. 하지만 화학물
질의 증기는 장시간동안 사용시 센서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청소시에는 폴리프로필렌표면
을 상하지 않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