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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및주의

경고!     위험지역설치에 대한 에이젠시 승인은 KC-8000PL 모델에 따라 다양하며 위험지역에 설치하기
전에 구체적인 승인에 대하여 제품 명판을 참조해야 합니다.

경고!      모든 결선의 절차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수행하여야 합니다.

경고!      잠재적인 전기 쇼크를 피하기 위하여 유량계를 전원에 연결하거나 또는 주변장치에 연결
할 때는 NEC의 안전지침을 따르거나 법규에 따라야 합니다.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모든 전원 연결은 반드시 CE 규정 지침에 의하여 일치 되어야 합니다.

경고!    제품 수리를 시도하기 전에는 라인의 압력을 제거하는 것을 확인 하십시오.

경고!     어떠한 부품이라도 분해할 시는 반드시 전원을 빼야 합니다.

주의!     스마트 전자부를 조정하기 전에 KC-8000PL이 어떠한 주제어시스템에 대하여 측정하고 있거
나 전송하지 않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의!     케이블의 길이를 변경하거나 센서 또는 케이블을 바꾸는 것은 KC-8000PL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 !    본 제품은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발전소용 안전등급의 압력전송기로서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 오일로 채워진 메탈 센서에서 압력을 측정하고, 그 압력값은 4~20 mA의 아날로그 신호
또는 HART 통신의 디지털 값으로 출력하여 DCS나 PLC 등의 제어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    HART 통신은 외부의 아날로그 시스템의 입출력 포트에 연결된 경우, 외부 제어시시템에는
자체 250Ω 저항을 가지고 있어서 별도의 루프저항이 필요 없으나, 압력전송기가 단순히
직류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외부에 250Ω 루프저항을 연결해야 합니다. 

주의 !    레벨전송기는 IP65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외부의 전기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안전등급으로 회로설계가 되어 있고, 압력센서의 높은 정확도로 인해 고신뢰도가 요구되는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 기판을 만지기 전에 신체를 금속 물체에 접촉 시켜 정전기를 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 요구하지 않는 한 모든 기판은 가장자리로 취급 하십시요.

경고 및 주의



제1장 개요

개요

활용법

KC-8000PL은 다기능 지능형 차압식 레벨전송기로서 인증된 장소에서 생산되어 교정/시험/검사를

거쳐 출고됩니다.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동작 및 운용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1) 레벨전송기를 설치 및 운용하는 사람은 사용설명서를 숙지해야 합니다.

2) 본 사용 설명서의 내용은 ㈜골든룰의 사전승인 없이 출판될 수 없습니다.

3) 사용설명서의 사양은 레벨전송기에 적용되며,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자세한 문의 사항은 당사 대리점 또는 ㈜골든룰에 확인하십시오.

측정에필요한기기및부품준비

레벨전송기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물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부품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현장교정

○ 설치장소에 제품을 설치하면 수평위치 및 현장 취부상태에 따라 제로점이 벗어날 때도 압력센서

의 제로트림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 차압을 영점으로 맞추는 방법은 high 측과 low 측의 압력이 평형이 이루어진 후 HART 

communicator 또는 레벨전송기에 있는 메뉴 명령를 통해 수행합니다.

제품소개
KC-8000PL 차압식 레벨전송기는 다양한 유체에 대해 탱크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외에 간단
한 조작으로 차압, 게이지압을 확인할 수 있는 다기능 전송기입니다. 

KC-8000PL Seires 차압식 레벨전송기는 고 안정성 압력 측정 기술과 온도 보상 기술을 사용하여
고성능 차압 트렌스미터를 정교하게 개발했으며, 내부 회로는 서지 보호 회로를 적용하여 설계
하였습니다. 측정 요소는 차압, 단압, 유량, 진공,등 다양한 요소를 측정 할 수 있으며 액체 위치
및 밀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산업 공정 제어, 석유, 화학, 가스, 선박 및 전기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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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설치 및 결선

설치

설치장소를선택할때는다음내용을확실히준수해주시기바랍니다.

1. 레벨전송기의 수명이나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위치나 설치방향 및 주위 공간 등을 고려해서

정확히 설치하십시오.

2. 제품의 설치는 배관 내 유체의 온도변화폭이 크거나 변화율이 심한 곳은 피해야 하며, 외부의 복사열

을 심하게 받는 곳은 적당한 열차단을 해야 합니다. 압력센서는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상하 또는

좌우 어느 방향 배관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3. 가급적 진동이나 충격이 있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유체의 맥동이 있는 경우라면 맥동

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제품을 장착하십시오. 특히 화학물질에 의한 부식이 생기지 않는

곳에 설치합니다. 만약 부식 환경일 경우 부식환경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선정해야 합니다. 

4. 레벨전송기 안으로 전선관을 타고 흐르는 빗물 등의 유입이 없도록 차단해야 하며, 전선관 연결을 방

수구조로 하기 위해서 경화되지 않는 밀봉 재료를 사용하여 나사 연결 부위를 체결합니다. 

5. 가능한 유지보수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주십시오.

배선

1. 레벨전송기에 사용되는 전원을 단자대에 정확히 연결하여 사용하십시오. 

만약 정확히 연결하지 않을 경우 전송기 및 주변기기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십시오.

2. 전송기의 레벨압력값이 LCD부에 표시되고 레벨압력값은 4~20 mA로 출력되며, 레벨압력이 인가되

지 않을 경우 4 mA가 출력되고, 레벨압력이 최대로 가해지면 20 mA가 출력됩니다. 

3. 레벨압력출력은 출고 시 설정압력을 기준하여 비례값으로 출력됩니다.

3. 출력 신호를 발생시키는 레벨전송기는 저 전력형으로서 4~20 mA의 2-wire 방식으로 공급되는 전원

만으로 동작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차압식 레벨전송기의 전기적 규격

● 입력전압 : 24V DC (허용전압12 ~ 40 V DC)

● 출력신호 : 4 to 20 mA DC

● 외부통신 : HART

● 표시부 : LCD

● 역극성 : 보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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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및접지

<4>

설치전주의사항

● 레벨전송기를 설치하기 전에 전송기의 설치방향이 수평인지를 확인하고, 플랜지 연결부가 완전히 체결

되어 누설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원입력 24V DC의 접속단자가 틀림없는지, 출력단자의 접속 4 ~ 20mA DC은 이상이 없는지,

제어용 케이블은 차폐용 전선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레벨전송기는 고정 브라켓트에 단단히 결속시키고, 전송기 헤드만을 잡고 제품을 움직이거나 힘을 가하

지 마십시오.

● 대차 등 진동이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 레벨전송기의 지시부가 정방향이 되도록 운반하십시오. 

● 제품의 수명은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으므로 설치하는 장소의 주위온도가 허용온도(-20 ~ +60℃)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접지

● 접지 기기의 전원 및 접지선은 4㎟ (AWG11)이상으로 결선하여 주십시오.

● 외부의 전기적 신호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선은 압력전송기 외함의 러그(Lug)부 접지단자

(M4)에 반드시 설치하고 절연 캡이 있는 링형 압착 단자를 사용 하십시오.

● 접지는 외부접지(전송기 헤드 측면)와 내부접지를 동시에 체결하여 주십시오. 

내부접지의 경우 당사에서 결선하여 출고 됩니다. 

● 기기를 탈착 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해야하며, 이상동작 및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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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분의명칭및용도

제품은 당사 품질관리의 내압시험을 통과한 견고한 제품이 출고되며, 제품의 구성요소 및 조립도는

아래 그림을 확인하십시오.

각부분의명칭

1 CASING 2 FRONT COVER

3 REAR COVER 4 GLASS RING

5 TEMPERED GLASS 6 NAME PLATE

7 PCB ASSEMBLY 8 FRONT COVER O-RING

9 REAR COVER O-RING 10 EXTERNAL GROUND BOLT

11 PRESSURE SENSOR 12 PRESSURE SENSOR O-RING

13 TERMINAL BLOCK BOLT 14 REAR COVER LOCK BOLT

15 LUG TERMINAL 16 LINE FEED-THRU

17 NAME PLATE SCREW 18 POWER BOARD

19 TERMINAL BLOCK 20 PURGE VALVE

< 차압식 레벨전송기 구성품 >



결선방법

결선방법
아날로그 출력의 결선은 2-wire loop용으로 후면 커버를 열면, 필드 터미널 연결용 블럭 상단에 (+)와 (-)
로 표기되어 있으며, 후면 (-) 단자를 압력신호 4~20 mA 출력을 받는 지시계의 (+)와 결선하고, 지시계의
(-)는 전송기 후면단자 (+)와 결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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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케이터 확인 시 유량신호 입력단의 (+)와 (-)에 250Ω 저항을 아래 그림과 같이 연결하여 사용

하십시오

○ 정격 전원은 특별한 요구가 없을 경우 DC 24V이고 Power의 (+)와 (-)에 결선하며, 전원을 DC 12V 미만
으로 사용할 경우 주문서에 명시하거나 당사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전체적인 배선 길이는 200m 이내로 가급적 사용 하십시오. 
○ 배선 시 전송기 내부에 전선 조각이 남을 경우 이상이나 고장,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조각이 남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후면 단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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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및조작 1

전면 표시 및 조작키

초기화면 복귀는 별도의 화면조작이 1분 이상 없을 때 복귀 됩니다. 

제3장 표시부

M
- 측정모드에서 짧게 눌러 비밀번호를 입력 할 수 있다.
- 측정모드에서 5초 동안 눌러 Display 0점 조절가능
- 설정모드에서 값을 수정 하려면 짧게 눌러 반짝이면 값을 수정 할 수 있고 다시 누르면 중지된다.

S
- 단자모드에서 짧게 KEY를 누르면 모드를 수정할 수 있다
- 측정모드에서 KEY를 길게 5초 이상 누르면 20mA를 조정할 수 있다.
- 설정모드에서 KEY를 짧게 누르면 값을 수정 할 수 있다.

Z
- 측량모드에서 짧게 KEY를 누르면 모드를 수정 할 수 있다
- 측정모드에서 길게 5초 이상 누르면 4mA를 0점 조절가능 합니다.
- 설정모드에서 KEY를 짧게 누르면 이동과 감소기능, 길이나 시간으로 연속해서 이동할 수 있다.



표시및조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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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키를 5초 이상 누르면 작동한다
오른쪽 그림처럼 하단에 P=0 을 표시하고 S키와 Z키로
YES, NO, RESET 을 선택 후 M키를 누르면 Zero Setting을 할 수 있다

NO    - zero setting 없이 현재 값 유지
YES    - 현재 압력을 zero값으로 설정
RESET - 공장 출하 값으로 zero setting

30초 내에 키 조작이 없으면 측정모드로 돌아갑니다

Zero Setting

4mA 최소값(0점) S

etting

4mA 최소값(0점) Setting

Z키를 5초 이상 누르면 작동한다
오른쪽 그림처럼 하단에 LST 을 표시하고 S키와 Z키로
YES, NO 을 선택 후 M키를 누르면 0점 셋팅을 할 수 있다

NO  - setting 없이 현재 값 유지
YES  - 현재 압력을 최소 값으로 설정

30초 내에 키 조작이 없으면 측정모드로 돌아갑니다

20mA 최대값 Setting

S키를 5초 이상 누르면 작동한다
오른쪽 그림처럼 하단에 HST 을 표시하고 S키와 Z키로
YES, NO을 선택 후 M키를 누르면 20mA을 할 수 있다

NO    - setting 값 없이 현재 값 유지
YES    - 현재 압력을 최대 값으로 설정

30초 내에 키 조작이 없으면 측정모드로 돌아갑니다



KC-8100 Series 
General Purpose Pressure Transmitter

- User mode 유저모드

표시및조작

LOC
비밀번호 00016

bSL
기준최소값설정

bSH
기준최대값설정

SoL
4mA 설정

SoH
20mA 설정

FIL
다양성설정

oFS
오프셋범위설정

(-19999~9999)

rSt
공장데이터복구

End
설정저장(0,1)

Syo
출력보정(%) 설정

측정모드

B

측정모드

LOC
비밀번호 00016

FIL
다양성설정

bSL
기준최소값설정

bSH
기준최대값설정

SoL
4mA 설정

SoH
20mA 설정

Syo
출력보정(%) 설정

dAL
허용압력초과시

알람설정

oFS
오프셋범위설정

(-19999~9999)

CDE
센서민감도설정 (기

본값1.0000)

rSt
공장데이터복구

End
설정저장(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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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A/S)

유지관리 (A/S)

○ 레벨전송기의 연산기는 방호장치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므로 방호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인터록 장치를 해제하지 마십시오. 

○ 개구부를 밀봉한 블랭킹 엘리먼트를 임의로 제거하지 마십시오.

○ 통전 중에는 임의로 방호부품을 열지 마십시오.

○ 통전 중에는 임의로 방호기기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 폭발성 가스가 있을 수 있을 때에는 방호부품를 열지 마십시오. 

○ 레벨전송기의 교체는 반드시 당사 유지보수 전문가가 교체하도록 하십시오.

사용영역

○ 레벨전송기의 사용영역은 범용영역(General area)과 특수영역(Special use area), 과부하 미사용영

역(Overload unused area)으로 구분합니다.

○ 범용영역은 전체 압력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며, 특수영역은 압력 표시가 가능한 범용영역 이외의 범위

이며, 과부하영역은 압력표시의 한계선 이외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 사용자는 전송기 설치 전 압력 사용의 범위(최소값 및 최대값)를 공급자에게 알려주어 범용영역의 범위

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Max. DP line에 차압센서 범위가 도달하게 되면, 알람경고등 A1이 점멸하게 됩니다. 

이상대책

에러대책

○ 레벨전송기의 사용에 따른 이상신호 발생 시 고장모드 전류값을 확인해 보고, 임의로 분해하지 말고 당

사로 문의하십시오.

보호대책

○ 과전압에 의한 회로보호를 위한 내부 퓨즈(fuse)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역전압이 입력될 경우 레벨전송기 보호를 위한 차단기능은 있지만,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제 4 장 고장의 진단과 A/S



유량,레벨,압력,온도,수질TMS

전문제조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