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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P 한글 메뉴얼

Ultrasonic level meter



1 저작권 및 데이터 보호

이 문서의 내용은 상세하게 확인 되었지만,  내용이 완전이 정확하고, 

최신버전과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과 저작물은 SUPMEA 의 저작권하에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저작권의 범위를 벗어난 복사, 처리 및 전송은 제조사의 허가가 필요 합니다.

2 면책 사항

제조사 및 공급자는 제품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손실도 책임지지 않으며,

직접적, 간접적 또는 우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처벌로 인한 결과 포함입니다.

이 면잭 사항을 포함한 문서 내용에 대해 제조사는 어떤 이유로 든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 어떤방식이든, 수정할 권리를 보유하며, 어떠한 형태의 변경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제품 보증

제품이 사용 목적에 맞는지 사용자는 판단해야 합니다. 

제조사는 사용자가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결과를 책임을 갖고 있지 않으며, 

제품(시스템)을 잘못 설치 / 작동 하면, 보증되지 않습니다.

4 세부 내용

잘못 사용하여, 장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용하기 전에 이 문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십시오.

추가로, 국가 기준과 안전규정, 사고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문서를 이해할 수 없으면, 제조사 / 공급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제조사 / 공갑사는 문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오해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이나

신체적 상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사용자가 제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호한 작동조건을

 설정하는데 도음이 됩니다.

또한, 문서에서 특히 주의해야할 사항과 안전 조치에는 다음과같은 표시가 있습니다.

제조사 안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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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정보 

다양한 레벨 측정기기의 장점을 활용한 초음파레벨측정기는 전체 디지털 

및 사용자 중심 설계가 특정인 제품입니다.

완벽한 수준의 모니터링, 데이터 전송 및 제어, 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력한 간섭 방지 기능이 특징입니다.

현장 표시, 아날로그 출력, 스위칭 및 RS485 통신에 대한 상한/하한 값 

 출력 범위를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고 제품과의 연결이 편리 합니다.

방수 엔지니어링으로 만들어진 커버는 작고 단단한 ABS  재질 입니다.

따라서 레벨 측정 및 모니터링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서, RS485통신 출력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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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연결 : M20X1.5

2. 제품특징

- 범위 : 5m, 10m, 15m, 20m

- 측정 불가 위치 : 0.4~1.8m (측정범위에 따라서)

- 측정 오차 : 0.3%FS

- 디스플레이  : OLED

- 표시 분해능 : 1mm

- 주파수 : 20~350KHz

- 전원 공급 : 12~24Vdc

- 소비전력 : 1.5 W

- 출력 : 4~20mA (기본 2wire)

- 통신(옵션) : RS485

- 스위칭(옵션) : (AC : 250V, 5A) / DC : 24V, 10A

- 재질 : ABS

- 사이즈 : Φ92mm x 198mm x M60/79mm x 300mm x DN80

- 설치 : M60X2 or Φ61MM/DN80 (플랜지)

- 설치조건 : 노말 온도, 노말 압력

- IP 등급 : IP65

3. 제품사양

- DC12~24V 전원공급

- 재작동에도 설정값 유지

- 출력 범위에 대한 자유로운 설정 가능

- 제거 될 필터값 설정 가능

- 통신 데이터 포맷 설정 가능

- 기체 공간 또는 액체 레벨 측정하기 위한 증가 / 거리 차이 측정 선택

- 사용환경에 따라 1~15 단가예 펄스 전송 강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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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뉴 작동 및 정보 설정

이 제품은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버튼을 누르면 설명 화면이 나타나며, 환경에 따라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NO. Parameter
Parameter

range
Default

1-1

2-1

2-2

2-3

2-4

지면에서 부터 초음파 레벨 센서의 설치된 높이를 입력합니다.

Mounting 000000 m

Output

Function

Mounting

F0

Menu

Mounting

Analog

Output FSAnalog

000000

000000 최대 측정 범위

"0"

4~20mA 아날로그 출력 최소값 입력

4~20mA 아날로그 출력 최대값 입력

Output

Output

Serial Address

(옵션) RS485 통신 장비 번호 입력

Serial Band Rate 9600

(옵션) RS485 통신 통신 속도 입력

2-5

2-6

2-7

2-8

Output NO.1 DSwitch

Output NO.1 H

(옵션) 1번 Relay 세팅값

Output

Output

NO.2 D

Switch

Switch

Switch NO.2 H

(옵션) 1번 Relay 히스테리시스

(옵션) 2번 Relay 세팅값

(옵션) 2번 Relay 히스테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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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 상한 알람 세팅 : 세팅값이 히스테리시스  값 보다 크게 설정

(예 : (D)세팅값 3.000m  / (H)히스테리시스 2.999m = 3m 이상일때, 릴레이 작동)

- 하한 알람 세팅 : 세팅값이  히스테리시스 값보다 작게 설정

(예 : (D)세팅값 1.000m  / (H)히스테리시스 1.001m = 1m 이하일때, 릴레이 작동)



NO. Parameter
Parameter

range
Default

3-1

3-2

3-3

3-4

4-1

레벨 측정 단위 설정

Display m

FunctionMenu

Display Unit

Reserved Decimal

Contrast

"3"

표시 소숫점 설정

디스플레이 명암 설정

Probe

Display Delay

디스플레이 표시 시간, 설정 시간 지나가며면 디스플레이 꺼짐

Filtering Fast

센서 반응 설정

Number
Display

Display

Display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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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송)

- "01 04 00 00 00 02 71 CB" 

- "01 04 04 40 8A 72 01 2A CE" 

01 : Address 

04 : function code

40 8A 72 01 : 레벨 측정값 (Floating point : F4321, 32bit)

2A CE : CRC 16 체크 코드

04 : 4 byte of returned data

통신 예시

리턴)

01 :  Address 

04 : function code

00 02 : The number or register

71 CB : CRC 16 체크 코드

00 00 : Address of register

레벨 측정값 : 4.326m



5. 설치 및 예방

5.1 센서 설치

5.1.1 센서는 초음파 방출되는 표면과 측정 액체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유체를 공급 하는 지점과 거리가 멀어야 합니다.  (그림 1)

5.1.2 탱크 모양 고려해야 합니다.

컨테이너의 일부 유형은 특히 원추형 및 원형 탱크에 두번째 에코를 가져옵니다.

설치 장소가 양호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림 2)

 (그림 1)  (그림 2)

5.1.3 레벨 센서는 설치 방법에 관계없이 플랜지 또는 Φ61mm 홀(hole)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홀(hole) 또는 플랜지를 관통해 센서 하단을

확인 하십시오. (그림 3)

 (그림 3)

5.1.4  측정할 액체에 하수, 부유 불순물, 또는 변동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이드 튜브를 사용하고 튜브 직경은 12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림 4)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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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작동 모드

5.2.1 액체 레벨 측정

B : 탱크 바닥에서 센서 표면까지 거리 (설치 높이)

A : 센서 표면과 액체 표면 사이의 거리

D : 액체의 높이

D = B (설치 높이) - A

D : 액체 표면 부터 용기 바닥의 높이 입니다.

5.2.2 기체 거리 측정

" BD= 0 " 으로 설정하면, 표시 값은 센서 표면에서 액체 표면 까지의 거리 입니다.

5.3 환경 설정 및 필터링

그러나 완전히 밀폐된 작은 공간 또는 기타 2차 에코가 휩게 형성되는 

 환경에 경우 측정값은 실뢰할 수 없습니다.

이 제품은 기본 다이나믹 필터링을 통해서 믹서, 탱크 벽 및 기타 고정 막대의 

간섭을 피합니다.

측정 값이 실제 값의 약 2배인 경우  "Environment" 의 메뉴를

(필요 시 구매처에 문의) "Closed"로 변경하십시오.

(그림 5)

5.4 전원

스위치 전원에서 나오는 경우, DC 네거티브가 반드시시 접지에 닿아야 합니다.

결선은 제품에 부착된 테그를 참고 하십시오.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정확한 측정을 하려면,작동 10분 전부터 전원 공급하십시오.

실외에서 작동할 때는 직접적인 햇빛과 비에 대해서 보호해 줘야 하며,

낙뢰 방지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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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액체에 수직으로

설치 하십시오.

- 탱크 벽에 너무 가까이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벽에 가깝게 설치되면 

에코가 발생합니다.

- 잘못된 에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은 토출구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 

하십시오

- 고체 탱크에 설치 할때, 

탱크 배추출구를 가리켜야 합니다.

- 아래 그림과 같이 제품은 난류와 거품으 로 - 탱크 벽에 너무 가까이 설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브라켓으로 인하여

잘못된 에코가 발생합니다.

인한 잘못된 에코를 방지 하기 위해서

가이드 튜브를 장착해야 합니다.

가이드 튜브는 액체 증기가 밖으로 나올수
있도록 통풀구가 있어야 합니다.

5.5 설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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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선

1. Relay1 COM

2. Relay1 Normal Open

3. RS485 A

4. RS485 B

5. 24Vdc (+)

6. GND

7.

8.

9. 4~20mA 출력 (3/4wire type)

10. Relay2 COM

11. Relay2 Normal Open

1. 

2. 

3.

4.

5. 24Vdc (+)

6. 4~20mA 출력 (2wire type)

7.

8.

9. 

10. 

11. 

-3/4wire (RS485, Relay 옵션)- 2wire (기본)



Supmea Automation Co.,Lt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