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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스마트형

KC-8000 시리즈
방폭형 압력트랜스미터

The nation's development item, 100% domestic goods,Patent NO. 10-1606497

13. 스마트 압력트랜스미터
13-1. 압력트랜스미터 KC-8000-DCP400
제품 특징
•
•
•
•
•
•
•
•
•
•
•
•

•
•
•

방폭형_KC-8000-DCP400

•
•
•
•

•
•

High Reference Accuracy : ±0.075% of Calibrated Span
±0.2% of F.S
Long-Term Stability : ± 0.2% URL per 24 months
Repeatability : ± 0.1% span
High Rangeability ( 100 : 1 )
Display : LCD
Measuring : Gauge/Absolute Pressure, Diff. Pressure, Level
Communication : HART, Field Bus
Certification : Ex d IIC T6 pending, IP67
Power Supply : (12 ~ 30) V DC
Output Signal : (4 ~ 20) mA, 2-wire
Response time : 0.1 Second
Material :
Housing – Aluminium, ALDV 12.1
Process Wetted – AISI 316L
Norminal Range (kPa) :
1, 6, 40, 250, 1000, 3000, 10000
Filling Fluid : Silicon Oil
Size / Weight :
W120 x H147 x D194 / 약 2.5 kg
PCB consumption current: less than 3 mA
Pressure Port : NPT ¼”, Bleed Valve includ
Measuring Cell Position : Horizontally ±1 º
One Side Overload : 16 ~ 40 Mpa
Operating Temperature Range
- Ambient Temperature : -40 ~ 85℃
- LCD Meter Ambient Temperature : -30 ~ 80℃
- Process Temperature Limit : -40 ~ 120℃
- Humidity Limit : 5~100% RH
Sensor type :
Single Crystal Silicon Sensor, Metal Sensor, Piezo-Resistive
Kopec No : 9-183-J230C, Q-class

제품 장점
기존에는 유체 유입 라인의 방향과 상관없이 압력 트랜스미터를 수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기본 플랜지 외에 수정된 플랜지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수정된 플랜지를 추가로 제
공해야 합니다. 멀티 플레너 압력 트랜스미터는 종래 기술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멀티 플레너의 목적은 각 유체 유입 라인의 위치에 별도의 어댑터나
다양한 브라켓 없이 수직 설치가 가능한 압력 트랜스미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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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능

제품소개
KC-8000-DCP400 스마트 압력 트랜스미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의 고성능 트랜스미
터로 유연한 압력 교정 및 출력, 주변 온도 및
프로세스 변수의 자동 보정, 다양한 매개변수
구성, HART 프로토콜과의 통신이 있습니다.
적용 방법에 따라 액체, 기체 또는 증기의 흐
름과 압력 및 액위를 측정하는 등 적용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센서의 모든 데이터는
EEPROM에 입력, 수정 및 저장됩니다.

» 유연한 센서 입력 : DP, HS, GP, AP
» 다양한 출력 : 4 ~ 20mA, 디지털 신호
» 다양한 파라미터 설정 : 제로/스판, 트림, 단위,
페일 모드 등
» 자가진단 기능 : 센서, 메모리 A/D 변환기, 전원 등
» HART 프로토콜을 사용한 디지털 통신
» 방폭 승인 및 본질 안전 승인 : ATEX, KGS
» 선박 인증서: ABS, LR, BR, DNV

Functional Block Diagram
Sensor Part
A/D Conversion
EEPROM

Sensor
High
Pressure

Low
Pressure

User-Selectable Input
• DP/GP
• Measuring Range

MCU 부품
마이크로프로세서
• 센서 값 입력
• 공학 단위
• 범위 변경(Zero/Span)
• 센서 트리밍
• 영점 조정
• DA 트리밍
• 댐핑/필터링
• 전송 기능
• LCD 엔지니어링 모드
• 진단
• 자기 보상
• 커뮤니케이션
• LCD 디스플레이
• 구성 데이터

4-20mA

HART Protocol with
Host

Δ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전송기 소개
KC-8000-DCP400 압력 트랜스미터는 HART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모든 호스트에서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설정

• 운영 매개변수.
• 4~20mA 포인트(Zero/Span)
• 공학 단위
• 댐핑 시간 : 0.25 ~ 60초
• 태그 : 영숫자 8자
• 설명자 : 16자
• 메시지 : 32자.
• 날짜 : 일/월/년 » 교정 및 트리밍
• 하한/상한 범위(제로/스팬)
• 센서 제로 트리밍
• 영점 조정
• DAC 출력 트리밍
• 전달 함수
• 자기 보상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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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진단 등
• CPU 및 아날로그 모듈 오류 감지
• 통신 오류
• 장애 모드 처리
• LCD 표시
• 센서 모듈의 온도 측정

제품성능
» 범위 및 센서 한계
• 표 1을 참조하십시오.
» 영점 및 스팬 조정 한계
• Zero 및 Span 값은 범위 제한은 표 1에 나와 있습니다.
스팬은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표 1에 명시된 범위.

» 출력(아날로그 전류 및 디지털 데이터)
• LCD 디스플레이 및 ENG 모드
• 2선식 4~20mA, 디지털 신호 선형 또는 제곱근 출력에
대해 사용자 구성 가능, 4~20mA 신호에 중첩된 디지털
프로세스 값, HART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모든 호스트
에서 사용 가능
» 전원 공급 및 부하 요구 사항
• 외부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 250옴 부하 –
17.5Vdc
• 최대 550옴 부하 - 24Vdc 최대 루프 저항 = ( E - 12 ) /
0.022 (E = 전원 공급 장치 전압)
• 전압 범위: 12 ~ 45 Vdc
• 정격 전압 : 24 Vdc ±30%
• 루프 로드 0 ~ 1500옴 -- 작동 250 ~ 550 ohm -- HART
Communications

» 범위 및 센서 한계
• 표 1을 참조하십시오.
» 영점 및 스팬 조정 한계
• Zero 및 Span 값은 범위 제한은 표 1에 나와 있습니다.
스팬은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표 1에 명시된 범위.
» 출력(아날로그 전류 및 디지털 데이터)
• LCD 디스플레이 및 ENG 모드
• 2선식 4~20mA, 디지털 신호 선형 또는 제곱근 출력
에 대해 사용자 구성 가능, 4~20mA 신호에 중첩된
디지털 프로세스 값, HART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모든
호스트에서 사용 가능
» 보관 온도 • -40℃ ~ 85℃(비응축)
» 공정 온도 한계 (범위 코드 및 승인 코드는 제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40℃ ~ 120℃(-104 ~ 248℉)
» 유연한 센서 입력
• DP, GP, AP, 진공 » 다양한 매개변수 설정
• Zero/Span, Trim, Unit, Fail-mode 등
» 자가 진단 기능
• 센서, 메모리 A/D 컨버터, 전원 등
» 신뢰성
• 지속적인 자가 진단 기능
• 자동 주변 온도 보상
• Fail-mode 프로세스 기능
• EEPROM 쓰기 방지
• 장비 자격
• 환경 자격
• 지진 검증 및 EMI/RFI 테스트

DP 측정범위(kPa)

시스템압력(bar)

과부하(bar)

충전액

비고

1

160

160

Silicone oil

6

160

160

Silicone oil

400 bar option

40

160

160

Silicone oil

400 bar option

250

160

160

Silicone oil

400 bar option

1000

160

160

Silicone oil

400 bar option

3000

160

160

Silicone oil

400 bar option

10000

160

160

Silicone oil

400 bar option

AP 측정범위(bar)

시스템압력(bar)

과부하(bar)

충전액

0~30

160

160

Silicone oil

0~100

200

200

Silicone oil

0~200

400

400

Silicone oi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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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사양
» 접액 재료
• 절연 다이어프램 316L SST, Monel, Tantalum, HAST-C
• 배수/환기 밸브 316 SST, HAST-C
• 플랜지 및 어댑터 316 SST(ASTMCF8M), HAST-C
• O-링 Viton, PTFE
» 비접촉 재료
• 충전 유체 실리콘 오일 또는 불활성 충전
• 볼트 304 SST
• 전자 하우징 알루미늄 또는 316L SST(옵션) 방염 및
방수(IP67)
• 커버 O-링 Buna-N
• 에폭시-폴리에스터 또는 폴리우렛 페인트
• U-볼트가 있는 마운팅 브래킷 304SST(304SST) 2인치
파이프용
• 명판 304 SST

분해도 KC-8000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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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연결
• M4 나사 단자가 있는 ½ PF 도관
» 프로세스 연결
• 2.126인치(54.0mm) 중앙의 1/4-18 NPT
표준용 플랜지
• 프로세스 어댑터의 1/2-14 NPT(옵션)
마지막 페이지 도면 참조
" 무게
• 3.51kg
(표준 - 옵션 제외)
5kg(SST 하우징 - 옵션 제외)

위험지역 인증 (옵션)
» KGS 승인 K1 코드:
Class I, Zone 1용 내염방폭형 : Ex d Ⅱc T6, IP67
사용온도 : -30~85℃
최대 공정온도 : 120℃
전원 공급 장치: 최대. 45VDC
출력 : 4 ~ 20mA + HART, Max. 22mA
» ATEX 승인 E1 코드:
CE 0344 II 2G Ex d IIC T6, T5 또는 T4
작동 온도: -20℃ ≤ Tamb ≤+60℃
공정 ≤ 85℃의 경우 T6 ; 공정 ≤ 100℃의 경우 T5
T4 ≤ 130℃ ATEX 인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 : EN 60079-0 : 2012 EN 60079-1 : 2007 ATEX

» ATEX 인증 E2 코드:
•
본질 안전: Ex ia IIC T5 또는 T4
•
작동 온도 : T5의 경우: -30℃ ~ +40℃
T4의 경우: -30℃ ~ +80℃
Ui=30Vdc, Ii=200mA, Pi=0.9W, Ci=27nF, Li=104μH

인증 번호: KEMA 07ATEX 0103X

송신기용 신호, 전원, HHT 연결도
Field

Control Room

Local test or
Remote Indicator
(Low Impedance)

1. HHT(HART Communicator) 또는 PC Configurator는 신호 루프의 모든 종단 지점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2. 2. HART 통신에는 24Vdc에서 250~550ohm 사이의 루프 저항이 필요합니다.
3. 전원 공급 장치
• 전압 범위: 12 ~ 45 Vdc
• 정격 전압 : 24 Vdc ±30%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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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도면 KC-8000 Serie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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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 코드 KC-8000 Series (스마트 압력트랜스미터)
타입

전선연결구 접속구

스판

KC-8000

전원

출력

지시

P
1

압력종류
Absolute
Gauge
Diferential Pressure

2

3

Code 1
A
G
D

Explosion Proof (Ex d IIC T6)

DCP400

전선연결구
G(PF)1/2” Female
Agency

Code 2
G
W

프로세스접속

Code 3

None

0

Compression Fitting (NPT 1/4”)

R

Others (Adapter) 1/2”
Agency

O
W

스판범위

Code 4

1 kPa
6 kPa
40 kPa
250 kPa
1000 kPa
3000 kPa
10000 kPa
Agency

1
2
3
4
5
6
7
W

GOLDEN RULES 07

4

부속품 요구사항 옵션

V
5

입력전원
DC 24 V ±10 %, 100 ㎃

출력시스널
DC (4 ~ 20) mA, 2-wire

지시창
Digital Display (LCD)

적용 부속품
Not Apply
Vent Plug

6

7

Code 5

요구사항
Test Report (by Manufacturer)

2

Code 6

8

9

10
Code 9
T1

Calibration (by KOLAS)

T2

Material Certificate (Mill Sheet)

M1

Vent Plue

VP

Oxygen Cleaning (Oil Free)

OX

Agency

W

4

Code 7
DD

Code 8
J0
J1

Non-Indicating

J2

Diaphragm Seal

DS

Sanitary Seal

SS

2 x SPDT Relay Output

NS

Agency

W

선택사양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Code 1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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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8000P 시리즈
압력트랜스미터

The nation's development item, 100% domestic goods,Patent NO. 10-1606497

13. 스마트 압력트랜스미터
13-2. 압력트랜스미터 KC-8000P Series
제품 특징

일반형_KC-8000P Series

• 높은 기준 정확도: 보정된 스팬의 ±0.075% F.S의 ±0.2%
• 장기 안정성 : 24개월당 ± 0.2% URL
• 반복성 : ± 0.1% 스팬 높은 범위성 ( 100 : 1 )
• 디스플레이 : LCD
• 측정 : 게이지/절대압
• 통신 : HART, 필드버스
• 인증 : IP65
• 전원 : (16 ~ 26)V DC, 30mA, 0.8W
• 출력 신호 : 4 ~ 20 mA, 2선식, RS-485
• 재료 : 하우징 - 알루미늄, ALDV 12.1
• 습식 공정 – AISI 316L
• 정상 범위 : -1 ~ 1...70kg∙f/cm2
• 게이지 충진액 : 실리콘 오일
• 크기/무게: W100 x H190 x D111 / 약 2.5kg
• PCB 소비 전류: 3mA 미만
• 셀 위치 측정 : 수평으로 ±1º 편측
• 과부하 : 16 ~ 40 Mpa
• 작동 온도 범위
- 주위온도 : -40 ~ 85℃
- LCD Meter 주위온도 : -40 ~ 80℃
- 사용온도범위 : -10 ~ 80℃
- 제로에 미치는 열 영향 : ±0.05%FS/℃
- 스판에 미치는 열 영향 : ±0.05%FS/℃
- 보상 온도 범위 : -10~70℃
- 습도 제한 : 5~100% RH

3-Way Manifold Valve

제품 장점
KC-8000P Seires 압력트랜스미터는 유압, 공압, 가스, 물, 오일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제품입니다. 견고하 실리콘 센서 설계와 안정적인 Zero & Span 신호로 다양한 산업 설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우수한 내부식성 및 마찰저항
• 충격 및 진동방지
• 높은 정확도와 온도 드리프트 보상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GOLDEN RULES 01

제품 기능

제품소개
KC-8000P 스마트 압력 트랜스미터는 마이크로 프로
세서 기반의 고성능 트랜스미터로 유연한 압력 교정
및 출력, 주변 온도 및 프로세스 변수의 자동 보정,
다양한 매개변수 구성, HART 프로토콜과의 통신이
있습니다. 적용 방법에 따라 액체, 기체 또는 증기의
흐름과 압력 및 액위를 측정하는 등 적용 범위가 매
우 다양합니다. 센서의 모든 데이터는 EEPROM에 입
력, 수정 및 저장됩니다.

» 유연한 센서 입력 : DP, HS, GP, AP
» 다양한 출력 : 4 ~ 20mA, 디지털 신호
» 다양한 파라미터 설정 : 제로/스판, 트림, 단위,
페일 모드 등
» 자가진단 기능 : 센서, 메모리 A/D 변환기, 전원 등
» HART 프로토콜을 사용한 디지털 통신

Functional Block Diagram
Sensor Part
A/D Conversion
EEPROM

Sensor
High
Pressure

Low
Pressure

User-Selectable Input
• DP/GP
• Measuring Range

MCU 부품
마이크로프로세서
• 센서 값 입력
• 공학 단위
• 범위 변경(Zero/Span)
• 센서 트리밍
• 영점 조정
• DA 트리밍
• 댐핑/필터링
• 전송 기능
• LCD 엔지니어링 모드
• 진단
• 자기 보상
• 커뮤니케이션
• LCD 디스플레이
• 구성 데이터

4-20mA

HART Protocol with
Host

Δ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전송기 소개
KC-8000P 압력 트랜스미터는 HART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모든 호스트에서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설정
• 운영 매개변수.
• 4~20mA 포인트(Zero/Span)
• 공학 단위
• 댐핑 시간 : 0.25 ~ 60초
• 태그 : 영숫자 8자
• 설명자 : 16자
• 메시지 : 32자.
• 날짜 : 일/월/년 » 교정 및 트리밍
• 하한/상한 범위(제로/스팬)
• 센서 제로 트리밍
• 영점 조정
• DAC 출력 트리밍
• 전달 함수
• 자기 보상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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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진단 등
• CPU 및 아날로그 모듈 오류 감지
• 통신 오류
• 장애 모드 처리
• LCD 표시
• 센서 모듈의 온도 측정

표1
DP 측정범위(kPa)

시스템압력(bar)

과부하(bar)

충전액

비고

1

160

160

Silicone oil

6

160

160

Silicone oil

400 bar option

40

160

160

Silicone oil

400 bar option

250

160

160

Silicone oil

400 bar option

1000

160

160

Silicone oil

400 bar option

3000

160

160

Silicone oil

400 bar option

10000

160

160

Silicone oil

400 bar option

AP 측정범위(bar)

시스템압력(bar)

과부하(bar)

충전액

0~30

160

160

Silicone oil

0~100

200

200

Silicone oil

0~200

400

400

Silicone oil

제품성능
» 범위 및 센서 한계
• 표 1을 참조하십시오.
» 영점 및 스팬 조정 한계
• Zero 및 Span 값은 범위 제한은 표 1에 나와 있습니다.
스팬은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표 1에 명시된 범위.
» 출력(아날로그 전류 및 디지털 데이터)
• LCD 디스플레이 및 ENG 모드
• 2선식 4~20mA, 디지털 신호 선형 또는 제곱근 출력에
대해 사용자 구성 가능, 4~20mA 신호에 중첩된 디지털
프로세스 값, HART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모든 호스트
에서 사용 가능
» 전원 공급 및 부하 요구 사항
• 외부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 250옴 부하 –
17.5Vdc
• 최대 550옴 부하 - 24Vdc 최대 루프 저항 = ( E - 12 ) / 0.022 (E = 전원 공급 장치 전압)
• 전압 범위: 12 ~ 45 Vdc
• 정격 전압 : 24 Vdc ±30%
• 루프 로드 0 ~ 1500옴 -- 작동 250 ~ 550 ohm -- HART
Communications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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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성능
» 보관 온도 • -40℃ ~ 85℃(비응축)
» 공정 온도 한계 (범위 코드 및 승인 코드는 제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40℃ ~ 120℃(-104 ~ 248℉)
» 유연한 센서 입력
» 전기 연결
• DP, GP, AP, 진공 » 다양한 매개변수 설정
• M4 나사 단자가 있는 ½ PF 도관
• Zero/Span, Trim, Unit, Fail-mode 등
» 자가 진단 기능
• 센서, 메모리 A/D 컨버터, 전원 등
» 신뢰성
• 지속적인 자가 진단 기능
• 자동 주변 온도 보상
• Fail-mode 프로세스 기능
• EEPROM 쓰기 방지
• 장비 자격
• 환경 자격
• 지진 검증 및 EMI/RFI 테스트

» 프로세스 연결
• 2.126인치(54.0mm) 중앙의 1/4-18 NPT
표준용 플랜지
• 프로세스 어댑터의 1/2-14 NPT(옵션)
마지막 페이지 도면 참조
• 무게
3.51kg
(표준 - 옵션 제외)
5kg(SST 하우징 - 옵션 제외)

송신기용 신호, 전원, HHT 연결도 I

Local test or
Remote Indicator
(Low Impedance)

Field

Control Room

1. HHT(HART Communicator)또는 PC Configurator는 신호 루프의 모든 종단 지점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2. HART 통신에는 24Vdc에서 250~550ohm 사이의 루프 저항이 필요합니다.
3. 전원 공급 장치
• 전압 범위: 12 ~ 45 Vdc
• 정격 전압 : 24 Vdc ±30%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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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사양
» 접액 재료

• 절연 다이어프램 316L SST, Monel, Tantalum, HAST-C
• 배수/환기 밸브 316 SST, HAST-C
• 플랜지 및 어댑터 316 SST(ASTMCF8M), HAST-C
• O-링 Viton, PTFE
» 비접촉 재료
• 충전 유체 실리콘 오일 또는 불활성 충전
• 볼트 304 SST
• 전자 하우징 알루미늄 또는 316L SST(옵션) 방염 및
방수(IP67)
• 커버 O-링 Buna-N
• 에폭시-폴리에스터 또는 폴리우렛 페인트
• U-볼트가 있는 마운팅 브래킷 304SST(304SST) 2인치
파이프용
• 명판 304 SST

분해도 KC-8000P Series II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GOLDEN RULES 05

분해도 KC-8000

치수 도면 KC-8000P Series III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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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 코드 KC-8000P Series (스마트 압력트랜스미터)
타입

전선연결구 접속구

스판

KC-8000P

전원

출력

지시

P
1

2

압력종류

Absolute
Gauge
Diferential Pressure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3

Code 1
A
G
D

4

V
5

프로세스접속
None

Code 2
G
W
Code 3
0
R

Others (Adapter) 1/2”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O
W

스판범위

GOLDEN RULES 07

7

Code 5

요구사항
Test Report (by Manufacturer)

Code 4
1
2
3
4
5
6
7
W

8

9

10
Code 9
T1

DC 24 V ±10 %, 30 ㎃

2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Calibration (by KOLAS)

T2

W

Material Certificate (Mill Sheet)

M1

Vent Plue

VP

Oxygen Cleaning (Oil Free)

OX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W

W

Compression Fitting (NPT 1/4”)

-1 Bar ~ 1 Bar
5 Bar
10 Bar
20 Bar
30 Bar
50 Bar
70 Bar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6

입력전원

출력시스널
전선연결구
G(PF)1/2” Female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부속품 요구사항 옵션

Code 6

DC (4 ~ 20) mA, 2-wire

4

RS-485 Modbus

RS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W

Digital Display (LCD)

Code 7

Digital Display (LCD)

DD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W

적용 부속품
Not Apply
Vent Plug

Code 8
J0
J1

Non-Indicating

J2

Diaphragm Seal

DS

Sanitary Seal

SS

2 x SPDT Relay Output

NS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W

선택사양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Code 10
W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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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스마트형

KC-8100 시리즈 압력트랜스미터

The nation's development item, 100% domestic goods,Patent NO. 10-1606497

13. 스마트 압력트랜스미터
13-3. 압력트랜스미터 KC-8100 Series

제품 특징

일반형_KC-8100 Series

•
•
•
•
•
•
•
•
•
•
•
•
•
•
•
•
•
•
-

높은 기준 정확도: 보정된 스팬의 ±0.075% F.S의 ±0.2%
장기 안정성 : 24개월당 ± 0.2% URL
반복성 : ± 0.1% 스팬 높은 범위성 ( 100 : 1 )
디스플레이 : LCD
측정 : 게이지/절대압
통신 : HART, 필드버스
인증 : IP65
전원 : (16 ~ 26)V DC, 30mA, 0.8W
출력 신호 : 4 ~ 20 mA, 2선식, RS-485
재료 : 하우징 - 알루미늄, ALDV 12.1
습식 공정 – AISI 316L
정상 범위(kPa) : -100Kpa ~ 1...600kg∙f/cm2
게이지 충진액 : 실리콘 오일
크기/무게: W100 x H165 x D119 / 약 1.5kg
PCB 소비 전류: 3mA 미만
셀 위치 측정 : 수평으로 ±1º 편측
과부하 : 16 ~ 40 Mpa
작동 온도 범위
주위온도 : -40 ~ 85℃
LCD Meter 주위온도 : -40 ~ 80℃
사용온도범위 : -10 ~ 80℃
제로에 미치는 열 영향 : ±0.05%FS/℃
스판에 미치는 열 영향 : ±0.05%FS/℃
보상 온도 범위 : -10~70℃
습도 제한 : 5~100% RH
센서 유형 : 이중 다이아프램

제품 장점
KC-8100 압력전송기는 유압, 공압, 가스, 물, 오일 등의 압력을 계측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견고한 실리콘 센서로 안정적인 Zero 및 Span 신호로 다양한 산업 설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수직 및 하부 배관에 설치시 디스플레이 각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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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KC-8100 스마트 압력 트랜스미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의 고성능 트랜스미터
로 유연한 압력 교정 및 출력, 주변 온도 및 프로세스 변수의 자동 보정, 다양한 매개
변수 구성, HART 프로토콜과의 통신이 있습니다. 적용 방법에 따라 액체, 기체 또는
증기의 흐름과 압력 및 액위를 측정하는 등 적용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센서의 모
든 데이터는 EEPROM에 입력, 수정 및 저장됩니다.

제품 기능
▶ 유연한 센서 입력 : GP, AP
▶ 다양한 출력 : 4 ~ 20mA, RS-485, HRAT
▶ 다양한 파라미터 설정 : 제로/스판, 트림, 단위,
페일 모드 등
EEPROM
▶ 자가진단 기능 : 센서, 메모리 A/D 변환기, 전원 등
▶ HART 프로토콜을 사용한 디지털 통신
▶ 이중 다이아프램 적용
▶ 안정적인 Zero 및 Span 신호
▶ 견고한 실리콘 센서 설계
▶ 우수한 내부식성 및 마찰 저항
▶ 충격 및 진동 방지
▶ 높은 정확도와 온도 드리프트 보상

전송기 소개
KC-8100 압력 트랜스미터는 HART 프로토콜을 지원하
는 모든 호스트에서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설정

• 운영 매개변수.
• 4~20mA 포인트(Zero/Span)
• 공학 단위
• 댐핑 시간 : 0.25 ~ 60초
• 태그 : 영숫자 8자
• 설명자 : 16자
• 메시지 : 32자.
• 날짜 : 일/월/년 » 교정 및 트리밍
• 하한/상한 범위(제로/스팬)
• 센서 제로 트리밍
• 영점 조정
• DAC 출력 트리밍
• 전달 함수
• 자기 보상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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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진단 등
• CPU 및 아날로그 모듈 오류 감지
• 통신 오류
• 장애 모드 처리
• LED 표시
• 센서 모듈의 온도 측정

제품성능
» 영점 및 스팬 조정 한계
• Zero 및 Span 값 스팬은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표 1에 명시된 범위.
» 출력(아날로그 전류 및 디지털 데이터)
• LCD 디스플레이 및 ENG 모드 , 디지털 신호
• 2선식 4~20mA 대해 사용자 구성 가능, 4~20mA 신호에 중첩된 디지털
프로세스 값, HART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모든 호스트 에서 사용 가능
» 전원 공급 및 부하 요구 사항
• 외부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 250옴 부하 ~ 17.5Vdc
최대 550옴 부하 - 24Vdc 최대 루프 저항 = ( E - 12 ) / 0.022
(E = 전원 공급 장치 전압)
• 전압 범위: 16 ~ 26 Vdc
• 정격 전압 : 24 Vdc ±30%
• 루프 로드 0 ~ 1500옴 ~ 작동 250 ~ 550 ohm -- HART Communications

» 보관 온도 • -40℃ ~ 85℃(비응축)
» 공정 온도 한계 (범위 코드 및 승인 코드는 제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40℃ ~ 120℃(-104 ~ 248℉)
» 유연한 센서 입력
• GP, AP, 진공 » 다양한 매개변수 설정
• Zero/Span, Trim, Unit, Fail-mode 등
» 자가 진단 기능
• 센서, 메모리 A/D 컨버터, 전원 등

» 신뢰성
• 지속적인 자가 진단 기능
• 자동 주변 온도 보상
• Fail-mode 프로세스 기능
• EEPROM 쓰기 방지
• 장비 자격
• 환경 자격

» 표1 범위 및 센서 한계
AP 측정범위(bar)

시스템압력(bar)

과부하(bar)

충전액

0~30

160

160

Silicone oil

0~100

200

200

Silicone oil

0~200

400

400

Silicone oi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GOLDEN RULES 03

물리적 사양
» 접액 재료
• 절연 다이어프램 316L SST 더블
• 접속구 및 어댑터 316 SST
• O-링 Viton, PTFE
» 비접촉 재료
• 충전 유체 실리콘 오일
• 볼트 304 SST
• 전자 하우징 알루미늄 (IP65)
• 커버 O-링 Buna-N
• 에폭시-폴리에스터 또는 폴리우렛 페인트
• 명판 304 SST

치수 도면 KC-8100 Series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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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연결
• M4 나사 단자가 있는 ½ PF 도관
» 프로세스 연결
• ¼”, 3/8”, ½” PT 또는 PF
• 프로세스 어댑터의 ½ -14 NPT(옵션)
마지막 페이지 도면 참조
• 무게 1.5kg
(표준 - 옵션 제외)

오더 코드 KC-8100 Series (스마트 압력트랜스미터)
타입

전선연결구 접속구

스판

KC-8100

전원

출력

지시

P
1

2

압력종류

3

Code 1

Absolute
Gauge
Vacuum

A
G
V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W

전선연결구
G(PF)1/2” Female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Code 2
G
W

프로세스접속

Code 3

4

5

6

7

Code 5

요구사항
Test Report (by Manufacturer)

입력전원

Code 9
T1

2

Calibration (by KOLAS)

T2

Material Certificate (Mill Sheet)

M1

Oxygen Cleaning (Oil Free)

OX

Syphon tube

ST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W

출력시그널
Code 6
DC 4~20mA 2-wire, Hart
4
RS-485
RS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W
지시창

Code 7

Digital Display (LCD)

DD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W

PT 1/2”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O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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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W

0

1
2
3
4
5
6
7
W

9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R

Code 4

8

DC 24 V ±10 %, 30 ㎃

PT 3/8”

스판범위

옵션

V

PT 1/4”

-1 Bar ~ 1 Bar
5 Bar
10 Bar
20 Bar
20 Bar
30 Bar
50 Bar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부속품 요구사항

적용 부속품

Code 8

Not Apply

J0

Diaphragm Seal

DS

Sanitary Seal

SS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W

선택사양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Code 1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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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스마트형

KC-8200 시리즈 온도트랜스미터

The nation's development item, 100% domestic goods,Patent NO. 10-1606497

14. 스마트 온도트랜스미터
14-1. 온도트랜스미터 KC-8200 Series

제품 특징
•
•
•
•
•
•
•
•
•
•
•
•
•
•
-

높은 기준 정확도: ±0.2% F.S
디스플레이 : 4-Digit LED
통신 : RS-485 Modbus
인증 : IP65
전원 : (16 ~ 26)V DC, 30mA, 0.8W
출력 신호 : 4 - 20 mA, 2선식
1 - 5V, 0 - 5V, 0 - 10V DC (3-Wire)
재료 : 하우징 - 알루미늄, ALDV 12.1
온도 범위 : 0 ~ 1...600’C
크기/무게: W90 x H116 x D113 / 약 1.5kg
PCB 소비 전류: 3mA 미만
셀 위치 측정 : 수평으로 ±1º 편측
과부하 : 0.1 ~ 1 Mpa
작동 온도 범위
주위온도 : -40 ~ 85℃
LCD Meter 주위온도 : -30 ~ 80℃
습도 제한 : 5~100% RH
센서 유형 : Sheath-RTD

일반형_KC-8200 Series

제품 장점
KC-8200 온도전송기는 신호 변환, 신호전송처리, 전류 출력을 제어하는 전용 회로를 통해 다양한 제어
장치와 연결이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고 정밀 회로를 기반으로 온도 센서는 안정된 온도 측정 및 신호를 전송 합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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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KC-8200 스마트 온도 트랜스미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의 고성능 트랜스미터
로 유연한 입력 교정 및 출력, 주변 온도 및 프로세스 변수의 자동 보정, 다양한 매개
변수 구성, HART 프로토콜과의 통신이 있습니다. 적용 방법에 따라 액체, 기체 또는
증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등 적용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센서의 모든 데이터는
EEPROM에 입력, 수정 및 저장됩니다.

제품 기능
▶ 유연한 센서 입력 : Pt100ohm, Thermocouple
▶ 다양한 출력 : 4 ~ 20mA, 1-5V, 0-5V, RS-485
▶ 다양한 파라미터 설정 : 제로/스판, 트림, 단위, 페일 모드 등
▶ 자가진단 기능 : 센서, 메모리 A/D 변환기, 전원 등
▶ HART 프로토콜을 사용한 디지털 통신
EEPROM
▶ 안정적인 Zero 및 Span 신호
▶ 견고한 내구성 설계
▶ 우수한 내부식성 및 마찰 저항
▶ 충격 및 진동 방지
▶ 높은 정확도와 온도 드리프트 보상

전송기 소개
KC-8200 온도 트랜스미터는 RS-485 Modbus 프로토콜
을 지원하는 모든 호스트에서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설정

• 운영 매개변수.
• 4~20mA 포인트(Zero/Span)
• 댐핑 시간 : 0.25 ~ 60초
▶ 교정 및 트리밍
• 하한/상한 범위(제로/스팬)
• 센서 제로 트리밍
• 영점 조정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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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성능
▶ 영점 및 스팬 조정 한계
• Zero 및 Span 값의 범위 제한은 스팬은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표 1에 명시된 범위.
▶ 출력(아날로그 전류 및 디지털 데이터)
• LED 디스플레이 및 ENG 모드
• 2선식 4~20mA, 디지털 신호 선형
• 프로세스 값, HART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모든 호스트 에서 사용 가능
▶ 전원 공급 및 부하 요구 사항
• 외부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 250옴 부하 ~ 17.5Vdc
최대 550옴 부하 - 24Vdc 최대 루프 저항 = ( E - 12 ) / 0.022
(E = 전원 공급 장치 전압)
• 전압 범위: 16 ~ 26 Vdc
• 정격 전압 : 24 Vdc ±30%
• 루프 로드 0 ~ 1500옴 ~ 작동 250 ~ 550 ohm -- HART Communications

▶ 보관 온도 • -40℃ ~ 85℃(비응축)
▶ 공정 온도 한계 (범위 코드 및 승인 코드는 제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40℃ ~ 120℃(-104 ~ 248℉)
▶ 유연한 센서 입력
• Sheath-RTD 6.4mm, RTD 6.0mm
• Zero/Span, Trim, Unit, Fail-mode 등
▶ 자가 진단 기능
• 센서, 메모리 A/D 컨버터, 전원 등
▶ 신뢰성
• 지속적인 자가 진단 기능
• 자동 주변 온도 보상
• Fail-mode 프로세스 기능
• EEPROM 쓰기 방지
• 장비 자격
• 환경 자격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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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사양
▶ 접액 재료
• 절연 센서 316L SST
• 접속구 및 어댑터 316 SST
▶ 비접촉 재료
• 볼트 304 SST
• 전자 하우징 알루미늄 (IP65)
• 에폭시-폴리에스터 또는 폴리우렛 페인트
• 명판 304 SST

치수 도면 KC-8200 Series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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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연결
• ½” PF
▶ 프로세스 연결
• ½” PT 또는 PF
• 프로세스 어댑터의 ½ -14 NPT(옵션)
• 무게 1.5kg
(표준 - 옵션 제외)

오더 코드 KC-8200 Series (스마트 온도트랜스미터)
타입

전선연결구 접속구

범위

KC-8200

전원

출력

지시

P
1

2

3

4

길이

요구사항

옵션

V
5

온도종류
Code 1
입력전원
Sheath RTD 6.4
S
DC 24 V ±10 %, 30 ㎃
RTD 6.0
R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W

6

7

8

9

Code 5

요구사항
Test Report (by Manufacturer)

10

2

Calibration (by KOLAS)

T2

W

Material Certificate (Mill Sheet)

M1

Recoder, Indicator, Controller
전선연결구
G(PF)1/2” Female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프로세스접속
PT 1/2”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온도범위
0 ~ 100’C
0 ~ 200’C
0 ~ 300’C
0 ~ 400’C
0 ~ 500’C
0 ~ 600’C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GOLDEN RULES 05

Code 2
G
W

Code 3
O
W

Code 4
1
2
3
4
5
6
W

출력시그널

W

Code 6

Thermo Well (Drilled or Endclosed)

TW

4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W

DC 4 ~ 20mA, 2-wire,
RS-485 (Option)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RS
W

지시창

Code 7

Digital Display (LCD)

DD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W

센서길이

Code 9
T1

Code 8

100L

1

200L

2

300L

3

400L

4

500L

5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W

선택사양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Code 10
W

적용 데이터시트 (온도)

B

□ 견적

□ 주문

고객에 대한 더 나은 지원을 위해 견적을 요청하거나 주문하실 때 이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올바른 솔루션을 제공하고 고객의 목표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 정보
Client

Date

Name

End-User

Tel No.

Project

Fax No.

Required delivery

Model
Quantity

성능 사양

Temperature Range
Operating Range
Measuring Limit

□℃

□℉

Output Signal

□ RS-485

□ (4 ~ 20) Ma, 2-wire HART

Power Supply

□ 24 V DC □ 12 V DC

□ (1 ~ 5) V □ (0 ~ 10) V 3-wire

물리적 사양

Process Connection □ PT 1/2”
□ PF 1/2”

□ 40A Flange □ 50A Flange □ 80A Flange □ 100A Flange
□ Other
Electrical Connectio
n
Local Display Limit

공정 조건

Process Media
Operating Temp’
Humidity
Vibration

Weather Protection □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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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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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fice, Flow Nozzle, V-Cone, Pitot Tube, Venturi

FN-Mass Flow Transmitter
차압식 전용

KC-6000 Series
질량유량트랜스미터

The nation's development item, 100% domestic goods,Patent NO. 10-1660226

15. FLOW COMPUTER(오리피스,플로우노즐,브이콘,피토트,벤츄리)
15-1. 차압식 전용 질량유량트랜스미터
5-멀티 계측용

후로우컴퓨터 내장형
질량유량트랜스미터
KC-6000 시리즈

•

5-멀티계측: 순시/적산, 체적/질량유량, 온도, 압력, 밀도, 열량 지시

•

전원 DC 24 V ±10 %, 100mA, 4-Wire

•

출력 정밀도 ±0.1 %, ±2.5 ㎂

•

유량계의 이상발생시 현장에서 조정이 가능한 인터페이스(RS-485)

•

직접적인 질량유량 계측으로 별도의 온도, 압력 보상이 불필요

•

현장에서 간단한 신호처리 및 교정

•

팽창계수, 레이놀즈 보정치 유량함수 직접 계산형

•

뛰어난 장기 안정성 및 우수한 재현성

•

최고의 가격대비 성능 비율

•

다른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적응력이 간편함

•

구동부가 없음

•

업스트림 배관 요구 사항 크게 감소 (전단10~7D ~ 후단5~2D)

•

측정 가능한 유량범위가 넓음 20:1 (옵션 30:1)

•

유량 변화에 따른 응답 속도가 빠름 (0.1초)

•

고압용 유체 측정가능 (최대 400 Barg)

•

최대 400’C 고온용 유체 측정 가능

•

유량조성비 자동연산기능(4~20mA 입력 : Basic Mode<옵션>

•

CE, Ex(IP67)

골든룰의 KC-6000 시리즈 차압식 전용 후로우컴퓨터 내장형 질량유량트랜스미터는 산업현장에서
유체의 흐름을 감지하고, 유량의 조정, 측정 등의 장소에 적용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상용으로 유량측정, 유량조정, 진단을 동시에 진행한다.
질량유량의 순시치, 적산량 및 환경 설정에 따른 적용이 가능하며, 2 x 16 LCD 판넬에 표시된다.
Programmable 전송기로 RS-485S 통신포트와 골든룰 고성능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또는 계기 패널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쉽게 설정 가능하다. (리모콘스위치로 설정)
골든룰의 KC-6000 시리즈는 차압질량식 유량 측정기술을 바탕으로 설계한 제품으로 2개의 압력센서는
초고압상태로 올라갈수록 오차가 줄어들어 유량 정확도가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기존의 온압보정방식이 아닌 압축계수, 팽창계수, 점성계수를 고려한 유량함수 내장방식으로
유량계에서 유량값 외에 온도, 압력, 밀도, 에너지량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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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성능
 정밀도
F.S ±0.5 % / R.D ±1.0 %
(Option : ±0.1 % of F.S / ±0.5 % R.D )

 재현성
±0.2 % of Full Scale

 센서 정확도
< 0.05% of span

 압력보상
0.1~0.2 bar 이하

 응답시간
< 0.1초

 측정범위
(0.1 ~ 100) m/sec

 기능
디스플레이 지시 : 순시&적산,체적,질량 측정
통신 : 순시,적산,체적,질량,온도,압력,밀도,열량 측정

 턴다운비율
20:1 (옵션 30:1)

운전사양
 유체
모든 가스, 바이오가스, 스팀, 액체, 오일

 공급전원
DC 24 V ±10 %, < 100 mA

 출력신호 (기본)
선형의 4 ~ 20 mA, 4-Wire (Std.)
RS-485S (Std.)

 압력 강하
0.1 ~ 0.3 Bar 이하

GOLDEN RULES 02

 유체 & 환경온도
유체 : -40 ~ 100 ℃ (-40 ~ 212 ℉)
환경 : -4 ~ 185 ℉ (-20 ~ 85 ℃)

옵션: 110 ~ 400 ℃ (230 ~ 752 ℉)

 유체 압력 범위 (조립부분)
압축 fitting : 500 psig (35 barg)
150 lb, JIS 10k RF, PN16 DIN Flange ((-40 ~ 150) ℃ ((-40 ~ 302) ℉)) : 230 psig (15.9 barg)
150 lb, JIS 10k RF, PN16 DIN Flange (121 ℃ (250 ℉)) : 185 psig (12.8 barg)
150 lb, JIS 10k RF, PN16 DIN Flange (400 ℃ (752 ℉)) : 155 psig (10.7 barg)
NPT ((-40 ~ 150) ℃ ((-40 ~ 302) ℉)) : 508 psig (35 barg)

 액정표시
숫자문자식 배열 2 X 16 백라이트 LCD & Alarm 기능
계기판에 부착된 리모콘 스위치 또는 RS-485S 인터페이스에 의한 Window창에서 조정
조정변수 : 유량범위 : (0 ~100) %
유량단위 : ㎥/h(㎥), L/h(L), mL/h(mL), ㎏/h(㎏)
응답시간 / 보정수치 : (0.1) sec / 0.5 ~ 5
Zero & Span

 적산량
10자리의 공학단위 (9,999,999,99.9 Count)
Software 또는 액정표시 창 리모콘 스위치에 의해서 재설정 가능

 소프트웨어
Windows® Software 16MB RAM 사용 ( 최소 8MB RAM 설치)
RS-485S 통신 적용
추가기능 : Zero Cut-Off 조정, 선형화 조정, Save / Load 조정, 유량계 조건 확인

본체사양
 유체 접촉 부분
Sensor Probe – 304SS (옵션 : 316SS)
Protection Tube – 304SS (Option : 316SS, 316SS)

 질량유량트랜스미터 본체
방수급의 IP67

&

방폭지역을 위한 CASE (Ex d IIC T6: 수소방폭)

 전선 연결부
2 X ½” PF 또는 Exp Cable Gland(SS) 22C

 질량유량트랜스미터의 설치
NPT ¼” (NPT ½” Adapter)

 인증서
Ex (Ex d IIC T6)
CE (CASE 전체)
KGS Certificate
Atex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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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KC-6000 Serie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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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유량트랜스미터는 전류 출력 신호로 다음과 같은 제어를 실현합니다.

01 – 질량유량(kg/h) 제어
03 – 체적유량(m3/h) 제어

02 – 열량(MJ/h) 제어
04 – 압력(kPa) 제어

156.
5

빠른 응답 속도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며 F.S ±0.1% 정밀제어로 인한 에너지 절감을
구현할 수 있어서 산업현장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하류 직관부 조건 (KC-6000) 시리즈)
측정시 요구되는 수직 배관 길이
배관상태

KC-6000 Smart– INTM
Orifice Plate(3)

상류(1)

하류(2)

90° Elbow 또는 T-접합

10D

5D

28D

축소 (4:1)

10D

5D

14D

확관 (4:1)

10D

5D

30D

조절 밸브 후단

10D

5D

32D

두 개의 90° Elbow
(수평면 같음)

10D

5D

36D

두 개의 90° Elbow
(수평면 다름)

10D

5D

62D

Note : (1)
(2)
(3)
(4)

직관부의 직경 배수(D)는 Flow meter의 전단부(상류) 방해물 사이에 요구되는 직관부이다.
현장 조건에 맞는 보정이 가능하여 요구되는 직관길이가 더 짧아질 수 있다.
당사 유량계와 비교를 위해 ISO-5167의 직경비 0.7인 Orifice 유량계의 요구 직관부이다.
압력에 대한 영향은 제조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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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Code KC-6000_차압식전용 질량유량트랜스미터
형식

본체

프로세스 스판

전선구

전원

5

6

출력

표시창

압력

옵션

KC-60001

2

3

형식

4

Code 1

Steam

S

Bio Gas

B

All Gas
Liquid or Oil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본체
Hazardous-Area Location Enclosure
IP67 Integral
IP67 Remote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AG
L/O
W

N2
N4

NPT ¼” Female

1

NPT ½” Female (Adapter)

2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W

전선연결

Code 4
1
2
3
4
5
6
7
W
Code 5

G(PF) ½”

1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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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6

9

10

옵션

Code 10

DC 24 V ±10 %, 100 ㎃

2

Vent Plug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W

Calibration (by KOLAS)

T2

Material Certificate (Mill Sheet)
High Temp’
High Pressure
Oxygen Cleaning (Oil Free)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M1
HT
HP
OX
W

출력 (기본)
4-20mA, 4-Wire (Std.)

Code 7
1

RS-485S (Std.)

2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W

표시창

Code 8

No Readout

NR

Digital Display

DD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W

W

Code 3

1 kPa
6 kPa
40 kPa
250 kPa
1000 kPa
3000 kPa
10000 kPa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입력전원

8

Code 2
FM153B

프로세스연결

스판범위

7

압력범위
Low pressure
Below 145 psig (10 barg)
Medium pressure
Below 435 psig (30 barg)
High pressure
Below 5,801 psig (400 barg)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Code 9
L
M
(Option)
H
(Option)
W

VP

유량측정원리
■ 차압질량식 후로우컴퓨터–유량센서(오리피스, 플로우노즐, 벤츄리, 피토트)

Flow Nozzle type

Pitot tube type

(KC-6000F 후로우컴퓨터 호환 측정센서

㈜골든룰 의 고유한 차압질량식 후로우컴퓨터는 산업용 유량계의 탁월한 정확도,
고압고압의 경우 견고성 및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차압식 측정 방식으로 센서는 Orifice Plate, Flow Nozzle, Pitot Tube등을 사용하
여 설계시 압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자체 특허 기술을 활용한 계산방법으로 유량을
측정하는 신기술인증을 득한 세계최초 유량함수 직접계산식 후로우컴퓨터입니다.

실제 유체의 가변 물성 조건에서 고도의 계산으로 유량을 도출하는 신개념의 질
량유량 컴퓨터입니다.
산업현장의 까다로운 조건의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며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되어
산업 손실 최소화와 기술 자유도를 확보할 수 있고, 정확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측
정기기입니다.
또한, 각종 유체에서 사용가능하며 기존의 차압식유량계의 요구되는 직관부를 각
종 실험데이터를 통해 보완하여 짧은 직관부에서도 원하는 정도를 유지할 수 있
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통신 네트워크(RS-485)를 구성하여 질량유량계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
으며, 자동밸브를 설치하여 사용자 설정의 질량유량 제어가 가능합니다.

차압질량식 후로우컴퓨터의 제작은 ISO-5167 표준을 준수 하며 ISO-9001과 ISO14001 품질관리시스템으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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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계산식

기체팽창계수

유량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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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Simply select to suit the application
Application

Mass Flow Transmitter
D/P-type Flow Computer

Type

O
O

Liquid
Gas
Vaper
steam

Object of
Measurement

control
Monitor
Supply

Application

Temperature

Operating
condition

Gas
Liquid & Oil
Steam

Pressure

10 barg / 30 barg / Max 400 barg

Pressure loss
Range ability

Negligible
Large

Bore
Installing
condition

O
O
O
O
O
– 40 to 100’C (Option:400˚C)
–40 to 100˚C(Option:400’C)
–20 to 200˚C(Option:400’C)

Straight
Pipe length

Ø 10 to Ø 500
upstream
downstream

10 ~ 7D
5 ~ 2D
Required
O

Piping work
Explosion-proofing
Accuracy

Gas
Liquid & Oil
Steam

±0.5% F.S(Option: 0.1%)
±0.5% F.S(Option: 0..1%)
±0.5% F.S(Option: 0.1%)

Velocity

Gas
Liquid & Oil
Steam

0.1~100 m/s
0.1~100 m/s
0.1~100 m/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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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
Radar Level Meter

KC-2021R Series
액체용 레이더레벨미터
RADAR LEVEL METER

The nation's development item, 100% domestic goods,Patent NO. 10-1660226

16. 액체용 레이더 레벨미터
16-1. Liquid type KC-2021R Series
Radar Level Transmitter

제품 특징

액체용 (Liquid type)
KC-2021R

•

새롭게 개발한 CMOS millimeter wave RF chip을 기반으로 보다 세련된
RF architecture를 실현하였으며 신호 대 잡음 비율을 높여 작은 불감대
(Dead band: 80mm)를 갖도록 하였다.

•
•
•
•

5GHz 작동 주파수 대역폭은 더 높은 측정 분해능과 정확도를 의미한다.
안테나 빔 각도는 8°로, 주변 환경 및 수증기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
2mm의 오차를 가질 정도로 정확도가 좋다.
짧은 파장은 주파수의 반사 특성을 높이도록 되어 있다.

•

8°의 빔 각도와 자기 적응형 자동 이득 알고리즘 기능을 가지고 있어
피 측정체의 표면 반사 지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

반응 시간이 짧고 (80~100ms) 측정 주기를 조정 가능하다 (0.5~300m/Min)
가짜 에코 주파수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

•

PTFE 렌즈 안테나를 완전 밀폐하여 주파수 누설이 되지 않으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고온 고압 특수안테나는 별도로 공급이 가능하며, 현장의 특성에 맞는
미터를 선정할 수 있다.

•
•

액체 측정만 가능하게 고안함으로써 제품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었다.
한글 탑재로 누구나 쉽게 조정할 수 있다.

•

정확도(mm) : 액체 < ±2mm

•

Power : 24V DC, 22.5mA

•

보호등급 : IP67

•

Connection Pressure : -1 ~ 2.0 Mpa

•

신호 출력 : DC 4~20 mA 전류출력 @HART

*KC-2021R 고성능 버전 레이다레벨전송기는 센서부분이 심한 분진 및 코팅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제품 사양
제품 소개
KC2021R 고성능 버전 레이다레벨전송기는 액체의 레벨 측정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주파수 연속 변조방식" 이론을 활용한 강력한 레벨미터 입니다.
KC-2021R Series 는 고성능 버전 레이다 기술을 사용하여 우수한 신호 처리 기능을 제공하고 고주파수
측정 기술을 새로운 차원으로 향상시켜 측정 한계가 더 낮고 안정성과 정확도가 향상된 제품입니다.
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method (FMCW)의 비접촉식 레이더 레벨 미터이며 수처리 및
모든 산업분야의 액체 전용 레이더 수위계 입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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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변조 신호를 연속 발사하여 수신된 신호와의 주파수차이 (Δf) 이용
•전송주파수는 시간에 linear하게 증가하고 변조 지속시간은 반사파가 되돌아오는 시간 이상 유지
•송수신 신호의 주파수 차이는 전송 신호의 시간 지연 차이 (T)에 비례

Δf = (df/dt)*T (df/dt is the swept frequency rate of change)
a = c*T/2

제품성능
 정밀도
정확도(mm) : 액체 < ±2mm

 반복성
< 1mm

 응답시간
< 80 ~ 100ms

 측정범위
액체 : 10m, 20m

 주파수
76 ~ 81GHz

 분해능
1 ~ 2mm

 빔각도
8’
 측정 최소 DK값
> 2.0

 측정시간
1m/min ~ 300m/min (조정가능)

운전사양
 측정체
액체

 측정체 압력 범위 (조립부분)
Flange : 0.3 MPa S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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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 & 환경 온도
유체 : Std. -40 ~ 85 ℃, 옵션 : -40 ~ 150 ℃
환경 : -40 ~ 85 ℃
습도 : ≤ 95% RH

 공급 전원 (선택)
DC 24V, 22.5mA

 출력신호 (기본)
선형의 4~20㎃ @HART 2-wire

 오류출력
4mA, 22mA or 20.5mA (설정가능)

 액정표시
LCD 디스플레이 128 X 64픽셀 / 레벨, 거리 (공간), 4-20mA전류, %
계기판에 부착된 4누름 버튼에 의한 Window창에서 조정
조정변수 : 레벨범위 : (0 ~10m, 0 ~ 20m)
레벨단위 : m, %
응답시간 / 보정수치 : (1 ~ 7) sec / 0.5 ~ 5
Zero & Span

본체사양
 유체 접촉 부분
Antenna Body – SUS304 (Option : SUS316, PTFE)
Antenna Lens – PTFE, PVDF
Thread / Flange – 304SS (Option : SUS316, PTFE, PVDF)
Housing – AL.-Casting (Option : Stainless steel)

 유량계 본체
방수형 IP67
방폭형 Ex d IIC T6 (*인증 준비중)

 전선 연결부(선택)
½” NPT(F), ½” PF(F), M20X1.5
AWG18 or 0.75m2 케이블

 유량계의 설치(선택)
G1.5” Thread, Flange
JIS 10k RF Flange

 인증서
KC (CASE 전체)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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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안테나의 치수와 기본 구성 III



G11/2” 나사:

Material: SUS304, SUS316, PTFE, PVDF

SUS304 antenna

PTFE antenna

스테인리스 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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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Code_ KC-2021R Series (비접촉식 레이더레벨미터)
형식

접속구규격

안테나/재질

유체

입력전원

출력

표시창

온도

보호등급 선택사양

P

KC-20 2
1

2

구조(structure type)

3 4 5

Code 1

6

7

측정유체 (Measured Mediem))

일반형 (Standard type)

1R

액체 (Liquid)

방폭형 (Ex-proof type: Ex d IIC T6)

2R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W

접속구 사양 (Connection Spec’)

Code 2

Thread G1.5” Male

T

DIN Flange DN50

50

8

Code 6

2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W

입력전원 (Input Power)
Code 7
24V DC, 22.5mA
1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W

출력시그널 (Output Signal)

DIN Flange DN125

125

4-20mA with HART/ 2-wire

1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W

Lens
Housing
Thread or Flange

Material
PTFE
AL-Casting
SUS304

SUS304
SUS316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제품 주문 시
필요 사양

표시창

선택사양 (Option)

H
HF
4

Code 9
NR
DD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W

Code 10

-40 ~ 85’C (Std.)

1

-40 ~ 150’C (Option)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2
W

Code 12

Cooling fin for high temp’ & filter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Digital Display(LCD)

1

Cooling fin for high temp’

Code 8

No Readout

프로세스 온도(process temp’)

하우징/보호(Housing/protection grade)Code 11
SUS304/ IP67 (Option)

80

Code 3,4,5

12

AL-Casting/ IP67

100

안테나 타입/ 재질
(Antenna type/ Mat’l)
type

11

W

DIN Flange DN100

W

10

1

DN Flange DN80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9

1) 제품 기본 모델
2) 측정 범위 및 최고 상위 레벨
3) 유체의 종류, 사용 온도, 사용 압력
5) 미터 연결 방법 및 사이즈
6) 연결플랜지 종류 및 안테나 재질 (기본: SUS304, 옵션: SUS316, PTFE, PVDF)
7) 안테나 몸체 재질 (SUS304, SUS316, PTFE)
8) 탱크 모양 및 크기: W, D, H
9) 탱크 노즐 (연결 단관) 크기
10) 전선연결구 크기(M20 X 1.5 or 1/2” NPT)
11) 추가 옵션 및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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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및 분야별 납품실적 ~ 128대
계약처
경인양행
대신플랜트㈜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홍수관리시스템
동양시멘트
유한화학
인성산업
일진머티리얼즈
아시아제지
삼성코닝
신성아스콘

제일사료
현대시멘트
현대제철
현대환경
화승인더스트리
포스코
포스코강판
포스코 켐텍
JNC

KCC
농어촌공사
구리하수처리장
탄천물재생센터
수도권매립지

사용처

모델명
레이더레벨미터KC-2021R
레이더레벨미터KC-2021R
레이더레벨미터KC-2021R
레이더레벨미터KC-2021R
레이더레벨미터KC-2021R
레이더레벨미터KC-2021R
레이더레벨미터KC-2021R
레이더레벨미터KC-2021R
레이더레벨미터KC-2021R
레이더레벨미터KC-2021R
레이더레벨미터KC-2021R
레이더레벨미터KC-2021R
레이더레벨미터KC-2021R
레이더레벨미터KC-2021R
레이더레벨미터KC-2021R
레이더레벨미터KC-2021R
레이더레벨미터KC-2021R
레이더레벨미터KC-2021R
레이더레벨미터KC-2021R
레이더레벨미터KC-2021R
레이더레벨미터KC-2021R
레이더레벨미터KC-2021R
레이더레벨미터KC-2021R
레이더레벨미터KC-2021R
레이더레벨미터KC-202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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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 Solid, Powder
Radar Level Meter

KC-2021M Series
분체용 레이더레벨미터
RADAR LEVEL METER

The nation's development item, 100% domestic goods,Patent NO. 10-1660226

16. 분체용 레이더 레벨미터
16-2. Liquid, Solid, Powder type KC-2021M Series
Radar Level Transmitter

제품 특징

분체용 ( type)
KC-2021M

•

새롭게 개발한 CMOS millimeter wave RF chip을 기반으로 보다 세련된
RF architecture를 실현하였으며 신호 대 잡음 비율을 높여 작은 불감대
(Dead band: 80mm)를 갖도록 하였다.

•
•
•
•

5GHz 작동 주파수 대역폭은 더 높은 측정 분해능과 정확도를 의미한다.
안테나 빔 각도는 8°로, 주변 환경 및 수증기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
2mm의 오차를 가질 정도로 정확도가 좋다.
짧은 파장은 주파수의 반사 특성을 높이도록 되어 있다.

•

3°의 빔 각도와 자기 적응형 자동 이득 알고리즘 기능을 가지고 있어
피 측정체의 표면 반사 지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

반응 시간이 짧고 (80~100ms) 측정 주기를 조정 가능하다 (1~300m/Min)
가짜 에코 주파수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

•

PTFE 렌즈 안테나를 완전 밀폐하여 주파수 누설이 되지 않으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고온 고압 특수안테나는 별도로 공급이 가능하며, 현장의 특성에 맞는
미터를 선정할 수 있다.

•
•

액체,고체,분체 측정이 가능하게 고안함으로써 제품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었다.
한글 탑재로 누구나 쉽게 조정할 수 있다.

•

정확도(mm) : 액체,고체,분체 < ±2mm

•

Power : 24V DC, 22.5mA

•

보호등급 : IP67

•

Connection Pressure : -1 ~ 4.0 Mpa

•

신호 출력 : DC 4~20 mA 전류출력 @HART

*KC-2021M 고성능 버전 레이다레벨전송기는 센서부분이 심한 분진 및 코팅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제품 사양
제품 소개
KC-2021M 고성능 버전 레이다레벨전송기는 액체, 고체, 분체의 레벨 측정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주파수 연속 변조방식" 이론을 활용한 강력한 레벨미터 입니다.
KC-2021M Series 는 고성능 버전 레이다 기술을 사용하여 우수한 신호 처리 기능을 제공하고 고주파수
측정 기술을 새로운 차원으로 향상시켜 측정 한계가 더 낮고 안정성과 정확도가 향상된 제품입니다.
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method (FMCW)의 비접촉식 레이더 레벨 미터이며 수처리 및
모든 산업분야의 액체 전용 레이더 수위계 입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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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변조 신호를 연속 발사하여 수신된 신호와의 주파수차이 (Δf) 이용
•전송주파수는 시간에 linear하게 증가하고 변조 지속시간은 반사파가 되돌아오는 시간 이상 유지
•송수신 신호의 주파수 차이는 전송 신호의 시간 지연 차이 (T)에 비례

Δf = (df/dt)*T (df/dt is the swept frequency rate of change)
a = c*T/2

제품성능
 정밀도
정확도(mm) : 액체, 고체, 분체 < ±2mm

 반복성
< 1mm

 응답시간
< 80 ~ 100ms

 측정범위
일반형 10m, 20m / 광범위형 30m, 60m, 120m

 주파수
76 ~ 81GHz

 분해능
1 ~ 2mm

 빔각도
3°
 측정 최소 DK값
> 2.0

 측정시간
1m/min ~ 300m/min (조정가능)

운전사양
 측정체
액체, 솔리드, 파우더

 측정체 압력 범위 (조립부분)
Flange : -1 ~ 4.0 MPa Std. (Option : 고온고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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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 & 환경 온도
유체 : Std. -40 ~ 85℃, 옵션 : -40 ~ 120℃, -40 ~ 180℃, 최대 -40 ~ 1200℃
환경 : -40 ~ 85℃
습도 : ≤ 95% RH

 공급 전원 (선택)
DC 24V, 22.5mA

 출력신호 (기본)
선형의 4~20㎃ @HART 2-wire, 선형의 4~20㎃, RS-485 4-wire, 6-wire

 오류출력
4mA, 22mA or 20.5mA (설정가능)

 액정표시
LCD 디스플레이 128 X 64픽셀 / 레벨, 거리 (공간), 4-20mA전류, %
계기판에 부착된 4누름 버튼에 의한 Window창에서 조정
조정변수 : 레벨범위 : (0 ~10m, 0 ~ 20m)
레벨단위 : m, %
응답시간 / 보정수치 : (1 ~ 7) sec / 0.5 ~ 5
Zero & Span

본체사양
 유체 접촉 부분
Antenna Body – SUS304 (Option : SUS316, PTFE)
Antenna Lens – PTFE, PVDF
Thread / Flange – 304SS (Option : SUS316, PTFE, PVDF)
Housing – AL.-Casting (Option : Stainless steel)

 유량계 본체
방수형 IP67

 전선 연결부(선택)
½” NPT(F), ½” PF(F), M20X1.5
AWG18 or 0.75m2 케이블

 유량계의 설치(선택)
G3.5” Thread, 고정Flange, 각도 조절Flange
JIS 10k RF Flange 기본

 인증서
KC (CASE 전체)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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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각도 테스트
● 테스트 데이터:
Frequency

3dB Beamwidth（°）
H
E

Sidelobe（dB）
H

E

76GHz

2.9

3.0

-18.1

-19.6

78GHz

2.9

3.0

-16.5

-16.8

81GHz

2.8

3.0

-18.5

-16.3

3°Lens

● 방사선 패턴: Normalized Radiation Pattern
-------H
81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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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78GHz

76GHz

표준 안테나의 치수와 기본 구성 III


G3.5” 나사:



일반 플랜지/ JIS, ANSI, DIN



각도 조절용 플랜지/ JIS, ANSI, DIN: Universal flange, Air Nozzle

재질: SUS304/SUS316/PTFE

재질: SUS304/SUS316/PT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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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안테나 종류 및 사양 IV



고압용: Temperature: Max. 85°C/ Pressure: PN40



고온 고압용: Temperature: Max. 150°C/ Pressure: PN40



고압용: Temperature: Max. 180°C/ Pressure: PN40

재질: SUS304/SUS316/PTFE

재질: SUS304/SUS316/PTFE

재질: SUS304/SUS316/PT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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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안테나 종류 및 사양 IV



각도 조절 고온용: Temperature: Max. 150°C/ Cooling fin Air Nozzle

재질: SUS304/SUS316

 고온용 내열구조 : Temperature: Max. 1200°C/ Cooling fin for high temperature filter

주의: 쿨링 핀의 크기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으로 주문 시 별도로 상의 바랍니다.
본 쿨링 핀은 유체의 종류에 관련 없이 모든 안테나에 적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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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설치 사진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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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Code_ KC-2021M Series (비접촉식 레이더레벨미터)
형식

접속구규격

안테나/재질

유체

입력전원

KC-202

출력

표시창

온도

보호등급 선택사양

P
1

2

구조(structure type)

3 4 5

Code 1

6

측정유체 (Measured Mediem))

일반형 (10, 20m)

1M

액체(Liquid),고체(Solid)

특수형 (30m, 60m, 120m)

2M

분체(Powder)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W

접속구 사양 (Connection Spec’)

Code 2

7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8

Code 6

2

W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W

입력전원 (Input Power)
Code 7
24V DC, 22.5mA
1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W

DN Flange DN80 or ANSI Flange

80

DIN Flange DN100 or ANSI Flange

100

출력시그널 (Output Signal)

Code 8

DIN Flange DN125 or ANSI Flange

125

4-20mA with HART/ 2-wire

1

4-2mA with, RS-485, 4-wire, 6-wire

2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W

Material

AL-Casting
SUS304

SUS304
SUS316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표시창

NR

Digital Display(LCD)

DD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W

1

-40 ~ 120’C (Option)
-40 ~ 180’C (Option)
-40 ~ 1200’C (Option)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2
3
4
W

Code 12
H
HF

A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w

Code 10

-40 ~ 85’C (Std.)

1

보호가리개(UV protection visor)

Code 9

No Readout

프로세스 온도(process temp’)

제품 주문 시
필요 사양

선택사양 (Option)
Cooling fin for high temp’
냉각핀 구조 플랜지
Cooling fin for high temp’ & filter
분리형 석영 냉각핀 구조플랜지
어댑터(Adpter), 도파관(Wave guid)

Code 3,4,5

PTFE

Housing
Thread or Flange

하우징/보호(Housing/protection grade)Code 11
SUS304/ IP67 (Option)

50

Lens

12

AL-Casting/ IP67

DIN Flange DN50 or ANSI Flnage

안테나 타입/ 재질
(Antenna type/ Mat’l)
Parts

11

2

T

W

10

1

Thread G3.5” Male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9

1) 제품 기본 모델
2) 측정 범위 및 최고 상위 레벨
3) 출력 형태
4) 유체의 종류, 사용 온도, 사용 압력
5) 미터 연결 방법 및 사이즈
6) 연결플랜지 종류 및 안테나 재질 (기본: SUS304, 옵션: SUS316/ PTFE)
7) 안테나 종류 (고온, 고압 등) 및 코드번호
8) 탱크 모양 및 크기: W, D, H
9) 탱크 노즐 (연결 단관) 크기
10) 전선연결구 크기(M20 X 1.5 or 1/2” NPT)
11) 추가 옵션 및 주의 사항

(본 자료는 당사의 기술 사양 업그레이드로 인하여 사전에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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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
Radar Level Meter

KC-2021U Series
초음파레벨미터
ULTRASONIC LEVEL METER

The nation's development item, 100% domestic goods,Patent NO. 10-1660226

16. 초음파레벨미터
16-4. Liquid type KC-2021U Series

Ultrasonic Level Transmitter

제품 특징

초음파레벨미터
KC-2021U 5m

•
•
•
•
•
•

특징: 고급 마이크로 프로세서 채택.
독특한 에코 처리 기술
거짓 에코 저장 내장 온도 보상
좁은 빔 간단한 디버깅 및 보정
AL 인클로저 및 플라스틱 인클로저 모두 사용 가능
사용온도 : -40’C ~ 70”C

•

사용압력 : -0.02 MPa ~ 0.1 MPa

•
•

Accuracy : ±0.25% of full range
출력 : 4-20mA/ HART (24V DC, 2-wires, 4-wires),
4-20mA/ HART (220VAC for 4-wires),
통신 : RS485/ MODBUS (6~24V DC)
무게 : 1.3kg & 1.4kg

•
•

*적용 분야: 특히 수처리 산업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액체 측정

초음파레벨미터
제품
사양
KC-2021U
10m

제품 소개
KC2021U 고성능 버전 초음파레벨전송기는 액체, 솔리드의 레벨 측정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초음파펄스방식" 이론을 활용한 강력한 레벨미터 입니다.

KC-2021U Series 는 초음파 레벨 측정 기술은 에너지 변환기(센서)가 초음파 펄스 열을 방출하고 매체 표면에서
반사된 일부 에코를 수신 및 선택하여 전자 신호로 변환하는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초음파 펄스는 음속으로 이동하며 방출과 수신 사이의 시간 간격은 센서와 매체 표면 사이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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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S, 음속 C 및 전송시간 T에 관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센서에 근접한 영역 내에서 방출 펄스와 반사 펄스의 중첩은 방출되는 초음파 펄스의 한계 폭으로 인해 식별 및
측정될 수 없으며, 이 영역을 데드 존(Dead Zone)이라고 합니다. 데드존의 거리는 초음파 레벨 송신기의 작동
주파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Liquid measurement

Solid measurement

The measuring reference level is at the bottom of the sensor.
A. Empty tank (Max. Measurement Distance)
B. Measuring Range
C. Full of Medium (Full range)
D. Dead zone
E. Distance
H. Level
R. Measurement reference point

제품성능
 정밀도
±0.25% of F.S

 반복성
± 3mm

 측정간격, 조정시간
2초, 3초

 측정범위
Liquid: 0.25~5m or 10m/ Solid: 0.25~2m

 주파수

5m : 60KHz, 10m : 50KHz

 분해능
1 mm

 빔각도
5’
 측정 최소 DK값
> 2.0

 내진동
1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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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양
 측정체
액체, 고체

 측정체 압력 범위 (조립부분)
Flange : -0.02 ~ 0.1 MPa

 유체 & 환경 온도
유체 : Std. -40 ~ 70℃
환경 : -40 ~ 70 ℃
습도 : ≤ 95% RH

 공급 전원 (선택)
DC 24V, 22.5mA

 출력신호 (기본)
4-20mA/ HART (24V DC, 2-wires, 4-wires),
4-20mA/ HART (220VAC for 4-wires),
RS485/ MODBUS (6~24V DC)

 액정표시
LCD 디스플레이 128 X 64픽셀 / 레벨, 거리 (공간), 4-20mA전류, %
계기판에 부착된 4누름 버튼에 의한 Window창에서 조정
조정변수 : 레벨범위 : (0 ~10m, 0 ~ 20m)
레벨단위 : m, %
응답시간 / 보정수치 : (1 ~ 7) sec / 0.5 ~ 5
Zero & Span

본체사양
 유체 접촉 부분
Tranducer – PA66+GF30 Open/ PA66+GF30 Sealed, PVDF Sealed
Antenna Lens - PTFE
Thread / Flange – Plastic / SUS304 (옵션: SUS316)
Housing – AL.-Casting / Plastic

 유량계 본체
방수형 IP65
방폭형 Ex ia IIB T6 (인증 준비중)

전선 연결부(선택)

운전사양

½” NPT(F) 또는 M20X1.5, AWG18 or 0.75m2 케이블

 유량계의 설치(선택)
G1-1/2” Thread, Flange
JIS 10k RF Flange

 인증서
KC (CASE 전체)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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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치수 KC-7760 Series ( Wafer type)
브라켓 & 플랜지 설치 I
도면치수
KC-7760 Series ( Wafer type)
Ty치수
pe

* Flange로 설치하는 기구는 오른쪽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 정상적인 에코 곡선을 보려면 그림1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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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II
설치 II

*탱크 내부에 블렌더나 교반기가 있는 경우 블레이드 주변에 잘못된 에코가 발생합니다.
그림 2를 참조하십시오.

*기기는 거짓 반향 곡선 저장 기능을 사용하여 레벨의 정확한 반향 곡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기는
거짓 반향 곡선 저장 기능을 사용하여 레벨의 정확한 반향 곡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3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3을 참조하십시오.

*습기 방지 외부나 습기가 많은 환경에 기구를 장착할 경우 케이블 글랜드를 조여주고 인입부의
케이블은 "U"자 모양으로 굽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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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III
설치 III

*노즐로 장착 용기 연장 파이프의 길이: 센서가 용기 내부
*노즐로 최소
장착 10mm
용기 연장
길이: 센서가
용기 내부
표면에서
이상파이프의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표면에서 최소 10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거품 용기 내부의 공급, 교반 또는 기타 공정으로 인한 일부 액체 표면의 거품은 방출 신호를
*거품 용기
내부의 공급,
교반
또는
기타
공정으로
인한
신호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발포로
인해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일부
있는액체
경우표면의
센서를거품은
스틸링방출
파이프에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발포로
인해 측정 오차가
발생할합니다.
수 있는유도파
경우 센서를
파이프에
설치하거나
유도파
레이더
레벨 트랜스미터를
사용해야
레이더스틸링
레벨 트랜스미
설치하거나
유도파
트랜스미터를가장
사용해야
유도파 레이더 레벨 트랜스미
터는
폼의 영향을
받지레이더
않는 이레벨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합니다.
선택입니다.
터는 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선택입니다.

*동요 탱크 내부에 교반이 있는 경우 교반기에서 멀리 떨어
탱크 내부에
교반이 있는
경우 교반기에서
멀리파떨어
진 *동요
곳에 기기를
보관하십시오.
교반으로
인한 거품이나
진 있는
곳에 경우에는
기기를 보관하십시오.
교반으로한다.
인한 거품이나 파
도가
도파관을 사용하여야
도가 있는 경우에는 도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기 흐름 용기에 강한 공기 흐름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강한 바람이 부는 실외 설치 또는 선
박에
*공기
난류가
흐름있는
용기에
경우강한
센서는
공기도파관과
흐름이 있는
함께경우,
설치하는
예를 들어
것이 강한
좋으며
바람이
펄스 부는
레이더
실외
레벨
설치
송신기
또는 선
또는
박에
유도파
난류가
레이더
있는 레벨
경우송신기를
센서는 도파관과
사용하는
함께
것이
설치하는
좋습니다.
것이 좋으며 펄스 레이더 레벨 송신기
또는 유도파 레이더 레벨 송신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파관을 이용한 설치 직경 5mm~10mm의 공기 구멍이 있는 도파관(도파관 또는 바이패스 파이프)을 사용
할*도파관을
수 있으므로
장애물,
거품
및5mm~10mm의
기류의 영향을공기
받는구멍이
측정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용한
설치
직경
있는 도파관(도파관
또는 바이패스 파이프)을 사용
할 수 있으므로 장애물, 거품 및 기류의 영향을 받는 측정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 도파관은 끈적끈적한 매체로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 도파관은 끈적끈적한 매체로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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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도면치수 IV
하우징 도면치수 IV

프로브 도면치수 V
프로브 도면치수 V

KC-2021U-G
KC-2021U-G
KC-2021U-G
KC-2021U-G

KC-2021U-F
KC-2021U-F
KC-2021U-F
KC-2021U-F

Thread
Thread
G1 1/2
G1 1/2
G2
G2

JIS Flnage(Std.)
DINJIS
or Flnage(Std.)
ANSI

Probe diameter
Probe length
D (mm)
HProbe
(mm)length
Probe
diameter
D
(mm)
H (mm)
Ø 41.5
75
Ø 41.5
Ø 53
75 75
Ø 53

75

Flange
DIN(Option
or ANSI)
Flange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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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리 5m & 10m 도면치수 IV
측정거리 5m & 10m 도면치수 IV

표준개방형 프로브 & 부식방지 밀봉 프로브 V
표준개방형 프로브 & 부식방지 밀봉 프로브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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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Code_ KC-2021U Series (초음파레벨미터)
형식

접속구규격

재질

유체

입력전원

출력

표시창

온도

하우징

10

11

선택사양

P

KC-20 2
1

2

트랜스듀서 구조(Transducer type)

3 4 5

Code 1

6

7

측정유체 (Measured Mediem))

오픈형 (Open type : IP65)

1

액체 (Liquid)

실드형 (Sealed type : IP66)

2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테프론형 (PVDF type : IP67)

3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W

접속구 사양 (Connection Spec’)

Code 2

Thread G1 1/2

T1

Thread G2

T2

JIS Flange 40A

F1

JIS Flange 50A

F2

DIN Flange or ANSI Flange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입력전원 (Input Power)
24V DC, 22.5mA
220V AC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재질 (Material)

Code 3,4,5
Material

Housing

1
W

Code 7
1
2
W

출력시그널 (Output Signal)

Code 8

SF

4-20mA with HART/ 2-wire

1

W

4-20mA with HART/ 4-wire

Aluminum/ Plastic ~ 1

PA66+GF30 PVDF ~ 2
Tranducer
Sealing
Viton
PTFE ~ 3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보호하우징(Housing Protection)

표시창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W

2

선택사양 (Option)

DD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W

프로세스 온도(process temp’)

Code 12

Cooling fin for high temp’

H

Cooling fin for high temp’ & filter

HF

Code 9
NR

Code 11
1

2

Digital Display(LCD)

12

IP65

W

No Readout

-40 ~ 70’C (Std.)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제품 주문 시
필요 사양

Code 6

9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Housing / Probe

8

Code 10
1
W

1) 제품 기본 모델
2) 측정 범위 및 최고 상위 레벨
3) 유체의 종류, 사용 온도, 사용 압력
5) 미터 연결 방법 및 사이즈
6) 연결플랜지 종류 및 재질 (기본: SUS304, 옵션: SUS316)
7) 안테나 몸체 재질 (SUS304, SUS316, PTFE)
8) 탱크 모양 및 크기: W, D, H
9) 탱크 노즐 (연결 단관) 크기
10) 전선연결구 크기(M20 X 1.5 or 1/2” NPT)
11) 추가 옵션 및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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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스마트 차압식

KC-8000PL 시리즈
차압식 레벨전송기

The nation's development item, 100% domestic goods,Patent NO. 10-1606497

16. 스마트 차압식 레벨트랜스미터
16-5. 차압식 레벨전송기 KC-8000PL Series

제품 특징

Single-Direct
KC-8000PL-1

Single-Direct insertion
KC-8000PL-2

Single-Capillary
KC-8000PL-3

• 높은 기준 정확도: 보정된 스팬의 ±0.075% F.S의 ±0.2%
• 장기 안정성 : 24개월당 ± 0.2% URL
• 반복성 : ± 0.1% 스팬 높은 범위성 ( 100 : 1 )
• 디스플레이 : LCD
• 측정 : 게이지/절대압
• 통신 : HART, RS-485
• 인증 : IP65
• 전원 : (16 ~ 26)V DC, 30mA, 0.8W
• 출력 신호 : 4 ~ 20 mA, 2선식, 1-5V, 0-5V, 0-10V(3-Wire)
• 재료 : 하우징 - 알루미늄, ALDV 12.1
• 습식 공정 – AISI 316L
• 압력 범위 : -100kpa… ~ 0 ~0.6kpa... 7Mpa
• 게이지 충진액 : 실리콘 오일
• 크기/무게: W100 x H190 x D111 / 약 2.5kg
• PCB 소비 전류: 3mA 미만
• 셀 위치 측정 : 수평으로 ±1º 편측
• 과부하 : 16 ~ 40 Mpa
• 작동 온도 범위
- 주위온도 : -40 ~ 85℃
- LCD Meter 주위온도 : -40 ~ 80℃
- 사용온도범위 : -10 ~ 80℃
- 제로에 미치는 열 영향 : ±0.05%FS/℃
- 스판에 미치는 열 영향 : ±0.05%FS/℃
- 보상 온도 범위 : -10~70℃
- 습도 제한 : 5~100% RH

Double-Capillary
KC-8000PL-4

제품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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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우수한 내부식성 및 마찰저항
충격 및 진동방지
높은 정확도와 온도 드리프트 보상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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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능

제품소개
KC-8000PL 스마트 차압식 레벨전송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의 고성능 트랜스미터로 유연한 압력
교정 및 출력, 주변 온도 및 프로세스 변수의 자동 보
정, 다양한 매개변수 구성, HART 프로토콜과의 통신
이 있습니다. 적용 방법에 따라 액체, 기체 또는 증기
의 흐름과 압력 및 액위를 측정하는 등 적용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센서의 모든 데이터는 EEPROM에
입력, 수정 및 저장됩니다.

» 유연한 센서 입력 : DP, HS, GP, AP
» 다양한 출력 : 4 ~ 20mA, 디지털 신호
» 다양한 파라미터 설정 : 제로/스판, 트림, 단위,
페일 모드 등
» 자가진단 기능 : 센서, 메모리 A/D 변환기, 전원 등
» HART 프로토콜을 사용한 디지털 통신

Functional Block Diagram
Sensor Part
A/D Conversion
EEPROM

Sensor
High
Pressure

Low
Pressure

User-Selectable Input
• DP/GP
• Measuring Range

MCU 부품
마이크로프로세서
• 센서 값 입력
• 공학 단위
• 범위 변경(Zero/Span)
• 센서 트리밍
• 영점 조정
• DA 트리밍
• 댐핑/필터링
• 전송 기능
• LCD 엔지니어링 모드
• 진단
• 자기 보상
• 커뮤니케이션
• LCD 디스플레이
• 구성 데이터

4-20mA

HART Protocol with
Host

Δ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전송기 소개
KC-8000PL 차압식 레벨전송기 HART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모든 호스트에서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설정
• 운영 매개변수.
• 4~20mA 포인트(Zero/Span)
• 공학 단위
• 댐핑 시간 : 0.25 ~ 60초
• 태그 : 영숫자 8자
• 설명자 : 16자
• 메시지 : 32자.
• 날짜 : 일/월/년 » 교정 및 트리밍
• 하한/상한 범위(제로/스팬)
• 센서 제로 트리밍
• 영점 조정
• DAC 출력 트리밍
• 전달 함수
• 자기 보상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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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진단 등
• CPU 및 아날로그 모듈 오류 감지
• 통신 오류
• 장애 모드 처리
• LCD 표시
• 센서 모듈의 온도 측정

표1
DP 측정범위(kPa)

시스템압력(bar)

과부하(bar)

충전액

비고

1

160

160

Silicone oil

6

160

160

Silicone oil

400 bar option

40

160

160

Silicone oil

400 bar option

250

160

160

Silicone oil

400 bar option

1000

160

160

Silicone oil

400 bar option

3000

160

160

Silicone oil

400 bar option

10000

160

160

Silicone oil

400 bar option

AP 측정범위(bar)

시스템압력(bar)

과부하(bar)

충전액

0~30

160

160

Silicone oil

0~100

200

200

Silicone oil

0~200

400

400

Silicone oil

제품성능
» 범위 및 센서 한계
• 표 1을 참조하십시오.
» 영점 및 스팬 조정 한계
• Zero 및 Span 값은 범위 제한은 표 1에 나와 있습니다.
스팬은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표 1에 명시된 범위.
» 출력(아날로그 전류 및 디지털 데이터)
• LCD 디스플레이 및 ENG 모드
• 2선식 4~20mA, 디지털 신호 선형 또는 제곱근 출력에
대해 사용자 구성 가능, 4~20mA 신호에 중첩된 디지털
프로세스 값, HART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모든 호스트
에서 사용 가능
» 전원 공급 및 부하 요구 사항
• 외부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 250옴 부하 – 17.5Vdc
최대 550옴 부하 - 24Vdc 최대 루프 저항 = ( E - 12 ) / 0.022 (E = 전원 공급 장치 전압)
• 전압 범위: 12 ~ 45 Vdc
• 정격 전압 : 24 Vdc ±30%
• 루프 로드 0 ~ 1500옴 -- 작동 250 ~ 550 ohm -- HART
Communications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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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성능
» 보관 온도 • -40℃ ~ 85℃(비응축)
» 공정 온도 한계 (범위 코드 및 승인 코드는 제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40℃ ~ 120℃(-104 ~ 248℉)
» 유연한 센서 입력
» 전기 연결
• DP, GP, AP, 진공 » 다양한 매개변수 설정
• M4 나사 단자가 있는 ½ PF 도관
• Zero/Span, Trim, Unit, Fail-mode 등
» 자가 진단 기능
• 센서, 메모리 A/D 컨버터, 전원 등
» 신뢰성
• 지속적인 자가 진단 기능
• 자동 주변 온도 보상
• Fail-mode 프로세스 기능
• EEPROM 쓰기 방지
• 장비 자격
• 환경 자격
• 지진 검증 및 EMI/RFI 테스트

» 프로세스 연결
• 2.126인치(54.0mm) 중앙의 1/4-18 NPT
표준용 플랜지
• 프로세스 어댑터의 1/2-14 NPT(옵션)
마지막 페이지 도면 참조
• 무게
3.51kg
(표준 - 옵션 제외)
5kg(SST 하우징 - 옵션 제외)

송신기용 신호, 전원, HHT 연결도 I

Local test or
Remote Indicator
(Low Impedance)

Field

Control Room

1. HHT(HART Communicator)또는 PC Configurator는 신호 루프의 모든 종단 지점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2. HART 통신에는 24Vdc에서 250~550ohm 사이의 루프 저항이 필요합니다.
3. 전원 공급 장치
• 전압 범위: 12 ~ 45 Vdc
• 정격 전압 : 24 Vdc ±30%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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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사양
» 접액 재료

• 절연 다이어프램 316L SST, Monel, Tantalum, HAST-C
• 배수/환기 밸브 316 SST, HAST-C
• 플랜지 및 어댑터 316 SST(ASTMCF8M), HAST-C
• O-링 Viton, PTFE
» 비접촉 재료
• 충전 유체 실리콘 오일 또는 불활성 충전
• 볼트 304 SST
• 전자 하우징 알루미늄 또는 316L SST(옵션) 방염 및
방수(IP67)
• 커버 O-링 Buna-N
• 에폭시-폴리에스터 또는 폴리우렛 페인트
• U-볼트가 있는 마운팅 브래킷 304SST(304SST) 2인치
파이프용
• 명판 304 SST

분해도 KC-8000PL Series II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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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도 KC-8000

치수 도면 KC-8000PL Series III

단일 다이렉트형

단일 다이렉트형
삽입식

단일 케피러리형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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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도 KC-8000

치수 도면 KC-8000PL Series

복합형

더블 캐피러리형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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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 코드 KC-8000PL Series (스마트 차압식 레벨전송기)
타입

전선연결구 접속구

스판

전원

출력

지시

P

KC-8000PL
1

2

레벨종류
Single - Direct
Single - Direct insertion
Single - Capillary

3

Code 1
1
2
3

Double – Capillary

4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W

4

V
5

입력전원

접속구 규격 (Connection Mode)

Code 2
G
W
Code 2

DIN Flange

D

ANSI Flange

A

JIS Flange

J

Sanitary Clamp (1.5S)

S

Other Connections on Request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ified

스판범위
-1 Bar ~ 1 Bar
5 Bar
10 Bar
20 Bar
30 Bar
50 Bar
Other Connections on Request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GOLDEN RULES 08

6

7

Code 5

요구사항
Test Report (by Manufacturer)

10
Code 9
T1

2

Calibration (by KOLAS)

T2

W

Material Certificate (Mill Sheet)

M1

Vent Plug

VP

Oxygen Cleaning (Oil Free)

OX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W

출력시스널

Code 6
4

RS-485 Modbus

RS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W

Digital Display (LCD)

Code 7

Digital Display (LCD)

DD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W

적용 부속품

Code 8

R

J0
J1

W

2-inch Mounting Bracket

J2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W

1
2
3
4
5
6
R
W

9

DC 24 V ±10 %, 30 ㎃

Not Apply
Vent Plug

Code 4

8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DC (4 ~ 20) mA, 2-wire
전선연결구
G(PF)1/2” Female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부속품 요구사항 옵션

선택사양
Agency approved, customer spec’

Code 10
W

• GOLDEN RULES

가스, 스팀, 액체, 오일
계측기(압력,온도,레벨,유량컴퓨터)
전문 제조

www.goldenrules.co.kr

전국 대리점

with

KC Q ISO 9001 : 2015
KC Q ISO 14001 :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