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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 요약
Levelflex FMP56, FMP57
HART
가이드 레이다

이 설명서는 사용 설명서(요약본)이며, 기기별 사용 설명서를
체하지 않습니다.

기기에 한 자세한 정보는 사용 설명서와 기타 문서를 참조
하십시오.
모든 기기 버전에 해 제공:
• 인터넷: www.endress.com/deviceviewer
• 스마트폰/태블릿: Endress+Hauser Operations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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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 정보
1.1  기호
1.1.1  안전 기호

!"

위험 상황을 알리는 기호입니다. 이 상황을 방지하지 못하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험 상황을 알리는 기호입니다. 이 상황을 방지하지 못하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험 상황을 알리는 기호입니다. 이 상황을 방지하지 못하면 경미한 부상이나 중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과정 및 기타 요인에 해 알려주는 기호입니다.

1.1.2  전기 기호

보호 접지(PE)
다른 연결을 설정하기 전에 접지에 연결해야 하는 접지 단자
접지 단자는 계기 내부와 외부에 있습니다.
• 내부 접지 단자: 보호 접지가 주전원에 연결됩니다.
• 외부 접지 단자: 계기가 플랜트 접지 시스템에 연결됩니다.

1.1.3  공구 기호

일자형 스크류드라이버

육각 렌치

Torx 스크류드라이버

단구 렌치

1.1.4  특정 정보 및 그래픽 관련 기호
 허용

허용된 절차, 프로세스 또는 작업입니다.
 금지

금지된 절차, 프로세스 또는 작업입니다.
 팁

추가 정보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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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참조

그래픽 참조

따라야 할 주의 사항 또는 개별 단계
1. , 2. , 3.

일련의 단계

한 단계의 결과

육안 검사
1, 2, 3, ...
항목 번호
A, B, C, ...
보기

1.1.5  계기의 기호
 안전 지침

해당 사용 설명서의 안전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연결 케이블의 온도 저항

연결 케이블의 온도 저항 최소 값을 지정합니다.

2  기본 안전 지침
2.1  작업자 요건
작업자는 다음과 같은 작업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정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기능 및 작업에 한 자격을 보유해야 함
‣ 설비 소유자 및 작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방/국가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
‣ 사용 설명서 및 보조 문서의 지침을 읽고 숙지해야 함
‣ 지침을 준수하고 조건을 충족해야 함

2.2  용도
용도 및 유체
이 사용 설명서에서 설명하는 계기는 분체의 레벨 측정용입니다. 주문한 버전의 일부에서는
계기가 폭발성, 가연성, 독성, 산화성 유체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계기는 "기술 정보"에 명시된 제한 값과 사용 설명서 및 추가 문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할
경우에 다음 측정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측정 프로세스 변수: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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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가능한 프로세스 변수: 모든 형태의 용기의 부피 또는 질량(선형화 기능을 통해 레벨
로부터 계산)

계기가 작동 시간 동안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프로세스 유체에 닿는 재질이 충분한 저항성을 갖는 유체에만 계기를 사용하십시오.
‣ "기술 정보"의 제한 값을 준수하십시오.

잘못된 사용
지정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손상에 해서는 제조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호한 사례인지 확인하십시오.
‣ 특수한 유체와 세정액의 경우 Endress+Hauser는 유체에 닿는 재질의 내부식성을 확인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잔존 위험
프로세스로부터의 열 전달과 전자 장치 내의 전력 손실 때문에 전자 장치 하우징과 하우징에
포함된 어셈블리(예: 디스플레이 모듈, 메인 전자 모듈 및 I/O 전자 모듈)의 온도가 80 °C
(176 °F)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작동 중에 센서 온도가 유체 온도에 가깝게 상승할 수 있습
니다.
표면 접촉으로 인한 화상 위험!
‣ 유체 온도가 상승하면 접촉으로부터 보호하여 화상을 방지하십시오.

2.3  작업장 안전
계기 작업 시:
‣ 국가 규정에 따라 필수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2.4  작동 안전
부상 위험!
‣ 기술적 조건이 적절하고 오류와 결함이 없는 경우에만 계기를 작동하십시오.
‣ 계기의 무간섭 작동은 오퍼레이터의 책임입니다.

계기 개조
무단 계기 개조는 허용되지 않으며 예기치 않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기 개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조사에 문의하십시오.

수리
작동 안전 및 안전성을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명확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계기를 수리하십시오.
‣ 전기 계기 수리와 관련된 국가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 제조사의 정품 예비 부품 및 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방폭 지역
계기를 방폭 지역에서 사용할 때 사람이나 설비에 한 위험을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
시오(예: 방폭, 압력 탱크 안전).
‣ 주문한 계기가 방폭 지역에서 지정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명판을 확인하

십시오.
‣ 이 설명서의 필수 요소인 별도의 보조 문서에 명시된 사양을 준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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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품 안전
이 계기는 최신 안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수한 엔지니어링 관행에 따라 설계 및 테스
트되었으며, 작동하기에 안전한 상태로 공장에서 출하되었습니다. 일반 안전 기준 및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의
습한 환경에서 기기를 열 때 보호 등급의 손실
‣ 습한 환경에서 기기를 열면 명판에 표시된 보호 등급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는

또한 기기의 안전한 작동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2.5.1  CE 마크
이 측정 시스템은 해당 EU 지침의 법적 요건을 준수합니다. 이는 해당 EU 적합성 선언에 적용
표준과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조사는 CE 마크를 부착해 계기를 성공적으로 테스트했음을 확인합니다.

2.5.2  EAC 적합성
이 측정 시스템은 관련 EAC 가이드라인의 법적 요건을 준수합니다. 이는 해당 EAC 적합성 선
언에 적용 표준과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조사는 EAC 마크를 부착해 계기를 성공적으로 테스트했음을 확인합니다.

3  입고 승인 및 제품 식별
3.1  입고 승인
입고 승인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납품서와 제품 스티커의 주문 코드가 동일합니까?
• 제품이 손상되지 않았습니까?
• 명판 데이터가 납품서의 주문 정보와 일치합니까?
• 필요한 경우(명판 참조) 안전 지침(XA)이 제공됩니까?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Endress + Hauser 세일즈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3.2  제품 식별
계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 명판 사양
• 납품서의 확장 주문 코드와 계기 기능 내역

‣ W@M Device Viewer (www.endress.com/deviceviewer)에 명판의 일련 번호 입력
 계기에 한 모든 정보와 계기와 관련된 기술 문서가 표시됩니다.

‣ Endress+Hauser Operations 앱에 명판의 일련 번호를 입력하거나 카메라로 명판의 2-D 매
트릭스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계기에 한 모든 정보와 계기와 관련된 기술 문서가 표시됩니다.

http://www.endress.com/device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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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관 및 운송
3.3.1  보관 온도
• 허용 보관 온도: –40~+80  °C (–40~+176  °F)
• 원래 포장을 사용하십시오.

3.3.2  측정 포인트로 제품 운반
L경고

하우징 또는 로드가 손상되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상 위험!
‣ 계기를 원래 포장에 담거나 프로세스 연결부를 잡고서 측정 포인트로 운반하십시오.
‣ 항상 인양 장비(슬링, 아이 등)를 프로세스 연결부에 고정하고 전자 장치 하우징이나 프로

브를 잡고 계기를 들어 올리지 마십시오. 계기가 기울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계기의
무게 중심에 주의하십시오.

‣ 무게가 18 kg(39.6 lbs)를 초과하는 계기의 안전 지침과 운반 조건을 따르십시오(IEC
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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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4.1  설치 요구사항
4.1.1  적절한 설치 위치

A

C

1 32

4

B

  A0021468

 1 Levelflex 설치 조건

설치 시 간격 요건
• 용기 벽과 로드 및 로프 프로브 간 거리(A):

• 매끄러운 금속 벽: > 50 mm (2 in)
• 플라스틱 벽: 탱크 외부의 금속 부품까지 > 300 mm (12 in)
• 콘크리트 벽: > 500 mm (20 in), 그렇지 않을 경우 허용 측정 범위가 감소할 수 있음

• 로드 프로브와 내부 피팅(3) 간 거리(B): > 300 mm (12 in)
• 하나 이상의 Levelflex 사용 시:

센서 축 간 최소 거리: 100 mm (3.94 in)
• 프로브 종단에서 용기 바닥까지 거리(C):

• 로프 프로브: > 150 mm (6 in)
• 로드 프로브: > 10 mm (0.4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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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프로브 고정
로프 프로브 고정

1

A

C

B

2

  A0012609

A 로프 처짐: ≥ 10 mm/(1 m 프로브 길이) [0.12 in/(1 ft 프로브 길이)]
B 적절하게 접지된 프로브 종단
C 적절하게 절연된 프로브 종단
1 프로브 종단 무게추의 암 나사의 패스너
2 절연 고정 키트

• 다음 조건에서는 로프 종단을 고정해야 합니다.
• 프로브가 용기 벽, 콘, 내부 피팅/빔 또는 기타 설비 부품에 일시적으로 닿을 경우
• 프로브가 콘크리트 벽에 0.5  m (1.6  ft)보다 더 가깝게 접근하는 경우.

• 프로브 종단을 고정하기 위해 프로브 무게추에 암 나사가 있습니다.
• 로프 4 mm (1/6"), 316: M 14
• 로프 6 mm (1/4"), 316: M 20
• 로프 6 mm (1/4"), PA>강: M14
• 로프 8mm (1/3"), PA>steel: M20

• 프로브가 고정되면 훨씬 더 높은 인장 하중이 프로브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6
mm (1/4") 로프 프로브를 사용하십시오.

• 고정할 때 프로브 종단이 확실하게 접지되거나 절연되어야 합니다. 연결부를 확실하게 절
연하여 프로브를 고정할 수 없는 경우 절연 고정 키트를 사용하십시오.

• 극도로 높은 인장 하중(예: 열 팽창)과 로프 균열 위험을 방지하려면 로프가 느슨해야 합니
다. 처짐 요건: ≥ 10 mm/(1 m 로프 길이) [ 0.12 in/(1 ft 로프 길이)].
로프 프로브의 인장 하중 용량에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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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프로브 고정
• WHG 승인의 경우, 프로브 길이가 ≥ 3 m (10 ft)이면 지지 가 필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교반기 등으로부터) 수평 유량이 있거나 진동이 심한 경우 로드 프로브를 고

정해야 합니다.
• 로드 프로브는 프로브 종단에 직접 고정하십시오.

mm (in)

ø a

ø b

»
5

0
 (

1
.9

7
)

1

2

3
»
5
0
 (

1
.9

7
)

4

5

6

ø<25 (1.0)

3 (0.12)»

  A0012607

측정 단위 mm (in)
1 프로브 로드, 비코팅
2 슬리브와 로드 간의 전기적 접촉을 보장하기 위해 좁은 보어가 있는 슬리브
3 짧은 금속 배관(예: 제자리에 용접됨)
4 프로브 로드, 코팅
5 플라스틱 슬리브(예: PTFE, PEEK, PPS)
6 짧은 금속 배관(예: 제자리에 용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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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프로브 종단의 접지가 잘못되면 측정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 슬리브와 프로브 로드 간의 전기적 접촉을 보장하기 위해 좁은 보어가 있는 슬리브를 사

용하십시오.

주의
용접은 메인 전자 모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용접 전에 프로브 로드를 접지하고 전자 장치를 제거하십시오.

4.1.3  프로브 길이 축소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4.2  계기 설치
4.2.1  나사 연결부가 있는 계기 설치

  A0012528

나사 연결부가 있는 계기를 슬리브나 플랜지에 조인 다음 슬리브/플랜지를 통해 프로세스
용기에 고정하십시오.

• 고정할 때 육각 볼트만 돌리십시오.
• 나사 3/4": 36 mm
• 나사 1-1/2": 55 mm

• 최  허용 조임 토크:
• 나사 3/4": 45 Nm
• 나사 1-1/2": 450 Nm

• 제공된 아라미드 섬유 씰과 40 bar의 프로세스 압력 사용 시 권장 토크(FMP51만 해
당, FMP54에는 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나사 3/4": 25 Nm
• 나사 1-1/2": 140 Nm

• 금속 용기에 설치할 때 프로세스 연결부와 용기 사이의 금속 접촉이 양호한지 확인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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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플랜지가 있는 계기 설치
씰을 사용해 계기를 설치할 경우 프로세스 플랜지와 프로브 플랜지 사이의 전기 접촉이 확실
히 유지되도록 코팅되지 않은 금속 나사를 사용하십시오.

4.2.3  로프 프로브 설치
주의

정전기 방전은 전자 장치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로프 프로브를 용기로 내리기 전에 하우징을 접지하십시오.

*
*

  A0012529

로프 프로브를 용기로 내릴 때 다음에 주의하십시오.
• 로프를 천천히 풀고 조심스럽게 용기로 내리십시오.
• 로프가 구부러지거나 뒤틀리지 않게 하십시오.
• 용기의 내부 피팅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무게추가 통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부분적으로 채워진 사일로에 로프 프로브 설치
사일로에 Levelflex가 설치된 경우 사일로를 비우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용
기가 2/3 이상 비어 있으면 부분적으로 채워진 사일로에도 로프 프로브를 설치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가능하면 설치 후 육안 검사를 수행하십시오. 사일로를 비울 때 로프가
엉키거나 매듭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프로브 로프는 완전히 펼쳐진 상태로 매달려 있
어야 정확한 측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2.4  트랜스미터 하우징 회전
연결부 또는 디스플레이 모듈에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트랜스미터 하우징의 방향을 돌
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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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350°

8 mm8 mm

2. 3.1.

  A0032242

1. 단구 렌치를 사용해 고정 나사를 푸십시오.
2. 하우징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3. 고정 나사를 조이십시오(플라스틱 하우징: 1.5 Nm;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강 하우

징: 2.5 Nm).

4.2.5  디스플레이 회전
커버 열기

2. 1.

3 mm

  A0021430

1. 육각 렌치(3 mm)를 사용해 전자 파트 커버의 고정 클램프 나사를 풀고 클램프를 반시
계 방향으로 90 ° 돌리십시오.

2. 전자 파트 커버를 푼 다음 커버 씰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하십시오.

디스플레이 모듈 회전

1.

2.

  A003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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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스플레이 모듈을 부드럽게 돌리면서 잡아 당기십시오.
2. 디스플레이 모듈을 원하는 위치로 돌리십시오(각 방향으로 최  8 × 45 °).
3. 코일 케이블을 하우징과 메인 전자 모듈 사이의 틈에 넣고 디스플레이 모듈을 전자 파

트에 끼우십시오.

전자 파트 커버 닫기

1.

2. 2.5 Nm

3 mm

  A0021451

1. 전자 파트 커버를 고정하십시오.
2. 고정 클램프를 시계 방향으로 90 ° 돌리고, 육각 렌치(3 mm)를 사용해 전자 파트 커버

의 고정 클램프 나사를 2.5 Nm으로 조이십시오.

5  전기 연결
5.1  연결 요구사항
5.1.1  단자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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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 할당, 2선식: 4~20 mA HART

1
+ 2

-

A

1
+

2
-

B

1

2

33

  A0036498

 2 단자 할당, 2선식: 4~20 mA HART
A 통합 과전압 보호 기능 없음
B 통합 과전압 보호 기능 있음
1 연결 4~20 mA, HART 수동: 단자 1 및 2, 통합 과전압 보호 기능 없음
2 연결 4~20 mA, HART 수동: 단자 1 및 2, 통합 과전압 보호 기능 있음
3 케이블 차폐용 단자

계통도, 2선식: 4~20 mA HART

5

4

1

2

3

++

--

Y

I

6

1

2

  A0036499

 3 계통도, 2선식: 4~20 mA HART
1 전원 공급용 액티브 배리어(예: RN221N), 단자 전압 준수
2 HART 통신용 저항기(≥ 250 Ω), 최  부하 준수
3 Commubox FXA195 또는 FieldXpert SFX350/SFX370 연결(VIATOR Bluetooth 모뎀을 통해)
4 아날로그 디스플레이 장치, 최  부하 준수
5 케이블 화면; 케이블 사양 준수
6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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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 할당, 2선식: 4~20 mA HART, 스위치 출력

A

1
+ 2

-

3
+ 4

-

B

1
+

2
-

3
+

4
-

1

3

55
2

4

  A0036500

 4 단자 할당, 2선식: 4~20 mA HART, 스위치 출력
A 통합 과전압 보호 기능 없음
B 통합 과전압 보호 기능 있음
1 연결 4~20 mA, HART 수동: 단자 1 및 2, 통합 과전압 보호 기능 없음
2 연결, 스위치 출력(오픈 컬렉터): 단자 3 및 4, 통합 과전압 보호 기능 없음
3 연결, 스위치 출력(오픈 컬렉터): 단자 3 및 4, 통합 과전압 보호 기능 있음
4 연결 4~20 mA, HART 수동: 단자 1 및 2, 통합 과전압 보호 기능 있음
5 케이블 차폐용 단자

계통도, 2선식: 4~20 mA HART, 스위치 출력

5

4

1

2

3

++

--

Y

I

6

1

2

+
-

3

4

7

  A0036501

 5 계통도, 2선식: 4~20 mA HART, 스위치 출력
1 전원 공급용 액티브 배리어(예: RN221N), 단자 전압 준수
2 HART 통신용 저항기(≥ 250 Ω), 최  부하 준수
3 Commubox FXA195 또는 FieldXpert SFX350/SFX370 연결(VIATOR Bluetooth 모뎀을 통해)
4 아날로그 디스플레이 장치, 최  부하 준수
5 케이블 화면; 케이블 사양 준수
6 계기
7 스위치 출력(오픈 컬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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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 할당, 2선식: 4~20 mA HART, 4~20 mA

A

1
+ 2

-

3
+ 4

-

B

1
+

2
-

3
+

4
-

1

3

55
2

4

  A0036500

 6 단자 할당, 2선식: 4~20 mA HART, 4~20 mA
A 통합 과전압 보호 기능 없음
B 통합 과전압 보호 기능 있음
1 연결 전류 출력 1, 4~20 mA HART 수동: 단자 1 및 2, 통합 과전압 보호 기능 없음
2 연결 전류 출력 2, 4~20 mA: 단자 3 및 4, 통합 과전압 보호 기능 없음
3 연결 전류 출력 2, 4~20 mA: 단자 3 및 4, 통합 과전압 보호 기능 있음
4 연결 전류 출력 1, 4~20 mA HART 수동: 단자 1 및 2, 통합 과전압 보호 기능 있음
5 케이블 차폐용 단자

계통도, 2선식: 4~20 mAHART, 4~20 mA

5

4

1

2

3

++

--

Y

I

6

1

2

+
-

3

4

7

+
-

8

  A0036502

 7 계통도, 2선식: 4~20 mAHART, 4~20 mA
1 전원 공급용 액티브 배리어(예: RN221N), 전류 출력 1, 단자 전압 준수
2 HART 통신용 저항기(≥ 250 Ω), 최  부하 준수
3 Commubox FXA195 또는 FieldXpert SFX350/SFX370 연결(VIATOR Bluetooth 모뎀을 통해)
4 아날로그 디스플레이 장치, 최  부하 준수
5 케이블 화면; 케이블 사양 준수
6 계기
7 아날로그 디스플레이 장치, 최  부하 준수
8 전원 공급용 액티브 배리어(예: RN221N), 전류 출력 2, 단자 전압 준수



전기 연결 Levelflex FMP56, FMP57 HART

18 Endress+Hauser

단자 할당, 4선식: 4~20 mA HART(10.4~48 VDC)

3

+
4

-

1

L+
2

L-

1
3

2

  A0036516

 8 단자 할당, 4선식: 4~20 mA HART(10.4~48 VDC)
1 연결 4~20 mA HART(능동): 단자 3 및 4
2 연결, 공급 전압: 단자 1 및 2
3 케이블 차폐용 단자

계통도, 4선식: 4~20 mA HART(10.4~48 VDC)

5

4

1

2

3

+

-

Y

I

6

3

4

L+
L-

1

2

7

  A0036526

 9 계통도, 4선식: 4~20 mA HART(10.4~48 VDC)
1 평가 장치(예: PLC)
2 HART 통신용 저항기(≥ 250 Ω), 최  부하 준수
3 Commubox FXA195 또는 FieldXpert SFX350/SFX370 연결(VIATOR Bluetooth 모뎀을 통해)
4 아날로그 디스플레이 장치, 최  부하 준수
5 케이블 화면; 케이블 사양 준수
6 계기
7 공급 전압; 단자 전압 준수, 케이블 사양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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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 할당, 4선식: 4~20 mA HART(90~253 VAC)

3

+
4

-

1

L
2

N

1
3

2

  A0036519

 10 단자 할당, 4선식: 4~20 mAHART(90~253 VAC)
1 연결 4~20 mA HART(능동): 단자 3 및 4
2 연결, 공급 전압: 단자 1 및 2
3 케이블 차폐용 단자

L주의
전기 안전 보장:
‣ 보호 접지 연결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 보호 접지를 분리하기 전에 공급 전압에서 계기를 분리하십시오.

공급 전압을 연결하기 전에 보호 접지를 내부 접지 단자(3)에 연결하십시오. 필요한 경
우 전위 매칭 선로를 외부 접지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전자파 적합성(EMC)의 보장을 위해 공급 케이블의 보호 접지 전도체를 통해서만 계기
를 접지하지 마십시오. 신, 프로세스 연결부(플랜지 또는 나사 연결부)나 외부 접지
단자에도 기능 접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계기 근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원 스위치에 계기
단로기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IEC/EN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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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도, 4선식: 4~20 mA HART(90~253 VAC)

5

4

1

2

3

+

-

Y

I

6

3

4

L
N

1

2

7

  A0036527

 11 계통도, 4선식: 4~20 mA HART(90~253 VAC)
1 평가 장치(예: PLC)
2 HART 통신용 저항기(≥ 250 Ω), 최  부하 준수
3 Commubox FXA195 또는 FieldXpert SFX350/SFX370 연결(VIATOR Bluetooth 모뎀을 통해)
4 아날로그 디스플레이 장치, 최  부하 준수
5 케이블 화면; 케이블 사양 준수
6 계기
7 공급 전압; 단자 전압 준수, 케이블 사양 준수

5.1.2  계기 플러그
플러그가 있는 계기 버전의 경우 신호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해 하우징을 열 필요가 없
습니다.

21

34

  A0011175

 12 M12 플러그의 핀 할당
1 신호 +
2 할당되지 않음
3 신호 -
4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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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1

  A0011176

 13 7/8" 플러그의 핀 할당
1 신호 -
2 신호 +
3 할당되지 않음
4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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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공급 전압
2선식, 4-20mA HART, 수동

2선식; 4-20mA HART 1)

"승인" 2) 계기의 단자 전압 U 최대 부하 R, 전원 공급 장치의 공급 전압 U0에 따라 달라짐
• 비 방폭
• Ex nA
• Ex ic
• CSA GP

11.5~35 V 3)  4)

U0 [V]10

11.5 22.5

20 30 35

0

500

R [ ]W

  A0035511

Ex ia / IS 11.5~30 V 4)

• Ex d / XP
• Ex ic[ia]
• Ex tD /

DIP
 

13.5~30 V 4) 5)
R [ ]Ω

[V]U0
10

13.5 24.5
20 30

0

500

  A0034969

1) 제품 구조의 항목 020: 옵션 A
2) 제품 구조의 항목 010
3) 외기 온도 Ta ≤ -30 °C에서 최소 고장 전류(3.6 mA)로 계기를 시작하려면 단자 전압 U ≥ 14 V가 필요합니다. 외기

온도 Ta> 60 °C에서 최소 고장 전류(3.6 mA)로 계기를 시작하려면 단자 전압 U ≥ 12 V가 필요합니다. 시동 전류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계기가 고정 전류 I ≥ 4.5 mA (HART Multidrop 모드)로 작동하는 경우 전체 외기 온도 범
위에서 전압 U ≥ 11.5 V가 충분합니다.

4) Bluetooth 모듈을 사용할 경우 최소 공급 전압이 2 V만큼 증가합니다.
5) 외기 온도 Ta ≤ -30 °C에서 최소 고장 전류(3.6 mA)로 계기를 시작하려면 단자 전압 U ≥ 16 V가 필요합니다.



Levelflex FMP56, FMP57 HART 전기 연결

Endress+Hauser 23

2선식; 4-20 mA HART, 스위치 출력 1)

"승인" 2) 계기의 단자 전압 U 최대 부하 R, 전원 공급 장치의 공급 전압 U0에 따라 달라짐
• 비 방폭
• Ex nA
• Ex nA(ia)
• Ex ic
• Ex ic[ia]
• Ex d[ia] /

XP
• Ex ta /

DIP
• CSA GP

13.5~35 V 3) 4)
R [ ]Ω

[V]U010
13.5 24.5

20 30

0

500

35
  A0034971

• Ex ia / IS
• Ex ia + Ex

d[ia] / IS
+ XP

13.5~30 V 3) 4)

1) 제품 구조의 항목 020: 옵션 B
2) 제품 구조의 항목 010
3) 외기 온도 Ta ≤ -30 °C에서 최소 고장 전류(3.6 mA)로 계기를 시작하려면 단자 전압 U ≥ 16 V가 필요합니다.
4) Bluetooth 모듈을 사용할 경우 최소 공급 전압이 2 V만큼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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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식; 4-20mA HART, 4-20mA 1)

"승인" 2) 계기의 단자 전압 U 최대 부하 R, 전원 공급 장치의 공급 전압 U0에 따라 달라짐
모두 채널 1:

13.5~30 V 3) 4) 5)
R [ ]Ω

[V]U0
10

13.5 24.5
20 30

0

500

  A0034969

채널 2:
12~30 V R [ ]W

VU0 [ ]10
12 23

20 30

0

500

  A0022583

1) 제품 구조의 항목 020: 옵션 C
2) 제품 구조의 항목 010
3) 외기 온도 Ta ≤ -30 °C에서 최소 고장 전류(3.6 mA)로 계기를 시작하려면 단자 전압 U ≥ 16 V가 필요합니다.
4) 외기 온도 Ta ≤ -40 °C에서는 최  단자 전압을 U ≤ 28 V로 제한해야 합니다.
5) Bluetooth 모듈을 사용할 경우 최소 공급 전압이 2 V만큼 증가합니다.

통합 극성 반전 보호 예

f = 0 ~ 100 Hz에서 허용 잔류
리플

USS < 1 V

f = 100 ~ 10000 Hz에서 허용
잔류 리플

USS < 10 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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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식, 4-20 mA HART, 능동

"전원 공급 장치; 출력" 1) 단자 전압 U 최대 부하 Rmax

K: 4선식 90-253VAC;
4-20mA HART

90~253 VAC (50~60 Hz), 과전압 카테고리 II 500 Ω

L: 4선식 10.4-48VDC;
4-20mA HART

10.4~48 VDC

1) 제품 구조의 항목 020

5.1.4  과전압 보호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5.2  계기 연결
L경고

폭발 위험!
‣ 관련 국가 표준을 준수하십시오.
‣ 안전 지침(XA)의 사양을 준수하십시오.
‣ 지정된 케이블 글랜드만 사용하십시오.
‣ 전원 공급 장치가 명판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계기를 연결하기 전에 전원 공급 장치를 끄십시오.
‣ 전원을 공급하기 전에 전위 매칭 선로를 외부 접지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필수 공구/액세서리:
• 커버 잠금장치가 있는 계기: 육각 렌치 AF3
• 전선 스트리퍼
• 연선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연결할 전선당 페룰 1개

5.2.1  커버 열기

2.

1.
3 mm

  A0021490

1. 육각 렌치(3 mm)를 사용해 연결부 커버의 고정 클램프 나사를 풀고 클램프를 반시계
방향으로 90 ° 돌리십시오.

2. 연결부 커버를 푼 다음 커버 씰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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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연결

1.
3.

2.
3.

10 (0.4)

10 (0.4)

  A0036418

 14 공학 단위: mm (in)

1. 케이블 인입구를 통해 케이블을 밀어넣으십시오. 단단히 밀봉하려면 케이블 인입구에
서 밀봉 링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2. 케이블 시스를 제거하십시오.
3. 케이블 끝을 10 mm (0.4 in) 벗기십시오. 연선인 경우 페룰을 끼우십시오.
4. 케이블 글랜드를 단단히 조이십시오.
5. 단자 할당에 따라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2
1

4
3

2
1

4
3

  A0034682

6. 차폐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케이블 차폐를 접지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5.2.3  플러그형 스프링 단자
통합 과전압 보호 기능이 없는 계기 버전은 플러그인 스프링 단자를 통해 전기적으로 연결됩
니다. 레버를 사용하지 않고 경질 도체나 가요성 도체를 페룰과 함께 단자에 직접 끼울 수 있
고, 그러면 접점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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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12)

1. 2.

  A0013661

 15 공학 단위: mm (in)

단자에서 다시 케이블을 제거하려면
1. 3 mm 이하의 일자형 스크류드라이버를 사용해 두 단자 구멍 사이에 있는 슬롯을 누르

십시오.
2. 동시에 케이블 끝을 단자에서 빼내십시오.

5.2.4  연결부 커버 닫기

1.

2. 2,5 Nm

3 mm

  A0021491

1. 연결부 커버를 고정하십시오.
2. 고정 클램프를 시계 방향으로 90 ° 돌리고, 육각 렌치(3 mm)를 사용해 연결부 커버의

고정 클램프 나사를 2.5 Nm으로 조이십시오.

6  작동 옵션
다음 방법으로 계기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작업 메뉴를 통한 작동(디스플레이)
• DeviceCare 및 Fieldcare, 사용 설명서 참조
• SmartBlue(앱), Bluetooth(옵션), 사용 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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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작업 메뉴의 구조 및 기능
6.1.1  디스플레이

3.1

3.2

2.1

2.2

2.4

2.5

1.1

1.2

1.3

1.4

2.3

2.6

1

2

3

45

ESC

O
P

E
N

O
P

E
N

E

ABC_ DEFG

User
HIJK

LMNO PQRS TUVW

XYZ Aa1

3 40 1 2
95 6 87

20

  A0012635

 16 디스플레이 및 작동 모듈의 디스플레이 형식
1 측정값 표시(값 1개, 최  크기)
1.1 태그 및 오류 기호(오류가 있는 경우)가 포함된 헤더
1.2 측정값 기호
1.3 측정값
1.4 단위
2 측정값 표시(막  그래프 + 값 1개)
2.1 측정값 1의 막  그래프
2.2 측정값 1(단위 포함)
2.3 측정값 1의 측정값 기호
2.4 측정값 2
2.5 측정값 2 단위
2.6 측정값 2의 측정값 기호
3 파라미터 시각화(여기에서는 선택 목록이 있는 파라미터)
3.1 파라미터 이름 및 오류 기호(오류가 있는 경우)가 포함된 헤더
3.2 선택 목록; 는 현재 파라미터 값 표시
4 숫자 입력 행렬
5 영숫자 및 특수 문자 입력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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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작동 요소
기능
• 측정값, 오류 및 알림 메시지 표시
• 오류 발생 시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배경 조명
• 더욱 손쉬운 작동을 위해 계기 디스플레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계기 디스플레이는 추가 Bluetooth® 무선 기술 옵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라이트는 공급 전압과 전류 소비에 따라 켜지거나 꺼집니다.

ESC

- + E

1

  A0039284

 17 디스플레이 모듈
1 작동 키

키 할당
• 키 

• 선택 목록에서 아래로 이동합니다.
• 기능 내에서 숫자 값 또는 문자를 편집합니다.

• 키 
• 선택 목록에서 위로 이동합니다.
• 기능 내에서 숫자 값 또는 문자를 편집합니다.

• 키 
• 측정값 디스플레이: 키를 짧게 누르면 메뉴가 열립니다.
• 키를 2 s 동안 누르면 컨텍스트 메뉴가 열립니다.
• 메뉴, 하위 메뉴: 키를 짧게 누름:
• 선택한 메뉴, 하위 메뉴 또는 파라미터가 열립니다.
• 파라미터에서 키를 2 s 동안 누름:
• 파라미터가 있으면 해당 파라미터의 기능에 한 도움말 텍스트가 열립니다.
• 텍스트 및 숫자 편집기: 키를 짧게 누름:
• 선택한 그룹이 열립니다.
• 선택한 작업이 실행됩니다.
• 선택한 작업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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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및  키(ESC 기능 - 키를 동시에 누름)
• 메뉴, 하위 메뉴: 키를 짧게 누름:
• 현재 메뉴 레벨에서 나가 다음 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도움말 텍스트가 열리면 해당 파라미터의 도움말 텍스트가 닫힙니다.
• 키를 2 s 동안 누르면 측정값 표시로 돌아갑니다("홈 위치").
• 텍스트 및 숫자 편집기: 변경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텍스트 또는 숫자 편집기를 닫습니

다.
•  키 및  키(키를 동시에 누름)

비를 낮춥니다(밝게 설정).
•  키 및  키(키를 동시에 누르고 있음)

비를 높입니다(어둡게 설정).

6.2  로컬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작업 메뉴 액세스
파라미터/하위 메뉴 의미 설명
Language 1) 로컬 디스플레이의 언어를 지정합니다.

BA01004F

셋업 이러한 설정 파라미터에 값이 설정되면
일반적으로 측정이 완전히 구성되어야
합니다.

셋업→매핑 간섭 반향 매핑

셋업→고급 설정 추가적인 하위 메뉴와 파라미터를 포함
합니다.
• 더욱 맞춤화된 측정 설정(특수한 측정

조건에 맞게 조정)
• 측정값 변환(크기 조정, 선형화).
• 출력 신호 크기 조정.

진단 (Diagnostics) 계기 상태 진단을 위해 가장 중요한 파라
미터를 포함합니다.

전문 (Expert) 2) 계기의 모든 파라미터를 포함합니다(다
른 메뉴 중 하나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파
라미터도 포함). 이 메뉴는 계기의 기능
블록에 따라 구성됩니다.

GP01000F

1) 작업 도구(예: FieldCare)를 통해 작동할 경우 Language 파라미터는 "셋업→고급 설정→디스플레이" 아래에 있습
니다.

2) "전문 (Expert)" 메뉴를 불러오면 항상 액세스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고객별 액세스 코드가 지정되지 않은 경
우 "0000"을 입력해야 합니다.

6.2.1  컨텍스트 메뉴 열기
사용자는 컨텍스트 메뉴를 사용해 작동 디스플레이에서 직접 신속하게 다음 메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Setup
• Conf. backup disp.
• Envelope curve
• Keylock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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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 메뉴 불러오기 및 닫기
사용자의 위치는 작동 디스플레이입니다.

1.  키를 2 s 동안 누르십시오.
 컨텍스트 메뉴가 열립니다.

XXXXXXXXXX

kg/h

50
Setup

Conf.backup disp
Env. curve
Keylock on

  A0037872

2.  +  키를 동시에 누르십시오.
 컨텍스트 메뉴가 닫히고 작동 디스플레이가 나타납니다.

컨텍스트 메뉴를 통한 메뉴 불러오기
1. 컨텍스트 메뉴를 여십시오.
2.  키를 눌러 원하는 메뉴로 이동하십시오.
3.  키를 눌러 선택을 확인하십시오.

 선택한 메뉴가 열립니다.

7  시운전
7.1  계기 켜기
‣ 전원을 켜십시오(퓨즈 박스).
계기가 켜집니다.

7.1.1  쓰기 금지 비활성화
계기가 쓰기 금지되어 있는 경우 먼저 쓰기 금지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계기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BA01004F (FMP56/FMP57, HART)

7.2  언어 설정
기본 설정: 영어 또는 주문한 지역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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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X X X XX X

20.50

Operation

Setup

Main menu 0104-1

Display language
English

Español

Français

Display language

English
Deutsch

Ã

0104-1

Ã

Español

Français

Display language

English
Deutsch

0104-1

Betrieb

Setup

Hauptmenü

Sprache
Deutsch

0104-1

XXXX

1.

2.

3.

4.

  A0029420

 18 로컬 디스플레이의 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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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계기 구성
7.3.1  레벨 측정 구성

F

L

D

E

20 mA

100%

4 mA

0%

LN

R

  A0012838

 19 분체 레벨 측정 구성 파라미터

LN = 프로브 길이 R = 측정 기준점
D = 디스턴스 E = Empty calibration (= 영점)
L = 레벨 F = Full calibration (= 스팬)

1. 셋업 → 기기 태그
 계기 태그를 입력합니다.

2. 셋업 → 디스턴스 단위
 길이 단위를 선택합니다.

3. 셋업 → 용기(탱크) 종류
 저장소 유형을 선택합니다.

4. 셋업 → Empty calibration
 빈 거리 E(기준점 R에서 0% 표시까지의 거리)를 지정합니다.

5. 셋업 → Full calibration
 전체 거리 F(0% 표시에서 100% 표시까지의 거리)를 지정합니다.

6. 셋업 → 레벨
 측정 레벨 L을 표시합니다(검증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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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셋업 → 디스턴스
 기준점 R과 레벨 L 사이의 거리 D를 표시합니다(검증 목적).

8. 셋업 → 신호 품질
 분석한 레벨 반향의 신호 품질을 표시합니다(검증 목적).

9. 셋업 → 매핑  →  디스턴스 확인
 간섭 반향 맵의 기록을 시작하기 위해 표시된 거리를 실제 값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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