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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을 구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 전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1.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은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사고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 주의사항은 “경고”와 “주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경고”와 “주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  고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심각한 상해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 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경미한 상해나 제품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제품과 취급설명서에 표시된 그림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는 특정조건 하에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는 

기호입니다.

 경 고

1. 인명이나 재산상에 영향이 큰 기기(예: 원자력제어, 의료기, 차량, 철도, 

항공, 연소장치, 오락기기 등 또는 안전장치)의 제어용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2중으로 안전장치를 부착한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화재, 인명사고,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가연성 가스, 폭발성가스, 습기, 직사광선, 복사열, 진동, 충격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나 폭발의 우려가 있습니다.

3. 분해, 개조, 수리 하지 마십시오.

부상, 고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4. 보수 점검 시 공급전원을 차단하고 압력라인의 압력을 대기 개방상태로 

하여주십시오.

부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주 의

1. 정격압력 이상을 인가하지 마십시오.

제품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2. 반드시 사양 범위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는 원인이 되며 화재의 우려가 있습니다.

3. 본 제품의 내부로 먼지나 배선찌꺼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제품 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4. 측정 단자의 극성을 확인한 후 배선을 정확하게 연결 하십시오.

제품 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5. 부식성 매체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 수명이 단축되는 원인이 되며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 제품의 사양은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취급 시 주의 사항

가. 취급 및 설치

1)설치장소에 적합한 보호등급(IP등급)의 압력센서를 사용하십시오.

압력센서의 보호등급에 따라 제품내부로 습기나 물, 먼지 등이 들어가 고장, 

오동작의 될 수 있으므로 설치장소의 환경에 적합한 보호등급의 압력센서를 

사용하십시오. 보호등급은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거나 당사 영업부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떨어뜨리거나, 부딪히거나, 과도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고장, 오동작의 원인이 됩니다.

3)케이블을 강하게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고장, 오동작의 원인이 됩니다.

4)압력포트에 바늘 등과 같이 뾰족한 것을 넣지 마십시오.

고장, 오동작의 원인이 됩니다.

5)플러시 다이아프램 모델의 경우 다이아프램을 절대 손이나 기타 도구로 

만지지 마십시오.

다이아프램이 변형되면 파손 또는 오동작할 수 있습니다.

6)Vent구멍이 막히거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낮은 압력용 압력센서에는 대기압보정을 위한 Vent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이 막히거나 물이나 습기, 이물질이 들어가면 고장, 오동작의 원인이 

됩니다. Vent구멍의 위치는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7)압력라인에 남아 있는 먼지 및 조임 시 과압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압력매체는 

제거한 후 압력센서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제품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압력라인에 유체가 꽉 차있는 경우 

압력나사를 결합하는 것만으로도 허용압력 이상의 압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압력매체는 제거한 후 설치하십시오.

8)압력라인에 설치 시 반드시 압력나사 부위의 스패너자리를 이용하여 조여 

주십시오.

케이스부나 기타 부위를 잡고 결합할 경우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9)압력라인에 압력센서를 장착한 후 영점출력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영점출력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영점조절부의 나사를 풀어낸 후 

“-”시계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영점출력을 조정하십시오.

(PMS,PSH,PTA,PTB 모델에 한함)

나. 배선

1)케이블을 반복하여 굽히거나 당기거나 무거운 것을 싣거나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케이블 단선의 원인이 됩니다.

2)진동이 있는 곳에서 사용할 시에는 케이블 진동을 최소화하여 본 제품 근처에 

케이블을 고정하십시오.

고장, 오동작의 원인이 됩니다.

3)배선 작업을 전기가 통하고 있는 중에 하지 마십시오.

고장, 오동작의 원인이 됩니다.

4)동력선이나 고압선과 동일 배선 경로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동력선, 고압선에서 나오는 노이즈가 압력센서 신호라인에 유입되어 오동작할 

우려가 있습니다.

5)배선의 절연성을 확인하십시오.

배선의 절연불량이 발생하면 압력센서로 과전압이 인가되거나 과전류가 

유입이 되어 압력센서가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6)시판되는 스위칭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FG단자를 접지 해 주십시오.

다. 사용 환경

1)서지 발생원이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압력센서 주변에 큰 서지를 발생시키는 장치 또는 번개서지가 있는 경우 

압력센서 내부 회로소자의 열화 또는 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발생원의 서지대책을 고려함과 동시에 라인의 접촉을 피해 주시오.

2)강한 고주파 노이즈가 발생하는 기기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강한 고주파 노이즈가 발생하는 기기(고주파 용접기, 고주파 미싱기, 대용량 

SCR 콘트롤러 등)의 노이즈가 압력센서 신호라인에 유입되어 오동작할 우려가 

있습니다.

3)압력원이 동결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4)충격압력 발생이 우려되는 적용처에서는 오리피스를 장착하여 주십시오.

갑자기 압력이 상승하는 충격압력원(워터해머)에 사용 시 다이아프램이 파손될 

수 있으므로 압력포트 전단에 오리피스를 장착하여 주십시오.

5)주위온도가 갑자기 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위온도가 갑자기 변화하면 정밀도가 나빠지므로 급격한 주위온도 변화는 

피해 주십시오.

라. 보수점검

1)보수점검은 공급전원을 차단한 후 실시해 주십시오.

고장, 오동작의 원인이 됩니다.

2)보수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압력센서의 오동작으로 시스템구성 기기의 의도되지 않은 오동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3)영점/스팬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교정 된 장비를 이용하여 

교정하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장비 사용 시 잘못된 교정으로 시스템구성 기기가 의도되지 

않은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4)청소 시 물,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마시고, 물기가 없는 마른 수건으로 

청소하십시오.

압력센서 내부에 물이 스며들어 고장이나 오동작의 우려가 있으며, 표면이 

손상되거나 라벨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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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식 표기

    P M S B 0 0 0 1 M A P A

모델명 정격압력 기타사항

출력형태 압력단위 접속방식
A : 4선 mV R : kPa P : psi P : Connector
B : 4선 0～5V M : MPa H : mmHg S : Cable(Gland)
C : 3선 0～5V B : bar C : cmH2O H : Head
D : 4선 1～5V K : kgf/㎠ D : mmH2O I  : D IN  436 50 -A  Conne cto r
E : 3선 1～5V E : M12 Connector
F : 4선 4～20mA 압력부나사
G : 3선 4～20mA A : PT3/8" E : PT1/2"
H : 2선 4～20mA B : PF3/8" Q : PF1/2"
J : 3선 0～10V C : PT1/4" G : PT1/8"
K : 4선 0～10V D : PF1/4" H : PF1/8"

※ 표에 없는 코드는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외관 명칭

PMS모델 DIN 43650-A Connector형 기준

※ 구입제품의 외관 및 치수는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결선 및 출력

가. 결선

출력형태와 접속방식을 확인하시고 다음과 같이 결선 하여 사용하십시오.

출 력 형 태

접 속 방 식
4선식 3선식 2선식

C o nne c to r

M 1 2

C o nne c to r

D IN

436 50 -A

C o nne c to r

C ab le

H ead

※   : Power Supply,   : 계측기

나. 출력

mV출력형         전압출력형         전압출력형         전류출력형
                                   (PMS, PMH모델)

6. 전압출력형의 Cable 연장시의 보정
- Cable을 연장하는 경우는 다음의 식에 대입하여 적용하십시오.

e1 = e2 (1+aL)
e1 : 표준길이 3m의 정격출력전압[mV/V], [V]

          - 검사성적서 참조
e2 : Cable 연장시의 출력전압[mV/V], [V]  
L : 연장 Cable의 길이
a : 보정계수

- 보정계수 적용 예
a1 = 3.8 × 10-4/m (Ø0.3×4심 Shield Cable)
a2 = 2.3 × 10-4/m (Ø0.5×4심 Shield Cable)  

- Cable 연장시의 정격출력전압

7. 증폭형 압력변환기의 부하저항 선정

가. 전압출력형의 부하저항 RL의 선정
전압출력형 회로의 부하임피던스 RL의 크기에 따라서 Voltage Swing이 
생기고 부하전류는 적용 IC의 전력용량으로 인해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회로적용 IC의 Voltage Swing 및 발열에 의한 성능 저하방지를 위하여 
부하저항 RL을 최소 2KΩ 이상으로 적용하면 안정된 전압출력특성 및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 3선식 전류출력형의 RL 선정
본 회로는 공급전압 Vs에 따라서 부하저항을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하저항 RL은 4～20mA의 정격출력에서 부하저항 RL이 RL(max.)보다 큰 
경우에는 내부회로의 트랜지스터가 포화되므로 RL(max.)보다 반드시 작게 
설정해야 합니다.

다. 2선식 전류출력형의 RL 설정 
본 회로는 공급전압 Vs와 부하저항 RL이 폐회로로 구성되어 전류출력이 
형성되는 회로로서 공급전압 Vs의 크기에 따라서 부하저항 RL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로내 전압강하가 10V로서 부하저항 RL은 4～20mA 정격출력에서 
RL(max.) = (Vs-10V)/20mA의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단, Vs의 전압범위는 DC 
10V～24V), 부하저항 RL(max.) 보다 큰 경우에 내부의 트랜지스터가 
포화되므로   RL(max.) 보다 반드시 작게 설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