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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시 중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폭발의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Field Communicator 를 연결하기 전에, 계기가 현장 배선 방식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CSI 9420 의 동작 환경이 해당 위험 지역 사양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감전될 경우 중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리드선이나 단자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리드선에 흐
르는 높은 전압 때문에 감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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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빠른 설치 가이드는 2.4 GHz WirelessHART™ 버전의 CSI 9420 에 적용됩니
다.
용어 "센서"는 가속도계와 온도 센서가 내장된 가속도계에 모두 적용됩니다.
용어 “가속도계”는 가속도만을 측정하는 센서를 지칭합니다.
Note
이 설치 가이드에는 CSI 9420 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 진단, 유지보수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지침은 제공되어 있
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CSI 9420 무선 진동 트랜스미터 참조 설명
서(품번 MHM-974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http://www.emersonprocess.com/csi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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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9420 설치
Topics covered in this chapter:
• CSI 9420 에 사용할 센서 준비
• CSI 9420 단자에 센서 배선 연결
• CSI 9420 의 전원 인가
설치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장치 시운전 준비가 완료된 경우에만 전원 모듈을 삽입합니다.
Emerson Wireless Gateway(무선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제대로 기능하는
지 확인한 다음에 CSI 9420 또는 기타 무선 장치를 활성화시킵니다. Emerson
Wireless Gateway 에 가장 가까운 장치부터 순서대로 무선 장치에 전원을 인
가합니다. 그러면 더 간편하고 신속하게 네트워크 설치를 마칠 수 있습니다.

WARNING!
센서가 고압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애 조건 또는 설치 오류가 발
생할 경우, 센서 리드 및 트랜스미터 단자에 치명적인 전압이 수반될 수 있습
니다. 리드 및 터미널 접촉 시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1

CSI 9420 에 사용할 센서 준비
1. 표준 센서 설치 방법에 따라 센서를 설치합니다. 모든 연결부에 배관밀봉
제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센서 장착 설명은 참조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te
CSI 9420 은 특수 저전력 센서(Emerson 에서 구입 가능)를 사용하여 전력
소비를 줄이고 전원 모듈 수명을 연장합니다.
2. 센서에서 CSI 9420 으로 배선합니다 (필요 시, 도관을 사용합니다).
CSI 9420 은 길이 30 m(100 ft) 이상인 케이블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권장
케이블 최대 길이는 29 m(95 ft)입니다.
3. CSI 9420 의 나사식 도관 입구를 통해 배선을 당깁니다. 도관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그로밋 또는 케이블 그랜드를 사용하여 케이블의
변형을 방지하고 CSI 9420 를 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킵니다.

6

MHM-97409-KO, Rev 0

빠른 설치 가이드

August 2016

2.2

CSI 9420 단자에 센서 배선 연결
Prerequisites
• 외장 절연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센서 배선을 CSI 9420 단자에 연결하
기 전에 반드시 페라이트를 연결해야 합니다. Section 5.2 참조.
• 센서 신호선에 말굽 단자가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Emerson 은 말굽 단
자를 먼저 부착할 것을 권장합니다.
Procedure
1. 센서의 접지선(흑색 줄무늬의 백색 와이어)을 CSI 9420 내부의 접지 나사
에 체결합니다.
아래 그림의 부호 E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그림을 참조하여 센서 신호선을 연결합니다.
Note
CSI 9420 에 하나 또는 두 개의 가속도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온도 센서
가 내장된 경우에는 한 개의 가속도계만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a. 각각의 말굽 단자 위에 베릴륨동 와셔를 삽입합니다.
b. 나사를 15 in-lbs(1.7 N-m)의 토크로 조입니다.
Figure A-: 가속도계가 하나일 경우의 CSI 9420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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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센서 전원

적색 와이어

B

센서 신호

백색 와이어

C

미사용

미사용

D

센서 공통

흑색 와이어

E

센서 접지

흑색 줄무늬의 백색 와이어

Figure A-: 가속도계가 두 개일 경우의 CSI 9420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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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센서 전원

2 개의 적색 와이어

B

센서 1 신호

백색 와이어

C

센서 2 신호

백색 와이어

D

센서 공통

2 개의 흑색 와이어

E

센서 접지

흑색 줄무늬의 백색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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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 온도 센서가 내장된 가속도계의 CSI 9420 배선

2.3

A

센서 전원

적색 와이어

B

진동 신호(신호 1)

백색 와이어

C

온도 신호(신호 2)

녹색 와이어

D

센서 공통

흑색 와이어

E

센서 접지

흑색 줄무늬의 백색 와이어

F

HART 통신 (+)

HART 리드선 (+)

G

HART 통신 및 VDC (-)

HART 리드선 및 외부 전원 (-)

H

VDC (+) 10–28 V

외부 전원 (+)

CSI 9420 의 전원 인가
센서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지만 장치 시운전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전원 모듈을 제거하면 작동 수명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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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 리드선을 분리합니다.
2. 전원 모듈을 제거합니다.
3. 트랜스미터 커버를 다시 부착합니다.
전원 모듈 재설치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기타 전원 옵션에 관한 세부내역은
참조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rocedure
1. 전원 연결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치의 후면 커버를 제거합니다.
• 배터리 전원 공급 방식일 경우, 전원 모듈을 꽂습니다.
• 외부 전원 공급 방식일 경우, 10–28 V DC(24 V 공칭) 전원을 단자 6 및
7 에 체결합니다. 온도 센서가 내장된 가속도계의 CSI 9420 배선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을 선택 시, 각각의 CSI 9420 이 센서를 활성화하여 전원을 인가할 때
최고 전류량이 40 mA 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스트랩 렌치를 사용하여 하우징 커버를 안전 사양으로 체결합니다.
반드시 금속과 금속이 닿고 흑색 O 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하우징 커
버를 설치하여 적절한 밀봉이 될 수 있게 합니다. 단, 과도한 체결은 바람
직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밀봉하면 수분, 수증기 또는 가스가 하우징에
침투할 수 없습니다.
3. 최적의 성능을 위해 안테나가 위를 향하도록 위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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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네트워크에 CSI 9420 연결
Topics covered in this chapter:
• AMS Device Manager 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CSI 9420 연결
• Field Communicator 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CSI 9420 연결

3.1

AMS Device Manager 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CSI 9420
연결
Prerequisites
AMS Device Manager Network Configuration 에서 Emerson Wireless
Gateway 를 구성합니다.
Procedure
1. HART 모뎀을 CSI 9420 에 연결합니다.
2. AMS Device Manager 에서 CSI 9420 을 Emerson Wireless Gateway 아이
콘에 끌어 놓습니다.
CSI 9420 이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3. Emerson Wireless Gateway 를 탐색하여 CSI 9420 에 체크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mple:
4. HART 모뎀을 제거합니다.
모뎀이 제거되면 CSI 9420 이 데이터 배포를 시작합니다.
5. Device Explorer 화면 또는 Device Connection 화면에서, Emerson
Wireless Gateway 아이콘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하여 Rebuild and
Identify Hierarchy 를 선택합니다.
6. Emerson Wireless Gateway 아이콘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하여
Scan Device 를 선택합니다.

MHM-97409-KO,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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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Communicator 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CSI 9420 연
결
Prerequisites
Field Communicator 를 장치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 CSI 9420 전면 커버를 제
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Procedure
1. Field Communicator 를 이용하여, 장치의 통신 단자에 연결합니다.
2. CSI 9420 을 구성합니다.
Table 3-1: 2.4 GHz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CSI 9420 빠른 구성 키 시퀀스
기능

패스트 키 시퀀스

메뉴 항목

Initial Setup

2,1 (가이드 설정)

Configure Sensors
Configure Variable Mapping
Configure Units
Alert Limits
Sensor Power Enable
Join Device to Network
Configure Publishing
Configure Update Rate

Device Setup

2,2,1 (수동 설정)

Network ID
Broadcast Info
Join Device to Network
Configure Publishing
Configure Update Rate
Transmit Power Level
Default Burst Config

Alert Setup

2,3 (경보 설정)

Overall Velocity
PeakVue
Bias
Ambient Temperature
Supply Voltage

3. 2.4 GHz 네트워크에 CSI 9420 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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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Field Communicator 패스트 키 시퀀스—네트워크 연결
키 시퀀스

메뉴 항목

2, 2, 1 (수동 설정)

Network ID
Broadcast Info
Join Device to Network
Configure Publishing
Configure Update Rate
Transmit Power Level
Default Burst Config

2, 1 (가이드 설정)

Configure Sensors
Configure Variable Mapping
Configure Units
Alert Limits
Sensor Power Enable
Join Device to Network
Configure Publishing
Configure Update Rate

Note
Field Communicator 또는 HART 모뎀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CSI 9420
이 게이트웨이로 데이터를 배포하지 않습니다.
4. Field Communicator 를 제거하고 커버를 다시 부착합니다. 스트랩 렌치
를 사용하여 하우징 커버를 안전 사양으로 체결합니다.
반드시 금속과 금속이 닿고 흑색 O 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하우징 커
버를 설치하여 적절한 밀봉이 될 수 있게 합니다. 단, 과도한 체결은 바람
직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밀봉하면 수분, 수증기 또는 가스가 하우징에
침투할 수 없습니다.
Field Communicator 가 제거되면, CSI 9420 은 데이터 배포를 시작합니
다.

MHM-97409-KO,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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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9420 의 작동상태 확인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CSI 9420 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SI 9420 LCD 화면
• Field Communicator
• Emerson Wireless Gateway 웹 인터페이스
CSI 9420 LCD 를 이용한 작동 확인
LCD 가 설치되어 활성화되어 있다면, 정상 작동 중에 구성된 업데이트 속도
로 측정값을 표시해야 합니다.
LCD 의 전면 커버를 제거하고 DIAG 버튼을 눌러 Tag name, Device ID,
Network ID, Network Join Status, Device Status 화면을 표시하고 측정을 실시
합니다.

CAUTION!
전면 전자장치 말단 캡(LCD 를 덮고 있는 캡)은 해당 가스 환경에서 Class I,
Division I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의 명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장치가 생산 환경에 노출되면 미립자, 수분 및 여타 공기 매개 화학물질
이 장치로 유입되어 오염 및 잠재적 제품 성능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
든 경우에 있어, 전면 말단 캡을 열 때마다 그 후에 흑색 O 링이 더 이상 보이
지 않을 때까지 체결하여 완전히 밀봉해야 합니다.
Field Communicator 를 이용한 작동 확인
Field Communicator 를 이용하여 CSI 9420 상태를 확인하고 구성할 수 있습
니다.
Table 4-1: Field Communicator 패스트 키 시퀀스—네트워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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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시퀀스

메뉴 항목

2, 2, 1 (수동 설정)

Network ID
Broadcast Info
Join Device to Network
Configure Publishing
Configure Update Rate
Transmit Power Level
Default Burst 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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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Field Communicator 패스트 키 시퀀스—네트워크 연결
(continued)
키 시퀀스

메뉴 항목

2, 1 (가이드 설정)

Configure Sensors
Configure Variable Mapping
Configure Units
Alert Limits
Sensor Power Enable
Join Device to Network
Configure Publishing
Configure Update Rate

Note
Field Communicator 또는 HART 모뎀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CSI 9420 이 게
이트웨이로 데이터를 배포하지 않습니다.
Emerson Wireless Gateway 를 이용한 작동 확인
1. Emerson Wireless Gateway 웹 서버에서, Explorer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plorer 페이지는 장치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올바르게 통신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트랜스미터 태그 명칭, PV, SV, TV, QV, 최종 업
데이트 시간, 업데이트 속도(버스트 레이트)를 표시합니다. 체크표시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적색 표시기는 장치 또는 통
신 경로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Note
센서가 설치될 때까지 화면에 적색 “X”가 표시되는 것은 CSI 9420 에 정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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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Emerson Wireless Gateway

2. 태그 명칭을 클릭하면 장치에 관한 추가 정보가 표시됩니다.
CSI 9420 을 Network ID 와 Join Key 로 설정하고 네트워크 폴링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트랜스미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3. 장치의 Network ID 와 Join Key 가 Emerson Wireless Gateway 에 나타나는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a. Emerson Wireless Gateway 에서, Setup > Network > Settings 를 클릭합니
다.
b. "Show join key"에 대한 설정이 Yes 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Note
올바르지 않은 작동의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Network ID 또는 Join Key 가 장
치에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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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페라이트 설치
Topics covered in this chapter:
• 표준 케이블을 사용하는 가속도계에 3 개의 페라이트 연결
• 외장 절연 케이블을 사용하는 가속도계에 3 개의 페라이트 연결
CE 지침에 준하려면, 다음에 추가 페라이트가 필요합니다.
• 길이 3 미터 이상의 가속도계 케이블.
• DC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외부 전원 케이블.
Note
CSI 9420 은 길이 30 m(100 ft) 이상인 케이블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권장 케
이블 최대 길이는 29 m(95 ft)입니다.
외부 DC 전원 케이블에 필요한 페라이트
외부 DC 전원으로 급전되는 CSI 9420 는 외부 전원 케이블에 페라이트를 설
치해야 합니다.
가속도계 케이블에 필요한 페라이트
가속도계 케이블의 길이가 3 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CSI 9420 측 케이블 말단
에 추가 페라이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센서 패키지에는 이러한 추가 페라이
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준 케이블 또는 외장 절연 케이블에 페라이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Emerson 은 CSI 9420 에 사용되는 모든 저전력 센서를 가속도계 말단에 페라
이트가 설치된 상태로 출하합니다. 이 페라이트는 잡음이 심한 RF 또는 전기
적 환경에서 명시된 가속도계의 성능을 유지합니다. 이 페라이트를 제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자성 도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페라이트가 필요치 않습니다
강자성 도관의 차폐 특성 때문에, 강자성 도관(예: 아연도금 강)에 설치된 케
이블은 CSI 9420 측 케이블 말단에 추가 페라이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5.1

표준 케이블을 사용하는 가속도계에 3 개의 페라이트 연
결
센서 패키지에 동봉되어 있는 3 개의 페라이트를 사용합니다.
Procedure
1. 가속도계 케이블을 CSI 9420 단자 블록과 센서 접지 나사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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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Emerson 은 여분의 케이블을 절단하지 말고 감아 둘 것을 권장합니다.
2. 첫 번째 감쇠기 페라이트를 케이블이 그랜드에 진입하는 지점에서 약 1
인치 떨어진 트랜스미터 측 케이블 말단에 체결합니다.
페라이트를 연결할 때, 페라이트가 케이블에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걸쇠가 완전히 잠겼는지 확인합니다.
3. 두 번째 페라이트를 첫 번째 페라이트와 인접하여 케이블에 체결합니다.
4. 나머지 페라이트를 두 번째 페라이트 부근에 체결합니다.
Figure 5-1: 표준 케이블과 페라이트가 연결된 CSI 9420

5.2

외장 절연 케이블을 사용하는 가속도계에 3 개의 페라이
트 연결
센서 패키지에 동봉되어 있는 3 개의 페라이트를 사용합니다.
Procedure
1. 첫 번째 페라이트를 케이블이 그랜드에 진입하는 지점에서 약 4 인치 떨
어진 트랜스미터 측 케이블 말단에 밀어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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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이블 타이, 열수축 튜브 또는 현장에 승인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페라
이트를 고정시킵니다.
3. 두 번째 및 세 번째 페라이트를 첫 번째 페라이트와 인접하여 케이블에 밀
어넣고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
연결된 3 개의 페라이트는 케이블이 트랜스미터 하우징에 진입하는 지점
에서 약 1 인치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4. 케이블 그랜드를 통해 가속도계 케이블을 포설하고 CSI 9420 단자 블록과
센서 접지 나사에 표준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Figure 5-2: 외장 절연 케이블과 페라이트가 연결된 CSI 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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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무선 제품(리튬 배터리) 선적 시 고려 사항
반환 또는 유지보수 시에는 CSI 9420 을 Emerson 제품 서비스 센터로 발송해
야 합니다. 발송 전에, Emerson 제품 지원 팀에 문의하여, 제품반환승인
(RMA) 번호와 추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유닛은 전원 모듈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선적되었습니다. 유닛을 선
적하기 전에 전원 모듈을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 각각의 청색 전원 모듈에는 두 개의 "D" 사이즈 주 리튬-염화티오닐 전지
셀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흑색 전원 모듈에는 두 개의 "C" 사이즈 주
리튬-염화티오닐 전지 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리튬 배터리는 미국 교
통부에 의해 운송이 통제되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민간항공기
구(ICAO) 및 ARD(European Ground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러한 규정과 기타 지역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화주의 책임입니다.
선적하기 전에 현재 규정 및 요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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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문제 해결
네트워크 ID 와 Join Key(연결 키)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장치의 Network ID 와 Join Key 가 Emerson Wireless Gateway 에 나타나는 것
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1. Emerson Wireless Gateway 에서, Setup > Network > Settings 를 클릭합니다.
2. "Show join key"에 대한 설정이 Yes 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Note
올바르지 않은 작동의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Network ID 또는 Join Key 가 장
치에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성을 완료한 후에 HART 모뎀 또는 Field Communicator 를 분리하셨습니
까?
구성을 완료한 후 즉시 HART 모뎀 또는 Field Communicator 를 분리해야 장
치가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CSI 9420 의 구성이 연결된 센서와 일치합니까?
장치에 설치된 센서와 일치하도록 파라미터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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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제품 인증
CSI 9420 은 CE, FCC, R&TTE, FM, CSA, ATEX 를 비롯하여 다양한 인증 및 승인
을 획득하였습니다. 전체 제품 인증 목록은
http://www.emersonprocess.com/csi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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