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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공지 사항
본 설치 가이드는 Rosemount 2051 트랜스미터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구성, 진단, 유지 관리, 서비스, 문제 해결, 폭발 방지, 화염 방지, 본질 안전(Intrinsically
Safe: I.S.) 설치에 대한 지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지침은 2051 참조 설명서(문서
번호: 00809-0100-4101)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본 설명서는
www.emersonprocess.com/rosemount에서 전자 매체로 이용 가능합니다.

경고
이 트랜스미터를 폭발의 위험이 있는 환경에 설치할 때는 반드시 지역, 국가 및 국제적인
기준, 규정, 법규에 의거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한 설치와 관련된 제한 사항을 보려면
2051 참조 설명서의 승인 단락을 검토하십시오.


폭발의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HART 기반 커뮤니케이터를 연결하려면 루프 내의
계기가 본질적으로 안전하거나 발화 가능성이 없는 현장 배선 방식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폭성/내화성 설치에서는 장비에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트랜스미터 커버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공정 유출(process leak)은 인체에 유해하거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하는 플랜지 어댑터에 밀봉하도록 설계된 O링만
사용하십시오.

감전의 경우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설치 안내서

Rosemount 2051



00825-0115-4101, Rev EA
2010년 6월

납이나 단자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납에 흐르는 높은 전압 때문에 감전될 수
있습니다.

도관/케이블 인입구


표시를 하지 않으면 트랜스미터 하우징의 도관/케이블 인입구는 ½-14 NPT 나사
형식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인입구를 폐쇄할 경우 나사 연결 부분이 호환이 되는
플러그, 어댑터, 글랜드 혹은 도관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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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트랜스미터 설치
A. 적용
액체 공급 용도
1.

탭을 라인 측면에 놓으십시오.

2.

트랜스미터를 탭의 옆이나 아래에 설치하십시오.

3.

배출/배기 밸브가 위쪽을 향하도록 트랜스미터를
설치하십시오.

가스 공급 용도
1.

탭을 라인의 상부나 측면에 놓으십시오.

2.

트랜스미터를 탭의 옆이나 위에 설치하십시오.

증기 공급 용도
1.

탭을 라인 측면에 놓으십시오.

2.

트랜스미터를 탭의 옆이나 아래에 설치하십시오.

3.

임펄스 라인에 물을 채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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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계속...
B. 옵션 마운팅 브라켓

트랜스미터를 옵션 마운팅 브라켓에 설치하는 경우, 브라켓 볼트를 125 in.-lbs(0.9 Nm)의
토크로 조이십시오.
Rosemount 2051C
패널 마운트

파이프 마운트

(1)

Coplanar 플랜지

기존의 플랜지

Rosemount 205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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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널 볼트는 고객 지정 사양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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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계속...
C. 볼트 체결시 고려 사항

트랜스미터 설치에 공정 플랜지, 매니폴드 혹은 플랜지 어댑터의 조립이 필요한 경우, 조립
지침에 따라 단단히 밀봉하여 트랜스미터의 성능 특성을 최적의 상태로 구현하십시오.
트랜스미터와 함께 제공되거나 Emerson에서 예비 부품으로 판매하는 볼트만 사용하십시오.
그림 1은 적절한 트랜스미터 조립에 필요한 볼트 길이가 명시되어 있는 공통적인
트랜스미터 어셈블리를 나타냅니다.
그림 1. 공통적인 트랜스미터 어셈블리
A. Coplanar 플랜지를

C. 기존의 플랜지 및 옵션

부착하는 트랜스미터

D. Coplanar 플랜지와

플랜지 어댑터를 부착하는

옵션 매니폴드 및

트랜스미터

플랜지 어댑터를
부착하는 트랜스미터

B. Coplanar 플랜지 및 옵션
플랜지 어댑터를 부착하는
트랜스미터

볼트는 일반적으로 탄소강이나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조합니다. 볼트 머리의 표시를 보고
그림 2를 참조해서 재질을 확인하십시오. 볼트 재질이 그림 2에 표시되지 않으면 Emerson
Process Management 대리점에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다음 절차에 따라 볼트를 설치하십시오.
1.

탄소강 볼트는 윤활이 필요하지 않으며, 스테인리스 강 볼트는 설치를 쉽게 하기 위해
윤활유를 발라야 합니다. 하지만, 각 유형의 볼트를 설치할 때 윤활유를 추가로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2.

볼트를 손으로 조이십시오.

3.

대각선 방향으로 교차하며 초기 토크값으로 볼트를 조이십시오. 초기 토크값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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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를 참조하십시오.
4.

동일한 대각선 방향으로 교차하며 최종 토크값으로 볼트를 조이십시오. 최종 토크값은

5.

플랜지 볼트는 압력을 가하기 전에 격리판을 통해 돌출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림 2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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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계속...
그림 2. 플랜지와 플랜지 어댑터 볼트에 대한 토크값
볼트 재질

머리 표시

초기 토크

최종 토크

탄소강(CS)

300 in.-lbs.

650 in.-lbs.

스테인리스 강(SST)

150 in.-lbs.

300 in.-lbs.

D. 플랜지 어댑터를 부착한 O링

경고
적절한 플랜지 어댑터 O링을 설치하지 못하면 공정 유출이 발생하여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플랜지 어댑터는 고유한 O링 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명시된
것처럼 특정 플랜지 어댑터용으로 설계된 O링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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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지 어댑터
O링

PTFE 기반
엘라스토머
플랜지 어댑터
O링

PTFE
엘라스토머
플랜지 혹은 어댑터를 제거할 때마다 O링을 육안으로 검사하십시오. 흠집이 있거나 잘라진
손상 흔적이 있으면 O링을 교체하십시오. O링을 교체하려면 PTFE O링을 교정 설치하여
고정시킨 후 플랜지 볼트와 정렬 나사를 다시 조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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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인라인 게이지 트랜스미터 방향

인라인 게이지 트랜스미터의 하부 압력 포트(대기 기준)는 하우징 아래, 트랜스미터의
목부분에 위치합니다. 공기 배출 통로는 하우징과 센서 사이 트랜스미터 주변 360°입니다.
(그림 3 참조)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트랜스미터를 설치하여 페인트, 먼지 및 윤활유를 포함해
모든 방해 물질이 공기 배출 통로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림 3. 인라인 게이지 트랜스미터

하부 압력 포트
(대기 기준)

단계 2: 하우징의 회전 고려
현장에서 배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는 옵션 LCD
디스플레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1.

하우징 회전 멈춤 나사를 푸십시오.

2.

우선, 하우징을 원하는 위치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나사 부분의 한계로 인해 원하는 위치에

하우징 회전 멈춤 나사
(5/64 인치)

도달하지 못하면 하우징을 원하는 위치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십시오(나사산 한계에서 최대 360°까지).
3.

하우징 회전 멈춤 나사를 다시 조이십시오.

단계 3: 점퍼 설정
경보와 보안 점퍼를 설치하지 않으면 트랜스미터는 기본 경보 조건 경보가 high 이고
보안이 off 인 상태에서 정상 작동합니다.
1.

트랜스미터를 설치하면 루프를 고정시키고 전력을 제거하십시오.

2.

현장 단자 반대쪽의 하우징 커버를 제거하십시오. 회로에 전원이 인가된 경우 폭발성

3.

점퍼 위치를 다시 정하십시오. 납과 단자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점퍼 위치와 On/Off

조건에서 계기 커버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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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는 그림 4를 참조하십시오.
4.

트랜스미터 커버를 다시 부착하십시오. 폭발 방지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커버를
완전히 결합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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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51 트랜스미터 전자 보드
4-20 mA HART
LCD 계기 미포함

LCD 디스플레이 포함

1-5 Vdc HART 저전력
LCD 계기 미포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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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배선 및 전력 연결
다음의 단계를 수행하여 트랜스미터를 연결하십시오.
1.

현장 단자(Field Terminal) 반대쪽의 하우징 커버를 제거하십시오.

2.

양극 도선을 "+" 단자(PWR/COMM)에 연결하고, 음극 도선을 "-"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그림 5. 4–20 mA HART 트랜스미터 배선도

그림 6. 1-5 Vdc HART 저전력 트랜스미터 배선

과전류 보호 단자 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2051 케이스를 적절하게 접지시켜야 과전류로부터 보호합니다.

3.

접지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계측기 케이블 쉴드 처리:
• 트랜스미터 하우징에 닿지 않도록 계기 케이블 쉴드를 가깝게 잘라서 절연시켜야
합니다.
• 정션박스를 통해 케이블을 연결하는 경우 다음 쉴드에 연결해야 합니다.
• 전력 공급 장치 끝단의 접지에 연결시켜야 합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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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배선

쉴드를 잘라서 절연

쉴드 절연
쉴드를 전력 공급 장치
접지에 다시 연결

참고
전력이 인가된 신호 배선을 시험 단자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시험 연결에서 전력에 의해
시험 다이오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차폐 연선(shielded
twisted pair)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24AWG 보다 큰 케이블을 사용하고,
5,000피트(1,500m)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4.

사용하지 않은 도관 연결 부분에 마개를 씌워 밀봉하십시오.

5.

해당하는 경우 드립 루프를 사용해서 배선하십시오. 드립 루프의 아래쪽이 도관 연결

6.

하우징 커버를 교체하십시오.

부분과 트랜스미터 하우징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드립 루프를 배치하십시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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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mA HART용 전력 공급 장치
트랜스미터는 10.5 - 42.4 Vdc에서 작동합니다. DC 전력 공급 장치는 리플 백분율이 2%
미만인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림 8. 부하 한계
루프 최대 저항 = 43.5 * (전력 공급 장치 전압 - 10.5)

Field Communicator 통신에는 250Ω의 최소 루프 저항이 필요합니다.

총 저항 부하는 컨트롤러, 표시등, 관련 기기의 부하 저항과 신호선 저항의 합입니다. 본질
안전 방벽의 저항(사용하는 경우)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1.5 Vdc HART 저전력용 전력 공급 장치
저전력 트랜스미터는 9 - 28 Vdc에서 작동합니다. DC 전력 공급 장치는 리플 백분율이 2%
미만인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Vout 부하는 100 kW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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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구성의 검증
참고:
체크 표시(√)는 기본적인 구성 파라미터를 나타냅니다. 구성 및 시동 절차의 일부로서
최소한 이러한 파라미터를 검증해야 합니다.
표 1. Field Communicator 고속 키 순서
기능

√

경보 및 포화 수준

N/A

아날로그 출력 경보 종류

1, 4, 3, 2, 4

1, 4, 3, 2, 4

버스트 모드 제어

1, 4, 3, 3, 3

1, 4, 3, 3, 3

버스트 작동

1, 4, 3, 3, 4

1, 4, 3, 3, 4

1, 3, 7, 2

N/A

고객 맞춤형 계기 값

1, 4, 3, 4, 3

N/A

댐핑

1, 3, 6

1, 3, 6

날짜

1, 3, 4, 1

1, 3, 4, 1

디스크립터

1, 3, 4, 2

1, 3, 4, 2

디지털-아날로그 조정(4 - 20 mA 출력)

1, 2, 3, 2, 1

1, 2, 3, 2, 1

로컬 범위/영점 조정 비활성화

1, 4, 4, 1, 7

1, 4, 4, 1, 7

현장 장치 정보

1, 4, 4, 1

1, 4, 4, 1

전체 조정

1, 2, 3, 3

1, 2, 3, 3

키패드 입력 - 재배치

1, 2, 3, 1, 1

1, 2, 3, 1, 1

로컬 영점 및 범위 제어

1, 4, 4, 1, 7

1, 4, 4, 1, 7

루프 시험
하부 센서 조정
메시지
계기 옵션

1, 2, 2
1, 2, 3, 3, 2

1, 3, 4, 3

1, 3, 4, 3

1, 4, 3, 4

N/A

요청된 프리앰블의 수

1, 4, 3, 3, 2

폴 주소

1, 4, 3, 3, 1

1, 4, 3, 3, 1

왼쪽 화살표, 4,
1, 1
1, 3, 3

왼쪽 화살표, 4, 1, 1

범위 값
재배치
축척을 조정한 D/A 조정(4 – 20 mA 출력)
자체 시험(트랜스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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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
1, 2, 3, 3, 2

1, 4, 3, 3, 2

멀티드롭식 트랜스미터 폴링

√

1-5 Vdc HART 저전력

1, 4, 2, 7

고객 맞춤형 계기 구성

√

4-20 mA HART

1, 3, 3

1, 2, 3, 1

1, 2, 3, 1

1, 2, 3, 2, 2

1, 2, 3, 2, 2

1, 2, 1, 1

1,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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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정보

1, 4, 4, 2

1, 4, 4, 2

센서 온도

1, 1, 4

1, 1, 4

1, 2, 3, 3, 4

1, 2, 3, 3, 4

상태

1, 2, 1, 2

1, 2, 1, 2

√

태그

1, 3, 1

1, 3, 1

√

전송 기능(설정 출력 유형)

1, 3, 5

1, 3, 5

트랜스미터 보안(쓰기 보호)

1, 3, 4, 4

1, 3, 4, 4

아날로그 출력 조정

1, 2, 3, 2

1, 2, 3, 2

1, 3, 2

1, 3, 2

센서 조정점

√

유닛(공정 변수)
상부 센서 조정

1, 2, 3, 3, 3

1, 2, 3, 3, 3

영점 조정

1, 2, 3, 3, 1

1, 2, 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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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6: 트랜스미터 정밀 조정
참고
트랜스미터는 요청에 따라 완전히 교정하거나 실물 크기의 공장 기본값(범위 = 상한
범위)으로 제공됩니다.

영점 조정
영점 조정은 설치 위치에 따른 영향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일점 조정입니다. 영점을
조정할 경우 평형 밸브를 개방하고 모든 웨트 레그(wet leg)를 정확한 수위까지 채워야
합니다.
장착 영향은 두 가지 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 Field Communicator
• 트랜스미터 영점 조정 버튼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 아래의 지침에 따르십시오.
Field Communicator의 사용
영점 오프셋이 URL의 3% 미만인 경우 아래의 "Field Communicator의 사용" 지침에
따르십시오. 이 영점 조정은 4 - 20 mA 값, HART PV, 표시 값에 영향을 줍니다.
HART 고속 키

단계

1, 2, 3, 3, 2

1. 트랜스미터를 등화시키거나 환기시키고 Field Communicator를
연결하십시오.
2. 메뉴에서 고속 키(Fast Key) 순서를 입력하십시오.
3. 명령에 따라 영점을 조정하십시오.

트랜스미터 영점 조정 버튼의 사용
트랜스미터 영점 조정 버튼을 사용하여 LRV(하한값 범위)를 트랜스미터에 적용된 압력으로
설정합니다. 이 조정은 4 - 20 mA 값에만 영향을 줍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영점 조정
버튼을 사용하여 범위를 다시 조정하십시오.
1.

인증 라벨 나사를 풀고 영점 조정 버튼이 보일 때까지 라벨을 미십시오. 그림 9를
참조하십시오.

2.

영점(zero) 버튼을 2초 동안 눌러 4 mA 지점을 설정하십시오. 출력이 4 mA인지
확인하십시오. 옵션 LCD에서 ZERO PASS를 표시합니다.

그림 9. 영점(Zero) 및 범위(Span)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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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계장 시스템
다음 단락은 SIS 용도에 사용한 2051 트랜스미터에 적용합니다.
참고
트랜스미터 출력은 구성 변경, 멀티 드롭, 루프 시험을 수행하는 동안 안전 등급이
아닙니다. 트랜스미터 구성 및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할 때 대안을 사용하여 공정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DCS 또는 안전 로직 솔버(safety logic solver)는 트랜스미터 구성과 일치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그림 10은 사용 가능한 두 가지 경보 수준과 이들의 작동값을 나타냅니다. HI 또는
LO 경보가 필요한 위치에 경보 스위치 위치를 정하십시오.

설치
본 문서에 명시된 표준 설치 방법 외에 특별한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속이 금속에
닿을 수 있도록 전자 하우징 커버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밀봉하십시오.
루프는 트랜스미터 출력이 22.5 mA일 때 단자 전압이 10.5 Vdc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정상 작동하는 동안 구성 데이터가 사고 또는 고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보안 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으십시오.

구성
HART 호환 마스터를 사용해서 2051과 통신하고 구성을 확인하십시오. 사용자 선택 댐핑은
적용 과정에서 변경에 반응하는 트랜스미터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댐핑값 + 응답

시간이 루프 응답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림 10. 경보 수준
Rosemount 경보 수준

Namur 경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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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랜스미터 장애, LO 위치에서 하드웨어 경보
(2) 트랜스미터 장애, HI 위치에서 하드웨어 경보

참고
감지되는 장애 중 일부는 경보 스위치 선택과 무관한 상한 경보 수준 이상에서의 아날로그
출력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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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및 유지 관리
보증 시험 및 검사
다음 보증 시험을 수행하도록 권장합니다. 안전 기능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보증 시험 결과
및 시정 조치를 www.emersonprocess.com/rosemount/safety/certtechdocumentation.htm 에
문서로 기록해야 합니다.
"표 1: Field Communicator 고속키 순서" 를 사용하여 루프 시험, 아날로그 출력 조정 또는
센서 조정을 수행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2051 참조 설명서(00809-0100-4101)를
참조하십시오.

보증 시험
이 보증 시험은 2051 자동 진단에서 감지되지 않는 DU 장애를 99% 감지합니다.
루프 시험을 수행하십시오. HART 호스트/커뮤니케이터에 고속 키 순서 1, 2, 2를

1.

입력하십시오.
a. 상한 경보 상태로 나타나는 mA 값을 입력하십시오.
b. 기준 계기를 사용하여 mA 출력이 입력한 값에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c. 하한 경보 상태로 나타나는 mA 값을 입력하십시오.
d. 기준 계기를 사용하여 mA 출력이 입력한 값에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교정점으로서 4 - 20mA 범위 지점을 사용하여 최소 2 지점의 센서 교정을

2.

확인하십시오.
a. 필요한 경우, 2051 참조 설명서에서 사용 가능한 "조정" 절차 중 하나를 사용하여
교정하십시오.
참고
사용자가 임펄스 배관에 대한 보증 시험 요구 사항을 결정합니다.
육안 검사
필요 없음.
특수 도구
필요 없음
제품 수리
트랜스미터의 진단 기능 혹은 보증 시험에서 감지한 모든 장애는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피드백을
www.emersonprocess.com/rosemount/safety/certtechdocumentation.htm에 제출할 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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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주요 구성 요소를 교체하여 2051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2051 참조
설명서(문서 번호: 00809-0100-4101)의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사양
2051은 2051 참조 설명서에서 제공하는 기능 및 성능 사양에 따라 작동해야 합니다.
고장율 데이터
FMEDA 보고서는 고장율과 공통 원인 베타 요인 예측치를 포함합니다. 이 보고서는
www.emersonprocess.com/rosemount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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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안전 실패 값
안전 정밀도: 2%(1)
안전 반응 시간 - 1.5초
제품 수명
50년 - 최악의 구성 부품 마모 메커니즘에 기반한 시간(마모 프로세스 습식 재료를
기반으로 하지 않음.)

제품 인증
승인된 생산 위치
Emerson Process
Emerson Process
Emerson Process
Emerson Process
Emerson Process

Management - Rosemount Inc. — Chanhassen, Minnesota, USA
Management — Wessling, Germany
Management Asia Pacific Private Limited — Singapore
Management — Beijing, China
Management — Daman, India

유럽 지침 정보
EC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은 20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최신 버전은
www.rosemount.com을 참조하십시오.
Factory Mutual(FM)용 Ordinary Location Certification
트랜스미터는 표준으로 OSHA(Feder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가
인정한 국가 공인 시험 기관(NRTL)인 FM에서 트랜스미터의 설계가 기본적인 전기적,
기계적, 화재 방지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시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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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랜스미터 mA 출력의 2% 변화는 안전 트림 전에 허용됩니다. DCS 혹은 안전 로직 솔버의 트립값을 2%

낮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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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 프로토콜
위험 장소 인증
북미 인증
FM 승인
E5

Class I, Division 1, Groups B, C, D용 방폭. Class II, Division 1, Groups E, F, G용 분진
방폭. Class III, Division 1용 분진 방폭.
T5 (Ta = 85 °C), 공장 밀봉, 외함 형식 4X

I5

Rosemount 도면 02051-1009에 따라 연결한 경우 Class I, Division 1, Group A, B, C,
D; Class II, Division 1, Group E, F, G; Class III, Division 1에 사용하는 본질 안전; Class
I, Division 2, Groups A, B, C, D용 비발화성.
온도 코드: T4(Ta = 70 °C)
외함 형식 4X
입력 파라미터는 제어 도면 02051-1009를 참조하십시오.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모든 CSA 위험 인증 트랜스미터는 ANSI/ISA 12.27.01-2003에 의거 인증되었습니다.
E6

Class I, Division 1, Group B, C, D용 방폭. Class II/III, Division 1, Group E, F, G용 분진
방폭. 실내/실외 위험 장소용 Class I, Division 2 Group A, B, C, D에 적합. Class I Zone
1 Ex d IIC T5. 외함 형식 4X, 공장 밀봉. 단일 밀봉.

I6

본질 안전 승인. Rosemount 도면 02051-1008에 따라 연결한 경우 Class I, Division 1,
Group A, B, C, D용 본질 안전. 온도 코드 T3C. Class I Zone 1 Ex ia IIC T3C. 단일
밀봉.

유럽 인증
I1

ATEX 본질 안전
인증 번호 Baseefa08ATEX0129X
Ex ia IIC T4 (–60 ≤ Ta ≤ +70 °C)
IP66 IP68
1180

표 2. 4 - 20 mA용 입력 파라미터
Ui = 30V
Ii = 200 mA
Pi = 1.0W
Ci = 0.012 µ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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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용을 위한 특수 조건(X)
과전류 보호 단자 옵션 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장치는 EN60079-11 Clause 6.3.12에서
요구하는 500 V 절연 시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장치를 설치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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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ATEX 유형 n
인증 번호 Baseefa08ATEX0130X
Ex nAnL IIC T4 (–40 ≤ Ta ≤ +70 °C)

II 3 G

Ui = 최대 42.4 Vdc
IP66
안전한 사용을 위한 특수 조건(X):
옵션 과전류 보호 단자 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장치는 케이스에 대한 500V r.m.s.
시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블록을 사용하는 설치에서 장치에 대한 공급을
갈바닉 절연(galvanic isolation)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E1

ATEX 내화성
인증 번호 KEMA 08ATEX0090 X
Ex d IIC T6 (–50 ≤ Ta ≤ 65 °C)
Ex d IIC T5 (–50 ≤ Ta ≤ 80 °C)
IP66
1180
Vmax = 42.4 Vdc
안전한 사용을 위한 특수 조건(X):

II 1/2 G

1.

적절한 ex d 블랭킹 플러그, 케이블 글랜드, 배선은 90 °C의 온도에서 제 기능을

2.

이 장치는 얇은 벽 다이어프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치, 유지 관리 및 사용시

올바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이어프램에 따른 환경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지 관리를 위한 생산업체의
지침을 꼼꼼히 준수하여 예상 수명 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2051은 IEC 60079-1 Clause 5의 내화성 접합부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내화성 접합부의 크기에 대한 정보는 Emerson Process Management에
문의하십시오.

ND

ATEX 먼지
인증 번호 Baseefa08ATEX0182X

II 1 D

먼지 등급: Ex tD A20 T115 °C (–20 ≤ Ta ≤ 85 °C)
Vmax = 42.4 Vdc
A = 22 mA
1180
안전한 사용을 위한 특수 조건(X):
1.

사용자는 최대 정격 전압 및 전류(42.4 Vdc, 22 mA)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장치 또는 관련된 장치와의 모든 연결은 EN 60079-1에 따라 "ib"

30

설치 안내서
00825-0100-4101, Rev EA
2010년 6월

Rosemount 2051

회로 범주에 등가인 전압과 전류에서 통제해야 합니다.
2.

최소 IP66에 대한 외함의 IP(ingress protection)를 유지하는 케이블 인입구를

3.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 인입구는 최소 IP66에 대한 외함의 IP(ingress

사용해야 합니다.
protection)를 유지하는 적절한 블랭킹 플러그를 사용하여 채워야 합니다.
4.

케이블 인입구와 블랭킹 플러그는 장비의 주변 범위에 적절해야 하고 7J 충격
시험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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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Ex 인증
I7

IECEx 본질 안전
인증 번호 IECExBAS08.0045X
Ex ia IIC T4 (–60 ≤ Ta ≤ +70 °C)
1180

표 3. 입력 파라미터
Ui = 30V
Ii = 200 mA
Pi = 1.0W
Ci = 0.012 µF

안전한 사용을 위한 특수 조건(X)
옵션 과전류 보호 단자 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장치는 IEC60079-11 Clause
6.3.12에서 요구하는 500 V 절연 시험 요구 사항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장치를
설치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7

IECEx 방폭(내화성)
인증 번호 IECExKEM08.0024X
Ex d IIC T6 (–50 ≤ Ta ≤ 65 °C)
Ex d IIC T5 (–50 ≤ Ta ≤ 80 °C)
1180
Vmax = 42.4 Vdc
안전한 사용을 위한 특수 조건(X):
1.

적절한 ex d 블랭킹 플러그, 케이블 글랜드, 배선은 90 °C의 온도에서 제

2.

이 장치는 얇은 벽 다이어프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치, 유지 관리 및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시 다이어프램에 따른 환경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지 관리를 위한
생산업체의 지침을 꼼꼼히 준수하여 예상 수명 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2051은 IEC 60079-1 Clause 5의 내화성 접합부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내화성 접합부의 크기에 대한 정보는 Emerson Process
Management에 문의하십시오.

N7

IECEx 유형 n
인증 번호 IECExBAS08.0046X
Ex nAnL IIC T4 (–40 ≤ Ta ≤ +70 °C)
Ui = 최대 42.4 V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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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용을 위한 특수 조건(X):
옵션 과전류 보호 단자 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장치는 케이스에 대한 500V r.m.s.
시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블록을 사용하는 설치에서 장치에 대한 공급을
갈바닉 절연(galvanic isolation)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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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IS 인증
E4 TIIS 내화성
Ex d IIC T6
Inmetro 인증
E2 내화성
BR-Ex d IIC T6/T5
I2

본질 안전
BR-Ex ia IIC T4

GOST(러시아) 인증
IM 본질 안전
Ex ia IIC T4
EM

내화성
Ex d IIC T5/T6

중국(NEPSI) 인증
E3 내화성
인증 번호: GYJ081230
Ex d IIC T5/T6
I3

본질 안전
인증 번호: GYJ081231X
Ex ia IIC T4

루프/전원

그룹

Ui = 30V

HART/FOUNDATION 필드버스/원격 표시/빠른 연결/HART 진단

Ui = 17.5 V

FISCO

Ii = 300 mA

HART/FOUNDATION 필드버스/원격 표시/빠른 연결/HART 진단

Ii = 380 mA

FISCO

Pi = 1.0 W

HART/원격 표시/빠른 연결/HART 진단

Pi = 1.3 W

FOUNDATION 필드버스

Pi = 5.32 W

FISCO
HART

Ci = 0.012 µF
Ci = 0

FOUNDATION 필드버스 / FISCO

Li = 0

FOUNDATION 필드버스

Li = 10 µH

HART

CCoE 인증
EW 내화성
Ex d IIC T5 또는 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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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안전
Ex ia IIC 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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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통합
스테인리스 강 인증 태그는 옵션 승인을 규정할 때 제공합니다. 다중 승인 형식의 라벨을
부착한 장치를 설치하면 다른 승인 형식을 사용해서 다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승인 형식에서 구별하기 위해 승인 라벨을 상설적으로 표시하십시오.
K1

E1, I1, N1, 및 ND 결합

K4

E4 및 I4 결합

K5

E5 및 I5 결합

K6

I6 및 E6 결합

K7

E7, I7, 및 N7 결합

KA

E1, I1, E6, 및 I6 결합

KB

E5, I5, E6, 및 I6 결합

KC

E1, I1, E5, 및 I5 결합

KD

E1, I1, E5, I5, E6, 및 I6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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