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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을 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전에 이 취급설명서를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취급시의 오류는 기기고장의 원인이 되며, 상해나 사고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안전을 위해 취부는 계장공사, 전기공사등의 전문기술을 보유한 작업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사양서에 정해져 있는 정격 입출력사양의 범위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요.
     장치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3.  본 제품은 사양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환경에 취부하여 주십시요.
     고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4.  배선에 있어서는 내선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 주십시요.

5.  배선작업은 반드시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연결하여 주십시요.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6.  전선의 끝단은 절연피복이 있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주십시요.

7.  본 제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해해서는 안됩니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8.  본 제품을 배관에 취부시에는 적절한 보호관을 이용,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보호관의 선정은 프로세스조건에 맞게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관 선정잘못으로 인한 책임은 발주자에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0. 경년변화 및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가져오는 헤드오링은 실링에 필요한 기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하고 통상적으로 5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적합 합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한 취급 설명서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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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와이즈산전에서 제작하는 열전대, 측온저항체 및 보호관은 고객의 사양에 맞추어 정밀제작된
   제품입니다.  본 제품은 적절한 장소에서 시험 및 보관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기간 동안 최적의
   사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문서, 시험성적서 및 취급설명서 등의 필요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용   도

     온도센서는 다양한 공정의 온도측정을 위하여 사용되며 측정된 값은 제어반 또는
   공정용시스템에서 지시, 기록 및 제어용으로 사용합니다. 온도센서는 배관에 보호관 없이 직접
   삽입하여 사용할수도 있으며, 공정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관을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보   증

     본 제품은 사용시 이 취급설명서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손상이나 임의개조, 변경,
   수리시에는 제조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제품의 보증도 소멸됩니다.

4. 명   판( Name Plate )

4. 1  IEC 방폭등급

1. 타입별 명칭 4. TAG 번호

2. 방폭 등급 및 허용 온도 5. 경고 문구

3. 방폭인증 번호

4. 2  ATEX 방폭등급



1. 타입별 명칭 5. 방폭 인증번호 9. 경고 문구
2. CE 검정 마크 6. TAG 번호
3. 방폭 등급 7. CE 마크
4. 허용 온도 8. 검정 번호

4. 3  KCs 방폭등급

1. 타입별 명칭 4. 허용 온도 7. 경고 문구

2. KCs 검정 마크 5. 방폭 인증번호

3. 방폭 등급 6. TAG 번호

5.  사용자의 의무

 Tag No.

Do not open when energized !

Ex d ⅡC T6
(Tamb = -40℃ to + 65℃)

 Tag No.
2022 Deogyeong-daero,Giheung-gu,Youngin-si,Gyeonggi-do,Korea

WISE CONTROL INC.

TYPE : ETR10 Series
Certificate No. : 11-AV2VO-0108
Ex ia IIC T6 ...T1 Ga/Gb
(Tamb = -20°C to +60°C)
Ui = 30V , Ii = 100mA
Pi = 750 mW ,Ci = 0.1nF, Li = 0.01mH
Certificate issued by : KOSHA
Date of Certificate : 2011.05.06

 Tag No.

TYPE : ETR10 Series
Certificate No. : 15-GA2BO-0307X
Ex e IIC T6 ...T1 Gb
(Tamb = -40°C to +65°C)
Ui = 30V , Ci = 0.1nF, Li = 0.01mH
Ii, Pi = see the instruction manual
Certificate issued by : KGS
Date of Certificate : 2015.04.24

2022 Deogyeong-daero,Giheung-gu,Youngin-si,Gyeonggi-do,Korea
WISE CONTROL INC.



    온도센서 또는 보호관을 부식성 또는 마모성이 있는 유체이거나 유속및 압력이

  있는 유체에 취부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각종 안전사항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정

  하여야 하며, ㈜와이즈산전은 사용자의 선택을 지원할수 있으나 어떠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6.  제품의 반환 및 포장

6. 1 재교정 또는 수리를 위하여 반환할 경우 원래의 포장이나 안전한 포장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도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

6. 2 운송도중 제품이 습기나 먼지및 기타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3 운송도중 제품이 진동이나 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6. 4 운송도중 파손된 제품은 문서로 기록하여, 설치지연에 따른 모든 배상은 운송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외형 및 기능

7.1 온도센서 외형

7.2 측정삽입부 외형



A : 측정삽입부 외경

B : 무기절연 시스 (MgO충진)

C : 온도감지부 길이

D : 굽힘불가능부 길이(100mm)

M : 측정삽입길이

7.3 기  능

     프로세스 온도는 R1 혹은 R2 시리즈 모델의 온도측정센서로 측정한다.  그것은  저온, 중온

    고온 등의 조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온도측정 엘레멘트는 EN60584(열전대), EN60751(측온저항체)규격에 적합한 온도센서이다.

    온도센서는 트랜스미터(전송기)와 함께 혹은 전송기 없이 제작할 수 있다.

8. 온도측정센서 시리즈

8.1 헤드(단자함)

8.2 접속부 형태

소 형 일 반 (Weatherproof) 방 폭 방 폭 (2구)



8.2.1 일반헤드타입

8.2.2  방폭헤드타입

8.2.3 접속부길이(mm)가 헤드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9. 보호관

9.1 개 요

      보호관은 온도센서를 배관의 유속, 압력, 부식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센서고장으로 인한 교체시 배관내의 유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보호관은

    각종 공정에 맞추어 사용자( 고객 )이 직접 선정하여야 하며 ㈜와이즈산전은 선정시 조언을 할

    수 있으나 선정잘못으로 인한 모든책임은 사용자( 고객 )에 있습니다.

9.2 보호관의 종류

9.2.1 접속방법에 의한 구분

        1) 나사식(Thread type)

        2) 후렌지식(Flange  type)

        3) 용접식(Welding type)

9.2.2 자재 형태에 의한 구분

        1) 파이프(End close type) - 유속및 압력이 없는 곳에 주로 사용
        2) 봉 (Drilled Bar type)

9.2.3 보호관 외형에 의한 구분

        1) 일자형(Straight type)
        2) 경사형(Taper type)
        3) 계단형(Step type)

9.3 보호관 외형도



10. 온도센서( 보호관 ) 설치 위치



10.1 취   부

     1. 배관온도센서는 결로방지를 위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

    2. 피측정유체의 대표적인 온도를 검출할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 감온부전체는 피 측정유체에 전부 잠기게 설치한다.

    4. 배관자체에 진동이 있는 라인에는 진동을 피해서 설치한다.

    5. 고유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능한한 삽입길이를 짧게 할것(50~60mm정도)

    6. 접속부가 나사타입일경우 실링제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7. 유속이 있는 장소에 사용할때는 감온부가 흐름에 대항(對向) 하여 설치하고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경사방향으로 설치하며 더 어려운 현장에서는 직교방향으로 설치한다.

매우 낮은 속도의 유속이 존재하는 Process 일 경우라도, 반드시 Drilled Bar Type 
보호관을 설치할 것.(PIPE 또는 TUBE 등의 용접 TYPE 사용 불가)

10.2  취부설치조건

     a) 곡선관설치

※ 주         의 

흐름방향설치 흐름방향설치



     b) 직관(straight)설치

     c) T 합류관설치

    d) 좁아지는 관설치

경사설치 직교설치

경사설치 직교설치

경사설치 직교설치



    e) 다른 기기 설치되어 있는 장소설치

    f) Header 에 설치

* 삽입길이 300mm 이하를 사용할것

유속과 취부조건에 따른 삽입길이

경사설치 직교설치

경사설치 직교설치



11. 결  선

11.1 보상도선및 케이블

         1) 보상도선은 반드시 열전대 센서와 동일한 사양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보상도선의 전압강하를 감안하여 적정한 굵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보상도선은 주위환경에 의해 파손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측온저항체용 케이블은 2선식, 3선식, 4선식에 맞게 선정되어야 하며

             차폐선의 한쪽 끝은 접지되어야 한다.

11.2 결 선

         1) 방폭등급제품은 결선전에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2) 열전대는 결선전 반드시 극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측온저항체의 경우에는

             A/B/B(3선식경우) 단자를 구분하여 결선한다.

         3) 필요한 경우 헤드에 접지선을 연결한다.

         4) 보상도선및 케이블의 끝단은 압착단자를 이용, 단자대에 취부하고 나사를

             단단히 조인다.

         5) 방폭등급의 경우 커버가 운전중 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커버고정장치

             (Locking device)를 반드시 조여야 한다.

150 ~ 2000㎜

4 ㎧ 이하

2.5 ㎧ 이하

적용유속
직교, 경사 취부시

삽입길이

150 ~ 200㎜

0.3 ㎧ 이하

유속과 취부조건에 따른 삽입길이

150 ~ 300㎜

150 ~ 300㎜

흐름방향 취부시

삽입길이

150 ~ 400㎜



11.3 온도센서의 단자대 결선

11.3.1 측온저항체

11.3.2 열전대

일반헤드용

방폭헤드용

SINGLE(3-WIRE) DOUBLE(6-WIRE)

SINGLE(3-WIRE) DOUBLE(6-WIRE)

일반헤드용

SINGLE(2-WIRE) DOUBLE(4-WIRE)



11.3.3 단자대및 조임나사규격

일반형 방폭형

50 mm 67.5 mm

40 mm 60.5 mm

M4×0.7P M3×0.5P나사규격

결합나사간격

외경

방폭헤드용

SINGLE(2-WIRE) DOUBLE(4-WI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