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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전원 공급 장치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온도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MSENSE FO ECU-I 및 

MSENSE FO ECU-S 온도계를 작동하려면 승인된 전원 공급 장치 모듈(24/48VDC±10%)만 사용해야 합니다. 

   AC 100~240 전원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이 제품에는 사용자가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정밀 기기를 열면 보증이 무효화되며 초기 

설정 보정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공인된 Maschinenfabrik Reinhausen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받으십시오. 

 

광커넥터가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하지 않는 커넥터에는 항상 보호 캡을 씌워 두십시오. 

 

광섬유 탐침과 연장 케이블은 부서지기 쉬우며 곡률 반경이 1cm 미만이 되면 파손됩니다. 탐침과 연장 케이블 

손상에는 표준 Maschinenfabrik Reinhausen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MSENSE-FO 기기는 여러 유형의 온도 탐침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62.5 및 200미크론(µ) 

탐침이 지원됩니다. 지정된 탐침 유형을 읽도록 구성된 기기는 해당 특정 유형 62.5 또는 200µ과만 접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설명서에서는 달리 지정되지 않은 경우 표준 탐침 크기가 200µ이라고 가정합니다. 62.5µ 및 200µ 

크기는 탐침, 피드스루, 연장 케이블을 만드는 데 사용된 섬유 중심부의 지름을 가리킵니다. 이 설명서에서는 두 

유형을 구별하기 위해 간단히 62.5µ 또는 200µ이라고 합니다. 또한 두 가지 유형의 62.5µ 탐침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탐침은 “LumaSense” 또는 “Fiso” 탐침 1  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용 중인 탐침 유형을 선택하기 위해 

MSET-FO 앱에서 선택해야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3.1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MSENSE-FO 

표준 탐침, 연장 케이블 및 피드스루 크기는 200µ입니다.  

 

이 매뉴얼에 있는 대부분의 그림과 스크린샷은 예시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반드시 쉽게 읽을 수 있도록(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마케팅 자료(예: 브로셔 등)와 소프트웨어(예: MSET-

FO)를 참조하십시오. 

 
1 “LumaSense”는 LumaSense Technologies Inc.가 소유한 상표입니다. “Fiso”는 Fiso Technologies Inc.가 소유한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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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인증 

이 Maschinenfabrik Reinhausen 변환기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는 광섬유 탐침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탐침과 연장 

케이블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전기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을 비롯한 기본 안전 예방책을 따라야 합니다. 

• 젖었거나 축축한 환경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 표면을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항상 현지 당국의 규정 및 법률에 따라 모든 전기 기기를 설치하십시오. 

1.1 인증 
MSENSE FO 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증 및 순응성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방출   

방사성 방출 

FCC 파트 15 하위 파트 B(2018), CISPR 11(2015 + A1 

2016)  

전도성 방출 

FCC 파트 15 하위 파트 B(2018), CISPR 11(2015 + A1 

2016)  

   
내성   

전도성 내성 IEC 61000-4-6(2013) 10Vrms 

방사성 전자기장 내성 

IEC 61000-4-3(2006 + A1 2007 + A2 2010), IEEE 

C37.90.2(2004) 최대 20V/m 

ESD 내성 IEC 61000-4-2(2008), IEEE C37.90.3(2001) 최대 ±8kV 접촉, ±15kV 대기 

급속 과도 내성 IEC 61000-4-4(2012), IEEE C37.90.1(2012) 최대 ±4kV 

서지 내성 IEC 61000-4-5(2014) 최대 ±2kV L-L, ±1kV L-G 

자기장 내성 IEC 61000-4-8(2009) 100A/m 연속, 1kA/m(3 초) 

감쇠 진동 자기장 IEC 61000-4-10(2016) 100A/m 

전도성 장애 내성 IEC 61000-4-16(2015) 30V 1 분, 300V 1 초 

감쇠 진동파 내성 IEC 61000-4-18(2006), IEEE C37.90.1(2012) 최대 ±2.5kV, 1MHz 

전압 강하 및 중단 IEC 61000-4-29(2000) 0%: < 10msec 

DC 맥동 전압 

IEC 60870-2-1(1995), IEC 61000-4-17(1999 + A1 

2001 + A2 2009) 15% 

   

안전성   

저전압 지침 IEC 61010-1(2010)  

   

환경   

환경 보호 IEC 60529
 

IP20 

   RoHS 지침 2011/65EU  

WEEE 지침 2012/19/EU  

  REACH 지침 CE No 1907/2006 
 

 

이 제품은 CE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장치는 FCC 규칙의 파트 15를 준수합니다. 사용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적용됩니다. (1)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야기할 수 없습니다. (2) 이 장치는 원하지 않는 사용을 야기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든 간섭을 

수락해야 합니다. 



 

8 문서 번호 MAN0008-KO-R19-LE © Copyright Rugged Monitoring Inc. 

2 안전 정보 

이 기술 문서에는 MSENSE FO 제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설치, 연결, 시운전 및 사용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기술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고 제품에 익숙해지십시오. 

• 이 기술 문서는 제품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 이 기기는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제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2.1 적절한 사용 
MSENSE FO는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 시스템 및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전력 변압기 내 다양한 위치에서 온도를 측정하여 모니터링된 장비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추세를 감지하고 보고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빠르게 발생하는 결함을 감지하는 데 적합하지 않으므로, 종료와 같은 장애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장애로부터 장비를 보호하려면 해당 목적으로 설계된 안전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이 기술 문서 및 이 기술 문서의 경고 주의 사항에서 지정되고 제품에 첨부된 요구사항과 조건에 따라 의도된 

대로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부상의 위험 또는 재산이나 환경의 손상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배송에서 설치와 사용에 이르기까지 제거 및 폐기를 포함한 제품의 전체 서비스 수명에 적용됩니다. 

 

다음은 적절한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 제품을 이 기술 문서, 합의된 배송 조건 및 기술 데이터에 따라 사용. 

• 모든 필수적인 작업을 자격 있는 직원이 수행. 

• 배송된 장비를 의도된 목적으로 이 기술 문서의 사양에 따라서만 사용. 

• 이 기술 문서의 전자기적 호환성 및 기술 데이터와 관련된 주의 사항을 준수. 

2.2 기본적인 안전 수칙 
환경에 대한 수용할 수 없는 악영향뿐만 아니라 사고, 중단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또는 제품 일부의 

운송, 설치, 작동, 유지 보수 및 폐기를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권장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2.2.1 접지 

MSENSE FO ECU-I 및 ECU-S 모델에는 인클로저 접지(  )를 위한 조항이 있습니다. 기기가 설치되는 

시스템 지면에 적절히 연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2.2 개인 보호 장비 

헐렁하거나 작업에 적합하지 않은 옷을 입을 경우 회전하는 부품에 끼거나 말려들어갈 위험이나 튀어나온 부품에 

걸릴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경우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 안전화, 안전모 등 주어진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치와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개인 보호 

장비"(2.4절 참조) 내용을 준수하십시오. 

• 손상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 반지, 목걸이 또는 기타 장신구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 머리가 긴 경우에는 머리망을 착용하십시오. 

2.2.3 작업 영역 

작업 영역이 정돈되지 않고 어두우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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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영역을 청결하게 정돈하십시오. 

• 작업 영역의 조명을 밝게 유지하십시오. 

• 관련 국가의 사고 방지를 위해 해당 법률을 준수하십시오. 

2.2.4 폭발 방지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높은 가스, 증기 및 먼지는 심각한 폭발과 화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폭발 위험이 있는 영역에서는 이 제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2.2.5 안전 표시 

경고 표시 및 안전 정보판이 제품의 안전 표시입니다. 이러한 안전 표시는 안전 개념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 제품의 모든 안전 표시를 준수하십시오. 

• 제품의 모든 안전 표시가 손상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 손상되거나 누락된 안전 표시는 교체하십시오. 

2.2.6 대기 조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 데이터에 지정된 대기 조건에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설치된 위치에 대해 지정된 사용 조건과 요구사항을 준수하십시오. 

2.2.7 수정 및 변환 

제품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부적절하게 변경하면 상해를 입거나 물질적 손해,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Maschinenfabrik Reinhausen과 상의한 후에만 제품을 수정하십시오. 

2.2.8 수리 부품 

Maschinenfabrik Reinhausen에서 승인하지 않은 수리 부품을 사용하면 신체적 상해를 입고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제조업체가 승인한 수리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 Maschinenfabrik Reinhausen에 문의하십시오. 

2.2.9 작동 중 사용 

완전한 작동 조건에서만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안전 장비의 작동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 이 기술 문서에 설명된 검사 작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십시오. 

2.3 직원 자격 
조립, 시운전, 운영, 유지보수 및 검사 담당자는 직원에게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3.1 숙련된 전기 기술자 

숙련된 전기 기술자는 기술 자격증이 있으므로 필수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고 해당 표준 및 규정에도 

정통합니다. 숙련된 전기 기술자는 다음에도 능숙합니다. 

 

• 잠재적인 위험을 독립적으로 식별하고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전기 시스템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작업하는 작업 환경에 대해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고 방지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항상 현지 당국의 규정 및 법률에 따라 모든 전기 기기를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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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교육을 받은 전기 기술자 

교육을 받은 전기 기술자는 수행하는 작업 및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의 잠재적인 위험과 보호 장치 및 안전 

조치와 관련하여 숙련된 전기 기술자의 안내와 지도를 받습니다. 교육을 받은 전기 기술자는 숙련된 전기 

기술자의 지도와 감독 하에 독자적으로 작업합니다. 

2.3.3 운영자 

운영자는 이 기술 문서에 따라 제품을 사용하고 운영합니다. 운영 회사는 운영자에게 특정 작업 및 부적절한 

취급으로 발생하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2.3.4 기술 서비스 

제품의 유지보수, 수리 및 개조가 필요한 경우 당사의 기술 서비스 부서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작업이 올바르게 수행됩니다. 당사의 기술 서비스 부서에서 유지보수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직원이 교육을 받고 Maschinenfabrik Reinhausen에 의해 유지보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2.3.5 서비스 및 불만 

MSENSE®-FO에 관한 모든 질의에 대한 연락처 정보: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 

Falkensteinstrasse 8 

93059 Regensburg 

Germany 

service@reinhausen.com 

complaint@reinhausen.com 

 

필요한 경우 이 주소로 이 제품 및 이 기술 문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받습니다. 

2.4 개인 보호 장비 
건강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하는 동안에는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 

 

• 수행할 작업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를 항상 착용하십시오. 

• 손상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 작업 영역에 제공되는 개인 보호 장비 정보를 준수하십시오. 

2.4.1 항상 착용할 개인 보호 장비 

방호복 
인열 강도가 낮고 소매가 꽉 조이며 돌출된 부분이 없는 몸에 딱맞는 작업복입니다. 주로 착용한 사람이 

움직이는 기계 부품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안전화 
떨어지는 무거운 물체로부터 보호하고 미끄러운 표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2.4.2 특수 개인 보호 장비 

보안경 
날아다니는 부품과 튀는 액체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얼굴 가리개 
날아다니는 부품과 튀는 액체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로부터 얼굴을 보호합니다. 

 

mailto:service@reinhausen.com
mailto:complaint@reinhausen.com


 

11 문서 번호 MAN0008-KO-R19-LE © Copyright Rugged Monitoring Inc. 

안전모 
떨어지거나 날아다니는 부품 및 물질로부터 보호합니다. 

 

청력 보호 
청력 손상을 방지합니다. 

 

방호 장갑 
기계, 열 및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2.5 IT 보안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한 다음과 같은 권장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권한이 있는 직원만 이 장치에 액세스하도록 하십시오. 

• ESP(전자 보안 경계) 내에서만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 IT 보안에 익숙하고 교육을 받은 직원만 장치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 모든 프로토콜 인터페이스(Modbus RTU, DNP3, IEC 61850 등)에는 MSENSE FO에 대한 읽기 액세스 

권한만 있습니다. 파라미터 또는 파라미터를 통한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MSET-FO 파라미터화 소프트웨어 사용 설명서의 액세스 권한, 사용자 레벨 및 암호 설정 정보를 준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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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작하기 

MSENSE®-FO 온도 감지 기기를 사용하면 광섬유 감지 기술의 모든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기는 사용된 

센서 요소의 비전기적 특성으로 인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도 측정값 및 EMI/RFI에 대한 뛰어난 저항성, 

고전압 절연 및 장애가 없는 감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MSENSE FO Maschinenfabrik Reinhausen 제품군은 신뢰할 수 있는 측정값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쉽게 사용 가능한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제공합니다. 또한 광섬유 센서 탐침을 바꿀 때 특별한 보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기는 견고한 소형 단일 인클로저에 최대 24개의 (모델 독립적인) 광채널을 제공합니다. 

 

MSENSE FO 기기에는 내부 광학 모듈을 정확도 사양 내에 유지하는 고유한 광학적 무결성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온도계는 OEM 변압기 및 기타 산업 응용 분야에 적합한 견고한 인클로저에 들어 있습니다. 

 

각 장치에는 마이크로 USB 커넥터( )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Windows 컴퓨터 간의 

모든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전송 프로토콜은 업계 표준인 Fast Serial 기법입니다. 이동식 테스트 장치에는 

마이크로 USB 커넥터를 통해 전원이 공급되고 MSENSE FO ECU-I 및 ECU-S 모델에는 다른 커넥터(단자판)를 

통해 전원이 공급됩니다. 

 

이 온도계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광섬유 온도 측정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쟁업체가 제조한 탐침을 

포함하여, 현재 시판되는 대부분의 GaAs 기반 탐침이 지원됩니다. 또한 주변 탐침 또는 커넥터가 더러운 탐침과 

연결되고 이러한 탐침을 읽습니다. 수년 간 탁월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MSET-FO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온도계와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사용자는 이 Window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모든 MSENSE FO 기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은 MSET-FO에서만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온도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로깅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제공한 microSD 메모리 카드(이론상 최대 2TB  )를 사용하여 기기에서 직접 로깅 

2- MSET-FO를 사용하여 로깅. 이 경우 6개의 기기(최대 64채널)에서 동시에 로깅할 수 있습니다. 

3- 로깅 속도: 초당 샘플 1개 이상 

4- 두 가지 로깅 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렬 RS-485 통신 포트는 표준 기능으로, Modbus 통신(산업 응용 분야)에 유용합니다. Modbus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32개의 기기를 함께 연결할 수 있습니다. Furthermore, DNP 3.0 and IEC 60870-5-101 serial 

protocols are also standard features for the MSENSE FO ECU-S instrument (
  

). 

 

MSENSE FO ECU-I 및 ECU-S에는 시스템 단락 릴레이(C형, 최대 5A)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릴레이는 사용자가 

프로그래밍할 수 없습니다. 

3.1 MSENSE FO 제품 설명 
이 매뉴얼에는 세 가지 제품이 작업 및 역할별로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제품 버전은 62.5 또는 200µ 

탐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 탐침2에 접속하려면 적절한 버전을 사용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2 62.5 및 200µ 시스템은 서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µ 기기는 200µ 탐침, 피드스루 및 연장 

케이블에만 접속됩니다. 62.5µ 탐침으로 접속하도록 구성된 기기에는 다음과 같은 스티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200µ 

호환 기기에는 스티커가 없음). 또한 62.5µ 탐침을 사용하는 경우, MSET-FO 소프트웨어 도구에서 적절한 탐침 

제조업체(LumaSense 또는 Fiso)를 선택하십시오.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9.3.1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3 문서 번호 MAN0008-KO-R19-LE © Copyright Rugged Monitoring Inc. 

 

이러한 세 가지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MSENSE FO ECU-S(  ): 일반적으로 변압기 마셜링 캐비닛에 영구 설치되는 완전한 기기입니다. 

최대 24개의 광채널이 포함되어 있으며 릴레이, 아날로그 출력, 스마트 통신 프로토콜이 포함된 이더넷 

인터페이스 등 여러 옵션이 함께 제공됩니다. 

• MSENSE FO 테스트 장치(  ): 변압기에 설치되었을 때 탐침 테스트를 위해 권장되는 배터리 작동형 

이동식 기기입니다. 

• MSENSE FO ECU-I(  ): Maschinenfabrik Reinhausen ETOS 시스템과 같은 고급 감시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하위 시스템입니다. 고급 기능은 일반적으로 ETOS 시스템에서 제공하므로, 

최소한의 기능만 포함됩니다. 

 

이 사용 설명서에서 “MSENSE FO” 이름은 세 가지 기기 모델을 모두 가리킵니다. 

3.2 MSENSE FO 제품 사양 
다음은 세 가지 MSENSE FO 모니터 기기의 가장 중요한 사양을 요약한 것입니다. 전체 제품 사양은 마케팅 제품 

브로셔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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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MSENSE FO ECU-S 사양(  ) 

 

분해능 0.1C 

정확도 ±1C 

보정된 온도 범위 
-45200C 

(특정 순서에 따라 확장 보정이 가능함) 

사용 가능한 온도 범위 -80~200C 

채널 수 8, 12 또는 16 

탐침 길이 1~500미터(이상) 

센서 GaAs 절연 에폭시 수지 팁이 달린 광섬유 탐침 

반응 시간 

일반적으로 채널당 0.2~0.5초 

(탐침 및 설정 구성에 따라 다름) 

최대 샘플링 속도는 ~5Hz(채널당)입니다. 

탐침 호환성 
모든 Maschinenfabrik Reinhausen 탐침(200µ 탐침만) 

대부분의 경쟁업체 200µ GaAs 탐침 

단위 C만(MSET-FO 소프트웨어에서 oF 선택 가능) 

데이터 로깅 옵션 

사용자가 제거할 수 있는 microSD 메모리 카드(4 또는 

8GB,  )에 로깅 

이더넷 및 로깅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제거 가능한 카드(미러링 

방식 로깅)와 함께 제거할 수 없는 메모리 카드가 제공됩니다. 

작동 온도 -40~72C, 비응축 

보관 온도 -4085C 

로컬 표시 

온도 판독값 및 다양한 사용자 정보의 표시 

6가지 값 표시, 추가 온도 값과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기 위해 

스크롤됩니다. 

아날로그 출력 옵션 
내부 모듈(4~20mA 및 0~10V), 프로그래밍 가능한 출력 8개 

포함 

릴레이 옵션 C형 릴레이 8개, 5A(VAC) 등급 

직렬 포트 
RS-485 포트(Modbus, DNP 3.0 및 IEC 60870-5-101) – 접지 

절연됨 

이더넷 옵션 
RJ45 – 고급 통신 프로토콜(IEC 61850, 이더넷을 통한 Modbus 

및 IEC 60870-5-104) 포함 

광섬유 통신 SFP 모듈을 이더넷 옵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력 24/48 VDC±10%, ~20와트 

펌웨어 업그레이드 가능성 
USB 포트( )(및 사용 가능한 경우 이더넷 포트)를 통해. 두 

가지 프로세서 모두 독립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크기 267L x 187W x 72H mm 

무게 0.8kg 

표준 인터페이스 마이크로 USB 커넥터( ) 

 

모든 기술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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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MSENSE FO 테스트 장치 사양(  ) 

 

분해능 0.1C 

정확도 ±1C 

보정된 온도 범위 
-45~200C 

(특정 순서에 따라 확장 보정이 가능함) 

사용 가능한 온도 범위 -80~200C 

채널 수 4 

탐침 길이 1~500미터(이상) 

센서 GaAs 절연 에폭시 수지 팁이 달린 광섬유 탐침 

반응 시간 

일반적으로 채널당 0.2~0.5초 

(탐침 및 설정 구성에 따라 다름) 

샘플링 속도는 ~5Hz(채널당)입니다. 

참고: 0.2초 획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획득 모드는 고정 시간 

획득 모드(비 AGC)여야 합니다. 

탐침 호환성 

62.5µ 또는 200µ 탐침이 있는 GaAs 탐침(주문 시 선택해야 함) 

대부분의 경쟁업체 GaAs 탐침(동일한 탐침 섬유 지름과 

일치해야 함) 

단위 C만(MSET-FO 소프트웨어에서 oF 선택 가능) 

데이터 로깅 사용자가 제공한 micro-SD 카드에, 1초 이상( ) 

작동 온도 -30~55C, 비응축 

보관 온도 -3065C 

로컬 표시 온도 판독값 및 다양한 사용자 정보의 표시 

표준 인터페이스 마이크로 USB 커넥터( ) 

전력 
5VDC(USB 포트, ), ~150mA(MSENSE FO 테스트 장치 

배터리가 충전 중인 경우 최대 500mA) 

내부 배터리 
2,500mA-h의 용량(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경우 약 10시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음) 

펌웨어 업그레이드 가능성 USB 포트( )를 통해 

크기 182L x 125W x 69Hmm 

무게 MSENSE FO 테스트 장치: 0.6kg. 

 

모든 기술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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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MSENSE FO ECU-I 사양(  ) 

 

분해능 0.1C 

정확도 ±1C 

보정된 온도 범위 -45~200C 

사용 가능한 온도 범위 -80~200C 

채널 수 8~12(200µ 탐침) 또는 8(62.5µ 탐침) 

탐침 길이 1~500미터(이상) 

센서 GaAs 절연 에폭시 수지 팁이 달린 광섬유 탐침 

반응 시간 

일반적으로 채널당 0.2~0.5초 

(탐침 및 설정 구성에 따라 다름) 

샘플링 속도는 ~5Hz(채널당)입니다. 

탐침 호환성 

62.5µ 또는 200µ 탐침이 있는 GaAs 탐침(주문 시 선택해야 

함) 

대부분의 경쟁업체 GaAs 탐침(동일한 탐침 섬유 지름과 

일치해야 함) 

단위 C만(MSET-FO 소프트웨어에서 oF 선택 가능) 

데이터 로깅 
사용자가 제거할 수 있는 microSD 메모리 카드(  )에 

로깅 

작동 온도 -40~72C, 비응축 

보관 온도 -4085C 

로컬 표시 

광채널당 상태 LED 1개(총 12개) 

정보 LED: 전원 켬/끔, 로깅 상태, TX/RX 통신, 경보(시스템 

장애라고도 함) 

릴레이 옵션 C형 릴레이 1개, 5A 등급 – 시스템 장애 

직렬 포트 RS-485 포트(Modbus 연결용) – 접지 절연됨 

전력 24/48 VDC±10%, ~10와트 

펌웨어 업그레이드 가능성 USB 포트( )를 통해 

크기 198L x 130W x 56H mm 

무게 0.7kg 

표준 인터페이스 마이크로 USB 커넥터( ) 

 

모든 기술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3 탐침 옵션 및 관련 액세서리 
다음 그림에는 선택적으로 Maschinenfabrik Reinhausen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탐침 구성 및 관련 액세서리가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크기 및 기타 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5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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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팟 변압기 탐침(디스크 포함 및 미포함): 

 

 

 

피드스루: 

 

 

탱크 월 플레이트: 

 

인터페이스 상자(I-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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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T 연장 케이블 

 

 
 

연장 케이블 번들도 제공됩니다. 

 

3.4 보정 
Your MSENSE FO thermometer comes factory calibrated. 경험에 따르면 전체 제품 수명 주기 동안 재보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ISO 회사 규정에 재보정이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 해당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실험실 응용 분야의 경우, 12개월 또는 성능 확인 결과 보정이 필요하다고 표시될 때마다 새 보정이 

표준입니다. NIST 추적 가능한 보정 인증서가 제공됩니다. 모든 보정이 공장에서 수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Maschinenfabrik Reinhausen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3.5 변압기 응용 
변압기 권선 모니터링은 MSENSE FO 기기의 가장 중요한 용도 중 하나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전력 변압기 관련 내용만 설명합니다. 유입식 전력 변압기를 사용할 때 적용해야 하는 탐침, 피드스루, 

연장 케이블의 설치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전력 변압기에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할 때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특정 변압기 제조업체의 설치 절차가 여기 설명된 정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 사항: 탐침 설치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변압기 제조업체에게 있습니다. Maschinenfabrik Reinhausen은 탐침, 

피드스루 및 연장 케이블 설치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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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장 풀기 

MSENSE FO 온도계를 사용하기 전에 상자 내용물을 점검하여 모든 항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패키지에는 

보통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MSENSE FO 기기 

• 사용 설명서(이 매뉴얼)(인쇄본 미포함,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PDF 문서로 제공됨). 인쇄본을 받으려면 

Maschinenfabrik Reinhausen에 문의하세요(service@reinhausen.com 또는 https://www.reinhausen.com/). 

• 보정 인증서 

 

옵션: 
• 전원 공급 장치 모듈(범용 입력: 100~240VAC, 50/60Hz). 

• 광섬유 온도 센서 탐침 

• 광섬유 연장 케이블 및 확장 번들 

• 광섬유 커플링 및 피드스루 

• 인터페이스 상자 

• MSET-FO 소프트웨어 패키지™(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목록에 있는 모든 항목을 받았고 양호한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운송 중에 험하게 취급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손상이 있으면 배송업체에 즉시 알리십시오. 부품이 누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유통업체에 

연락하십시오. 반품은 인증 번호(RMA)가 포함된 원래 포장 상태로 해야 합니다. 해당 유통업체가 상품 반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검사를 위해 모든 포장재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운송업체는 손상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용물을 

검사하고 꺼낸 후 재배송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포장재와 상자를 보관하십시오. 

4.1 수령한 탐침의 품질 검사 
새 탐침을 받았을 때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5.2.7절에 탐침 검사를 수행하는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mailto:service@reinhausen.com
https://www.reinhau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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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력 변압기를 위한 권장사항 

5.1 소개 
MSENSE FO 모니터에 대해 예상되는 주요 응용 분야가 유입식 변압기의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므로, 이 

장에서는 Maschinenfabrik Reinhausen이 이 모니터와 관련된 사용 및 응용 분야와 관련하여 수년 동안 얻은 정보와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장의 내용은 직접적인 전력 변압기 설치 경험과 IEEE 및 IEC에서 제공하는 이론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참고 사항: 이 장의 정보는 전력 변압기에 광섬유 센서를 처음 사용하는 엔지니어를 위해 제공됩니다. 각 

제조업체에는 대부분의 경우 해당 제조업체의 내부 기밀로 유지되는 자체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숙련된 사용자의 

경우, 여기에 제공된 정보를 내부 절차의 개선 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탐침 설치 절차 및 위치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변압기 제조업체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센서 위치는 

제조업체 엔지니어의 계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Maschinenfabrik Reinhausen은 MSENSE FO 기기 및 관련 

액세서리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2 탐침 설치 
변압기에 있는 권선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이 장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권선 설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권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어 유형 변압기(셸 유형 변압기도 제작되지만 훨씬 드뭅니다.) 

• 디스크 유형 권선. 이 권선에는 방사형 스페이서가 있습니다. 코어 유형 변압기의 경우 3가지 다른 유형의 

권선도 존재합니다. 

o 나선형 권선: 디스크 유형 권선과 거의 같으며 방사형 스페이서가 있습니다. 

o 레이어 권선: 저전압 권선의 경우 상당히 일반적이며 세로 스페이서가 있습니다. 탐침은 권선기에서 

설치해야 하며 권선 상단 가까이의 레이어 사이에 삽입해야 합니다(정확한 위치는 설계 엔지니어가 

확인합니다). 탐침은 (유입 오일에 의한 센서의 냉각을 피하기 위해) 판지 재료에 삽입한 다음 냉각 

도관에 끼워야 합니다. 

o 시트(또는 호일) 권선: 저전압 전용. 탐침 설치는 레이어 권선과 유사합니다. 

 

이 설명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코어 유형 변압기의 디스크 유형 권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Maschinenfabrik Reinhausen FO-Sensor 탐침은 다음의 두 가지 구성으로 제공됩니다. 

 

1- 디스크 포함. 디스크 버전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a. GaAs 감지 크리스털의 압축에 대해 뛰어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b. 설치하기 쉬우며(설치 기술이 덜 필요함) 스페이서에 탐침을 더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c. 올바른 센서 위치를 제공합니다(센서는 디스크의 중앙에 있음). 

d. 센서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도 뛰어난 견인력(80N 이상)을 제공합니다. 

e. 디스크가 탐침 팁을 스페이서에 확실하게 유지하므로 방사형 스페이서에 탐침 케이블을 끼울 필요가 

없습니다. 

f. 모든 탐침 설치와 권선이 아닌 위치에도 권장됩니다. 

2- 디스크 미포함. 이 버전은 오랫동안 판매되었기 때문에 일부 제조업체는 여전히 이 버전을 

선호합니다(디스크 탐침은 더 최근에 개발됨). 

 

Maschinenfabrik Reinhausen은 모든 응용 분야에 디스크 탐침을 권장합니다. 

 

다음 그림에는 FO-Sensor 탐침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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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탐침 설치 관련 권장사항 

탐침을 설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하십시오. 

• 항상 곡률 반경을 유지하십시오. 

o 최소 반지름은 8mm입니다. 구부러짐 횟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십시오. 

o 사용하지 않는 광케이블을 감는 경우 코일 지름이 250mm 이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 아무 곳에나 광케이블을 끼우지 마십시오. 

o 예외: 디스크가 없는 탐침을 사용하는 경우 탐침 케이블을 탐침 팁 가까이의 방사형 스페이서에 

끼워야 합니다. 

▪ 경고: 절대 팁 자체를 끼우지 마십시오! 탐침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디스크가 있는 탐침이 권장됩니다! 

• 감지 요소 가까이에 오일이 유입되지 않도록 탐침의 팁이 판지 재료나 크레이프지로 덮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오일이 유입되면 센서가 지나치게 냉각될 수 있습니다). 

• 항상 적합한 기기를 사용하여 탐침을 테스트하십시오(모든 Maschinenfabrik Reinhausen 기기는 탐침 

성능(%)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MSENSE FO 테스트 장치가 테스트에 권장됩니다. 권장되는 값은 탐침만의 

경우 100%, 탐침, 피드스루 및 연장 케이블의 경우 65%입니다. 테스트는 각 제조업체의 방식에 따라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압기 제조 중에는 5회 이상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o 수령 검사 

o 스페이서에 탐침 설치 

o 권선에 스페이서 설치 후 

o 건조 주기 전과 후 

o 탱크 주입 후(탱크 외부에서, 피드스루를 통해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여) 

 

5.2.2 탐침 커넥터 청소 

광섬유를 사용할 때는 항상 커넥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탐침에는 현장에서 

커넥터를 청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미리 적신 천"이 함께 제공됩니다. 축축한 천을 

사용하여 ST 커넥터 끝을 몇 초간 원을 그리면서 닦으십시오.  

 

탐침에는 항상 먼지 및 그리스 등 다른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리콘 캡이 함께 제공됩니다. 적절한 

기기(MSENSE FO 테스트 장치)를 사용하여 탐침을 테스트하거나 피드스루에 연결할 준비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탐침 커넥터에 이 캡을 씌워두도록 작업자를 교육해야 합니다. 

 

청소 방법이 다음 그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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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방사형 스페이서 준비 

다음 그림은 방사형 스페이서에 설치된 탐침(디스크 포함)의 예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설명된 절차는 최소 두께가 3mm인 스페이서에 적합합니다. 두께가 3mm보다 더 가는 스페이서에 탐침을 

설치하려면 Maschinenfabrik Reinhausen에 문의하십시오. 

 

 
 

스페이서는 다음과 같이 가공해야 합니다. 

• 설계 엔지니어가 계산한 위치에 지름이 9mm인 구멍을 뚫습니다. 

o 최적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위에 표시된 대로 스페이서 중앙에 구멍을 뚫으면 됩니다. 

o 디스크가 아닌 탐침을 설치하는 경우 구멍을 뚫으면 안 됩니다. 

• 위에 표시된 대로 너비가 ~3mm인 틈을 만들거나 (띠톱으로) 자릅니다. 

o 그림에 표시된 대로 각도(20~30o)를 주어 출구 틈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광케이블이 

스페이서에서 나갈 때 굽힘 응력이 감소합니다. 

• 또는 센서 근처에 오일이 유입되지 않도록 스페이서를 크레이프지로 쌀 수 있습니다. 

o 디스크가 아닌 탐침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이렇게 싸야 합니다. 

• 제안: 디스크가 아닌 탐침 버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주의해야 합니다. 

o 탐침 팁에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o 설치자가 광케이블을 당길 때 탐침 케이블이 구멍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구멍에 잘 끼워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케이블의 Teflon 피복은 고온에서 부드러워지므로 잘 끼워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항상 디스크 탐침 버전이 권장됩니다. 

 

3mm보다 두꺼운 스페이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여러 겹의 판지 재료를 사용하여 가운데 판지의 두께가 3mm가 

되도록 스페이서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탐침이 설치되는 위치에 틈과 구멍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두께가 

5mm인 스페이서의 경우 1mm 두께의 재료 2개와 (탐침이 설치된) 3mm 두께의 재료 1개를 사용하십시오. 모든 

재료를 샌드위치처럼 풀로 붙여야 합니다. 크레이프지로 쌀 수도 있습니다. (센서 주위로 오일이 유입되지 않도록) 

판지 재료의 바깥쪽 층에는 구멍을 뚫거나 틈을 자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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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권선에 스페이서 설치 

제조 공정에서 최대한 늦게 기존 스페이서 대신 (탐침이 미리 설치된) 수정된 스페이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계 엔지니어의 계산에 따라) 새 스페이서는 권선 온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선의 상단 

근처에 설치됩니다. 이 위치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권선 디스크 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권선 디스크 

사이입니다. 

 

쐐기를 사용하여 권선을 열고 스페이서를 뺀 후 수정된 새 스페이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5.2.5 다른 위치에 탐침 설치 

Maschinenfabrik Reinhausen FO-Sensor 탐침은 완전히 절연형이며 전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선의 온도를 감지하는 데 이상적이므로, 결과 온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변압기 절연 재료의 

열화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다른 위치에 탐침을 설치하는 데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심(이음쇠) 온도. 이 경우, 위에 설명된 대로 판지 샌드위치에 탐침을 미리 장착할 수 있습니다. 냉각 

도관에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 상단 오일. 이 경우, 일부 판지 샌드위치에도 탐침을 장착하고 권선 위에 고정해야 합니다. 

• 강철 내부 구조와 같은 기타 위치 

5.2.6 광케이블 라우팅 권장사항 

광케이블을 권선 밖으로 라우팅하는 경우 다음 2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고정점 2 개 사이의 탐침 케이블에 약간 느슨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 탐침 케이블이 고정된 위치에 특히 크레이프지가 사용되는 경우 케이블이 약간 느슨하게 조여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2.7 탐침 테스트 

탐침을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적의 전력 성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는 MSENSE FO 테스트 

장치가 권장됩니다. 

 

탐침에 직접 연결된 경우 전력 판독값은 100%여야 합니다. 판독값이 100% 미만이면 즉시 권선 및 광케이블 

라우팅에 설치된 탐침을 조사해야 합니다. 

 

탐침 및 연장 케이블 테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8.5 아래참조절을 참조하십시오. 

5.2.8 결론(탐침 설치). 

이 장에서 설명했듯이 Maschinenfabrik Reinhausen 탐침은 변압기 어디에나 장착할 수 있지만 Maschinenfabrik 

Reinhausen 탐침의 기본 목적은 권선의 핫스팟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이 탐침, 특히 디스크가 포함된 

버전은 매우 사용하기 쉽고 상당히 견고합니다. 따라서 변압기 제조업체에서 간단히 설치할 수 있고 변압기 운영자를 

위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5.3 피드스루 설치 권장사항 
이 절에서는 피드스루 설치에 관련된 권장사항을 설명합니다. 피드스루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는 불충분한 

조임으로 인한 누출입니다. 

 

• 배관 밀봉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Loctite 567 또는 3M Rite-Lok PS67 또는 P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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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월 플레이트에서 조이기 전에 여기 표시된 것처럼 피드스루 나사에 소량 바르십시오. 

 

조이기 전:                 조인 후:   

 

• "촉감"을 이용하여 여러 바퀴를 돌려 조이십시오. 

• NPT 나사를 사용하는 경우, 권장되는 토크 값을 지정할 수 없으므로 (배관공이 하는 것처럼) 촉감을 

이용하여 계속해야 합니다. 

• 제안되는 절차는 손으로 피드스루를 조인 다음 14mm 소켓에 맞춘 렌치를 사용하여 ~2바퀴 정도 더 

돌리는 것입니다. 

• 특히 밀봉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회전력을 가해야 합니다. 30cm 이상의 렌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출 관련 문제를 피하기 위해 Maschinenfabrik Reinhausen는 탱크 월 플레이트에 피드스루를 미리 설치하고 

압력을 가해 누출 여부를 테스트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3.1 피드스루 테스트 

피드스루를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압기 탱크 내부의 해당 탐침에 연결하는 것입니다(피드스루를 단독으로 

테스트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5.2.7 위참조절에 설명된 것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전력 백분율 판독값이 65% 

이상인 경우 모든 탐침-피드스루 조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3.2 피드스루 커넥터 청소 

피드스루는 격벽 구성으로 인해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피드스루의 양쪽 끝에 항상 제공된 캡을 씌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드스루 청소는 탐침 커넥터 청소(5.2.7절 참조)에 비해 조금 더 복잡하지만 개념은 비슷합니다. (커넥터 

청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미리 적신 천"과 청소용 면봉(보통 피드스루와 함께 제공됨)이 

필요합니다. 다음 두 그림에서 청소 절차를 보여줍니다. 

 

                    

5.4 탱크 월 플레이트(마운팅 플랜지) 설치 권장사항 
이 절에서는 탱크 월 플레이트(마운팅 플랜지라고도 함) 설치에 관한 권장사항을 설명합니다. 탱크 월 플레이트에는 

볼트로 접합하거나 용접된 다양한 장착 옵션이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볼트로 접합된 버전에는 O-링이 함께 

제공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트에 O-링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제공한 개스킷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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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트는 변압기 탱크의 벽 또는 변압기 상단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변압기 유효 부품 설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효 부품이 변압기 상단 커버에 부착된 설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탱크 월 플레이트가 변압기 상단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플레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플레이트를 변압기 벽에 설치하는 것이 더 좋으며, 이 경우 

인터페이스 상자 내부의 피드스루에 접근하기 위해 변압기를 정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5.4.1 볼트로 접합된 월 플레이트 설치 권장사항(O-링 포함) 

이 플레이트는 Viton O-링과 함께 제공됩니다. 

 

O-링 홈이 깨끗하고 O-링이 O-링 홈에 제대로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변압기 탱크의 정합면이 

깨끗하고 오일 누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긁힌 자국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적절한 장소에 볼트 8개를 용접해야 

하며 정합 너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기 전에 플레이트를 접합할 때 끼지 않도록 O-링이 

홈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5.4.2 볼트로 접합된 월 플레이트 설치 권장사항(O-링 미포함) 

이 유형의 플레이트를 설치하려면 사용자가 개스킷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개스킷은 동일한 변압기의 

다른 개스킷과 동일한 재질로 제작됩니다. . 

5.4.3 용접된 월 플레이트 설치 권장사항 

여기에서는 플레이트를 설치하기 위해 사용자가 플레이트를 변압기 탱크에 용접해야 합니다. 피드스루가 열로 

손상되지 않도록 용접 공정 후에 피드스루를 플레이트에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5.5 연장 케이블 설치 권장사항 
연장 케이블의 목적은 각 피드스루의 출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신호를 보통 변압기 마셜링 캐비닛 내부에 위치한 

MSENSE FO 기기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연장 케이블은 환경 요소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페이스 상자와 마셜링 캐비닛 사이에 (단단하거나 유연한) 금속 도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통 관 하나에 연장 

케이블(최소 지름 ~5cm)을 24개 이상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관을 통해 연장 케이블을 당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입선을 사용하는 것입니. 

 

단단한 관을 사용하는 경우 구멍이 있는 90o 엘보관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엘보관을 사용하면 연장 케이블을 

한 번에 한 부분씩 당길 수 있습니다. 케이블을 당길 때 케이블이 꼬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곡률 반경이 약 

3mm보다 작아지면 내부의 섬유가 끊어져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5.5.1 연장 케이블 테스트 

연장 케이블은 탐침을 테스트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테스트해야 합니다. 연장 케이블은 탐침-피드스루-연장-

케이블 조립품을 함께 테스트하는 경우에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연장 케이블을 단독으로 테스트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2.7 및 5.3.1절을 참조하십시오. 

5.6 인터페이스 상자 설치 권장사항 
인터페이스 상자의 목적은 피드스루와 연장 케이블을 환경 요소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상자는 글랜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바닥면에 구멍이 뚫려 있으며 연장 케이블을 라우팅할 수 있는 금속 도관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연장 케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5절을 참조하십시오. 

 

상자는 (나사산 취부 구멍이 있는) 호환 가능한 탱크 월 플레이트 위에 볼트로 접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볼트는 상자 패키지에 포함됩니다. 이 마운팅 볼트에 제안되는 회전력은 5lb-ft(~8N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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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니터(MSENSE FO) 설치 

이 장에는 다음 개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계적 설치 

• 전기 배선 

• 광섬유 센서 연결 

• USB 드라이버 설치(MSET-FO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함) 

• 첫 번째 측정하기 

 

각 MSENSE FO 기기 모델은 서로 다르므로, 아래 세 절에서 다른 정보가 제공됩니다. 해당 기기에 적용되는 절을 

선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6.1 MSENSE FO ECU-S 설치(  ) 

6.1.1 MSENSE FO ECU-S 기계적 설치 

다음 도면은 MSENSE FO ECU-S를 변압기 캐비닛 스윙 패널에 설치하거나 오목한 마운팅 플레이트에 볼트로 

접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계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MSENSE FO ECU-S 기기에는 최대 24개의 전체 광채널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인클로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MSENSE FO ECU-S에 광채널이 7개 이상이 있는 경우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스크롤되어 한 번에 6개의 채널이 

표시됩니다. 각 디스플레이 필드 상단에는 현재 표시 중인 채널을 나타내는 LED가 있습니다. 24-채널 버전의 경우, 

총 4번의 디스플레이 사이클 후 24개 채널이 모두 표시됩니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사이클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8.1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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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MSENSE FO ECU-S 전기적 설치 

이 도면은 모든 부품이 설치된 MSENSE FO ECU-S 기기에서 가능한 전기적 연결을 모두 보여줍니다. 

 
다음 커넥터는 MSENSE FO ECU-S에서 옵션으로 제공되는 기능에 의해 사용됩니다. 제공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릴레이 1~8(커넥터 3 및 4). 전류는 5Amp AC로 제한해야 합니다. 

• 아날로그 출력 1~8(커넥터 6 및 7) 

• 이더넷, 구리 RJ45(커넥터 10) 

• 이더넷, SFP 모듈, 섬유(커넥터 9) 

 

기기의 오른쪽에 있는 작은 구멍(위의 도면에 표시됨)이 2가지 기능을 보여줍니다. 

 

• 마이크로 USB 커넥터: MSET-FO 소프트웨어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microSD 메모리 카드 슬롯: 기기 내 온도 로깅을 위해 SD 카드(  )를 삽입할 수 있음3 . 기기에서 SD 

카드를 제거한 다음 PC 컴퓨터에서 USB 어댑터를 사용하여 SD 카드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은 

MSET-FO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PC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파일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카드를 제거할 때는 기기의 전원을 꺼서 로깅을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 이더넷 옵션이 있고 Maschinenfabrik Reinhausen에 microSD 메모리 카드 옵션을 주문한 경우, 이더넷 보드 

옵션에 있는 제거 불가능한 메모리 카드에서도 미러링된 데이터 로깅이 수행됩니다. 

 

• 카드가 MSENSE FO ECU-S 인클로저 안에 약간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microSD 카드(  )를 

제거했다가 삽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은 펜치를 사용하면 카드를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펜치는 

카드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사용하십시오. 

 

 

3  다소 비싸기는 하지만 Maschinenfabrik Reinhausen에서 microSD 메모리 카드(  )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Maschinenfabrik Reinhausen 카드는 온도 범위가 넓고 내구성이 높아 까다로운 산업 응용 분야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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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옵션이 있는 경우 장치와 함께 정합 커넥터가 제공됩니다. 

 

단자판을 배선할 때 다음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 전류와 전압은 5 A4 및 240 VAC로 제한해야 합니다(릴레이 사양에 의해 제한됨). 

• 전선 게이지 범위는 12~30AWG(0.2~2.5 mm)입니다. 

• 나사의 토크는 0.5~0.6Nm (4.4~5.3 Lb-In)이어야 합니다. 

• 권장되는 절연 피복 제거 길이: 7 mm 

• 표준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주름진 전선 페룰을 사용하여 느슨한 전선이 단락을 일으키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권장되는 핀 길이: 8mm). 

 

릴레이 1~8은 완전히 범용 릴레이이며 사용자가 (MSET-FO를 사용하여) 완전히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이 

릴레이는 공통 단자 하나, no(normally open) 단자 하나 및 nc(normally closed) 단자 하나가 있는 C형 

릴레이입니다. 이 릴레이는 MSENSE FO ECU-S의 전원을 켠 후 프로세서가 부팅되는 동안, 강제적으로 몇 초간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시스템 장애 릴레이는 "하드웨어에 내장"되고 사용자가 프로그래밍할 수 없는 A형 릴레이(접점 2개)입니다. MSENSE 

FO ECU-S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전원이 공급되거나 활성화됩니다. 이 릴레이에는 MSENSE FO ECU-S의 전원을 

켠 후 1초 안에 전원을 공급해야 합니다. 

MSENSE FO ECU-S 기기에는 접지 설비(  )가 포함됩니다. 시스템 접지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6.1.3 MSENSE FO ECU-S 아날로그 출력 

내부 아날로그 출력 옵션은 사용하기 쉽고 상당히 유연합니다. 아날로그 출력을 구성하려면 MSET-FO 소프트웨어를 

실행해야 합니다. 아래 9.3.4 아래참조절을 참조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설명 참조). 

• 전압 출력. 0~5V 또는 0~10V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접지 연결이 필요하므로, 전압 판독값에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접지 루프에 주의하십시오. 

• 전류 출력. 4~20mA가 산업 표준입니다. 접지 절연되므로(접지 루프 없음) 산업 응용 분야에 더 적합합니다. 

• 모든 출력은 완전히 프로그래밍 가능합니다. 

o 특정 광채널에 "고정" 할당되지 않습니다. 

o 한 출력에 여러 광채널의 온도 값(예: 여러 채널의 최소 또는 최대 온도 판독값)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o 각 채널에 대해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두 온도의 차이를 "범위"라고 합니다). 

o “오류 스타일”을 사용하면 해당 출력에 대해 온도가 판독되지 않는 경우 출력의 동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설정은 오류가 발생한 경우 높은 온도를 시뮬레이션하는 “최대값”입니다. 

 

다음 그림은 MSET-FO의 아날로그 출력 탭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9장(MSET-FO)을 참조하십시오. 

 

 

6.1.4 MSENSE FO ECU-S 이더넷 포트(옵션) 

이더넷 옵션은 일반적으로 구리 표준 RJ45 커넥터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 옵션은 MSENSE FO ECU-S에 다음과 

같은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4 DC 상태의 전류 제한은 대략 0.2A, 240VDC로, 훨씬 더 낮습니다. 



 

29 문서 번호 MAN0008-KO-R19-LE © Copyright Rugged Monitoring Inc. 

• IEC 61850 통신 프로토콜 지원 

• 이더넷을 통한 Modbus 통신 프로토콜 지원 

• IEC 60870-5-104 통신 프로토콜(이더넷) 

 

이더넷 광섬유 통신은 SFP 모듈 추가를 통해 지원됩니다. SFP 모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키피디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Small_form-factor_pluggable_transceiver. 

 

두 이더넷 연결(RJ45 및 광섬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탁월한 수준의 통신 안정성이 

제공됩니다. 

6.2 MSENSE FO 테스트 장치 설치( ) 

MSENSE FO 테스트 장치는 보정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됩니다. 아래 그림은 MSENSE FO 테스트 

장치의 기본 보기를 (전기적 연결부가 있는) 상단 및 측면 보기와 함께 보여줍니다. 

 

내부 배터리가 전원에 연결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충전되도록 테스트 장치를 몇 시간 동안 전원에 

연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3 MSENSE FO ECU-I 설치(  ) 

6.3.1 MSENSE FO ECU-I 기계적 설치 

다음 도면은 MSENSE FO ECU-I를 인클로저에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계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MSENSE FO ECU-I 기기에는 200µ 탐침의 경우 8개 또는 12개, 62.5µ 탐침의 경우 8개의 전체 광채널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인클로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상태 
ST 커넥터 

Micro-SD 메모리 슬롯 

USB 포트(  

https://en.wikipedia.org/wiki/Small_form-factor_pluggable_trans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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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채널당 하나의 LED가 있습니다. 이 LED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 꺼짐: 채널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녹색: 온도가 정상적으로 판독되며 광신호가 양호합니다. 

• 빨간색: 온도를 판독할 수 있지만 전력 수준이 65% 미만입니다. 이 백분율 값을 해석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8.5절을 참조하십시오. 

• 빨간색으로 깜박임: 활성화된 채널에서 온도를 판독할 수 없는 경우(예: 탐침이 없거나 손상됨) 

• 깜박임을 중단하려면 양호한 탐침을 사용하거나 이 채널을 비활성화하십시오. 

6.3.2 MSENSE FO ECU-I 전기적 설치 

이 도면은 모든 부품이 설치된 MSENSE FO ECU-I 기기에서 가능한 전기적 연결을 모두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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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D 메모리 카드 슬롯: 기기 내 온도 로깅을 위해 SD 카드(  )를 삽입할 수 있음5. 기기에서 SD 카드를 

제거한 다음 PC 컴퓨터에서 USB 어댑터를 사용하여 SD 카드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파일은 MSET-FO를 

사용하여 PC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파일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카드를 제거할 때는 

기기의 전원을 꺼서 로깅을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옵션이 있는 경우 장치와 함께 정합 커넥터(단자판)가 제공됩니다. 

 

단자판을 배선할 때 다음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 전류와 전압은 5A6 및 240VAC로 제한해야 합니다(릴레이 사양에 의해 제한됨). 

• 전선 게이지 범위는 12~30AWG(0.2~2.5mm)입니다. 

• 나사의 토크는 0.5~0.6Nm(4.4~5.3 Lb-In)이어야 합니다. 

• 권장되는 절연 피복 제거 길이: 7mm 

• 표준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주름진 전선 페룰을 사용하여 느슨한 전선이 단락을 일으키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권장되는 핀 길이: 8mm). 

 

 
5 다소 비싸기는 하지만 Maschinenfabrik Reinhausen에서 microSD 메모리 카드( )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Maschinenfabrik Reinhausen 카드는 온도 범위가 넓고 내구성이 높아 까다로운 산업 응용 분야에 적합합니다. 
6 DC 상태의 전류 제한은 대략 0.2A, 240VDC로, 훨씬 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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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애 릴레이는 "하드웨어에 내장"되고 사용자가 프로그래밍할 수 없는 C형 릴레이(접점 3개)입니다. MSENSE 

FO ECU-I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전원이 공급되거나 활성화됩니다. 정상 작동 조건에서 이 릴레이에는 MSENSE 

FO ECU-I의 전원을 켠 후 1초 안에 전원을 공급해야 합니다. 

MSENSE FO ECU-S 기기에는 접지 설비(  )가 포함됩니다. 시스템 접지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6.3.3 RS-485 직렬 포트 

각 MSENSE FO 기기(  및  )에 있는 직렬 RS-485 포트는 슬레이브 포트(Modbus, IEC 60870-5-101 

또는 MSENSE FO ECU-S 기기용 DNP 3.0,  )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MSET-FO를 사용하여 

파라미터(전송 속도, 패리티 등)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포트는 테스트 장치 기기를 제외하고 접지 절연됩니다. 

포트는 2W 구성(반이중, 2선) 또는 4W 구성(전이중, 4선)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기와 함께 포함된) 정합 커넥터는 Phoenix 부품 # 1827622 또는 Digikey 부품 # 277-8837-ND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Maschinenfabrik Reinhausen에 문의하십시오. 

 

권장사항: 절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Modbus 통신을 PC 컴퓨터에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Maschinenfabrik 

Reinhausen은 B&B Electronics(웹사이트: http://www.bb-elec.com/USOPTL4)의 USOPTL4 모델 또는 동등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권장사항: 통신 케이블의 한 쪽 끝에 하나씩 두 개의 터미네이션 저항기(120Ω)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높은 

전송 속도에서 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다음 도면은 Modbus 통신 기술(4W 및 2W)의 경우 일반적인 배선의 예를 보여줍니다. 

 

 

http://www.bb-elec.com/USOPT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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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RS-485 직렬 연결 테스트 

6.4.1 Modbus 연결 테스트 

ModScan은 RS-485 직렬 Modbus 연결을 테스트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ModScan 사용은 한 가지 제안일 

뿐이며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솔루션을 사용해도 됩니다. ModScan은 https://www.win-

tech.com/html/demos.ht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일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는 

WinTech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직렬 포트의 COMx 포트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포트 번호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표시된 대로 PC에서 

장치 관리자를 호출하는 것입니다(이 예의 경우 COM4).  

 

 
 

(위에 표시된) 목록의 포트 항목은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직렬 포트가 감지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위의 예에서는 

직렬 포트가 COM4임이 확인됩니다. 이 정보는 ModScan에 연결할 때 필요하므로 적어두십시오. 

 

아래 9.1.1.1 아래참조절에 설명된 것과 다른 직렬 드라이브를 로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MSENSE FO에는 

서로 다른 2개의 통신용 직렬 COM 포트가 필요합니다. 

• USB 통신용 1개 ( ) 

• Modbus 통신용 1개 

 

ModScan의 상단 툴바에서 연결을 선택한 다음 연결을 선택하여 이 설정 창으로 이동하십시오. 

https://www.win-tech.com/html/demos.htm
https://www.win-tech.com/html/demo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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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창이 표시됩니다. 이 예에서는 8개의 온도 값을 표시합니다(아래 그림 참조). 이렇게 하려면 다음 

파라미터가 올바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주소. 온도 채널 #1의 주소는 16진수 0181(전체 Modbus 레지스터 설명은 10장 참조) 또는 10진수 

385입니다. ModScan은 (0이 아니라) 1부터 레지스터를 카운트하므로 385에 1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에서 시작 주소는 386입니다. 

• 길이. 8개의 채널을 읽으려고 하므로 이 값은 8이어야 합니다. 

• 장치 ID. 기기 식별자(노드 주소)로, 1과 247 사이의 숫자여야 합니다. 기기에 부여한 ID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 ID를 설정하려면 MSET-FO를 사용하십시오. 

• Modbus 레지스터 유형. 온도 값은 "입력 레지스터" 유형 레지스터입니다. 

• 그림에 표시된 것과 같이 표시된 온도 값에 100을 곱합니다. -302 값은 이 채널이 비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하며 -303은 해당 채널에 대해 탐침이 감지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에 2개의 탐침(채널 2 

및 3)만 연결되었습니다. 

 

 

6.4.2 IEC 60870-5-101 직렬 연결 테스트(  ) 

Modbus 대신 RS-485 포트를 통한 데이터 교환을 위해 IEC 60870-5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EC 60870-

5 데이터 구조는 12장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6.4.3 DNP 3.0 직렬 연결 테스트(  ) 

Modbus 대신 RS-485 포트를 통한 데이터 교환을 위해 DNP 3.0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NP 3.0 데이터 

구조는 12장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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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MSENSE FO 기기 처음으로 사용하기 
첫 번째 온도 측정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MSENSE FO 기기의 광커넥터 더스트 캡을 제거합니다. 

 

• 탐침 커넥터의 더스트 캡을 제거합니다. 

 

• 각 탐침 커넥터를 MSENSE FO의 센서 커넥터에 삽입합니다. 두 개의 정합 부품이 제대로 정렬되었는지 

확인하고 커넥터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단단히 조입니다. 참고 사항: 이 커넥터에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 MSENSE FO(ECU-I 및 ECU-S 기기의 경우 24~48VDC, 테스트 장치의 경우 5V USB 전원, )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몇 초 안에 기기에 온도 값이 표시되며, MSENSE FO ECU-I 모델의 경우 탐침이 있는 

광채널에 해당하는 LED가 녹색으로 바뀝니다.  

 

• MSENSE FO ECU-I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온도 값을 얻으려면 MSET-FO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9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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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지보수 및 문제 해결 

MSENSE FO 기기는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셜링 캐비닛에 설치한 후에는 

MSENSE FO 기기에 연결된 연장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 후 이 기기에는 어떠한 

유지보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MSENSE FO 기기에는 최종 사용자가 교체하거나 수리 가능한 어떠한 부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당사의 서비스 부서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3.5절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표에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7.1 MSENSE FO ECU-S 기기 (  ) 

 

전원 LED 꺼짐 • 외부 24~48VDC 전원이 없습니다. 

• 3핀 전원 커넥터가 잘못된 소켓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보 LED가 켜짐(장애 릴레이) • 기기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전원을 껐다가 (몇 초 후) 다시 켜 봅니다. 

온도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음 • 탐침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 기기가 테스트 중인 탐침의 지름(62.5 또는 200µ)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전체 탐침 연결고리(탐침, 피드스루, 연장 케이블)를 확인합니다. 

• 모든 광커넥터를 청소해 봅니다. 

• 이 채널이 비활성화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광출력 백분율이 65% 미만임 • 탐침 광신호가 약합니다. 

• 모든 광커넥터를 청소해 봅니다. 

Modbus 통신이 작동하지 않음 • 기기의 Modbus 통신 파라미터(전송 속도, 패리티 및 노드 주소)가 

올바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케이블 배선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USB 통신이 작동하지 않음 • FTDI 직렬 드라이버가 설치되지 않거나 올바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해 봅니다. 9.1.1.1절을 참조하십시오. 

로깅이 작동하지 않음 • Micro-SD 카드가 손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PC에서 카드를 

읽어봅니다. 손상된 경우 Windows에서 파일 시스템을 복구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7.2 MSENSE FO 테스트 장치 기기 (  ) 

 

전원 LED 꺼짐 • 외부 5VDC 전원이 없고 배터리가 방전되었습니다. 

온도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음 • 탐침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 기기가 테스트 중인 탐침의 지름(62.5 또는 200µ)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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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탐침 연결고리(탐침, 피드스루, 연장 케이블)를 확인합니다. 

• 모든 광커넥터를 청소해 봅니다. 

• 이 채널이 비활성화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광출력 백분율이 65% 미만임 • 탐침 광신호가 약합니다. 

• 모든 광커넥터를 청소해 봅니다. 

Modbus 통신이 작동하지 않음 • 기기의 Modbus 통신 파라미터(전송 속도, 패리티 및 노드 주소)가 

올바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케이블 배선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USB 통신이 작동하지 않음 • FTDI 직렬 드라이버가 설치되지 않거나 올바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해 봅니다. 9.1.1.1절을 참조하십시오. 

로깅이 작동하지 않음 • Micro-SD 카드가 손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PC에서 카드를 

읽어봅니다. 손상된 경우 Windows에서 파일 시스템을 복구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7.3 MSENSE FO ECU-I 기기 (  ) 

 

전원 LED 꺼짐 • 외부 24~48VDC 전원이 없습니다. 

• 3핀 전원 커넥터가 잘못된 소켓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보 LED가 켜짐 • 기기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전원을 껐다가 (몇 초 후) 다시 켜 봅니다. 

지정된 채널의 채널 LED가 

꺼짐 

• 탐침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 기기가 테스트 중인 탐침의 지름(62.5 또는 200µ)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합니다.전체 탐침 연결고리(탐침, 피드스루, 연장 

케이블)를 확인합니다. 

• 모든 광커넥터를 청소해 봅니다. 

• 이 채널이 비활성화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지정된 채널의 채널 LED가 

빨간색임 

• 탐침 광신호가 약합니다. 

• 모든 광커넥터를 청소해 봅니다. 

Modbus 통신이 작동하지 않음 • 기기의 Modbus 통신 파라미터(전송 속도, 패리티 및 노드 주소)가 

올바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케이블 배선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USB 통신이 작동하지 않음 • FTDI 직렬 드라이버가 설치되지 않거나 올바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해 봅니다. 9.1.1.1절을 참조하십시오. 

로깅이 작동하지 않음 • Micro-SD 카드가 손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PC에서 카드를 

읽어봅니다. 손상된 경우 Windows에서 파일 시스템을 복구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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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SENSE FO 온도계 하드웨어 참조 

8.1 MSENSE FO ECU-S 참조(  ) 

8.1.1 디스플레이 및 키워드 설명 

디스플레이에는 7개의 다른 메뉴 화면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메뉴” 키를 눌러 한 화면에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 4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메뉴 화면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메뉴 키. 이 키를 사용하면 여러 메뉴를 순환하거나 하위 메뉴에서 상위 메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위/아래 화살표 키. 이 키를 사용하면 해당 파라미터가 깜박이는 경우 구성 파라미터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키. 특정 메뉴로 전환하거나 화면 간을 순환하거나 구성 가능한 파라미터 간을 순환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7가지 메뉴 화면의 설명: 

 

1- 온도 메뉴. 기본 화면은 온도 화면으로, 최대 6개의 온도 값이 표시됩니다. 채널이 7개 이상인 기기의 경우, 

모든 채널이 표시될 때까지 다음 6개의 채널을 표시하기 위해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스크롤됩니다(24개 

채널의 경우 최대 4회의 스크롤 사이클). 각 디스플레이 창의 LED는 표시 중인 채널을 나타냅니다. 

a.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사이클이 추가되어 오류 메시지가 연속적으로 표시됩니다. 다음 절을 

참조하십시오. 

2- 정보 메뉴. 시스템 정보 메뉴는 4단계로 제공됩니다. 

a. 첫 번째 화면: 모델 번호 및 채널 수 

b. 두 번째 화면: 펌웨어 버전 및 장치 일련 번호 

c. 세 번째 화면: 기기 보정 날짜 

d. 네 번째 화면: 기기 셀프테스트 결과 

3- 설정 메뉴.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읽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날짜 

i. 경고: MSENSE FO ECU-S는 전원(24~48VDC)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약 10일 후 날짜 및 

시간 정보가 삭제됩니다. 

b. 시간. MSENSE FO ECU-S는 시간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c. 정지: 0~9. 이 값은 마지막 유효 판독 후 "정지" 횟수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신호가 약한 탐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0" 값이 적절합니다. 신호가 약한 탐침을 사용하는 경우 탐침이 "판독하지 

않음"에서 "판독 중"으로 바뀌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값은 온도계가 폐기되기 전에 

수행하는 판독 사이클의 수를 나타냅니다. 

d. AGC: ON 또는 OFF. 최상의 속도를 얻으려면 이 값이 OFF여야 합니다. 연장 케이블과 피드스루를 

사용하는 경우(일반적으로 변압기 응용의 경우)와 같이 신호가 더 약한 탐침을 사용하는 경우 ON 

위치가 권장됩니다. 

e. 로깅: 활성화됨 또는 비활성화됨. 권장사항: 이 설정은 항상 "활성화됨"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기기에 

microSD 카드(  )가 삽입되면 로깅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f. 로깅 속도(microSD 카드에). 참고: MSET-FO 소프트웨어도 독립적으로 온도를 로깅할 수 있으며, 

다른 로깅 속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채널 메뉴. 이 메뉴를 사용하면 특정 채널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채널이 

활성화되지만, 하나 또는 몇 개의 탐침에서 빠른 갱신 속도를 원하는 경우 사용되지 않는 채널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7. 

5- 신호 메뉴. 이 값은 각 센서의 전력 수준을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탐침의 경우 판독값이 

100%여야 합니다. 이 "%" 판독값을 해석하는 방법은 8.5절을 참조하십시오. 

6- 직렬 포트 메뉴. 여기에서 RS-485 직렬 포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7 MSENSE FO ECU-S는 활성화된 모든 채널을 순차적으로 연속 스캔합니다. 각 채널의 획득 시간은 약 0.2초(고정 

게인, AGC OFF)에서 최대 0.8초(AGC ON)로, 채널 24개를 모두 갱신하는 데 약 5초에서 최대 12초가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채널을 비활성화하면 전체 갱신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39 문서 번호 MAN0008-KO-R19-LE © Copyright Rugged Monitoring Inc. 

a. 프로토콜 선택(Modbus, DNP3, 60870) 

b. 전송 속도 

c. 패리티 

d. 주소. Modbus 프로토콜의 경우, 이 MSENSE FO ECU-S 기기의 노드 주소입니다. 

7- 이더넷 메뉴. 여기에서 이더넷 IP 주소(RJ45 및 SFP)를 읽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는 MSENSE FO 

ECU-S 기기에 이더넷 옵션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경보 메뉴. 여기에서 모든 래치형 경보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보가 함께 재설정되며, 하나만 

재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파라미터는 MSET-FO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8.1.2 시스템 오류 

MSENSE FO ECU-S 내부 프로세서에 의해 시스템 오류가 감지되는 경우, 온도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추가 

사이클로 표시됩니다.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표시된 오류 코드는 동시에 여러 오류를 표시할 수 있는 16진수 숫자입니다(단일 숫자 코드를 구성하기 위해 개별 

오류 코드가 추가됩니다). 가능한 오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 설명 

0001 메모리를 읽을 수 없음 

0002 메모리 손상됨, 치명적인 오류 

0004 메모리 손상됨, 기본 파라미터 사용됨 

0008 광학 보정 잘못됨 

0010 모듈 # 1에 광학 오류 

0020 모듈 # 2에 광학 오류 

 

내부 센서 2개(광센서 1개와 전자 센서 1개)를 비교할 때 정확도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 

광학 오류(코드 0010 및 0020)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8.2 MSENSE FO 테스트 장치 참조(  ) 

8.2.1 디스플레이 설명 

장치는 켜기/끄기 키(  )를 일시적으로 눌러 켤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4개의 서로 다른 화면 내용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메뉴” 키를 눌러 한 화면에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화면은 온도 화면으로, 여기 표시된 것과 같이 최대 8개의 온도 값이 표시됩니다(이 사진은 4-채널 

기기에서 촬영되었기 때문에 4개의 온도 값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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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당 채널에 대해 오프셋이 프로그래밍된 채널 판독값에는 (위의 채널 #1에 표시된 것처럼) 이중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2- 백분율 화면으로, 각 센서의 전력 수준이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탐침의 경우 판독값이 100%여야 

합니다. 이 "%" 판독값을 해석하는 방법은 8.5절을 참조하십시오. 

3- 활성화 화면. 이 화면을 사용하면 특정 채널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채널이 활성화되지만, 하나 또는 몇 개의 탐침에서 빠른 갱신 속도를 원하는 경우 사용되지 않는 채널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8. 

4- 설정 화면. 화면에서 이동하려면 “확인” 버튼을 사용하여 필드 간에 이동하거나 화살표 키 2개를 사용하여 

깜박임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십시오. 이 화면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a. 날짜 및 시간 

i. 참고 사항: MSENSE FO 테스트 장치는 전원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약 10일 후 날짜 및 시간 

정보가 삭제됩니다. 

b. 로깅 상태, 정보만. 로깅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설정 메뉴에 있지 않을 때 "확인" 버튼을 

누르십시오. 

c. 로깅 속도(microSD 카드 에). 참고: MSET-FO도 독립적으로 온도를 로깅할 수 있으며, 다른 

로깅 속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d. AGC: ON 또는 OFF. 최고의 속도를 얻으려면 이 값이 OFF여야 합니다. 연장 케이블과 피드스루를 

사용하는 경우(일반적으로 변압기 응용의 경우)와 같이 신호가 더 약한 탐침을 사용하는 경우 ON 

위치가 권장됩니다. 

e. 정지: 0~9. 이 값은 마지막 유효 판독 후 "정지" 횟수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신호가 약한 탐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0" 값이 적절합니다. 신호가 약한 탐침을 사용하는 경우 탐침이 "판독하지 

않음"에서 "판독 중"으로 바뀌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값은 온도계가 폐기되기 전에 

수행하는 판독 사이클의 수를 나타냅니다. 

 

설정 화면이 다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파라미터는 MSENSE FO 테스트 장치 패널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파라미터를 설정하려면 MSET-FO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8  MSENSE FO 테스트 장치는 활성화된 모든 채널을 순차적으로 연속 스캔합니다. 각 채널의 획득 시간은 약 

0.2초(고정 게인, AGC OFF)~0.4초(AGC ON)로, 채널이 8개인 시스템을 갱신하는 데 약 1~4초가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채널을 비활성화하면 전체 갱신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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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S-485 직렬 포트 및 Modbus 파라미터 

2- 채널 이름 지정 

8.2.1.1 MSENSE FO 테스트 장치 배터리 충전 상태 

MSENSE FO 테스트 장치 패널에는 2가지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LED 표시등이 있습니다. 

• 노란색: 배터리가 충전 중일 때(아직 완전히 충전되지 않음) 

• 녹색: 완전히 충전되었을 때 

8.3 MSENSE FO ECU-I 참조 (  ) 

8.3.1 MSENSE FO ECU-I 디스플레이 설명 

MSENSE FO ECU는 높은 수준의 시스템에 설치되는 OEM 모듈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MSENSE FO 

ECU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시적인 피드백은 상당히 제한됩니다. MSENSE FO 기기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다음 장에 설명된 MSET-FO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십시오. 

 

MSENSE FO에는 다음과 같이 총 16개의 LE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광채널은 네 가지 상태 중 하나를 표시할 수 있는 하나의 LED에 연결됩니다. 

o 꺼짐: 채널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o 녹색: 양호한 탐침이 감지되는 경우(전력 수준 65% 이상) 

o 빨간색: 약한 광신호(전력 수준이 65% 미만)를 보이는 탐침이 감지되는 경우 

o 빨간색으로 깜박임: 활성화된 채널에서 온도를 판독할 수 없는 경우(예: 탐침이 없거나 손상됨) 

깜박임을 중단하려면 양호한 탐침을 사용하거나 이 채널을 비활성화하십시오. 

• 전원 켜짐/꺼짐 

• 로깅 상태: 로깅 중인 경우 파란색 

• TX/RX RS-485 통신 포트 상태. 이 LED는 데이터가 전송된 경우 빨간색, 데이터가 수신된 경우 녹색으로 

잠시 깜박입니다. 

• 경보. 기기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 메인 프로세서가 정상적으로 시작하고 실행할 수 없는 경우 이 

LED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8.4 로깅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방법 

온도 데이터를 로깅하려면 카드 슬롯에 microSD 카드(  )를 삽입해야 합니다. 이 카드는 FAT 또는 exFA로 

포맷팅해야 하며, 최대 2TB(이론상)가 지원됩니다. 카드를 제거할 때는 기기의 전원을 꺼서 로깅을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새 로깅이 시작될 때마다 설정된 파일 

이름(YYMMDD_HHMMSS.csv)의 새 파일이 생성됩니다. 

 

로깅된 데이터를 읽으려면 MSENSE FO에서 카드를 제거한 다음 PC에서 적절한 microSD 카드 리더를 사용하여 

읽어야 합니다. .csv 파일을 열 때 Excel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Excel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해야 합니다. 데이터 

파일을 MSET-FO를 사용하여 PC로 전송할 수 있지만 대형 파일의 경우 전송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정보: -302는 이 채널이 비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하며 -303은 해당 채널에 대해 탐침이 감지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csv 파일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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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 65,000개 항목(행)에 도달하면 파일이 닫히고 현재 생성 날짜와 시간이 반영된 이름을 사용하여 새 파일이 

생성됩니다. 

 

정보: 드물지만 microSD 카드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MSENSE 기기를 자주 켜거나 끄면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microSD 카드가 기기에 제대로 삽입되어 있는데도 로깅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으면, 

PC 컴퓨터에서 카드를 읽어보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Windows에서 카드 파일 시스템을 복구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8.5 “%” 결과 해석 
MSENSE FO 시스템에는 탐침 신호 강도 또는 신호 품질 지수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는 백분율 값으로 표현됩니다. 100%가 가장 높은 점수, 0%는 신호 없음(탐침이 없거나 손상됨)을 

의미합니다. 탐침의 % 판독값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기 패널에서 전력 수준이 65% 미만인지 또는 그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65% 미만인 경우 

LED가 빨간색, 65% 이상인 경우 녹색으로 바뀝니다. 

2- MSET-FO에서 “온도 테이블 보기 모드”(데이터 탭)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9.2절을 참조하십시오. 

3- 직렬 프로토콜(예: Modbus)을 사용하여 읽을 수도 있습니다. 

 

커넥터가 더러우면 탐침 전력 강도가 낮아집니다. 탐침 성능을 평가하기 전에 항상 광섬유 연결부가 깨끗한지 

확인하십시오. 

 

연장 케이블 및 피드스루가 설치된 경우 “AGC” 자동 게인 기능을 켜는 것이 좋습니다. 기기 패널 또는 MSET-

FO에서 AGC 설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참고: MSET-FO에서는 “AGC 없음” 모드를 일반 탭에서 “고정 

시간”이라고 합니다. AGC 기능을 켜면 획득 시간이 느려집니다. 따라서 빠른 획득을 위해서는 AGC 기능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변압기 응용의 경우 항상 AGC를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을 기반으로 피드스루와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65% 이상의 전력 값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탐침만 테스트하는 경우 전력 값이 100%여야 합니다. 

 

참고 사항: 이 값은 근사값이며 기기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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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SET-FO 소프트웨어 설명 

MSET-FO 소프트웨어는 기기 파라미터를 제어하는 방식과 온도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식의 편리한 보완 방법을 

제공하므로, 특히 MSENSE FO 사용자에게 유용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기기 패널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설정해야 

하는 광채널 및 릴레이 파라미터와 같은 다양한 파라미터를 로드하는 보다 친숙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6 개의 호환 기기(MSENSE FO ECU-S, MSENSE FO 테스트 장치 및 MSENSE FO ECU-I)에서 최대 

64 개 채널의 온도 정보 표시 

o 결과를 그래픽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o 기기 자체에 있는 로깅 기능과 별도로 Windows 파일에 온도를 로깅할 수 있습니다. 

• 광채널 및 관련된 제어 파라미터 초기화 및 관리 

• “가상” 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PC 에 물리적 기기를 연결하지 않고 기기 구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기기 간에 구성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기능 

9.1 설치 및 초기 작동 

9.1.1 MSET-FO 소프트웨어 설치 

9.1.1.1 USB 직렬 드라이버 설치 

MSET-FO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 USB 링크( )를 통해 기기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직렬 

드라이버(FTDI)가 설치됩니다. 직렬 드라이버는 일반적으로 설치 과정에서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이 드라이버가 이미 

설치된 경우(예를 들어 MSET-FO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때) 이 드라이버 설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9.1.1.2 MSET-FO 소프트웨어 설치 

Maschinenfabrik Reinhausen 웹사이트(https://www.reinhausen.com/downloads)에서 MSET-FO의 사본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액세스를 요청해야 합니다. support@reinhausen.com에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설치 프로그램만 실행하면 됩니다(압축 해제가 필요하지 않음).  

 

참고 사항: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새 버전을 설치하려면 먼저 이전 버전을 제거해야 합니다. Windows 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 및 기능”을 사용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창이 표시됩니다(첫 번째 그림). 다음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MSET-FO가 설치될 위치를 사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두 번째 그림). 다음을 클릭합니다. 설치를 클릭하여 설치 과정을 시작합니다. 

 

       
 

https://www.reinhausen.com/downloads
mailto:support@reinhau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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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MSET-FO를 설치하기 위해 인터넷에 연결할 필요는 없지만, NET Framework 4.7.2 도구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MSET-FO의 현재 버전은 Windows-10을 사용하여 완전히 테스트되었습니다. 

 

기기(최대 6개)를 PC에 연결합니다. 각 기기에 자체 USB 포트( )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USB 허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SET-FO를 실행할 때 기기가 연결되지 않거나9 USB 링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드라이버 설치 오류, 케이블 장애 

등) 다음과 같은 창이 열립니다. 

 

 
 

MSENSE FO가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다음 창이 표시됩니다. 

 

 
9 이 장에 제공된 대부분의 스크린샷에는 MSENSE FO ECU-I 로고가 표시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크린샷은 모든 

MSENSE FO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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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ET-FO는 몇 가지 언어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이 창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작동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모드: 온도 값을 숫자 또는 추세 형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는 최대 6개의 연결된 기기 

온도가 표시됩니다. 데이터를 로깅하는 경우 모든 기기의 모든 온도가 단일 파일에 로깅됩니다. 

 

• 구성 모드: 선택한 기기를 (한 번에 하나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작동 모드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9.2 데이터 모드(온도 획득) 
위에 표시된 대로 (왼쪽의 상단 메뉴 표시줄에서) 데이터를 클릭하면 기기가 데이터 모드로 전환되어 연결된 모든 

기기에서 계속 온도 데이터를 획득합니다. 이 결과는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8-채널 기기, 4개만 탐침이 연결됨). 

 

 
 

데이터 모드로 이동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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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에는 모든 온도가 숫자 형식(oC 또는 oF)으로 표시됩니다. 온도 단위를 변경하려면 일시적으로 획득을 중지해야 

합니다. 메뉴에서 최대/최소 또는 추세를 선택하는 경우, 동일한 데이터를 그래픽 형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9.2.1 PC 파일에 데이터 로깅 

데이터 모드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PC 파일에 로깅할 수 있습니다. 창 하단의 로깅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표시된 대로 파일 열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파일은 아래 표시된 대로 Excel에서 읽을 수 있는 .csv 파일입니다. 

 

 
 

PC에서 microSD 카드(  )를 다시 읽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4절을 참조하십시오. 

9.3 장치 구성 모드 
구성할 기기의 기기 일련 번호를 클릭합니다(기기 목록은 이 창의 왼쪽 창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메뉴 표시줄에서 

구성을 클릭합니다. 다음 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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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구성 모드로 전환하면 모든 온도 획득이 중지되므로 PC 파일 로깅 또는 그래프 작성이 중단됩니다.  

 

몇 초 후에는 구성 창이 채워지고 원하는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밝은 회색으로 표시되는 일부 필드는 

정보만 제공하며 변경할 수 없음). 새 파라미터를 기기에 저장하려면 “쓰기/저장”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연결된 모든 기기의 온도를 모두 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창과 달리 이 창은 한 번에 한 기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 구성 작업의 일부로, 아날로그 출력과 같은 다른 파라미터를 구성하기 위해 다른 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기기에서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가 여기에 설명되어 있으며 다른 

파라미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9.3.1 설정 탭 

아래 창에 표시된 대로 여기에서 다음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획득 모드(AGC). 최고 속도를 얻으려면 이 값이 고정이어야 합니다. 연장 케이블과 피드스루를 사용하는 

경우(일반적으로 변압기 응용의 경우)와 같이 신호가 더 약한 탐침을 사용하는 경우 AGC 위치가 

권장됩니다. .. 

2- 마지막 유효 판독 후 정지. 이 값은 마지막 유효 판독 이후 "정지" 횟수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신호가 

약한 탐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0" 값이 적절합니다. 신호가 약한 탐침을 사용하는 경우 탐침이 "판독하지 

않음"에서 "판독 중"으로 바뀌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값은 온도계가 폐기되기 전에 수행하는 판독 

사이클의 수를 나타냅니다. 

3- 내부 로깅 및 로깅 속도. 기기에 로깅하려면 기기에 microSD 카드(  )가 필요합니다. 

4- 날짜 및 시간 업데이트. 기기의 시간/날짜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MSENSE FO는 외부 전원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약 10일 후 날짜 및 시간 정보가 삭제됩니다. 

5- 62.5µ 탐침을 사용하는 경우 탐침 제조업체 이름(LumaSense 또는 Fiso)을 선택해야 합니다. 추가 항목은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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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이름이 잘못되면 온도 판독값에 최대 5 C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9.3.2 채널 탭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광채널에 영숫자 이름 지정 

• 광섬유 활성화 및 비활성화 

• 채널별로 독립적으로, microSD 카드(  )에 로깅 활성화 및 비활성화 

• 마지막으로 각 채널에 오프셋을 강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채널에 오프셋을 강제 적용하면 기기 보정이 

무효화됩니다. 최대 허용 오프셋은 ±100oC입니다. 

 

 

9.3.3 통신 탭 

직렬 RS-485 포트에서 활성화할 프로토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4가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없음. 

2- Modbus. Chapter 11 includes a description of the Modbus registers; only for the MSENSE FO ECU-I and 

ECU-S instrument (  and  ). 

3- IEC 60870-5-101. 13장에 IEC 60870용 데이터 구조에 대해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MSENSE FO ECU-S 기기(  )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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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NP 3.0. 이 프로토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장을 참조하십시오. 이 내용은 MSENSE FO ECU-S 

기기(  )만 해당됩니다. 

 

프로토콜을 선택한 후 전송 속도, 패리티, 정지 비트 및 마스터 장치와 통신하기 위한 노드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이 옵션이 있는 경우 여기에서 이더넷 통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MSENSE FO ECU-

S에만 해당). 이더넷 파라미터를 변경하고 저장할 때마다 이더넷 프로세서를 재부팅해야 하며, 이 과정에는 약 

15초가 걸립니다. 

 

이 탭에는 다음과 같은 2개의 확인란도 있습니다(확인란을 보려면 아래로 스크롤하십시오). 

• 웹 서버. 이더넷 옵션이 있을 경우 웹 서버 옵션을 일시적으로 활성화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완료에 필요합니다. 서버는 활성화한지 30분 후에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 SSH. SSH 서버를 활성화하려면 이 확인란을 클릭하십시오. SSH 서버는 Maschinenfabrik Reinhausen 지원 

엔지니어의 감독 하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9.3.4 아날로그 출력 탭 (  ) 

이 탭을 사용하면 MSENSE FO 기기에 선택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아날로그 출력 8개의 동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력은 매우 유연하여 완전히 프로그래밍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광채널을 단일 출력에 할당할 수 있으며, 이 

출력은 모든 채널 중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제공합니다.  

 

6.1.3절에 다양한 파라미터의 설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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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조건 탭(  ). 

MSENSE FO ECU-S 기기에 경보 또는 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물리적 릴레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MSET-FO, 

Modbus 또는 기타 사용 가능한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읽을 수 있는 "소프트" 경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경보 조건 

창이 여기에 표시되며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 많은 개념이 나와 있으며, 조건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은 실제 

경보를 의미하지 않는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냉각 팬을 켜는 것은 하나의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경우에 

따라 "조건"을 "이벤트" 또는 "경보"라고도 합니다. 실제 사용자 경보를 생성하거나 단순히 사용자에게 중요하지 않은 

릴레이를 활성화(예: 팬 켜기)할 수 있도록 조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경보를 구성하기 전에 이 절을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활성화된 조건은 나중에 분석하기 위해 기기의 microSD 메모리 카드(  )에 로깅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9.3.5.1절을 참조하십시오. 

 

각 열에 대한 자세한 설명: 

1- 조건 ID. 순차적 식별 번호.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총 32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2- 이름. “팬 뱅크 1”과 같이 좋아하는 이름으로 조건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활성화.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이 조건이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조건이 비활성화됩니다. 

4- 경보 트리거.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조건이 참일 때 경보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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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깅 활성화됨. 조건을 조건 이벤트 파일에 로깅할 수도 있습니다. 로깅을 활성화하려면 이 확인란을 

클릭하십시오. 이 이벤트 파일에 대한 설명은 9.3.5.1절을 참조하십시오. 

6- 연결된 릴레이. 이 조건이 활성화되는 경우 활성화될 릴레이를 지정합니다. For “soft” alarms, you should 

select “none”, in which case an alarm can be generated but no relays will be activated because of this 

alarm. 동일한 릴레이에 여러 조건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이상 활성화되면 이 릴레이가 

활성화됩니다(논리적 "OR" 함수). 

7- 입력 채널. 이 조건과 연결된 광채널을 지정합니다. “최고” 또는 “최저”를 선택하는 경우 여러 광채널을 이 

조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은 다음 열인 최저/최고 채널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최저/최고 채널. 이 채널 선택 필드는 이전 열에서 “최고” 또는 “최저”를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조건에 대한 입력이 있는 채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예외적으로, 입력 채널 필드에서 "최고" 또는 "최저"를 선택하고 "신호 없음"을 조건 유형(아래의 

다음 필드)으로 선택한 경우, 여기에서 신호가 없는 경우에 경보를 생성할 채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조건 유형. 세 가지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신호 없음. 채널에서 광신호가 손실되면 경보를 생성하는 조건일 경우 유용합니다. 

b. 보다 작음. 온도가 설정된 임계값보다 낮아지는 경우 경보를 트리거합니다(다음 열 참조). 

c. 보다 큼. 온도가 설정된 임계값보다 높아지는 경우 경보를 트리거합니다(다음 열 참조). 가장 자주 

사용되는 유형입니다. 

10- 임계값. 실시간 조건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온도 임계값입니다. 

11- 히스테리시스. 이 경보 조건을 제거하려면 변경되어야 하는 도수(oC)입니다. "0" 값을 사용할 수 있지만, 특히 

이 조건에서 기계적 릴레이를 제어해야 하는 경우 릴레이 접점이 불필요하게 작동할 수 있으므로 이 작업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5" 값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9.3.5.1 조건 이벤트 파일 

조건 이벤트 파일은 온도 데이터 파일입니다. 탭으로 구분된 .csv 파일로, Excel에서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조건 

이벤트 파일의 파일 이름은 파일이 생성된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생성되며, 여기 표시된 대로 "CE"가 이름의 

첫 글자로 사용됩니다. 최대 65,000개의 항목이 포함되며, 이 항목 수에 도달하면 파일이 닫히고 새 파일이 

작성됩니다. 

 

 
 

이 파일의 내용에 관한 참고 사항: 

 

1- 활성화된 조건은 파일에 2개의 항목을 생성합니다(첫 번째 항목은 조건이 비활성화될 때, 두 번째 항목은 이 

조건이 사라질 때). 

2- 경보 ID. 이 경보를 생성한 조건 ID를 나타냅니다. 

3- 경보 이름은 위의 경보 조건 탭에 설정된 조건 이름입니다. 

4- 값: 조건이 트리거될 때의 온도 값입니다. 

9.3.6 릴레이 탭(  ) 

이 탭은 MSENSE FO 기기에 8-릴레이 옵션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이 탭은 다음 두 작업을 수행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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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개의 릴레이에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오류 복구 모드로 작동하도록 릴레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릴레이를 오류 복구 모드에서 사용하려는 

경우 이 정보가 유용합니다. 

a. MSENSE가 켜지면 1~2초 후에 오류 복구 릴레이가 활성화됩니다. 

b. 릴레이를 오류 복구 모드에서 사용하려면 그에 따라 전기적 설계를 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사용하려는 모드(표준 또는 오류 복구)에 따라 설계가 달라집니다. 

 

 

9.3.7 에이징 탭(  ) 

MSET-FO ECU-S에는 유입식 전력 변압기에서 사용된 절연지의 에이징 속도를 계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에이징 

현상은 이 그래프로 표시되는 물리적 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MSET-FO에서 이 그래프를 프로그래밍하려면 두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 에이징 곡선의 기울기, 에이징 속도를 배가하는 경우 약 6.5oC입니다. 

• 에이징 속도 1의 교차 지점의 온도(열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용지의 경우 약 110oC) 

 

이 두 파라미터는 MSET-FO에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MSET-FO에서 에이징 기능은 다음 두 창을 기준으로 구현됩니다. 

• 파라미터 설정 창 

• 결과 표시 창 

9.3.7.1 에이징 파라미터 설정 

에이징에 필요한 파라미터는 이 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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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에 대한 일부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로 다른 세 개의 파라미터 세트를 사용하거나 각 위상에 하나의 세트가 할당되는 3상 변압기를 기준으로 

에이징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채널: 각 계산 세트에 대해 세트에 할당된 광채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널을 할당한 경우 항상 가장 

높은 온도가 에이징 계산에 사용됩니다. 

• 일치 온도: 에이징 속도가 일치하는 온도입니다(업그레이드된 용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110oC). 

• 에이징 배가 속도: 에이징 곡선 기울기 또는 에이징 속도를 배가하기 위해 필요한 

도수(oC)입니다(업그레이드된 용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6.5oC). 

• 초기 작동 시간: 새 변압기의 경우 0으로 설정되며, 기존 변압기의 경우 변압기가 실행된 시간을 나타냅니다. 

MSENSE FO 기기에서 설정된 후에는 이 숫자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실제 작동 시간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 결과 창을 참조하십시오. 

• 초기 에이징 시간: 위에 설명된 "초기 작동 시간"과 같지만, 에이징 속도를 1로 가정한 상태에서 계산된 

변압기의 유효 에이징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변압기가 일치 온도 설정 이상에서 작동한 경우 변압기의 

에이징 시간이 작동 시간보다 깁니다. MSENSE FO 기기에서 설정된 후에는 이 숫자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실제 에이징 시간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 결과 창을 참조하십시오. 

• 에이징 카운터 재설정: 내부 기기 시간 카운터를 재설정하려면 이 확인란을 클릭하십시오. 

•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쓰기/저장"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2개 또는 3개의 계산 세트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세트마다 위의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9.3.7.2 에이징 결과 표시 

에이징 계산 결과에 액세스하려면 "상태" 탭을 클릭하십시오. 다음 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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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표시된 정보의 설명: 

• 다음 파라미터의 경우 숫자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현재 작동 온도. 현재 에이징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 지금 사용되는 온도입니다. 

o 현재 에이징 속도: 변압기가 노출되는 에이징 "속도"입니다. 

o 누적 작동 시간: 이 변압기가 실행된 실제 시간입니다. 파라미터 창에서 설정된 초기 작동 시간에 

MSENSE-FO 기기가 켜져 있는 실제 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o 누적 에이징 시간: 위의 정의와 같지만, 에이징 속도 1과 동동한 시간입니다. 

• 정보는 다음과 같이 그래프 형태로도 표시됩니다. 

o 위쪽 그래프는 지난 24시간 동안의 에이징 정보를 제공합니다. 노란색 곡선은 에이징 속도이고 

파란색 곡선은 실제 온도 곡선입니다. 

o 아래쪽 그래프는 5oC 증가 세그먼트의 각 부분에서 경과한 실제 누적 시간의 분포를 제공합니다. 

 

2개 또는 3개의 계산 세트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세트에 대해 위의 정보가 반복됩니다. 

9.3.8 기기 구성 가져오기/내보내기 

구성을 쉽게 가져오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왼쪽 창의 기기 이름 위에 마우스를 놓으면 여기에 정보가 표시되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은 내용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구성 가져오기 또는 구성 내보내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기능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여러 

기기를 구성할 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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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징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 구성을 내보낼 때 에이징 기능과 연결된 모든 파라미터도 내보내집니다. 새 기기로 

다시 가져온 후에는 파라미터를 새 구성이 사용될 변압기에 맞게 편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파라미터는 

9.3.7절에 설명된 대로 에이징 탭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9.4 데이터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로그 탭을 클릭하여 기기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은 온도 또는 경보 이벤트 

파일입니다. 파일을 선택한 다음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동일한 창에서 기기 microSD(  )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9.5 경보 관리 
MSET-FO 소프트웨어에는 사용자에게 활성 경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창이 있습니다. 경보 탭을 

선택한 다음 경보를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경보 정보를 얻습니다(32개의 각 조건에 하나의 행이 

있습니다). 

• 이 조건에 대해 고정된 경보가 없는 경우 행이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 이 조건에 대해 경보가 존재하는 경우 행이 빨간색입니다. 

 

경보는 MSENSE FO ECU-S 기기에서 고정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경보를 지울 수 있습니다. 

• 이 창의 하단에 있는 경보 지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MSET-FO 소프트웨어의 알림만 

지워집니다. 

• 기기 전면 패널의 경보 메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경보가 표시될 때까지 메뉴 버튼을 몇 

번 클릭한 다음 확인을 두 번 클릭하여 대기 중인 경보를 재설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전면 패널의 경보 

LED도 꺼집니다. 경보를 발생시킨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보 활성 모드로 즉시 다시 전환됩니다. 

 

두 작업의 경우 모두 활성 상태인 모든 경보가 지워집니다(단일 경보 조건을 지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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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상태(이 옵션이 있는 경우)도 이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6 가상 구성 
MSET-FO를 사용하면 가상 구성, 즉 PC에 연결되지 않은(오프라인) 기기의 구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구성 파일을 저장하고, 나중에 실제 기기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가상 구성의 이름을 프로젝트 번호나 이름으로 

지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가상 구성이 실제 기기에 업로드될 때 가상 구성의 이름이 기기의 실제 일련 번호로 

변경됩니다. 

 

창의 왼쪽 하단에 있는 "장치 추가"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작은 창이 열립니다. 

 

 
 

텍스트 상자에 새 기기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이제 해당 기기가 실제 기기인 것처럼 

계속 기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이 완료되면 "쓰기/저장"을 클릭하십시오. 

9.7 펌웨어 업그레이드 
기기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경우 Maschinenfabrik Reinhausen에 연락하여 새 펌웨어 코드 파일(확장명 .hex)을 

받으십시오. 이 파일을 받은 후 다음 절차에 따르십시오. 

 

• 웹에서 다음 ST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https://www.st.com/en/development-

tools/flasher-stm32.html).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여 아래 표시된 첫 번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기기에서 USB 링크( )를 통해 연결할 직렬 포트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 표시된 대로 Windows의 

장치 관리자 유틸리티를 호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https://www.st.com/en/development-tools/flasher-stm32.html
https://www.st.com/en/development-tools/flasher-stm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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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에서는 위에 표시된 대로 COM8입니다. 

 

• 기기를 "업그레이드" 모드로 강제 전환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o MSENSE FO ECU-I (  ) 의 경우: 

▪ 기기에서 24~48 VDC 전원을 제거합니다. 기기가 꺼졌는지 확인합니다. 

▪ 기기를 마이크로 USB 커넥터( )를 사용하여 PC에 연결합니다. 

▪ 기기가 이제 재프로그래밍 모드에 있습니다. 

o MSENSE FO 테스트 장치 (  ) 및 MSENSE FO ECU-S (  )의 경우: 

▪ 기기가 꺼졌는지 확인합니다. 

▪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 키를 동시에 누르면서 기기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중요: ST 

유틸리티에서 표시하는 진행 표시줄이 시작될 때까지 두 키를 누른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 기기가 이제 재프로그래밍 모드에 있습니다. 

 

• 아래의 첫 번째 그림에 표시된 대로 포트 이름 및 전송 속도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두 번째 그림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을 다시 클릭하여 세 번째 그림으로 이동합니다. 

 

     
 

• 다음을 다시 클릭하여 아래의 네 번째 그림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장치에 다운로드"를 선택하고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 . ."를 클릭하여 펌웨어 코드 파일(*.hex)을 선택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섯 번째 

그림에는 다운로드 진행 표시줄이 표시됩니다. MSENSE FO ECU-S ( ) 및 테스트 장치(  )의 

경우 두 화살표 키를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는 데는 약 1분 정도 걸리며,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여섯 번째 그림에 표시된 대로 진행 표시줄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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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업그레이드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 기기를 펌웨어 업그레이드 모드에서 해제하려면 기기에서 전원을 분리하고(기기를 끄고) USB 케이블을 

분리했다가 몇 초 후 기기를 다시 켜고 USB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 정보: 이 절차는 기본 MSENSE FO ECU-S 프로세서 시스템만 업그레이드합니다. 이더넷 옵션을 설치한 

경우 10.2절의 해당 절차에 따라 이 옵션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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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더넷 통신 프로토콜 (  ) 

MSENSE FO ECU-S 기기에 이더넷 옵션이 포함된 경우 다음과 같은 기능이 MSENSE FO ECU-S에 추가됩니다. 

• IEC 61850 통신 프로토콜 

• IEC 60870-5 통신 프로토콜 

• 이더넷을 통한 Modbus 통신 프로토콜 

10.1 이더넷 포트에 연결 
첫 번째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 중 하나는 PC를 MSENSE FO ECU-S 이더넷 포트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고정 IP 주소 사용. 이 경우에는 MSENSE FO ECU-S 및 PC 이더넷 인터페이스 모두 고정 IP 주소 체계를 

사용하여 작동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사설 네트워크입니다. IP 주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컬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위키피디아에도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IP_address를 참조하십시오.  

 

2- 동적 IP 주소 사용. MSENSE FO ECU-S를 실험실 또는 사무실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이 통신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MSENSE FO ECU-S를 켤 때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하는 DHCP 

서버가 있습니다. 

10.1.1 고정 IP 주소 

고정 IP 주소를 사용한 네트워크 연결의 경우를 먼저 설명합니다. 이 경우가 둘 중 더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개방형 사무실 네트워크를 통해서가 아니라 PC의 이더넷 포트 간의 직접 연결을 통해 MSENSE FO ECU-

S에 연결하므로 더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여기 설명된 절차는 MSENSE FO ECU-S에 있는 모든 이더넷 인터페이스(RJ45 및 광섬유)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절차는 기본적으로 비슷하므로 RJ45 절차만 여기서 설명합니다. 

 

IP 주소의 값을 확인하고 변경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MSET-FO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메뉴 표시줄에서 구성 기능을 

선택한 다음 통신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IP 주소 및 관련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P 주소는 10.0.0.120입니다. 10.0.0.xxx, 

넷마스크 255.255.255.0 및 게이트웨이 10.0.0.1의 범위에서 주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RJ45 포트 및 광섬유 

SFP 포트 모두에 대해 IP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이 옵션이 사용 가능한 경우). 하지만 다른 서브넷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SFP 포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IP_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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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를 변경하는 경우 쓰기/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기기에 저장해야 합니다. 이 MSET-FO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MSENSE FO ECU-S의 전원을 껐다가 몇 초 후 다시 켜서 새 파라미터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더넷 

보드의 부팅 시간이 약 15초임을 고려하십시오. 

 

IP 주소 선택에 대한 설명은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wiki/Private_network)를 참조하십시오.  

 

이 절차의 두 번째 단계는 PC가 일반적으로 DHCP 서버와 작동하도록 구성되므로, 이더넷 포트와 작동하도록 PC를 

설정하고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To start this, you need to open this window (from “All 

Settings”, then “Network and Internet”, then “Network and Sharing Center”, and finally “Change adapter 

settings”): 

 

 
 

그런 다음 MSENSE FO ECU-S와의 통신에 사용할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강조 표시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속성"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창이 표시되면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TCP/IPv4)"를 강조 

표시합니다. 

 

         
 

"속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및 기본 

게이트웨이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위에서 제공된 값이 시작하기에 적절한 값입니다. PC의 IP 주소는 연결할 모든 

MSENSE FO ECU-S에 대해 선택된 모든 주소와 달라야 합니다. 모든 창을 닫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Private_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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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동적 IP 주소(DHCP 서버 사용) 

동적 IP 주소를 사용하도록 MSENSE FO ECU-S를 구성하려면(DHCP 서버 사용이라고도 함. 자세한 내용은 

https://en.wikipedia.org/wiki/Dynamic_Host_Configuration_Protocol 참조) MSET-FO의 통신 메뉴에서 DHCP를 

선택해야 합니다(아래 참조). 쓰기/저장을 클릭하여 MSENSE FO ECU-S 내부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몇 초 동안 

기다린 다음 MSENSE FO ECU-S를 껐다가 몇 초 후 다시 켠 다음 약 15초 동안 기다립니다. 이더넷 보드의 부팅 

시간이 약 15초임을 고려하십시오.  

 

 
 

 

약 15초 후 읽기를 클릭하여 정보를 읽고 새 파라미터가 활성 상태인지 확인하면 새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기 전면 패널에서 새 IP 주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6번 클릭하여 이더넷 메뉴로 이동한 다음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IP 주소가 표시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10.2 이더넷 옵션 펌웨어 업그레이드 
이더넷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려면 이더넷 웹 서버를 일시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여기 표시된 대로 "상태" 탭을 

선택합니다. . 

 

 
 

그런 다음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 기능이 표시됩니다. 컴퓨터에 이미 업그레이드 파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업그레이드 파일을 받으려면 Maschinenfabrik Reinhausen의 서비스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https://en.wikipedia.org/wiki/Dynamic_Host_Configuration_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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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ModScan을 사용하여 Modbus 연결을 테스트하는 방법 
ModScan은 이더넷 Modbus 연결을 테스트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ModScan 사용은 한 가지 제안일 

뿐이며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솔루션을 사용해도 됩니다. ModScan은 https://www.win-

tech.com/html/demos.ht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일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는 

WinTech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ModScan의 상단 툴바에서 연결을 선택한 다음 연결을 선택하여 이 설정 창으로 이동하십시오. 

 

 
 

IP 주소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서비스 포트는 “502”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창이 표시됩니다. 이 예에서는 8개의 온도 값을 표시합니다. 다음 파라미터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주소. 온도 채널 #1의 주소는 16진수 0181(전체 Modbus 레지스터 설명은 11장 참조) 또는 10진수 

385입니다. ModScan은 (0이 아니라) 1부터 레지스터를 카운트하므로 385에 1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에서 시작 주소는 386입니다. 

• 길이. 8개의 채널을 읽으려고 하므로 이 값은 8이어야 합니다. 

• 장치 ID. 이더넷을 통한 Modbus의 경우, 이 ID는 항상 1여야 합니다. 

• Modbus 레지스터 유형. 온도 값은 “입력 레지스터” 유형 레지스터입니다. 

• 그림에 표시된 것과 같이 표시된 온도 값에 100을 곱합니다. -303 값은 해당 채널에 대해 탐침이 감지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302 값은 해당 채널이 비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채널 #2 및 #3의 탐침만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https://www.win-tech.com/html/demos.htm
https://www.win-tech.com/html/demo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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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IED Explorer 도구(무료 소프트웨어) 사용 
IED Explorer는 이더넷 IEC 61850 프로토콜을 테스트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IED Explorer 사용은 한 가지 

제안일 뿐이며 시중의 다른 솔루션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sourceforge.net/projects/iedexplorer/에서 무료 사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를 작성할 당시 

IED Explorer의 버전은 0.79e입니다. Win-10에 설치할 때 MSET-FO를 설치할 때와 동일한 경고가 표시되면 

9.1.1절에 설명된 것과 동일한 권장사항을 따르십시오. IED Explorer는 포터블 프로그램이므로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창이 표시됩니다. 

 

 
 

위 창에 표시된 대로, 왼쪽 상단에 있는 텍스트 상자에 기기의 IP 주소(예: 10.0.0.120)를 입력하고, 이 텍스트 

상자의 바로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기와의 연결이 시작되고 업데이트된 창이 표시됩니다. 

 

 
 

목록을 확장하고 왼쪽 창에 있는 "+" 기호를 클릭하여 파라미터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확인하려는 

파라미터(예: MSENSE FO ECU-S 기기에서 읽은 파라미터 값)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CID 파일은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14장을 참조하십시오. 광채널 #2의 온도 값에 

액세스하기 위한 파라미터 이름은 STMP51입니다. 이 이름은 아래 스크린샷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채널 #1과 

관련된 다른 파라미터(예: 신호 강도)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https://sourceforge.net/projects/iedexpl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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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D Explorer 도구는 불완전한 도구이지만, 다음과 같은 기능에 매우 유용합니다. 

 

• 트리 구조의 MMS 변수 검사 

• 값 읽기 

• 변수 목록 만들기 또는 삭제 

• 버퍼링된/버퍼링되지 않은 보고서 읽기 

• 디렉토리 및 파일 읽기(예: COMTRADE 보호 이벤트 레코드의 경우) 

• MMS 패킷 캡처 

데이터를 새로고침하려면 이 

화살표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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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ODBUS 레지스터 테이블 

이 장에서는 MSENSE FO 기기에 포함된 Modbus 레지스터에 대해 설명합니다. 직렬 RS-485 포트를 사용하여 

MSENSE FO에 연결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더넷을 통한 Modbus 프로토콜의 경우 모든 레지스터가 읽기 전용입니다. 

버전: 1.8    

     

참조: MODBUS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설명 V1.1b3 Modbus.org  

     
기능 코드: 0x01 

코일 읽기 읽기 전용    

   

1.1 시스템 정보 Factory_struct   

레지스터 주소 이름 설명 1 비트 인코딩 

0x0000 Relay1 

릴레이 1 상태(오류 복구 [0x400] 

고려 후 제공됨)   0 = de-energized; 1 = energized 

0x0001 Relay2 

릴레이 2 상태(오류 복구 [0x410] 

고려 후 주어짐)   0 = de-energized; 1 = energized 

0x0002 Relay3 

릴레이 3 상태(오류 복구 [0x420] 

고려 후 제공됨)   0 = de-energized; 1 = energized 

0x0003 Relay4 

릴레이 4 상태(오류 복구 [0x430] 

고려 후 제공됨)   0 = de-energized; 1 = energized 

0x0004 Relay5 

릴레이 5 상태(오류 복구 [0x440] 

고려 후 제공됨)   0 = de-energized; 1 = energized 

0x0005 Relay6 

릴레이 6 상태(오류 복구 [0x450] 

고려 후 제공됨)   0 = de-energized; 1 = energized 

0x0006 Relay7 

릴레이 7 상태(오류 복구 [0x460] 

고려 후 제공됨)   0 = de-energized; 1 = energized 

0x0007 Relay8 

릴레이 8 상태(오류 복구 [0x470] 

고려 후 주어짐)   0 = de-energized; 1 = energized 

     

     
기능 코드: 0x03 

홀딩 레지스터 읽기 읽기 전용    

   

2.1 시스템 정보 Factory_struct   

레지스터 주소 이름 설명 16 비트 인코딩 

0x0000 Device 장치 유형 Unsigned 

정의: 3 = MSENSE FO ECU-I 

21 = MSENSE FO 테스트 장치 

22 = MSENSE FO ECU-S 

0x0001 Model 장치 모델 Unsigned 예약됨 

0x0002 NbChannel 채널 수 Unsigned 1~32 개 채널의 경우 1~32 

0x0003 CalibYY 보정 연도 Unsigned 2018 의 경우 18 

0x0004 CalibMM 보정월 Unsigned 1~12 

0x0005 CalibDD 보정일 Unsigned 1~31 

0x0006 SerialNumberH 고유 ID 일련 번호 MSW Unsigned 32 비트 변수의 MSW 

0x0007 SerialNumberL 고유 ID 일련 번호 LSW Unsigned 32 비트 변수의 LSW 

0x0008 NbAout 아날로그 출력의 수 Unsigned 

0 은 옵션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함, 8 = 아날로그 출력 

8 개 이용 가능 

0x0009 NbRelay 릴레이 수 Unsigned 

0 은 옵션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함, 8 = 릴레이 8 개 

이용 가능 

0x000A~0x000F RFU 향후 사용을 위해 예약됨 Unsigned 0x0000 으로 설정됨 

          

2.2 사용자 구성 User_config_struct   

레지스터 주소 이름 설명 16 비트 인코딩 

0x0010 AcquisitionMode 자동 게인 획득 모드 Unsigned 정의: 0 = 예약됨, 1 = 고정 시간, 2 = AGC 설정 

0x0011 TempAveraging 평균 지정 Unsigned 50~100, 100 = 마지막 값의 100%(평균 없음) = 기본값 

0x0012 HoldLastGood 

x 스캔의 마지막 유효 판독 후 정지 

값 Unsigned 0~9, 기본값 = 3 

0x0013 LogEn 내부 로깅 활성화 Unsigned 0 = 비활성화, 1 = 로깅 안 함 활성화, 2 = 로깅 

0x0014 LogRate 내부 로깅 속도 Unsigned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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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0015 Date_yy 장치 내부년도(날짜) Unsigned 2018 의 경우 18 

0x0016 Date_mm 장치 내부월(날짜) Unsigned 1~12 

0x0017 Date_dd 장치 내부일(날짜) Unsigned 1~31 

0x0018 TimeInSecH 장치 내부 시간(초) MSW Unsigned 32 비트 변수의 MSW 

0x0019 TimeInSecL 장치 내부 시간(초) LSW Unsigned 32 비트 변수의 LSW 

0x001A~0x00FF RFU 향후 사용을 위해 예약됨 Unsigned 0x0000 으로 설정됨 

          

2.3 채널 구성 User_channel_struct   

레지스터 주소 이름 설명 16 비트 인코딩 

0x0110 CH01_Enable 채널 01 스캔 활성화 Unsigned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0x0111 CH01_Offset 채널 01 온도 오프셋 Signed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0x0112~0x011D CH01_Name 채널 01 이름 Unsigned 24 바이트 길이 문자열 

0x011E~0x011F CH01_Reserved 향후 사용을 위해 예약됨 Unsigned 0x0000 으로 설정됨 

0x0120~0x012F … 채널 02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130~0x013F … 채널 03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140~0x014F … 채널 04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150~0x015F … 채널 05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160~0x016F … 채널 06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170~0x017F … 채널 07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180~0x018F … 채널 08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190~0x019F … 채널 09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1A0~0x01AF … 채널 10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1B0~0x01BF … 채널 11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1C0~0x01CF … 채널 12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1D0~0x01DF … 채널 13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1E0~0x01EF … 채널 14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1F0~0x01FF … 채널 15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200~0x020F … 채널 16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210~0x021F … 채널 17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220~0x022F … 채널 18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230~0x023F … 채널 19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240~0x024F … 채널 20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250~0x025F … 채널 21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260~0x026F … 채널 22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270~0x027F … 채널 23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280~0x028F … 채널 24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290~0x029F … 채널 25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2A0~0x02AF … 채널 26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2B0~0x02BF … 채널 27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2C0~0x02CF … 채널 28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2D0~0x02DF … 채널 29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2E0~0x02EF … 채널 30 … 채널 01 구조와 동일함 

0x02F0 CH31_Enable 채널 31 스캔 활성화 Unsigned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0x02F1 CH31_Offset 채널 31 온도 오프셋 Signed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0x02F2~0x02FD CH31_Name 채널 31 이름 Unsigned 24 바이트 길이 문자열 

0x02FE~0x02FF CH31_Reserved 향후 사용을 위해 예약됨 Unsigned 0x0000 으로 설정됨 

     

2.4 Analog Outputs Aout_struct   

레지스터 주소 이름 설명 16 비트 인코딩 

0x0300 A01_Type 아날로그 01 출력 유형 Unsigned 

정의: 0 = 4~20mA, 1 = 0~10V, 2 = 0~20mA, 3 = 

0~5V 

0x0301 A01_ErrStyle 

아날로그 01 유효한 신호가 없는 

경우 출력 Unsigned 정의: 0 = 최소값, 1 = 최대값, 2 = 최대/최소 1Hz 토글 

0x0302 A01_InChannelNb 아날로그 01 입력 채널 번호 Signed  -2 = 최저, -1 = 최고, 0 = 예약됨, 1 = 채널 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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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0303 A01_Thigh 아날로그 01 고온 값 Signed 고온 x 100[예: 200.00 의 경우 20000] 

0x0304 A01_Tlow 아날로그 01 저온 값 Signed 저온 x 100[예: -100.00 의 경우 -10000] 

0x0305 A01_EvalChEnH 

최고 및 최저 (하나의 뜨거운) 

MSW 에 대해 활성화된 채널 Unsigned 32 비트 변수의 MSW(채널당 1 비트) 

0x0306 A01_EvalChEnL 

최고 및 최저 (하나의 뜨거운) 

LSW 에 대해 활성화된 채널 Unsigned 32 비트 변수의 LSW(채널당 1 비트) 

0x0307~0x030E A01_Name 아날로그 01 이름 Unsigned 16 바이트 길이 문자열 

0x030F A01_Reserved 향후 사용을 위해 예약됨 Unsigned 0x0000 으로 설정됨 

0x0310~0x031F … 아날로그 02 … … 

0x0320~0x032F … 아날로그 03 … … 

0x0330~0x033F … 아날로그 04 … … 

0x0340~0x034F … 아날로그 05 … … 

0x0350~0x035F … 아날로그 06 … … 

0x0360~0x036F … 아날로그 07 … … 

0x0370 A08_Type 아날로그 08 출력 유형 Unsigned 

정의: 0 = 4~20mA, 1 = 0~10V, 2 = 0~20mA, 3 = 

0~5V 

0x0371 A08_ErrStyle 

아날로그 08 유효한 신호가 없는 

경우 출력 Unsigned 정의: 0 = 최소값, 1 = 최대값, 2 = 최대/최소 1Hz 토글 

0x0372 A08_InChannelNb 아날로그 08 입력 채널 번호 Signed  -2 = 최저, -1 = 최고, 0 = 예약됨, 1 = 채널 1 등 

0x0373 A08_Thigh 아날로그 08 고온 값 Signed 고온 x 100[예: 200.00 의 경우 20000] 

0x0374 A08_Tlow 아날로그 08 저온 값 Signed 저온 x 100[예: -100.00 의 경우 -10000] 

0x0375 A08_EvalChEnH 

최고 및 최저 (하나의 뜨거운) 

MSW 에 대해 활성화된 채널 Unsigned 32 비트 변수의 MSW(채널당 1 비트) 

0x0376 A08_EvalChEnL 

최고 및 최저 (하나의 뜨거운) 

LSW 에 대해 활성화된 채널 Unsigned 32 비트 변수의 LSW(채널당 1 비트) 

0x0377-0x037E A08_Name 아날로그 08 이름 Unsigned 16 바이트 길이 문자열 

0x037F A08_Reserved 향후 사용을 위해 예약됨 Unsigned 0x0000 으로 설정됨 

0x0380~0x03FF RFU 향후 사용을 위해 예약됨 Unsigned 0x0000 으로 설정됨 

     

2.5 릴레이 Relay_struct   

레지스터 주소 이름 설명 16 비트 인코딩 

0x0400 R01_FailSafe 릴레이 01 역논리 Unsigned 정의: 0 = 기본값, 1 = 활성화된 경우 무전압 상태 

0x0401~0x0408 R01_Name 릴레이 01 이름 Unsigned 16 바이트 길이 문자열 

0x0409~0x040F R01_Reserved 향후 사용을 위해 예약됨 Unsigned 0x0000 으로 설정됨 

0x0410~0x041F … 릴레이 02 … … 

0x0420~0x042F … 릴레이 03 … … 

0x0430~0x043F … 릴레이 04 … … 

0x0440~0x044F … 릴레이 05 … … 

0x0450~0x045F … 릴레이 06 … … 

0x0460~0x046F … 릴레이 07 … … 

0x0470 R08_FailSafe 릴레이 08 역논리 Unsigned 정의: 0 = 기본값, 1 = 활성화된 경우 무전압 상태 

0x0471~0x0478 R08_Name 릴레이 08 이름 Unsigned 16 바이트 길이 문자열 

0x0479-

~0x047F R08_Reserved 향후 사용을 위해 예약됨 Unsigned 0x0000 으로 설정됨 

0x0480~0x04FF RFU 향후 사용을 위해 예약됨 Unsigned 0x0000 으로 설정됨 

     

2.6 조건 Alarm_struct   

레지스터 주소 이름 설명 16 비트 인코딩 

0x0500 AL01_Enable 조건 01 활성화/비활성화 Unsigned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0x0501 AL01_RLY 조건 01 연결된 릴레이(0 기반) Unsigned 릴레이 1~8 에 대해 0~7 

0x0502 AL01_InChannelNb 조건 01 입력 채널 번호 Signed -2 = 최저, -1 = 최고, 0 = 예약됨, 1 = 채널 1 등 

0x0503 AL01_ConditionType 조건 01 조건 유형 Unsigned 0 = 신호 없음, 1 = 보다 작음, 2 = 보다 큼 

0x0504 AL01_AlarmEn 조건 01 일반 조건 Unsigned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0x0505 AL01_LogEn 조건 01 로그 이벤트 Unsigned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0x0506 AL01_Threshold 조건 01 온도 임계값(섭씨) Signed 온도 x 100[예: 150.00 의 경우 15000] 

0x0507 AL01_Hysteresis 조건 01 히스테리시스(섭씨) Signed 온도 x 100[예: 5.00 의 경우 500] 

0x0508 AL01_EvalChEnH 

최고 및 최저 (하나의 뜨거운) 

MSW 에 대해 활성화된 채널 Unsigned 32 비트 변수의 MSW(채널당 1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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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0509 AL01_EvalChEnL 

최고 및 최저 (하나의 뜨거운) 

LSW 에 대해 활성화된 채널 Unsigned 32 비트 변수의 LSW(채널당 1 비트) 

0x050A~0x0515 AL01_ConditionName 조건 문자열 이름 Unsigned 24 바이트 길이 문자열 

0x0516~0x051F AL01_Reserved 향후 사용을 위해 예약됨 Unsigned 0x0000 으로 설정됨 

0x0520~0x053F … 조건 02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540~0x055F … 조건 03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560~0x057F … 조건 04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580~0x059F … 조건 05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5A0~0x05BF … 조건 06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5C0~0x05DF … 조건 07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5E0~0x05FF … 조건 08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600~0x061F … 조건 09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620~0x063F … 조건 10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640~0x065F … 조건 11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660~0x067F … 조건 12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680~0x069F … 조건 13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6A0~0x06BF … 조건 14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6C0~0x06DF … 조건 15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6E0~0x06FF … 조건 16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700~0x071F … 조건 17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720~0x073F … 조건 18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740~0x075F … 조건 19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760~0x077F … 조건 20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780~0x079F … 조건 21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7A0~0x07BF … 조건 22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7C0~0x07DF … 조건 23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7E0~0x07FF … 조건 24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800~0x081F … 조건 25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820~0x083F … 조건 26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840~0x085F … 조건 27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860~0x087F … 조건 28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880~0x089F … 조건 29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8A0~0x08BF … 조건 30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8C0~0x08DF … 조건 31 … 조건 01 구조와 동일함 

0x08E0 AL32_Enable 조건 32 활성화/비활성화 Unsigned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0x08E1 AL32_RLY 조건 32 연결된 릴레이(0 기반) Unsigned 릴레이 1~8 에 대해 0~7 

0x08E2 AL32_InChannelNb 조건 32 입력 채널 번호 Signed -2 = 최저, -1 = 최고, 0 = 예약됨, 1 = 채널 1 등 

0x08E3 AL32_ConditionType 조건 32 조건 유형 Unsigned 0 = 신호 없음, 1 = 보다 작음, 2 = 보다 큼 

0x08E4 AL32_AlarmEn 조건 32 일반 조건 Unsigned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0x08E5 AL32_LogEn 조건 32 로그 이벤트 Unsigned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0x08E6 AL32_Threshold 조건 32 온도 임계값(섭씨) Signed 온도 x 100[예: 150.00 의 경우 15000] 

0x08E7 AL32_Hysteresis 조건 32 히스테리시스(섭씨) Signed 온도 x 100[예: 5.00 의 경우 500] 

0x08E8 AL32_EvalChEnH 

최고 및 최저 (하나의 뜨거운) 

MSW 에 대해 활성화된 채널 Unsigned 32 비트 변수의 MSW(채널당 1 비트) 

0x08E9 AL32_EvalChEnL 

최고 및 최저 (하나의 뜨거운) 

LSW 에 대해 활성화된 채널 Unsigned 32 비트 변수의 LSW(채널당 1 비트) 

0x08EA~0x08F5 AL32_ConditionName 조건 문자열 이름 Unsigned 24 바이트 길이 문자열 

0x08F6~0x08FF AL32_Reserved 향후 사용을 위해 예약됨 Unsigned 0x0000 으로 설정됨 

     

2.7  Alarm Status    

레지스터 주소 이름 설명 16 비트 인코딩 

0x0900 AlarmLatchH 

경보 래치 MSW(쓰기를 통해 모든 

래치형 경보가 재설정됩니다) Unsigned 32 비트 변수의 MSW(경보당 1 비트) 

0x0901 AlarmLatchL 

경보 래치 LSW(쓰기를 통해 모든 

래치형 경보가 재설정됩니다) Unsigned 32 비트 변수의 LSW(경보당 1 비트) 

0x0902~0x090F RFU 향후 사용을 위해 예약됨 Unsigned 0x0000 으로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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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장치 이더넷 구성    

레지스터 주소 이름 설명 16 비트 인코딩 

0x0A00~0x0A03 ETH0 IP 장치 Eth0 IP 주소(RJ45) Unsigned IP [0].[1].[2].[3] 

0x0A04~0x0A07 ETH0 SubnetMask Eth0 서브넷 마스크 Unsigned IP [0].[1].[2].[3] 

0x0A08~0x0A0B ETH0 Gateway Eth0 게이트웨이 Unsigned IP [0].[1].[2].[3] 

0x0A0C~0x0A0F ETH0 DNS Eth0 DNS 서버 Unsigned IP [0].[1].[2].[3] 

0x0A10 ETH0 Config Eth0 포트 구성 비트 Unsigned   

0x0A11 

ETH0 

EnabledServices Eth0 서비스 활성화됨 Unsigned   

0x0A12~0x0A1F ETH0 Reserved Eth0 향후 사용을 위해 예약됨 Unsigned 0x0000 으로 설정됨 

0x0A20~0x0A23 ETH1 IP 장치 ETH1 IP 주소(광섬유) Unsigned IP [0].[1].[2].[3] 

0x0A24~0x0A27 ETH1 SubnetMask Eth1 서브넷 마스크 Unsigned IP [0].[1].[2].[3] 

0x0A28~0x0A2B ETH1 Gateway Eth1 게이트웨이 Unsigned IP [0].[1].[2].[3] 

0x0A2C~0x0A2F ETH1 DNS Eth1 DNS 서버 Unsigned IP [0].[1].[2].[3] 

0x0A30 ETH1 Config Eth1 포트 구성 비트 Unsigned   

0x0A31 

ETH1 

EnabledServices Eth1 서비스 활성화됨 Unsigned   

0x0A32~0x0A3F ETH1 Reserved Eth1 향후 사용을 위해 예약됨 Unsigned 0x0000 으로 설정됨 

     

2.9  장치 문자열 ID    

레지스터 주소 이름 설명 16 비트 인코딩 

0x0B00~0x0B10 DeviceName 장치 문자열 이름  Unsigned 31 바이트 길이 문자열 

0x0B20~0x0B30 LocationName 장치 위치 문자열 이름 Unsigned 31 바이트 길이 문자열 

0x0B40~0x0BFF RFU 향후 사용을 위해 예약됨 Unsigned 0x0000 으로 설정됨 

     

2.10 에이징    

레지스터 주소 이름 설명 16 비트 인코딩 

0x0C00 AG1 Enable 에이징 1 계산 활성화됨 Unsigned 0 또는 1 

0x0C01 AG1 Channel 에이징 1 작동 온도 참조 Signed -3=평균, -2=최저, -1=최고, 0=예약됨, 1=채널 1 등 

0x0C02 AG1 EvalChEnH 

에이징 1 평균/최고/최저 MSW 에 

대해 활성화된 채널널 Unsigned 32 비트 변수의 MSW(채널당 1 비트) 

0x0C03 AG1 EvalChEnL 

에이징 1 평균/최고/최저 LSW 에 

대해 활성화된 채널널 Unsigned 32 비트 변수의 LSW(채널당 1 비트) 

0x0C04 AG1 UnityTemp 에이징 1 일치 온도 Unsigned 온도 x 100 

0x0C05 

AG1 

InitialOperatingH 에이징 1 초기 작동 시간 MSW Unsigned 32 비트 변수의 MSW(시간) 

0x0C06 

AG1 

InitialOperatingL 에이징 1 초기 작동 시간 LSW Unsigned 32 비트 변수의 LSW(시간) 

0x0C07 AG1 InitialAgingH 에이징 1 초기 에이징 시간 MSW Unsigned 32 비트 변수의 MSW(시간) 

0x0C08 AG1 InitialAgingL 에이징 1 초기 에이징 시간 LSW Unsigned 32 비트 변수의 LSW(시간) 

0x0C09~0x0C1F AG1 RFU 향후 사용을 위해 예약됨 Unsigned 0x0000 으로 설정됨 

0x0C20~0x0C3F AG2 에이징 2 … 에이징 1 구조와 동일함 

0x0C40~0x0C5F AG3 에이징 3 … 에이징 1 구조와 동일함 

     

     
기능 코드: 0x04 

입력 읽기 레지스터 읽기 전용    

   

3.1 데이터 시스템 정보 rData_SysInfo_struct   

레지스터 주소  이름 설명 16 비트 인코딩 

0x0000 MajorVersion 펌웨어 주요 버전 Unsigned 0~99 

0x0001 MinorVersion 펌웨어 개정 번호 Unsigned 0~99 

0x0002 GenError 시스템 오류 코드 Unsigned 내부용 

0x0003 CalibError 보정 CRC 오류(채널당 1 비트) Unsigned 내부용 

0x0004 InternalTemp 내부 온도 x 100 Signed 내부 온도 x 100[예: 38.46 의 경우 3846] 

0x0007~0x00FF RFU 향후 사용을 위해 예약됨 Unsigned 0x0000 으로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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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온도 데이터 rData_Temp_struct  

레지스터 주소 이름 설명 16 비트 인코딩 

0x0101 CH01_Status 채널 01 전류 상태 Unsigned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0x0102 CH02_Status 채널 02 전류 상태 Unsigned … 

0x0103 CH03_Status 채널 03 전류 상태 Unsigned … 

0x0104 CH04_Status 채널 04 전류 상태 Unsigned … 

0x0105 CH05_Status 채널 05 전류 상태 Unsigned … 

0x0106 CH06_Status 채널 06 전류 상태 Unsigned … 

0x0107 CH07_Status 채널 07 전류 상태 Unsigned … 

0x0108 CH08_Status 채널 08 전류 상태 Unsigned … 

0x0109 CH09_Status 채널 09 전류 상태 Unsigned … 

0x010A CH10_Status 채널 10 전류 상태 Unsigned … 

0x010B CH11_Status 채널 11 전류 상태 Unsigned … 

0x010C CH12_Status 채널 12 전류 상태 Unsigned … 

0x010D CH13_Status 채널 13 전류 상태 Unsigned … 

0x010E CH14_Status 채널 14 전류 상태 Unsigned … 

0x010F CH15_Status 채널 15 전류 상태 Unsigned … 

0x0110 CH16_Status 채널 16 전류 상태 Unsigned … 

0x0111 CH17_Status 채널 17 전류 상태 Unsigned … 

0x0112 CH18_Status 채널 18 전류 상태 Unsigned … 

0x0113 CH19_Status 채널 19 전류 상태 Unsigned … 

0x0114 CH20_Status 채널 20 전류 상태 Unsigned … 

0x0115 CH21_Status 채널 21 전류 상태 Unsigned … 

0x0116 CH22_Status 채널 22 전류 상태 Unsigned … 

0x0117 CH23_Status 채널 23 전류 상태 Unsigned … 

0x0118 CH24_Status 채널 24 전류 상태 Unsigned … 

0x0119~0x011F Status_Rsv 예약됨 Unsigned 0x0000 

0x0121 CH01_Gain 채널 01 전류 게인 Unsigned 0~23 

0x0122 CH02_Gain 채널 02 전류 게인 Unsigned … 

0x0123 CH03_Gain 채널 03 전류 게인 Unsigned … 

0x0124 CH04_Gain 채널 04 전류 게인 Unsigned … 

0x0125 CH05_Gain 채널 05 전류 게인 Unsigned … 

0x0126 CH06_Gain 채널 06 전류 게인 Unsigned … 

0x0127 CH07_Gain 채널 07 전류 게인 Unsigned … 

0x0128 CH08_Gain 채널 08 전류 게인 Unsigned … 

0x0129 CH09_Gain 채널 09 전류 게인 Unsigned … 

0x012A CH10_Gain 채널 10 전류 게인 Unsigned … 

0x012B CH11_Gain 채널 11 전류 게인 Unsigned … 

0x012C CH12_Gain 채널 12 전류 게인 Unsigned … 

0x012D CH13_Gain 채널 13 전류 게인 Unsigned … 

0x012E CH14_Gain 채널 14 전류 게인 Unsigned … 

0x012F CH15_Gain 채널 15 전류 게인 Unsigned … 

0x0130 CH16_Gain 채널 16 전류 게인 Unsigned … 

0x0131 CH17_Gain 채널 17 전류 게인 Unsigned … 

0x0132 CH18_Gain 채널 18 전류 게인 Unsigned … 

0x0133 CH19_Gain 채널 19 전류 게인 Unsigned … 

0x0134 CH20_Gain 채널 20 전류 게인 Unsigned … 

0x0135 CH21_Gain 채널 21 전류 게인 Unsigned … 

0x0136 CH22_Gain 채널 22 전류 게인 Unsigned … 

0x0137 CH23_Gain 채널 23 전류 게인 Unsigned … 

0x0138 CH24_Gain 채널 24 전류 게인 Unsigned … 

0x0139~0x013F Gain_Rsv 예약됨 Unsigned 0x0000 

0x0141 CH01_SigStr 

채널 01 전류 신호 

강도(100%~0%) Unsigned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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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0142 CH02_SigStr 

채널 02 전류 신호 

강도(100%~0%) Unsigned … 

0x0143 CH03_SigStr 

채널 03 전류 신호 

강도(100%~0%) Unsigned … 

0x0144 CH04_SigStr 

채널 04 전류 신호 

강도(100%~0%) Unsigned … 

0x0145 CH05_SigStr 

채널 05 전류 신호 

강도(100%~0%) Unsigned … 

0x0146 CH06_SigStr 

채널 06 전류 신호 

강도(100%~0%) Unsigned … 

0x0147 CH07_SigStr 

채널 07 전류 신호 

강도(100%~0%) Unsigned … 

0x0148 CH08_SigStr 

채널 08 전류 신호 

강도(100%~0%) Unsigned … 

0x0149 CH09_SigStr 

채널 09 전류 신호 

강도(100%~0%) Unsigned … 

0x014A CH10_SigStr 

채널 10 전류 신호 

강도(100%~0%) Unsigned … 

0x014B CH11_SigStr 

채널 11 전류 신호 

강도(100%~0%) Unsigned … 

0x014C CH12_SigStr 

채널 12 전류 신호 

강도(100%~0%) Unsigned … 

0x014D CH13_SigStr 

채널 13 전류 신호 

강도(100%~0%) Unsigned … 

0x014E CH14_SigStr 

채널 14 전류 신호 

강도(100%~0%) Unsigned … 

0x014F CH15_SigStr 

채널 15 전류 신호 

강도(100%~0%) Unsigned … 

0x0150 CH16_SigStr 

채널 16 전류 신호 

강도(100%~0%) Unsigned … 

0x0151 CH17_SigStr 

채널 17 전류 신호 

강도(100%~0%) Unsigned … 

0x0152 CH18_SigStr 

채널 18 전류 신호 

강도(100%~0%) Unsigned … 

0x0153 CH19_SigStr 

채널 19 전류 신호 

강도(100%~0%) Unsigned … 

0x0154 CH20_SigStr 

채널 20 전류 신호 

강도(100%~0%) Unsigned … 

0x0155 CH21_SigStr 

채널 21 전류 신호 

강도(100%~0%) Unsigned … 

0x0156 CH22_SigStr 

채널 22 전류 신호 

강도(100%~0%) Unsigned … 

0x0157 CH23_SigStr 

채널 23 전류 신호 

강도(100%~0%) Unsigned … 

0x0158 CH24_SigStr 

채널 24 전류 신호 

강도(100%~0%) Unsigned … 

0x0159~0x015F SigStr_Rsv 예약됨 Unsigned 0x0000 

0x0161 CH01_Amplitude 채널 01 전류 진폭 Unsigned 신호 진폭(내부용) 

0x0162 CH02_Amplitude 채널 02 전류 진폭 Unsigned … 

0x0163 CH03_Amplitude 채널 03 전류 진폭 Unsigned … 

0x0164 CH04_Amplitude 채널 04 전류 진폭 Unsigned … 

0x0165 CH05_Amplitude 채널 05 전류 진폭 Unsigned … 

0x0166 CH06_Amplitude 채널 06 전류 진폭 Unsigned … 

0x0167 CH07_Amplitude 채널 07 전류 진폭 Unsigned … 

0x0168 CH08_Amplitude 채널 08 전류 진폭 Unsigned … 

0x0169 CH09_Amplitude 채널 09 전류 진폭 Unsigned … 

0x016A CH10_Amplitude 채널 10 전류 진폭 Unsigned … 

0x016B CH11_Amplitude 채널 11 전류 진폭 Unsigned … 

0x016C CH12_Amplitude 채널 12 전류 진폭 Unsigned … 

0x016D CH13_Amplitude 채널 13 전류 진폭 Unsigned … 

0x016E CH14_Amplitude 채널 14 전류 진폭 Unsigned … 

0x016F CH15_Amplitude 채널 15 전류 진폭 Unsigned … 

0x0170 CH16_Amplitude 채널 16 전류 진폭 Unsigned … 

0x0171 CH17_Amplitude 채널 17 전류 진폭 Unsigned … 

0x0172 CH18_Amplitude 채널 18 전류 진폭 Unsigned … 

0x0173 CH19_Amplitude 채널 19 전류 진폭 Unsign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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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0174 CH20_Amplitude 채널 20 전류 진폭 Unsigned … 

0x0175 CH21_Amplitude 채널 21 전류 진폭 Unsigned … 

0x0176 CH22_Amplitude 채널 22 전류 진폭 Unsigned … 

0x0177 CH23_Amplitude 채널 23 전류 진폭 Unsigned … 

0x0178 CH24_Amplitude 채널 24 전류 진폭 Unsigned … 

0x0179~0x017F Amplitude_Rsv 예약됨 Unsigned 0x0000 

0x0181 CH01_Temperature 채널 01 전류 온도 Signed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0x0182 CH02_Temperature 채널 02 전류 온도 Signed … 

0x0183 CH03_Temperature 채널 03 전류 온도 Signed … 

0x0184 CH04_Temperature 채널 04 전류 온도 Signed … 

0x0185 CH05_Temperature 채널 05 전류 온도 Signed … 

0x0186 CH06_Temperature 채널 06 전류 온도 Signed … 

0x0187 CH07_Temperature 채널 07 전류 온도 Signed … 

0x0188 CH08_Temperature 채널 08 전류 온도 Signed … 

0x0189 CH09_Temperature 채널 09 전류 온도 Signed … 

0x018A CH10_Temperature 채널 10 전류 온도 Signed … 

0x018B CH11_Temperature 채널 11 전류 온도 Signed … 

0x018C CH12_Temperature 채널 12 전류 온도 Signed … 

0x018D CH13_Temperature 채널 13 전류 온도 Signed … 

0x018E CH14_Temperature 채널 14 전류 온도 Signed … 

0x018F CH15_Temperature 채널 15 전류 온도 Signed … 

0x0190 CH16_Temperature 채널 16 전류 온도 Signed … 

0x0191 CH17_Temperature 채널 17 전류 온도 Signed … 

0x0192 CH18_Temperature 채널 18 전류 온도 Signed … 

0x0193 CH19_Temperature 채널 19 전류 온도 Signed … 

0x0194 CH20_Temperature 채널 20 전류 온도 Signed … 

0x0195 CH21_Temperature 채널 21 전류 온도 Signed … 

0x0196 CH22_Temperature 채널 22 전류 온도 Signed … 

0x0197 CH23_Temperature 채널 23 전류 온도 Signed … 

0x0198 CH24_Temperature 채널 24 전류 온도 Signed … 

0x0199~0x019F Temperature_Rsv 예약됨 Signed 0x0000 

     

3.3 에이징 통계    

레지스터 주소 이름 설명 16 비트 인코딩 

0x0200 AG1 OperatingH 

작동 시간(초기 작동 시간 제외) 

MSW Unsigned 32 비트 변수의 MSW(시간 x100) 

0x0201 AG1 OperatingL 

작동 시간(초기 작동 시간 제외) 

LSW Unsigned 32 비트 변수의 LSW(시간 x100) 

0x0202 AG1 AgingH 

에이징 시간(초기 에이징 시간 

제외) MSW Unsigned 32 비트 변수의 MSW(시간 x100) 

0x0203 AG1 AgingL 

에이징 시간(초기 에이징 시간 

제외) LSW Unsigned 32 비트 변수의 LSW(시간 x100) 

0x0204 AG1 Temperature 실시간 작동 온도 Signed 온도 x 100 

0x0205 AG1 AgingRate 실시간 에이징 속도 Unsigned 비율 x 100 

0x0206~0x023F AG1 RFU 향후 사용을 위해 예약됨 Unsigned 0x0000 으로 설정됨 

0x0240~0x027F AG2 에이징 2 … 에이징 1 구조와 동일함 

0x0280~0x02BF AG3 에이징 3 … 에이징 1 구조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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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NP 3.0 데이터 포인트 맵 (  ) 

이 장에서는 MSENSE FO ECU-S 기기에 포함된 DNP 3.0 데이터 맵에 대해 설명합니다. 직렬 RS-485 포트를 

사용하여 MSENSE FO에 연결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DNP 3.0 프로토콜에 관한 모든 정보는 읽기 전용입니다. 

 
Rugged 

Monitoring  DNP3 데이터 포인트 맵     

버전: 1.2      

       
개체 그룹 10 

이진 입력       

     

1.1 경보 상태      

주소 이름 설명 그룹 

변

수 

클래

스 인코딩 

1 AlarmLatch01 경보 래치 01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2 AlarmLatch02 경보 래치 02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3 AlarmLatch03 경보 래치 03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4 AlarmLatch04 경보 래치 04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5 AlarmLatch05 경보 래치 05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6 AlarmLatch06 경보 래치 06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7 AlarmLatch07 경보 래치 07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8 AlarmLatch08 경보 래치 08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9 AlarmLatch09 경보 래치 09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0 AlarmLatch10 경보 래치 10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1 AlarmLatch11 경보 래치 11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2 AlarmLatch12 경보 래치 12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3 AlarmLatch13 경보 래치 13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4 AlarmLatch14 경보 래치 14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5 AlarmLatch15 경보 래치 15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6 AlarmLatch16 경보 래치 16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7 AlarmLatch17 경보 래치 17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8 AlarmLatch18 경보 래치 18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9 AlarmLatch19 경보 래치 19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20 AlarmLatch20 경보 래치 20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21 AlarmLatch21 경보 래치 21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22 AlarmLatch22 경보 래치 22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23 AlarmLatch23 경보 래치 23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24 AlarmLatch24 경보 래치 24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25 AlarmLatch25 경보 래치 25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26 AlarmLatch26 경보 래치 26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27 AlarmLatch27 경보 래치 27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28 AlarmLatch28 경보 래치 28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29 AlarmLatch29 경보 래치 29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30 AlarmLatch30 경보 래치 30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31 AlarmLatch31 경보 래치 31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32 AlarmLatch32 경보 래치 32 1 2 0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2 릴레이 상태      

레지스터 주소 이름 설명 그룹 

변

수 

클래

스 인코딩 

101 Relay1 

릴레이 1 상태(오류 복구 고려 

후 제공됨) 1 2 1 0 = 무전압 상태, 1 = 가압된 상태 

102 Relay2 

릴레이 2 상태(오류 복구 고려 

후 제공됨) 1 2 1 0 = 무전압 상태, 1 = 가압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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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Relay3 

릴레이 3 상태(오류 복구 고려 

후 제공됨) 1 2 1 0 = 무전압 상태, 1 = 가압된 상태 

104 Relay4 

릴레이 4 상태(오류 복구 고려 

후 제공됨) 1 2 1 0 = 무전압 상태, 1 = 가압된 상태 

105 Relay5 

릴레이 5 상태(오류 복구 고려 

후 제공됨) 1 2 1 0 = 무전압 상태, 1 = 가압된 상태 

106 Relay6 

릴레이 6 상태(오류 복구 고려 

후 제공됨) 1 2 1 0 = 무전압 상태, 1 = 가압된 상태 

107 Relay7 

릴레이 7 상태(오류 복구 고려 

후 제공됨) 1 2 1 0 = 무전압 상태, 1 = 가압된 상태 

108 Relay8 

릴레이 8 상태(오류 복구 고려 

후 제공됨) 1 2 1 0 = 무전압 상태, 1 = 가압된 상태 

       

       
개체 그룹 30 

아날로그 입력       

     

2.1 온도 데이터      

IOA 이름 설명 그룹 

변

수 

클래

스 인코딩 

2 

CH01_Temper

ature 채널 01 전류 온도 30 2 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3 

CH02_Temper

ature 채널 02 전류 온도 30 2 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4 

CH03_Temper

ature 채널 03 전류 온도 30 2 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5 

CH04_Temper

ature 채널 04 전류 온도 30 2 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6 

CH05_Temper

ature 채널 05 전류 온도 30 2 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7 

CH06_Temper

ature 채널 06 전류 온도 30 2 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8 

CH07_Temper

ature 채널 07 전류 온도 30 2 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9 

CH08_Temper

ature 채널 08 전류 온도 30 2 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10 

CH09_Temper

ature 채널 09 전류 온도 30 2 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11 

CH10_Temper

ature 채널 10 전류 온도 30 2 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12 

CH11_Temper

ature 채널 11 전류 온도 30 2 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13 

CH12_Temper

ature 채널 12 전류 온도 30 2 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14 

CH13_Temper

ature 채널 13 전류 온도 30 2 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15 

CH14_Temper

ature 채널 14 전류 온도 30 2 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16 

CH15_Temper

ature 채널 15 전류 온도 30 2 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17 

CH16_Temper

ature 채널 16 전류 온도 30 2 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18 

CH17_Temper

ature 채널 17 전류 온도 30 2 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19 

CH18_Temper

ature 채널 18 전류 온도 30 2 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0 

CH19_Temper

ature 채널 19 전류 온도 30 2 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1 

CH20_Temper

ature 채널 20 전류 온도 30 2 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2 

CH21_Temper

ature 채널 21 전류 온도 30 2 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3 

CH22_Temper

ature 채널 22 전류 온도 30 2 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4 

CH23_Temper

ature 채널 23 전류 온도 30 2 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5 

CH24_Temper

ature 채널 24 전류 온도 30 2 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32 CH01_Status 채널 01 전류 상태 30 2 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33 CH02_Status 채널 02 전류 상태 30 2 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34 CH03_Status 채널 03 전류 상태 30 2 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35 CH04_Status 채널 04 전류 상태 30 2 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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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CH05_Status 채널 05 전류 상태 30 2 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37 CH06_Status 채널 06 전류 상태 30 2 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38 CH07_Status 채널 07 전류 상태 30 2 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39 CH08_Status 채널 08 전류 상태 30 2 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40 CH09_Status 채널 09 전류 상태 30 2 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41 CH10_Status 채널 10 전류 상태 30 2 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42 CH11_Status 채널 11 전류 상태 30 2 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43 CH12_Status 채널 12 전류 상태 30 2 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44 CH13_Status 채널 13 전류 상태 30 2 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45 CH14_Status 채널 14 전류 상태 30 2 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46 CH15_Status 채널 15 전류 상태 30 2 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47 CH16_Status 채널 16 전류 상태 30 2 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48 CH17_Status 채널 17 전류 상태 30 2 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49 CH18_Status 채널 18 전류 상태 30 2 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50 CH19_Status 채널 19 전류 상태 30 2 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51 CH20_Status 채널 20 전류 상태 30 2 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52 CH21_Status 채널 21 전류 상태 30 2 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53 CH22_Status 채널 22 전류 상태 30 2 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54 CH23_Status 채널 23 전류 상태 30 2 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55 CH24_Status 채널 24 전류 상태 30 2 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62 CH01_SigStr 

채널 01 전류 신호 

강도(100%~0%) 30 2 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63 CH02_SigStr 

채널 02 전류 신호 

강도(100%~0%) 30 2 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64 CH03_SigStr 

채널 03 전류 신호 

강도(100%~0%) 30 2 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65 CH04_SigStr 

채널 04 전류 신호 

강도(100%~0%) 30 2 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66 CH05_SigStr 

채널 05 전류 신호 

강도(100%~0%) 30 2 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67 CH06_SigStr 

채널 06 전류 신호 

강도(100%~0%) 30 2 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68 CH07_SigStr 

채널 07 전류 신호 

강도(100%~0%) 30 2 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69 CH08_SigStr 

채널 08 전류 신호 

강도(100%~0%) 30 2 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70 CH09_SigStr 

채널 09 전류 신호 

강도(100%~0%) 30 2 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71 CH10_SigStr 

채널 10 전류 신호 

강도(100%~0%) 30 2 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72 CH11_SigStr 

채널 11 전류 신호 

강도(100%~0%) 30 2 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73 CH12_SigStr 

채널 12 전류 신호 

강도(100%~0%) 30 2 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74 CH13_SigStr 

채널 13 전류 신호 

강도(100%~0%) 30 2 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75 CH14_SigStr 

채널 14 전류 신호 

강도(100%~0%) 30 2 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76 CH15_SigStr 

채널 15 전류 신호 

강도(100%~0%) 30 2 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77 CH16_SigStr 

채널 16 전류 신호 

강도(100%~0%) 30 2 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78 CH17_SigStr 

채널 17 전류 신호 

강도(100%~0%) 30 2 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79 CH18_SigStr 

채널 18 전류 신호 

강도(100%~0%) 30 2 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80 CH19_SigStr 

채널 19 전류 신호 

강도(100%~0%) 30 2 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81 CH20_SigStr 

채널 20 전류 신호 

강도(100%~0%) 30 2 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82 CH21_SigStr 

채널 21 전류 신호 

강도(100%~0%) 30 2 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83 CH22_SigStr 

채널 22 전류 신호 

강도(100%~0%) 30 2 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84 CH23_SigStr 

채널 23 전류 신호 

강도(100%~0%) 30 2 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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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CH24_SigStr 

채널 24 전류 신호 

강도(100%~0%) 30 2 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92 

CH01_Amplitud

e 채널 01 전류 진폭 30 2 1 내부용 

93 

CH02_Amplitud

e 채널 02 전류 진폭 30 2 1 내부용 

94 

CH03_Amplitud

e 채널 03 전류 진폭 30 2 1 내부용 

95 

CH04_Amplitud

e 채널 04 전류 진폭 30 2 1 내부용 

96 

CH05_Amplitud

e 채널 05 전류 진폭 30 2 1 내부용 

97 

CH06_Amplitud

e 채널 06 전류 진폭 30 2 1 내부용 

98 

CH07_Amplitud

e 채널 07 전류 진폭 30 2 1 내부용 

99 

CH08_Amplitud

e 채널 08 전류 진폭 30 2 1 내부용 

100 

CH09_Amplitud

e 채널 09 전류 진폭 30 2 1 내부용 

101 

CH10_Amplitud

e 채널 10 전류 진폭 30 2 1 내부용 

102 

CH11_Amplitud

e 채널 11 전류 진폭 30 2 1 내부용 

103 

CH12_Amplitud

e 채널 12 전류 진폭 30 2 1 내부용 

104 

CH13_Amplitud

e 채널 13 전류 진폭 30 2 1 내부용 

105 

CH14_Amplitud

e 채널 14 전류 진폭 30 2 1 내부용 

106 

CH15_Amplitud

e 채널 15 전류 진폭 30 2 1 내부용 

107 

CH16_Amplitud

e 채널 16 전류 진폭 30 2 1 내부용 

108 

CH17_Amplitud

e 채널 17 전류 진폭 30 2 1 내부용 

109 

CH18_Amplitud

e 채널 18 전류 진폭 30 2 1 내부용 

110 

CH19_Amplitud

e 채널 19 전류 진폭 30 2 1 내부용 

111 

CH20_Amplitud

e 채널 20 전류 진폭 30 2 1 내부용 

112 

CH21_Amplitud

e 채널 21 전류 진폭 30 2 1 내부용 

113 

CH22_Amplitud

e 채널 22 전류 진폭 30 2 1 내부용 

114 

CH23_Amplitud

e 채널 23 전류 진폭 30 2 1 내부용 

115 

CH24_Amplitud

e 채널 24 전류 진폭 30 2 1 내부용 

122 CH01_Gain 채널 01 전류 게인 30 2 1 내부용 

123 CH02_Gain 채널 02 전류 게인 30 2 1 내부용 

124 CH03_Gain 채널 03 전류 게인 30 2 1 내부용 

125 CH04_Gain 채널 04 전류 게인 30 2 1 내부용 

126 CH05_Gain 채널 05 전류 게인 30 2 1 내부용 

127 CH06_Gain 채널 06 전류 게인 30 2 1 내부용 

128 CH07_Gain 채널 07 전류 게인 30 2 1 내부용 

129 CH08_Gain 채널 08 전류 게인 30 2 1 내부용 

130 CH09_Gain 채널 09 전류 게인 30 2 1 내부용 

131 CH10_Gain 채널 10 전류 게인 30 2 1 내부용 

132 CH11_Gain 채널 11 전류 게인 30 2 1 내부용 

133 CH12_Gain 채널 12 전류 게인 30 2 1 내부용 

134 CH13_Gain 채널 13 전류 게인 30 2 1 내부용 

135 CH14_Gain 채널 14 전류 게인 30 2 1 내부용 

136 CH15_Gain 채널 15 전류 게인 30 2 1 내부용 

137 CH16_Gain 채널 16 전류 게인 30 2 1 내부용 

138 CH17_Gain 채널 17 전류 게인 30 2 1 내부용 

139 CH18_Gain 채널 18 전류 게인 30 2 1 내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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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CH19_Gain 채널 19 전류 게인 30 2 1 내부용 

141 CH20_Gain 채널 20 전류 게인 30 2 1 내부용 

142 CH21_Gain 채널 21 전류 게인 30 2 1 내부용 

143 CH22_Gain 채널 22 전류 게인 30 2 1 내부용 

144 CH23_Gain 채널 23 전류 게인 30 2 1 내부용 

145 CH24_Gain 채널 24 전류 게인 30 2 1 내부용 

              

2.2 채널 구성      

레지스터 주소 이름 설명 그룹 

변

수 

클래

스 인코딩 

152 CH01_Enable 채널 활성화 01 30 2 0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153 CH02_Enable 채널 활성화 02 30 2 0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154 CH03_Enable 채널 활성화 03 30 2 0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155 CH04_Enable 채널 활성화 04 30 2 0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156 CH05_Enable 채널 활성화 05 30 2 0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157 CH06_Enable 채널 활성화 06 30 2 0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158 CH07_Enable 채널 활성화 07 30 2 0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159 CH08_Enable 채널 활성화 08 30 2 0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160 CH09_Enable 채널 활성화 09 30 2 0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161 CH10_Enable 채널 활성화 10 30 2 0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162 CH11_Enable 채널 활성화 11 30 2 0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163 CH12_Enable 채널 활성화 12 30 2 0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164 CH13_Enable 채널 활성화 13 30 2 0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165 CH14_Enable 채널 활성화 14 30 2 0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166 CH15_Enable 채널 활성화 15 30 2 0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167 CH16_Enable 채널 활성화 16 30 2 0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168 CH17_Enable 채널 활성화 17 30 2 0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169 CH18_Enable 채널 활성화 18 30 2 0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170 CH19_Enable 채널 활성화 19 30 2 0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171 CH20_Enable 채널 활성화 20 30 2 0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172 CH21_Enable 채널 활성화 21 30 2 0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173 CH22_Enable 채널 활성화 22 30 2 0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174 CH23_Enable 채널 활성화 23 30 2 0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175 CH24_Enable 채널 활성화 24 30 2 0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182 CH01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01 30 2 0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183 CH02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02 30 2 0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184 CH03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03 30 2 0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185 CH04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04 30 2 0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186 CH05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05 30 2 0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187 CH06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06 30 2 0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188 CH07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07 30 2 0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189 CH08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08 30 2 0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190 CH09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09 30 2 0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191 CH10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10 30 2 0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192 CH11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11 30 2 0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193 CH12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12 30 2 0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194 CH13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13 30 2 0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195 CH14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14 30 2 0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196 CH15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15 30 2 0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197 CH16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16 30 2 0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198 CH17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17 30 2 0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199 CH18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18 30 2 0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00 CH19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19 30 2 0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01 CH20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20 30 2 0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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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CH21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21 30 2 0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03 CH22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22 30 2 0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04 CH23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23 30 2 0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05 CH24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24 30 2 0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3 

데이터 시스템 

정보      

IOA 이름 설명 그룹 

변

수 

클래

스 인코딩 

210 MajorVersion 펌웨어 주요 버전 30 2 0 0~99 

211 MinorVersion 펌웨어 개정 번호 30 2 0 0~99 

212 GenErrorH 시스템 오류 코드 MSW 30 2 0 내부용 

213 GenErrorL 시스템 오류 코드 LSW 30 2 0 내부용 

214 CalibErrorH 

보정 CRC 오류(채널당 1 비트) 

MSW 30 2 0 내부용 

215 CalibErrorL 

보정 CRC 오류(채널당 1 비트) 

LSW 30 2 0 내부용 

216 InternalTemp 내부 온도 x 100 30 2 1 내부 온도 x 100[예: 38.46 의 경우 3846] 

       

2.4 시스템 정보      

레지스터 주소 이름 설명 그룹 

변

수 

클래

스 인코딩 

220 Device 장치 유형 30 2 0 정의: 1 = L201, 2 = T301, 3~7 = OEM 

221 Model 장치 모델 30 2 0 예약됨 

222 NbChannel 채널 수 30 2 0 1~32 개 채널의 경우 1~32 

223 CalibYY 보정 연도 30 2 0 2018 의 경우 18 

224 CalibMM 보정 월 30 2 0 1~12 

225 CalibDD 보정일 30 2 0 1~31 

226 SerialNumberH 고유 ID 일련 번호 MSW 30 2 0 32 비트 변수의 MSW 

227 SerialNumberL 고유 ID 일련 번호 LSW 30 2 0 32 비트 변수의 LSW 

              

2.2 사용자 구성      

레지스터 주소 이름 설명 그룹 

변

수 

클래

스 인코딩 

230 

AcquisitionMod

e 자동 게인 획득 모드 30 2 0 정의: 0 = 예약됨, 1 = 고정 시간, 2 = AGC 설정 

231 

TempAveragin

g 평균 지정 30 2 0 50~100, 100 = 마지막 값의 100%(평균 없음) = 기본값 

232 HoldLastGood 

x 스캔의 마지막 유효 판독 후 

정지 값 30 2 0 0~9, 기본값 = 3 

233 LogEn 내부 로깅 활성화 30 2 0 0 = 비활성화, 1 = 로깅 안 함 활성화, 2 = 로깅 

234 LogRate 내부 로깅 속도 30 2 0 De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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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EC 60870-5 데이터 맵 (  ) 

이 장에서는 MSENSE FO ECU-S 기기에 포함된 IEC 60870 파라미터에 대해 설명합니다. 직렬 RS-485 포트를 

사용하여 MSENSE FO에 연결하거나 이더넷을 통한 Modbu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IEC 60870-5 프로토콜에 관한 모든 정보는 읽기 전용입니다. 

 

13.1 IEC 60870-5-101 상호운용성 목록(직렬 포트) 

공급업체 이름: Maschinenfabrik Reinhausen 

장치 이름: MSENSE FO, 펌웨어 v2.02 이상 

   

네트워크 구성 

 예 점대점 

 예 다중점 공동가입선 

 아니요 다중점 대 점 

 아니요 다중점 별 

 아니요 중복선 

   

물리적 계층 

  불균형 상호교환 V.24/V.28 

 아니요 100 비트/초 

 아니요 200 비트/초 

 아니요 300 비트/초 

 아니요 600 비트/초 

 아니요 1,200 비트/초 

 아니요 400 비트/초 

 아니요 4,800 비트/초 

 예 9,600 비트/초 

 예 19,200 비트/초 

 예 38,400 비트/초 

 예 57,600 비트/초 

 예 115,200 비트/초 

   

 아니요 균형 상호교환 회로 X.24/X.27 

   

링크 계층  

  링크 전송 절차 

 아니요 균형 전송 

 예 불균형 전송 

   

 255 최대 프레임 길이(옥텟) 

   

  링크의 주소 필드 

 아니요 없음 

 예 1 옥텟 

 아니요 2 옥텟 

 아니요 구조화됨 

 예 구조화되지 않음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ASDU 의 공통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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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 옥텟 

 아니요 2 옥텟 

   

  정보 개체 주소 

 예 1 옥텟 

 아니요 2 옥텟 

 아니요 3 옥텟 

 아니요 구조화됨 

 예 구조화되지 않음 

   

  전송 원인 

 예 1 옥텟 

 아니요 2 옥텟(송신자 주소 포함) 

   

  표준 ASDU 선택 

  모니터 방향의 프로세스 정보 

 예 1 / 단일점 정보 / M_SP_NA_1 

 아니요 2 / 단일점 정보(시간 태그 포함) / M_SP_TA_1 

 아니요 3 / 이중점 정보 / M_DP_NA_1 

 아니요 4 / 이중점 정보(시간 태그 포함) / M_DP_TA_1 

 아니요 5 / 단계 위치 정보 / M_ST_NA_1 

 아니요 6 / 단계 위치 정보(시간 태그 포함) / M_ST_NA_1 

 아니요 7 / 32 비트의 비트 문자열 / M_BO_NA_1 

 아니요 8 / 32 비트의 비트 문자열(시간 태그 포함) / M_BO_TA_1 

 아니요 9 / 측정된 값, 정규화된 값 / M_ME_NA_1 

 아니요 10 / 측정된 값, 정규화된 값(시간 태그 포함) / M_ME_TA_1 

 예 11 / 측정된 값, 크기 조정된 값 / M_ME_NB_1 

 아니요 12 / 측정된 값, 크기 조정된 값(시간 태그 포함) / M_ME_TB_1 

 아니요 13 / 측정된 값, 짧은 부동 소수점 값 / M_ME_NC_1 

 아니요 14 / 측정된 값, 짧은 부동 소수점 값(시간 태그 포함) / M_ME_TC_1 

 아니요 15 / 통합된 합계 / M_IT_NA_1 

 아니요 16 / 통합된 합계(시간 태그 포함) / M_IT_TA_1 

 아니요 17 / 보호 장비의 이벤트(시간 태그 포함) / M_EP_TA1 

 아니요 18 / 보호 장비의 압축된 시작 이벤트(시간 태그 포함) / M_EP_TB1 

 아니요 19 / 압축된 출력 회로 정보(시간 태그 포함) / M_EP_TC_1 

 아니요 20 / 압축된 단일점 정보(시간 태그 포함) / M_PS_NA_1 

 아니요 21 / 측정된 값, 정규화된 값(품질 설명자 제외) / M_ME_ND_1 

  제어 방향의 프로세스 정보 

 아니요 45 / 단일 명령어 / C_SC_NA_1 

 아니요 46 / 이중 명령어 / C_DC_NA_1 

 아니요 47 / 조정 단계 명령어 / C_RC_NA_1 

 아니요 48 / 설정점 명령어, 정규화된 값 / C_SE_NA_1 

 아니요 49 / 설정점 명령어, 크기 조정된 값 / C_SE_NB_1 

 아니요 50 / 설정점 명령어, 짧은 부동 소수점 값 / C_SE_NC_1 

 아니요 51 / 32 비트의 비트 문자열 / C_BO_NA_1 

  모니터 방향의 시스템 정보 

 아니요 70 / 초기화 끝 / M_EI_NA_1 

  제어 방향의 시스템 정보 

 예 100 / 질문 명령어 / C_IC_NA_1 

 아니요 101 / 카운터 질문 명령어 / C_CI_NA_1 

 예 102 / 읽기 명령어 / C_RD_NA_1 

 아니요 103 / 클럭 동기화 명령어 / C_CS_NA_1 

 아니요 104 / 테스트 명령어 / C_TS_NB_1 

 아니요 105 / 프로세스 재설정 명령어 / C_RP_NC_1 

 아니요 106 / 획득 지연 명령어 / C_CD_NA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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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방향의 파라미터 

 아니요 110 / 측정된 값의 파라미터, 정규화된 값 / P_ME_NA_1 

 아니요 111 / 측정된 값의 파라미터, 크기 조정된 값 / P_ME_NB_1 

 아니요 112 / 측정된 값의 파라미터, 짧은 부동 소수점 값 / P_ME_NC_1 

 아니요 113 / 파라미터 활성화 / P_AC_NA_1 

  파일 전송 

 아니요 120 / 파일 준비됨 / F_FR_NA_1 

 아니요 121 / 섹션 준비됨 / F_SR_NA_1 

 아니요 122 / 디렉토리 호출, 파일 선택, 파일 호출, 섹션 호출 / F_SC_NA_1 

 아니요 123 / 마지막 섹션, 마지막 세그먼트 / F_LS_NA_1 

 아니요 124 / Ack 파일, ack 섹션 / F_AF_NA_1 

 아니요 125 / 세그먼트 / F_SG_NA_1 

 아니요 126 / 디렉토리 / F_DR_TA_1 

   

기본 애플리케이션 기능 

  스테이션 초기화 

 아니요 원격 초기화 

   

  일반 질문 

 예 전역 

 아니요 그룹 1 

 아니요 그룹 2 

 아니요 그룹 3 

 아니요 그룹 4 

 아니요 그룹 5 

 아니요 그룹 6 

 아니요 그룹 7 

 아니요 그룹 8 

 아니요 그룹 9 

 아니요 그룹 10 

 아니요 그룹 11 

 아니요 그룹 12 

 아니요 그룹 13 

 아니요 그룹 14 

 아니요 그룹 15 

 아니요 그룹 16 

   

  클럭 동기화 

 아니요 클럭 동기화 

   

  명령어 전송 

 아니요 직접 명령어 전송 

 아니요 직접 설정점 명령어 전송 

 아니요 선택 및 실행 명령어 

 아니요 설정점 선택 및 실행 명령어 

 아니요 C_SE ACTTERM 사용됨 

 아니요 추가 정의 없음 

 아니요 짧은 펄스 기간 

 아니요 긴 펄스 기간 

 아니요 영구 출력 

   

  통합된 합계 전송 

 아니요 카운터 요청 

 아니요 카운터 고정(재설정 제외) 

 아니요 카운터 고정(재설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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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카운터 재설정 

 아니요 일반 요청 카운터 

 아니요 요청 카운터 그룹 1 

 아니요 요청 카운터 그룹 2 

 아니요 요청 카운터 그룹 3 

 아니요 요청 카운터 그룹 4 

   

  파라미터 로드 

 아니요 임계값 

 아니요 다듬기 요인 

 아니요 측정된 값의 전송 하한 

 아니요 측정된 값의 전송 상한 

   

  파라미터 활성화 

 아니요 주소가 지정된 개체의 영구 사이클 또는 주기적 전송 활성화/비활성화 

   

  파일 전송 

 아니요 모니터 방향의 파일 전송 

 아니요 제어 방향의 파일 전송 

 

13.2 IEC 60870-5-104 상호운용성 목록(이더넷 포트) 

공급업체 이름: Maschinenfabrik Reinhausen 

장치 이름: MSENSE FO ECU-S, 이더넷 펌웨어 v1.4 이상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ASDU 의 공통 주소 

 아니요 1 옥텟 

 예 2 옥텟 

   

  정보 개체 주소 

 아니요 1 옥텟 

 아니요 2 옥텟 

 예 3 옥텟 

 아니요 구조화됨 

 예 구조화되지 않음 

   

  전송 원인 

 아니요 1 옥텟 

 예 2 옥텟(송신자 주소 포함) 

   

  표준 ASDU 선택 

  모니터 방향의 프로세스 정보 

 예 1 / 단일점 정보 / M_SP_NA_1 

 아니요 2 / 단일점 정보(시간 태그 포함) / M_SP_TA_1 

 아니요 3 / 이중점 정보 / M_DP_NA_1 

 아니요 4 / 이중점 정보(시간 태그 포함) / M_DP_TA_1 

 아니요 5 / 단계 위치 정보 / M_ST_NA_1 

 아니요 6 / 단계 위치 정보(시간 태그 포함) / M_ST_NA_1 

 아니요 7 / 32 비트의 비트 문자열 / M_BO_NA_1 

 아니요 8 / 32 비트의 비트 문자열(시간 태그 포함) / M_BO_TA_1 

 아니요 9 / 측정된 값, 정규화된 값 / M_ME_NA_1 

 아니요 10 / 측정된 값, 정규화된 값(시간 태그 포함) / M_ME_TA_1 

 예 11 / 측정된 값, 크기 조정된 값 / M_ME_NB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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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12 / 측정된 값, 크기 조정된 값(시간 태그 포함) / M_ME_TB_1 

 아니요 13 / 측정된 값, 짧은 부동 소수점 값 / M_ME_NC_1 

 아니요 14 / 측정된 값, 짧은 부동 소수점 값(시간 태그 포함) / M_ME_TC_1 

 아니요 15 / 통합된 합계 / M_IT_NA_1 

 아니요 16 / 통합된 합계(시간 태그 포함) / M_IT_TA_1 

 아니요 17 / 보호 장비의 이벤트(시간 태그 포함) / M_EP_TA1 

 아니요 18 / 보호 장비의 압축된 시작 이벤트(시간 태그 포함) / M_EP_TB1 

 아니요 19 / 압축된 출력 회로 정보(시간 태그 포함) / M_EP_TC_1 

 아니요 20 / 압축된 단일점 정보(시간 태그 포함) / M_PS_NA_1 

 아니요 21 / 측정된 값, 정규화된 값(품질 설명자 제외) / M_ME_ND_1 

  제어 방향의 프로세스 정보 

 아니요 45 / 단일 명령어 / C_SC_NA_1 

 아니요 46 / 이중 명령어 / C_DC_NA_1 

 아니요 47 / 조정 단계 명령어 / C_RC_NA_1 

 아니요 48 / 설정점 명령어, 정규화된 값 / C_SE_NA_1 

 아니요 49 / 설정점 명령어, 크기 조정된 값 / C_SE_NB_1 

 아니요 50 / 설정점 명령어, 짧은 부동 소수점 값 / C_SE_NC_1 

 아니요 51 / 32 비트의 비트 문자열 / C_BO_NA_1 

  모니터 방향의 시스템 정보 

 아니요 70 / 초기화 끝 / M_EI_NA_1 

  제어 방향의 시스템 정보 

 예 100 / 질문 명령어 / C_IC_NA_1 

 아니요 101 / 카운터 질문 명령어 / C_CI_NA_1 

 예 102 / 읽기 명령어 / C_RD_NA_1 

 아니요 103 / 클럭 동기화 명령어 / C_CS_NA_1 

 아니요 104 / 테스트 명령어 / C_TS_NB_1 

 아니요 105 / 프로세스 재설정 명령어 / C_RP_NC_1 

 아니요 106 / 획득 지연 명령어 / C_CD_NA_1 

  제어 방향의 파라미터 

 아니요 110 / 측정된 값의 파라미터, 정규화된 값 / P_ME_NA_1 

 아니요 111 / 측정된 값의 파라미터, 크기 조정된 값 / P_ME_NB_1 

 아니요 112 / 측정된 값의 파라미터, 짧은 부동 소수점 값 / P_ME_NC_1 

 아니요 113 / 파라미터 활성화 / P_AC_NA_1 

  파일 전송 

 아니요 120 / 파일 준비됨 / F_FR_NA_1 

 아니요 121 / 섹션 준비됨 / F_SR_NA_1 

 아니요 122 / 디렉토리 호출, 파일 선택, 파일 호출, 섹션 호출 / F_SC_NA_1 

 아니요 123 / 마지막 섹션, 마지막 세그먼트 / F_LS_NA_1 

 아니요 124 / Ack 파일, ack 섹션 / F_AF_NA_1 

 아니요 125 / 세그먼트 / F_SG_NA_1 

 아니요 126 / 디렉토리 / F_DR_TA_1 

   

기본 애플리케이션 기능 

  스테이션 초기화 

 아니요 원격 초기화 

   

  일반 질문 

 예 전역 

 예 그룹 1 

 예 그룹 2 

 예 그룹 3 

 예 그룹 4 

 예 그룹 5 

 예 그룹 6 

 예 그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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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룹 8 

 아니요 그룹 9 

 아니요 그룹 10 

 아니요 그룹 11 

 아니요 그룹 12 

 아니요 그룹 13 

 아니요 그룹 14 

 아니요 그룹 15 

 아니요 그룹 16 

   

  클럭 동기화 

 아니요 클럭 동기화 

   

  명령어 전송 

 아니요 직접 명령어 전송 

 아니요 직접 설정점 명령어 전송 

 아니요 선택 및 실행 명령어 

 아니요 설정점 선택 및 실행 명령어 

 아니요 C_SE ACTTERM 사용됨 

 아니요 추가 정의 없음 

 아니요 짧은 펄스 기간 

 아니요 긴 펄스 기간 

 아니요 영구 출력 

   

  통합된 합계 전송 

 아니요 카운터 요청 

 아니요 카운터 고정(재설정 제외) 

 아니요 카운터 고정(재설정 포함) 

 아니요 카운터 재설정 

 아니요 일반 요청 카운터 

 아니요 요청 카운터 그룹 1 

 아니요 요청 카운터 그룹 2 

 아니요 요청 카운터 그룹 3 

 아니요 요청 카운터 그룹 4 

   

  파라미터 로드 

 아니요 임계값 

 아니요 다듬기 요인 

 아니요 측정된 값의 전송 하한 

 아니요 측정된 값의 전송 상한 

   

  파라미터 활성화 

 아니요 주소가 지정된 개체의 영구 사이클 또는 주기적 전송 활성화/비활성화 

   

  파일 전송 

 아니요 모니터 방향의 파일 전송 

 아니요 제어 방향의 파일 전송 

 

13.3 IEC 60870-5 데이터 맵 
 

  

IEC 60870-5 데이터 

맵      

버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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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U 유형 1 : 

M_SP_NA_1 단일점 정보    -101 -104    

     

경보 상태        

IOA 섹터 이름 설명 유형 인코딩 클래스 그룹 

171 1 AlarmLatch01 경보 래치 01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72 1 AlarmLatch02 경보 래치 02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73 1 AlarmLatch03 경보 래치 03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74 1 AlarmLatch04 경보 래치 04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75 1 AlarmLatch05 경보 래치 05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76 1 AlarmLatch06 경보 래치 06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77 1 AlarmLatch07 경보 래치 07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78 1 AlarmLatch08 경보 래치 08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79 1 AlarmLatch09 경보 래치 09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80 1 AlarmLatch10 경보 래치 10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81 1 AlarmLatch11 경보 래치 11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82 1 AlarmLatch12 경보 래치 12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83 1 AlarmLatch13 경보 래치 13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84 1 AlarmLatch14 경보 래치 14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85 1 AlarmLatch15 경보 래치 15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86 1 AlarmLatch16 경보 래치 16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87 1 AlarmLatch17 경보 래치 17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88 1 AlarmLatch18 경보 래치 18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89 1 AlarmLatch19 경보 래치 19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90 1 AlarmLatch20 경보 래치 20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91 1 AlarmLatch21 경보 래치 21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92 1 AlarmLatch22 경보 래치 22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93 1 AlarmLatch23 경보 래치 23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94 1 AlarmLatch24 경보 래치 24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95 1 AlarmLatch25 경보 래치 25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96 1 AlarmLatch26 경보 래치 26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97 1 AlarmLatch27 경보 래치 27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98 1 AlarmLatch28 경보 래치 28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199 1 AlarmLatch29 경보 래치 29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200 1 AlarmLatch30 경보 래치 30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201 1 AlarmLatch31 경보 래치 31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202 1 AlarmLatch32 경보 래치 32 M_SP_NA_1 

0 = 래치형 경보 없음, 1 = 

래치형 경보 1 4 

        

릴레이 상태  Factory_struct      
레지스터 

주소 섹터 이름 설명 1 비트 인코딩 클래스 그룹 



 

86 문서 번호 MAN0008-KO-R19-LE © Copyright Rugged Monitoring Inc. 

203 1 Relay1 

릴레이 1 상태(오류 복구 

고려 후 제공됨) M_SP_NA_1 

0 = 무전압 상태, 1 = 가압된 

상태 1 5 

204 1 Relay2 

릴레이 2 상태(오류 복구 

고려 후 제공됨) M_SP_NA_1 

0 = 무전압 상태, 1 = 가압된 

상태 1 5 

205 1 Relay3 

릴레이 3 상태(오류 복구 

고려 후 제공됨) M_SP_NA_1 

0 = 무전압 상태, 1 = 가압된 

상태 1 5 

206 1 Relay4 

릴레이 4 상태(오류 복구 

고려 후 제공됨) M_SP_NA_1 

0 = 무전압 상태, 1 = 가압된 

상태 1 5 

207 1 Relay5 

릴레이 5 상태(오류 복구 

고려 후 제공됨) M_SP_NA_1 

0 = 무전압 상태, 1 = 가압된 

상태 1 5 

208 1 Relay6 

릴레이 6 상태(오류 복구 

고려 후 제공됨) M_SP_NA_1 

0 = 무전압 상태, 1 = 가압된 

상태 1 5 

209 1 Relay7 

릴레이 7 상태(오류 복구 

고려 후 제공됨) M_SP_NA_1 

0 = 무전압 상태, 1 = 가압된 

상태 1 5 

210 1 Relay8 

릴레이 8 상태(오류 복구 

고려 후 제공됨) M_SP_NA_1 

0 = 무전압 상태, 1 = 가압된 

상태 1 5 

        

        
ASDU 유형 11 : 

M_ME_NB_1 

측정된 값, 크기 

조정된 값    -101 -104    

     

온도 데이터  rData_Temp_struct      

IOA 섹터 이름 설명 유형 인코딩 클래스 그룹 

2 1 CH01_Temperature 채널 01 전류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 1 

3 1 CH02_Temperature 채널 02 전류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 1 

4 1 CH03_Temperature 채널 03 전류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 1 

5 1 CH04_Temperature 채널 04 전류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 1 

6 1 CH05_Temperature 채널 05 전류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 1 

7 1 CH06_Temperature 채널 06 전류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 1 

8 1 CH07_Temperature 채널 07 전류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 1 

9 1 CH08_Temperature 채널 08 전류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 1 

10 1 CH09_Temperature 채널 09 전류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 1 

11 1 CH10_Temperature 채널 10 전류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 1 

12 1 CH11_Temperature 채널 11 전류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 1 

13 1 CH12_Temperature 채널 12 전류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 1 

14 1 CH13_Temperature 채널 13 전류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 1 

15 1 CH14_Temperature 채널 14 전류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 1 

16 1 CH15_Temperature 채널 15 전류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 1 

17 1 CH16_Temperature 채널 16 전류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 1 

18 1 CH17_Temperature 채널 17 전류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 1 

19 1 CH18_Temperature 채널 18 전류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 1 

20 1 CH19_Temperature 채널 19 전류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 1 

21 1 CH20_Temperature 채널 20 전류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 1 

22 1 CH21_Temperature 채널 21 전류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 1 

23 1 CH22_Temperature 채널 22 전류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 1 

24 1 CH23_Temperature 채널 23 전류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 1 

25 1 CH24_Temperature 채널 24 전류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예: 123.45 의 경우 

12345] 2 1 

26 1 CH01_Status 채널 01 전류 상태 M_ME_NB_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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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CH02_Status 채널 02 전류 상태 M_ME_NB_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1 2 

28 1 CH03_Status 채널 03 전류 상태 M_ME_NB_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1 2 

29 1 CH04_Status 채널 04 전류 상태 M_ME_NB_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1 2 

30 1 CH05_Status 채널 05 전류 상태 M_ME_NB_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1 2 

31 1 CH06_Status 채널 06 전류 상태 M_ME_NB_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1 2 

32 1 CH07_Status 채널 07 전류 상태 M_ME_NB_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1 2 

33 1 CH08_Status 채널 08 전류 상태 M_ME_NB_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1 2 

34 1 CH09_Status 채널 09 전류 상태 M_ME_NB_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1 2 

35 1 CH10_Status 채널 10 전류 상태 M_ME_NB_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1 2 

36 1 CH11_Status 채널 11 전류 상태 M_ME_NB_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1 2 

37 1 CH12_Status 채널 12 전류 상태 M_ME_NB_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1 2 

38 1 CH13_Status 채널 13 전류 상태 M_ME_NB_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1 2 

39 1 CH14_Status 채널 14 전류 상태 M_ME_NB_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1 2 

40 1 CH15_Status 채널 15 전류 상태 M_ME_NB_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1 2 

41 1 CH16_Status 채널 16 전류 상태 M_ME_NB_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1 2 

42 1 CH17_Status 채널 17 전류 상태 M_ME_NB_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1 2 

43 1 CH18_Status 채널 18 전류 상태 M_ME_NB_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1 2 

44 1 CH19_Status 채널 19 전류 상태 M_ME_NB_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1 2 

45 1 CH20_Status 채널 20 전류 상태 M_ME_NB_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1 2 

46 1 CH21_Status 채널 21 전류 상태 M_ME_NB_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1 2 

47 1 CH22_Status 채널 22 전류 상태 M_ME_NB_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1 2 

48 1 CH23_Status 채널 23 전류 상태 M_ME_NB_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1 2 

49 1 CH24_Status 채널 24 전류 상태 M_ME_NB_1 

오류 코드: 0 = 유효함, 2 = 

비활성화됨, 3 = 신호 없음 1 2 

50 1 CH01_SigStr 

채널 01 전류 신호 

강도(100%~0%) M_ME_NB_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2 3 

51 1 CH02_SigStr 

채널 02 전류 신호 

강도(100%~0%) M_ME_NB_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2 3 

52 1 CH03_SigStr 

채널 03 전류 신호 

강도(100%~0%) M_ME_NB_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2 3 

53 1 CH04_SigStr 

채널 04 전류 신호 

강도(100%~0%) M_ME_NB_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2 3 

54 1 CH05_SigStr 

채널 05 전류 신호 

강도(100%~0%) M_ME_NB_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2 3 

55 1 CH06_SigStr 

채널 06 전류 신호 

강도(100%~0%) M_ME_NB_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2 3 

56 1 CH07_SigStr 

채널 07 전류 신호 

강도(100%~0%) M_ME_NB_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2 3 

57 1 CH08_SigStr 

채널 08 전류 신호 

강도(100%~0%) M_ME_NB_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2 3 

58 1 CH09_SigStr 

채널 09 전류 신호 

강도(100%~0%) M_ME_NB_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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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 CH10_SigStr 

채널 10 전류 신호 

강도(100%~0%) M_ME_NB_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2 3 

60 1 CH11_SigStr 

채널 11 전류 신호 

강도(100%~0%) M_ME_NB_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2 3 

61 1 CH12_SigStr 

채널 12 전류 신호 

강도(100%~0%) M_ME_NB_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2 3 

62 1 CH13_SigStr 

채널 13 전류 신호 

강도(100%~0%) M_ME_NB_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2 3 

63 1 CH14_SigStr 

채널 14 전류 신호 

강도(100%~0%) M_ME_NB_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2 3 

64 1 CH15_SigStr 

채널 15 전류 신호 

강도(100%~0%) M_ME_NB_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2 3 

65 1 CH16_SigStr 

채널 16 전류 신호 

강도(100%~0%) M_ME_NB_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2 3 

66 1 CH17_SigStr 

채널 17 전류 신호 

강도(100%~0%) M_ME_NB_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2 3 

67 1 CH18_SigStr 

채널 18 전류 신호 

강도(100%~0%) M_ME_NB_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2 3 

68 1 CH19_SigStr 

채널 19 전류 신호 

강도(100%~0%) M_ME_NB_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2 3 

69 1 CH20_SigStr 

채널 20 전류 신호 

강도(100%~0%) M_ME_NB_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2 3 

70 1 CH21_SigStr 

채널 21 전류 신호 

강도(100%~0%) M_ME_NB_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2 3 

71 1 CH22_SigStr 

채널 22 전류 신호 

강도(100%~0%) M_ME_NB_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2 3 

72 1 CH23_SigStr 

채널 23 전류 신호 

강도(100%~0%) M_ME_NB_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2 3 

73 1 CH24_SigStr 

채널 24 전류 신호 

강도(100%~0%) M_ME_NB_1 

0%~100%에 대해 

0~100(신호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2 3 

74 1 CH01_Amplitude 채널 01 전류 진폭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75 1 CH02_Amplitude 채널 02 전류 진폭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76 1 CH03_Amplitude 채널 03 전류 진폭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77 1 CH04_Amplitude 채널 04 전류 진폭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78 1 CH05_Amplitude 채널 05 전류 진폭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79 1 CH06_Amplitude 채널 06 전류 진폭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80 1 CH07_Amplitude 채널 07 전류 진폭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81 1 CH08_Amplitude 채널 08 전류 진폭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82 1 CH09_Amplitude 채널 09 전류 진폭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83 1 CH10_Amplitude 채널 10 전류 진폭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84 1 CH11_Amplitude 채널 11 전류 진폭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85 1 CH12_Amplitude 채널 12 전류 진폭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86 1 CH13_Amplitude 채널 13 전류 진폭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87 1 CH14_Amplitude 채널 14 전류 진폭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88 1 CH15_Amplitude 채널 15 전류 진폭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89 1 CH16_Amplitude 채널 16 전류 진폭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90 1 CH17_Amplitude 채널 17 전류 진폭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91 1 CH18_Amplitude 채널 18 전류 진폭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92 1 CH19_Amplitude 채널 19 전류 진폭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93 1 CH20_Amplitude 채널 20 전류 진폭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94 1 CH21_Amplitude 채널 21 전류 진폭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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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 CH22_Amplitude 채널 22 전류 진폭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96 1 CH23_Amplitude 채널 23 전류 진폭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97 1 CH24_Amplitude 채널 24 전류 진폭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98 1 CH01_Gain 채널 01 전류 게인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99 1 CH02_Gain 채널 02 전류 게인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100 1 CH03_Gain 채널 03 전류 게인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101 1 CH04_Gain 채널 04 전류 게인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102 1 CH05_Gain 채널 05 전류 게인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103 1 CH06_Gain 채널 06 전류 게인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104 1 CH07_Gain 채널 07 전류 게인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105 1 CH08_Gain 채널 08 전류 게인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106 1 CH09_Gain 채널 09 전류 게인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107 1 CH10_Gain 채널 10 전류 게인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108 1 CH11_Gain 채널 11 전류 게인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109 1 CH12_Gain 채널 12 전류 게인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110 1 CH13_Gain 채널 13 전류 게인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111 1 CH14_Gain 채널 14 전류 게인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112 1 CH15_Gain 채널 15 전류 게인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113 1 CH16_Gain 채널 16 전류 게인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114 1 CH17_Gain 채널 17 전류 게인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115 1 CH18_Gain 채널 18 전류 게인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116 1 CH19_Gain 채널 19 전류 게인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117 1 CH20_Gain 채널 20 전류 게인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118 1 CH21_Gain 채널 21 전류 게인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119 1 CH22_Gain 채널 22 전류 게인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120 1 CH23_Gain 채널 23 전류 게인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121 1 CH24_Gain 채널 24 전류 게인 M_ME_NB_1 내부용 없음 8 

               

채널 구성  User_channel_struct      
레지스터 

주소 섹터 이름 설명 유형 인코딩 클래스 그룹 

122 1 CH01_Enable 채널 활성화 01 M_ME_NB_1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2 6 

123 1 CH02_Enable 채널 활성화 02 M_ME_NB_1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2 6 

124 1 CH03_Enable 채널 활성화 03 M_ME_NB_1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2 6 

125 1 CH04_Enable 채널 활성화 04 M_ME_NB_1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2 6 

126 1 CH05_Enable 채널 활성화 05 M_ME_NB_1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2 6 

127 1 CH06_Enable 채널 활성화 06 M_ME_NB_1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2 6 

128 1 CH07_Enable 채널 활성화 07 M_ME_NB_1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2 6 

129 1 CH08_Enable 채널 활성화 08 M_ME_NB_1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2 6 

130 1 CH09_Enable 채널 활성화 09 M_ME_NB_1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2 6 

131 1 CH10_Enable 채널 활성화 10 M_ME_NB_1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2 6 

132 1 CH11_Enable 채널 활성화 11 M_ME_NB_1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2 6 

133 1 CH12_Enable 채널 활성화 12 M_ME_NB_1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2 6 

134 1 CH13_Enable 채널 활성화 13 M_ME_NB_1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2 6 

135 1 CH14_Enable 채널 활성화 14 M_ME_NB_1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2 6 

136 1 CH15_Enable 채널 활성화 15 M_ME_NB_1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2 6 

137 1 CH16_Enable 채널 활성화 16 M_ME_NB_1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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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 CH17_Enable 채널 활성화 17 M_ME_NB_1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2 6 

139 1 CH18_Enable 채널 활성화 18 M_ME_NB_1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2 6 

140 1 CH19_Enable 채널 활성화 19 M_ME_NB_1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2 6 

141 1 CH20_Enable 채널 활성화 20 M_ME_NB_1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2 6 

142 1 CH21_Enable 채널 활성화 21 M_ME_NB_1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2 6 

143 1 CH22_Enable 채널 활성화 22 M_ME_NB_1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2 6 

144 1 CH23_Enable 채널 활성화 23 M_ME_NB_1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2 6 

145 1 CH24_Enable 채널 활성화 24 M_ME_NB_1 

0 = 비활성화, 그렇지 않은 경우 

활성화 2 6 

146 1 CH01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01 M_ME_NB_1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 6 

147 1 CH02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02 M_ME_NB_1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 6 

148 1 CH03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03 M_ME_NB_1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 6 

149 1 CH04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04 M_ME_NB_1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 6 

150 1 CH05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05 M_ME_NB_1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 6 

151 1 CH06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06 M_ME_NB_1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 6 

152 1 CH07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07 M_ME_NB_1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 6 

153 1 CH08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08 M_ME_NB_1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 6 

154 1 CH09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09 M_ME_NB_1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 6 

155 1 CH10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10 M_ME_NB_1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 6 

156 1 CH11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11 M_ME_NB_1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 6 

157 1 CH12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12 M_ME_NB_1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 6 

158 1 CH13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13 M_ME_NB_1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 6 

159 1 CH14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14 M_ME_NB_1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 6 

160 1 CH15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15 M_ME_NB_1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 6 

161 1 CH16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16 M_ME_NB_1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 6 

162 1 CH17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17 M_ME_NB_1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 6 

163 1 CH18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18 M_ME_NB_1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 6 

164 1 CH19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19 M_ME_NB_1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 6 

165 1 CH20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20 M_ME_NB_1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 6 

166 1 CH21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21 M_ME_NB_1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 6 

167 1 CH22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22 M_ME_NB_1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 6 

168 1 CH23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23 M_ME_NB_1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 6 

169 1 CH24_Offset 채널 온도 오프셋 24 M_ME_NB_1 

온도 오프셋 x 100[예: 1.25C 의 

경우 125] 2 6 

        
데이터 

시스템 정보  rData_SysInfo_struct      

IOA 섹터 이름 설명 유형 인코딩 클래스 그룹 

233 1 MajorVersion 펌웨어 주요 버전 M_ME_NB_1 0~99 2 7 

234 1 MinorVersion 펌웨어 개정 번호 M_ME_NB_1 0~99 2 7 

235 1 GenErrorH 시스템 오류 코드 MSW M_ME_NB_1 내부용 없음 6 

236 1 GenErrorL 시스템 오류 코드 LSW M_ME_NB_1 내부용 없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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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1 CalibErrorH 

보정 CRC 오류(채널당 

1 비트) MSW M_ME_NB_1 내부용 없음 6 

238 1 CalibErrorL 

보정 CRC 오류(채널당 

1 비트) LSW M_ME_NB_1 내부용 없음 6 

239 1 InternalTemp 내부 온도 x 100 M_ME_NB_1 

내부 온도 x 100[예: 38.46 의 

경우 3846] 2 1 

        

시스템 정보  Factory_struct      
레지스터 

주소 섹터 이름 설명 유형 인코딩 클래스 그룹 

241 1 Device 장치 유형 M_ME_NB_1 

Define: 3 = MSENSE FO ECU-

I; 21 = MSENSE FO ECU Test 

Unit; 22 = MSENSE FO ECU-I 2 7 

242 1 Model 장치 모델 M_ME_NB_1 예약됨 2 7 

243 1 NbChannel 채널 수 M_ME_NB_1 1~32 개 채널의 경우 1~32 2 7 

244 1 CalibYY 보정 연도 M_ME_NB_1 2018 의 경우 18 2 7 

245 1 CalibMM 보정 월 M_ME_NB_1 1~12 2 7 

246 1 CalibDD 보정일 M_ME_NB_1 1~31 2 7 

247 1 SerialNumberH 고유 ID 일련 번호 MSW M_ME_NB_1 32 비트 변수의 MSW 2 7 

248 1 SerialNumberL 고유 ID 일련 번호 LSW M_ME_NB_1 32 비트 변수의 LSW 2 7 

               

사용자 구성  User_config_struct      
레지스터 

주소 섹터 이름 설명 유형 인코딩 클래스 그룹 

250 1 AcquisitionMode 자동 게인 획득 모드 M_ME_NB_1 

정의: 0 = 예약됨, 1 = 고정 

시간, 2 = AGC 설정 2 6 

251 1 TempAveraging 평균 지정 M_ME_NB_1 

50~100, 100 = 마지막 값의 

100%(평균 없음) = 기본값 2 6 

252 1 HoldLastGood 

x 스캔의 마지막 유효 

판독 후 정지 값 M_ME_NB_1 0~9, 기본값 = 3 2 6 

253 1 LogEn 내부 로깅 활성화 M_ME_NB_1 

0 = 비활성화, 1 = 로깅 안 함 

활성화, 2 = 로깅 2 6 

254 1 LogRate 내부 로깅 속도 M_ME_NB_1 정의 2 6 

        

에이징        
레지스터 

주소 섹터 이름 설명 유형 인코딩 클래스 그룹 

1 2 AG1 OperatingH 

작동 시간(초기 작동 시간 

제외) MSW M_ME_NB_1 

32 비트 변수의 

MSW(시간 x100) 없음 9 

2 2 AG1 OperatingL 

작동 시간(초기 작동 시간 

제외) LSW M_ME_NB_1 32 비트 변수의 LSW(시간 x100) 없음 9 

3 2 AG1 AgingH 

에이징 시간(초기 에이징 

시간 제외) MSW M_ME_NB_1 

32 비트 변수의 

MSW(시간 x100) 없음 9 

4 2 AG1 AgingL 

에이징 시간(초기 에이징 

시간 제외) LSW M_ME_NB_1 32 비트 변수의 LSW(시간 x100) 없음 9 

5 2 AG1 Temperature 실시간 작동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 없음 9 

6 2 AG1 AgingRate 실시간 에이징 속도 M_ME_NB_1 비율 x 100 없음 9 

11 2 AG2 OperatingH 

작동 시간(초기 작동 시간 

제외) MSW M_ME_NB_1 

32 비트 변수의 

MSW(시간 x100) 없음 9 

12 2 AG2 OperatingL 

작동 시간(초기 작동 시간 

제외) LSW M_ME_NB_1 32 비트 변수의 LSW(시간 x100) 없음 9 

13 2 AG2 AgingH 

에이징 시간(초기 에이징 

시간 제외) MSW M_ME_NB_1 

32 비트 변수의 

MSW(시간 x100) 없음 9 

14 2 AG2 AgingL 

에이징 시간(초기 에이징 

시간 제외) LSW M_ME_NB_1 32 비트 변수의 LSW(시간 x100) 없음 9 

15 2 AG2 Temperature 실시간 작동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 없음 9 

16 2 AG2 AgingRate 실시간 에이징 속도 M_ME_NB_1 비율 x 100 없음 9 

21 2 AG3 OperatingH 

작동 시간(초기 작동 시간 

제외) MSW M_ME_NB_1 

32 비트 변수의 

MSW(시간 x100) 없음 9 

22 2 AG3 OperatingL 

작동 시간(초기 작동 시간 

제외) LSW M_ME_NB_1 32 비트 변수의 LSW(시간 x100) 없음 9 

23 2 AG3 AgingH 

에이징 시간(초기 에이징 

시간 제외) MSW M_ME_NB_1 

32 비트 변수의 

MSW(시간 x100) 없음 9 

24 2 AG3 AgingL 

에이징 시간(초기 에이징 

시간 제외) LSW M_ME_NB_1 32 비트 변수의 LSW(시간 x100) 없음 9 

25 2 AG3 Temperature 실시간 작동 온도 M_ME_NB_1 온도 x 100 없음 9 

26 2 AG3 AgingRate 실시간 에이징 속도 M_ME_NB_1 비율 x 100 없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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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EC 61850 CID 파일 설명 (  ) 

다음은 MSENSE FO ECU-S CID 파일(ICD 파일)의 항목(논리적 노드)에 적용될 수 있는 일부 설명입니다. 이 내용은 

MSENSE FO ECU-S CID 파일에서 추출되었습니다. 

 

IEC 61850 프로토콜에 관한 모든 정보는 읽기 전용입니다. 

 

ICD 파일은 기기 웹 서버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웹 서버가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활성화해야 합니다). 

 

 

 

<LN desc="릴레이 1 상태" inst="1" lnType="GGIO_0" lnClass="GGIO" prefix=""/> GGIO1 릴레이 1 상태 GGIO_0 

<LN desc="릴레이 2 상태" inst="2" lnType="GGIO_0" lnClass="GGIO" prefix=""/> GGIO2 릴레이 2 상태 GGIO_0 

<LN desc="릴레이 3 상태" inst="3" lnType="GGIO_0" lnClass="GGIO" prefix=""/> GGIO3 릴레이 3 상태 GGIO_0 

<LN desc="릴레이 4 상태" inst="4" lnType="GGIO_0" lnClass="GGIO" prefix=""/> GGIO4 릴레이 4 상태 GGIO_0 

<LN desc="릴레이 5 상태" inst="5" lnType="GGIO_0" lnClass="GGIO" prefix=""/> GGIO5 릴레이 5 상태 GGIO_0 

<LN desc="릴레이 6 상태" inst="6" lnType="GGIO_0" lnClass="GGIO" prefix=""/> GGIO6 릴레이 6 상태 GGIO_0 

<LN desc="릴레이 7 상태" inst="7" lnType="GGIO_0" lnClass="GGIO" prefix=""/> GGIO7 릴레이 7 상태 GGIO_0 

<LN desc="릴레이 8 상태" inst="8" lnType="GGIO_0" lnClass="GGIO" prefix=""/> GGIO8 릴레이 8 상태 GGIO_0 

<LN desc="오류 복구 1 상태" inst="11" lnType="GGIO_1" lnClass="GGIO" prefix=""/> GGIO11 릴레이 1 구성 GGIO_1 

<LN desc="오류 복구 2 상태" inst="12" lnType="GGIO_1" lnClass="GGIO" prefix=""/> GGIO12 릴레이 2 구성 GGIO_1 

<LN desc="오류 복구 3 상태" inst="13" lnType="GGIO_1" lnClass="GGIO" prefix=""/> GGIO13 릴레이 3 구성 GGIO_1 

<LN desc="오류 복구 4 상태" inst="14" lnType="GGIO_1" lnClass="GGIO" prefix=""/> GGIO14 릴레이 4 구성 GGIO_1 

<LN desc="오류 복구 5 상태" inst="15" lnType="GGIO_1" lnClass="GGIO" prefix=""/> GGIO15 릴레이 5 구성 GGIO_1 

<LN desc="오류 복구 6 상태" inst="16" lnType="GGIO_1" lnClass="GGIO" prefix=""/> GGIO16 릴레이 6 구성 GGIO_1 

<LN desc="오류 복구 7 상태" inst="17" lnType="GGIO_1" lnClass="GGIO" prefix=""/> GGIO17 릴레이 7 구성 GGIO_1 

<LN desc="오류 복구 8 상태" inst="18" lnType="GGIO_1" lnClass="GGIO" prefix=""/> GGIO18 릴레이 8 구성 GGIO_1 

<LN desc="시스템 정보" inst="1" lnType="STMP_2" lnClass="STMP" prefix=""/> STMP1 장치 구성 STMP_2 

<LN desc="사용자 구성" inst="2" lnType="STMP_1" lnClass="STMP" prefix=""/> STMP2 사용자 구성 STMP_1 

<LN desc="데이터 시스템 정보" inst="3" lnType="STMP_3" lnClass="STMP" prefix=""/> STMP3 시스템 정보 STMP_3 

<LN desc="채널 구성 Ch 1" inst="10" lnType="STMP_4" lnClass="STMP" prefix=""/> STMP10 

채널 1 구성(활성화, 

오프셋) STMP_4 

<LN desc="채널 구성 Ch 2" inst="11" lnType="STMP_4" lnClass="STMP" prefix=""/> STMP11 

채널 2 구성(활성화, 

오프셋) STMP_4 

<LN desc="채널 구성 Ch 3" inst="12" lnType="STMP_4" lnClass="STMP" prefix=""/> STMP12 

채널 3 구성(활성화, 

오프셋) STMP_4 

<LN desc="채널 구성 Ch 4" inst="13" lnType="STMP_4" lnClass="STMP" prefix=""/> STMP13 

채널 4 구성(활성화, 

오프셋) STMP_4 

<LN desc="채널 구성 Ch 5" inst="14" lnType="STMP_4" lnClass="STMP" prefix=""/> STMP14 

채널 5 구성(활성화, 

오프셋) STMP_4 

<LN desc="채널 구성 Ch 6" inst="15" lnType="STMP_4" lnClass="STMP" prefix=""/> STMP15 

채널 6 구성(활성화, 

오프셋) STMP_4 

<LN desc="채널 구성 Ch 7" inst="16" lnType="STMP_4" lnClass="STMP" prefix=""/> STMP16 

채널 7 구성(활성화, 

오프셋) STMP_4 

<LN desc="채널 구성 Ch 8" inst="17" lnType="STMP_4" lnClass="STMP" prefix=""/> STMP17 

채널 8 구성(활성화, 

오프셋) STMP_4 

<LN desc="채널 구성 Ch 9" inst="18" lnType="STMP_4" lnClass="STMP" prefix=""/> STMP18 

채널 9 구성(활성화, 

오프셋) STMP_4 

<LN desc="채널 구성 Ch 10" inst="19" lnType="STMP_4" lnClass="STMP" prefix=""/> STMP19 

채널 10 구성(활성화, 

오프셋) STMP_4 

<LN desc="채널 구성 Ch 11" inst="20" lnType="STMP_4" lnClass="STMP" prefix=""/> STMP20 

채널 11 구성(활성화, 

오프셋) STMP_4 

<LN desc="채널 구성 Ch 12" inst="21" lnType="STMP_4" lnClass="STMP" prefix=""/> STMP21 

채널 12 구성(활성화, 

오프셋) STMP_4 

<LN desc="채널 구성 Ch 13" inst="22" lnType="STMP_4" lnClass="STMP" prefix=""/> STMP22 

채널 13 구성(활성화, 

오프셋) STMP_4 

<LN desc="채널 구성 Ch 14" inst="23" lnType="STMP_4" lnClass="STMP" prefix=""/> STMP23 

채널 14 구성(활성화, 

오프셋) STMP_4 

<LN desc="채널 구성 Ch 15" inst="24" lnType="STMP_4" lnClass="STMP" prefix=""/> STMP24 

채널 15 구성(활성화, 

오프셋) STMP_4 

<LN desc="채널 구성 Ch 16" inst="25" lnType="STMP_4" lnClass="STMP" prefix=""/> STMP25 

채널 16 구성(활성화, 

오프셋) STMP_4 

<LN desc="채널 구성 Ch 17" inst="26" lnType="STMP_4" lnClass="STMP" prefix=""/> STMP26 

채널 17 구성(활성화, 

오프셋) STMP_4 



 

94 문서 번호 MAN0008-KO-R19-LE © Copyright Rugged Monitoring Inc. 

<LN desc="채널 구성 Ch 18" inst="27" lnType="STMP_4" lnClass="STMP" prefix=""/> STMP27 

채널 18 구성(활성화, 

오프셋) STMP_4 

<LN desc="채널 구성 Ch 19" inst="28" lnType="STMP_4" lnClass="STMP" prefix=""/> STMP28 

채널 19 구성(활성화, 

오프셋) STMP_4 

<LN desc="채널 구성 Ch 20" inst="29" lnType="STMP_4" lnClass="STMP" prefix=""/> STMP29 

채널 20 구성(활성화, 

오프셋) STMP_4 

<LN desc="채널 구성 Ch 21" inst="30" lnType="STMP_4" lnClass="STMP" prefix=""/> STMP30 

채널 21 구성(활성화, 

오프셋) STMP_4 

<LN desc="채널 구성 Ch 22" inst="31" lnType="STMP_4" lnClass="STMP" prefix=""/> STMP31 

채널 22 구성(활성화, 

오프셋) STMP_4 

<LN desc="채널 구성 Ch 23" inst="32" lnType="STMP_4" lnClass="STMP" prefix=""/> STMP32 

채널 23 구성(활성화, 

오프셋) STMP_4 

<LN desc="채널 구성 Ch 24" inst="33" lnType="STMP_4" lnClass="STMP" prefix=""/> STMP33 

채널 24 구성(활성화, 

오프셋) STMP_4 

<LN desc="온도 데이터 Ch 1" inst="50" lnType="STMP_5" lnClass="STMP" prefix=""/> STMP50 채널 1 상태 및 온도 STMP_5 

<LN desc="온도 데이터 Ch 2" inst="51" lnType="STMP_5" lnClass="STMP" prefix=""/> STMP51 채널 2 상태 및 온도 STMP_5 

<LN desc="온도 데이터 Ch 3" inst="52" lnType="STMP_5" lnClass="STMP" prefix=""/> STMP52 채널 3 상태 및 온도 STMP_5 

<LN desc="온도 데이터 Ch 4" inst="53" lnType="STMP_5" lnClass="STMP" prefix=""/> STMP53 채널 4 상태 및 온도 STMP_5 

<LN desc="온도 데이터 Ch 5" inst="54" lnType="STMP_5" lnClass="STMP" prefix=""/> STMP54 채널 5 상태 및 온도 STMP_5 

<LN desc="온도 데이터 Ch 6" inst="55" lnType="STMP_5" lnClass="STMP" prefix=""/> STMP55 채널 6 상태 및 온도 STMP_5 

<LN desc="온도 데이터 Ch 7" inst="56" lnType="STMP_5" lnClass="STMP" prefix=""/> STMP56 채널 7 상태 및 온도 STMP_5 

<LN desc="온도 데이터 Ch 8" inst="57" lnType="STMP_5" lnClass="STMP" prefix=""/> STMP57 채널 8 상태 및 온도 STMP_5 

<LN desc="온도 데이터 Ch 9" inst="58" lnType="STMP_5" lnClass="STMP" prefix=""/> STMP58 채널 9 상태 및 온도 STMP_5 

<LN desc="온도 데이터 Ch 10" inst="59" lnType="STMP_5" lnClass="STMP" prefix=""/> STMP59 채널 10 상태 및 온도 STMP_5 

<LN desc="온도 데이터 Ch 11" inst="60" lnType="STMP_5" lnClass="STMP" prefix=""/> STMP60 채널 11 상태 및 온도 STMP_5 

<LN desc="온도 데이터 Ch 12" inst="61" lnType="STMP_5" lnClass="STMP" prefix=""/> STMP61 채널 12 상태 및 온도 STMP_5 

<LN desc="온도 데이터 Ch 13" inst="62" lnType="STMP_5" lnClass="STMP" prefix=""/> STMP62 채널 13 상태 및 온도 STMP_5 

<LN desc="온도 데이터 Ch 14" inst="63" lnType="STMP_5" lnClass="STMP" prefix=""/> STMP63 채널 14 상태 및 온도 STMP_5 

<LN desc="온도 데이터 Ch 15" inst="64" lnType="STMP_5" lnClass="STMP" prefix=""/> STMP64 채널 15 상태 및 온도 STMP_5 

<LN desc="온도 데이터 Ch 16" inst="65" lnType="STMP_5" lnClass="STMP" prefix=""/> STMP65 채널 16 상태 및 온도 STMP_5 

<LN desc="온도 데이터 Ch 17" inst="66" lnType="STMP_5" lnClass="STMP" prefix=""/> STMP66 채널 17 상태 및 온도 STMP_5 

<LN desc="온도 데이터 Ch 18" inst="67" lnType="STMP_5" lnClass="STMP" prefix=""/> STMP67 채널 18 상태 및 온도 STMP_5 

<LN desc="온도 데이터 Ch 19" inst="68" lnType="STMP_5" lnClass="STMP" prefix=""/> STMP68 채널 19 상태 및 온도 STMP_5 

<LN desc="온도 데이터 Ch 20" inst="69" lnType="STMP_5" lnClass="STMP" prefix=""/> STMP69 채널 20 상태 및 온도 STMP_5 

<LN desc="온도 데이터 Ch 21" inst="70" lnType="STMP_5" lnClass="STMP" prefix=""/> STMP70 채널 21 상태 및 온도 STMP_5 

<LN desc="온도 데이터 Ch 22" inst="71" lnType="STMP_5" lnClass="STMP" prefix=""/> STMP71 채널 22 상태 및 온도 STMP_5 

<LN desc="온도 데이터 Ch 23" inst="72" lnType="STMP_5" lnClass="STMP" prefix=""/> STMP72 채널 23 상태 및 온도 STMP_5 

<LN desc="온도 데이터 Ch 24" inst="73" lnType="STMP_5" lnClass="STMP" prefix=""/> STMP73 채널 24 상태 및 온도 STMP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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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록 – 기계적 도면 

이 부록에는 치수가 미터 단위로 표시된 기계적 도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 사양도 이 페이지와 사용 설명서의 

다른 장, 주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15.1 온도 탐침 
이 그림은 온도 탐침이 사용되는 세 가지 버전을 보여줍니다. 탐침은 -40~+250oC 온도 범위의 Teflon 및 Torlon 

재질을 사용하여 제조됩니다. 치수는 mm 단위입니다. 

 

 

15.2 피드스루 
이 도면은 피드스루에 대한 자세한 치수 정보를 mm 단위로 제공합니다. 재질은 스테인레스강 316입니다. . 

 
 

다음 그림은 피드스루에 연결되는 탐침의 최소 곡률 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96 문서 번호 MAN0008-KO-R19-LE © Copyright Rugged Monitoring Inc. 

 

15.3 연장 케이블 및 연장 케이블 번들 

15.3.1 단일 연장 케이블 

이 도면은 기계적 치수(mm 단위)를 포함하여 자세한 구성 사양을 제공합니다. 재질은 PVC입니다. 외부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 케이블은 설치류, 눈, 비와 같은 요소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온도 범위는 -40~+85oC입니다. 

주변 온도가 결빙 수준 미만일 때 연장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15.3.2 번들 연장 케이블 

이 도면은 기계적 치수를 포함하여 자세한 구성 사양을 제공합니다. 재질은 강심 고무입니다. . 

 

15.4 마운팅 플랜지(탱크 월 플레이트) 
다음 도면은 일반적인 탱크 월 플레이트(피드스루 8개 및 O-링 없이 볼트로 접합된 경우)를 보여줍니다. 다른 

버전은 O-링 홈이 추가되거나 볼트 접합 구멍이 없는 점을 제외하고 비슷합니다. 플레이트에는 최대 25개의 

피드스루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재질은 스테인레스강 316입니다. 치수는 mm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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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인터페이스 상자 
다음 그림은 i-상자 구성 및 치수(mm 단위)를 보여줍니다. 재질은 스테인레스강 316입니다. 개스킷 재질은 

네오프렌입니다. 이 상자를 설치할 때 상자 위에 통풍구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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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기기 – MSENSE FO ECU-S (  ) 

이 도면은 MSENSE FO ECU-S 기기의 기계적 사양을 제공합니다. 케이스 재질은 성형 알루미늄입니다.  

 

이 제품의 전체적인 전기 및 소프트웨어 사양은 3.2.1절을 참조하십시오. 

 

 
이 도면은 스윙 패널에 MSENSE FO ECU-S 기기를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절단 치수는 위 도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15.7 기기 – MSENSE FO 테스트 장치 (  ) 

이 도면은 MSENSE FO ECU-S 기기의 기계적 사양을 제공합니다. 케이스 재질은 성형 보강 ABS 중합체이며, UL 

94HB를 충족합니다.  

 

이 제품의 전체적인 사양은 3.2.1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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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의 전체적인 전기 및 소프트웨어 사양은 3.2.2절을 참조하십시오. 

15.8 기기 – MSENSE FO ECU-I (  ) 

이 도면은 MSENSE FO ECU-I 기기의 기계적 사양을 제공합니다. 케이스 재질은 압출 알루미늄입니다.  

 

이 제품의 전체적인 사양은 3.2.3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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