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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 flowmeter 패널 (2 Line ) 

 

 

 

First Line 

% (Flow Rate % of Range): 설정 최대유량에 대한 %

> (Forward flow total value) : 정방향 적산 

< (Reverse flow total value) : 역방향 적산 

* (Net flow total value) : 순적산 

Alm (Active alarms) : 경보 

Vel (Flow Velocity in m/s or ft/s) : 유속 

C (Current value) : 설정 값에 대한 전류출력 

Q (Flow Rate) 

Second Line 

유량 (Flow Rate) 

 

Fisrt Line의 표시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품과 

함께 공급된 마그네틱 키를 이용하여야 한다. 

전면 패널 좌측에 표시된  아이콘 ( )에 

마그네틱 키를 가져다 밀착시키신 후 

화살표의 방향과 같이 밀착된 상태에서 

돌리면 위에서 언급된 First Line의 

표시내용이 순차적으로 표시부에 표시된다.  

 

전면 패널 우측에 표시된 아이콘()은 적

산 유량을 0(zero)으로 재설정 하실 경우 

사용하실 수 있다. 당사의 전자유량계는 출고 시, Total Reset 기능을 비활성화(0)하여 출고 

되므로 이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RS232 통신을 사용하여 설정 메뉴로 들어가  

Tot(7) =>  ClrEn(3) 이 기능을 활성화(1)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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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 flowmeter 패널 (3 Line ) 

 

: Key 1: 이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항목이 순차적으로 보인다.  

>  : 정 방향 적산 유량값 

<  : 역 방향 적산 유량값 

*  : Net 적산 유량값 

A  : Active Alarm: 경보가 하나 이상 발생하게 되면 표시가 되며,  

경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None”이 표시가 된다.  

V  : Current Velocity Value 

%  : 순시유량 최대값에 대한 퍼센트 순시유량 

 

적산값을 Zero 설정하고자 할 경우:  

적산 유량 값이 표시부에 표시될 때 : 버튼을 3~5초간 누르고 계시면 적산 유량값 표

시값이 Zero로 설정된다.  

단: 프로그램 설정상에 “Tot Clr En”가 “1”로 설정되어있을 경우에만 위의 기능이 작동합니

다. 즉, 적산유량값 zero 설정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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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2: 이 버튼을 누르시면  

오른쪽 화면이 보이게 된다.  

이 화면은 설정을 변경할 경우의 

Login 화면입니다.  

 

Security level 1과 Security level 2는 

5자리 코드를 입력하시면 설정메뉴 

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Security Code(level 2) : 04121 

Level 2: engineer 수준의 설정입니다.  

 

오른쪽 화면이 보이는 상태에서 

=> 이 버튼을 누르시면 숫자 밑

의 커서가 이동합니다.  

=> 이 버튼은 커서가 위치한 숫자를 변경하는 버튼입니다.  

입력을 마친 후, 버튼을 누르시면 설정메뉴로 들어가게 됩니다.  

 

 

 

설정메뉴상의 버튼 구조는 위 그림과 같습니다.  

설정메뉴 상에서 측정메뉴로 돌아오기 위해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버튼

을 누르시면 측정모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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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설정항목 변경은 버튼 

각 항목의 하위 항목 변경은 버튼 

 

설정항목의 설정값 변경은 버튼 

 

설정 변경 후, 버튼을 누르시면 변경된 값이 입력되게 됩니다.  

 

 

측정모드로의 복귀:  

버튼을 5초이상 누른후 버튼을 떼시면 측정모드로 돌아갑니다.   

* 각 설정항목: 영문메뉴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