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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서 안내
본 문서는 소프트웨어 버전의 일부로서 제목 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소프트
웨어 버전에 속한 문서들은 각 영업소에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 내에는 경우에 따라 제품명이 표기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상표권 보유자의 자
산으로써 오직 식별 목적으로만 기재하였습니다.

1.1 대상 집단
이 사용 설명서는 누설 탐지 기술, 누설 탐지 시스템의 누설 탐지기 통합 분야에서 경험
이 있는 검증된 전문가와 작업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장치의 설치 및 사용을
위해서는 전자 인터페이스 관련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1.2 경고 표시

 위험

사망 또는 중상을 초래하는 긴박한 위험

 경고

사망 또는 중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

 주의

경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

참조

재물 또는 환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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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2.1 규정에 맞는 사용
T-Guard2는 헬륨 누설 탐지기입니다. 이를 사용하면 검사 제품의 누설 상태를 정량화
할 수 있습니다.

T-Guard2는 대기압 하에서 간단한 구조의 챔버를 갖추고 작동됩니다. 진공 챔버는 별
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대기 하에서 측정이 수행되며, 최소 탐지 누설률은 1 × 10 -6

mbar l/s입니다. 최소 탐지 누설률은 측정 시간 및 측정 챔버의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누설률은 대부분 1 × 10 -4 ~ 1  ×  10 -2 mbar l/s 사이입니다.

본 장치를 개방할 때는 반드시 INFICON 서비스가 개방 작업을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2.1.1 잘못된 사용
다음과 같이 부적절한 사용을 지양하십시오:

• 반드시 이 사용 설명서에 따라 장치를 작동하십시오.

• 적용 한계를 준수하십시오("기술 데이터" 참조).

• 기술 사양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금지됩니다("기술 데이터" 참조).

• 전문 지식이 없거나 공인되지 않는 작업자가 이를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장치 내로 액체가 흡입되지 않게 하십시오.

• 폭발성 대기에서의 장치 사용은 금지됩니다.

• 액체류가 포함된 검사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하지 마십시오.

2.2 작업자의 의무
• 장치 소유주가 작성한 작업 지침 및 본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읽고 주의 깊게 따르

십시오. 이것은 특히 안전 및 경고 지침에 관한 것입니다.

• 작업 시 항상 사용 설명서의 모든 내용에 유의하십시오.

• 본 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작동 또는 유지보수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고객 서비
스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2.3 작업자에 대한 요구사항
아래 지침은 사용자, 직원 또는 제삼자에 의한 제품의 효율적 사용 및 안전에 대한 책임
자, 또는 회사에 대해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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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유의한 작업

• 기술적 결함 및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만 장치를 작동하십시오.

• 반드시 이 사용 설명서에 따라 안전과 위험에 유의하여 장치를 용도에 맞게 작동하
십시오.

• 다음 규정을 준수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십시오.:

– 규정에 맞는 사용

– 일반적으로 유효한 안전 규정 및 사고 방지 규정

– 국제, 국가 및 지역 통용 표준 및 규정

– 추가 장치 관련 규정 및 지침

• 반드시 순정 부품 또는 제조사 승인 부품을 사용하십시오.

• 이 사용 설명서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십시오.

개인 자격 요건

• 담당 직원만 장치를 사용하거나 장치에서 작업하도록 하십시오. 담당 직원은 반드
시 장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직원이 이 사용 설명서와 기타 모든 관련 문서를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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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위험
이 장치는 기술 표준 및 공인 안전 기술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사용 시 사용자나 제삼자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장치 손상이나 기타 제품 손
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로 인한 위
험

본 장치는 최대 24 V 전압으로 구동됩니다. 장치 내부에는 상당히 높은 전압이 흐릅니
다. 장치 내부의 전도성 부품에 접촉할 경우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 설치 및 정비 작업 전에는 항상 장치를 전원 공급장치에서 분리하십시오. 권한 없는
인원은 전원 공급을 복구할 수 없음에 유의하십시오.

• 누설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로 작동되는 검사 제품을 전원으로부터 분리하십시
오.

고전압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는 전자 부품이 장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원에 연결하기 전 전원 전압이 24 V +/- 16 %(안정화됨!) 수준인지 확인하십시오.

액체 및 화학물질로 인
한 위험

액체 및 화학물질로 인해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장치를 이용하여 액체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 절대로 장치를 사용하여 독성, 부식성, 미생물성, 폭발성, 방사성 또는 기타 유해 물
질을 감지하지 마십시오.

• 장치는 건조한 환경에서만 작동시키십시오.

• 반드시 장치를 폭발 위험 범위 밖에 두십시오.

• 흡연은 절대 금지이며, 장치를 노출된 화염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스파크 발생을
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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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 사양, 운반, 보관
공급 사양 1 2 3

45
위치 번
호.

제품 카탈로그 번호 수량

1 3 극 케이블 소켓 1

2 챔버 연결이있는 연결 라
인, 길이 0.5m

540-011 2

3 사용 설명서 1

4 T-Guard2 또는

PROFIBUS 적용 T-
Guard2

540-200

540-201

1

5 필터 2

컨트롤 유닛 연결 케이블은 공급 사양에 포함됩니다(현재는 액세서리 옵션에만 적용).

► 제품을 받은 후 전체 구성품이 배송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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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운송 포장을 잘못할 경우 재산상 손해 발생

더 먼 거리로 운반

► 기존의 포장재를 보존하십시오.

► 장치를 기존 포장재로만 포장하여 운반하십시오.

보관 기술 데이터에 유의하여 장치를 보관하십시오(참고: 기술 데이터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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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명

4.1 기능

장치의 구조 및 기능

T-Guard2에서는 Wise™ Technology 센서를 기반으로 헬륨이 확인되고 정량화됩니다.

액세서리로 제공되는 포어 펌프를 사용하면, Wise™ Technology 센서에서의 유량 및
정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측정이 진행되는 동안 외기는 레퍼런스 입력부를 통해 흡인됩니다. 이로써 측정 장소의
공기 중에 있는 헬륨의 자연 존재량이 측정됩니다. 해당 측정값은 검사 결과 계산 시 반
영됩니다.

Wise™ Technology 센
서

Wise™ Technology 센서는 유리 하우징에 봉입되어 있으며, 그 내부에는 석영 멤브레
인이 있습니다. 석영 멤브레인은 오직 헬륨에 대해서만 투과성을 발휘합니다.

유리 하우징의 내압은 고감도 측정 시스템으로 계측됩니다. 이러한 압력은 측정 챔버로
부터 흡인된 급기 중의 헬륨 농도에 따라 비례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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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장치 구조

기본 장치

기본 장치는 이하의 본문에서 그냥 "장치"로만 명명합니다(그 본질적인 의미에 부합되
는 경우에 한함).

1
2
3

약어 1: 정면도

1 "IN" 연결부, 측정 입력부 3 "OUT" 연결부, 펌프 연결부

2 "REF" 연결부, 레퍼런스 입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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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플레이트, 평면도 및 바닥판

1 2

3

4

5
6

7

8

9 10

11

약어 2: 평면도 및 바닥판

1 전원 연결부 7 RS-232 연결부

2 PROFIBUS 연결부 8 I•Stick 연결부

3 컨트롤 유닛 연결부(CONTROL
UNIT)

9 열 회로 차단기(리셋 가능)

4 PLC 인터페이스(PLC IN/OUT) 10 고무 받침(4개)

5 아날로그 레코더 출력부
(RECORDER)

11 필터 적용 환기 그릴

6 상태 LED

열 회로 차단기(리셋 가능)

극연결에 오류가 있거나, 전류가 장시간에 걸쳐 7 A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열 회로 차단
기의 작동이 유발됩니다. 오류 원인을 제거하고 나면 버튼을 눌러서 열 회로 차단기를
다시 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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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설명

1. 전원 연결부

전원 연결부 - 양극에는 "1+" 표시가 있고, 음극에는 "2-" 표시가 있습니다. 다른 2개
의 핀에는 기능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합니다
- 전기 데이터 [} 21].

2. PROFIBUS 연결부(옵션)

본 장치는 PROFIBUS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3. 컨트롤 유닛 연결부(CONTROL UNIT)

여기에는 액세서리로 구입할 수 있는 컨트롤 유닛을 연결합니다 - 참고: 외부 컨트
롤 유닛 연결 [} 30].

4. PLC 인터페이스(PLC IN/OUT)

본 인터페이스는 PLC와의 통신에 사용됩니다. 장치의 다양한 기능들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으며, 측정 결과 및 장치 현황을 외부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장치에는 6개의 디지털 PLC 입력부 및 8개의 디지털 PLC 출력부가 있습니다(입출
력부 모두 개별 구성 가능).

5. 아날로그 레코더 출력부(RECORDER)

장치에는 개별 구성이 가능한 2개의 아날로그 레코더 출력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
습니다.

6. 상태 LED

5개의 상태 LED는 장치의 다양한 작동 상태에 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 LED 

장치가 켜진 상태일 때 불이 들어 옵니다.

– LED 1–4

개별 구성이 가능한 디지털 출력부 1–4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 LED 2

다른 용도로 구성하지 않는 한 LED 2는 오류가 발생하거나 경고가 있을 때 적색
으로 점등됩니다.

7. RS-232 연결부

8. I•Stick 연결부

9. 퓨즈
극연결에 오류가 있거나, 전류가 장시간에 걸쳐 7 A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퓨즈 작
동이 유발됩니다. 오류 원인을 제거하고 나면 버튼을 눌러서 퓨즈를 다시 켤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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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및 기준 라인 본 장치에는 동일한 형태를 가진 라인 2개가 함께 제공됩니다. 각 라인에는 필터가 적용
되어 있으며 길이는 0.5 m입니다. 이 중 한 라인은 측정 챔버를 장치에 연결하기 위한
용도이고, 다른 한 라인은 기준 공기를 흡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 참고: 측정에 대한
설정 [} 51].

1

2

3

약어 3: 필터가 적용된 측정 및 기준 라인

1 필터

2 나사 연결부 1/8" M-NPT

3 장치 연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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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액세서리(공급 사양에는 포함되지 않음)

컨트롤 유닛 연결 케이블

이 케이블은 컨트롤 유닛을 T-Guard2와 연결하는데 사용됩니다.

커넥터 연결 세트

이 커넥터 연결 세트에는 Phoenix 커넥터가 포함되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케이블을 구
성할 수 있습니다:

• PLC

• 아날로그 레코더

측정 및 기준 라인, 롱 타입

0.5 m, 1.0 m 및 2.0 m 길이의 라인을 액세서리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필터 세트

필터 세트는 라인에 적용할 수 있는 2개의 필터로 구성됩니다. 필터는 정기적으로 교체
해야 합니다.



4 | 설명 INFICON

18 / 90 T-Guard2-사용 설명서-jina85ko1-13-(2009)

4.3.1 컨트롤 유닛
외부 컨트롤 유닛을 사용해서 장치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유닛은 테이블 작동
용 버전과 래크 설치용 버전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약어 4: 테이블 작동용 컨트롤 유닛

약어 5: 래크 설치용 컨트롤 유닛

4.3.2 컨트롤 유닛 연결 케이블
이 케이블은 컨트롤 유닛을 장치와 연결하는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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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커넥터 연결 세트
이 커넥터 연결 세트에는 Phoenix 커넥터가 포함되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케이블을 구
성할 수 있습니다:

• PLC

• 아날로그 레코더

4.3.4 포어 펌프

약어 6: 포어 펌프(예시)

포어 펌프는 측정 챔버로부터 흡기한 후 이를 T-Guard2로 공급합니다. 포어 펌프는 두
단계 방식의 브러쉬리스 타입이며, 24 V DC 전원 전압으로 작동됩니다.

4.3.5 측정 및 기준 라인
0.5 m, 1.0 m 및 2.0 m 길이의 라인을 액세서리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4.3.6 I•Stick

약어 7: I•Stick

I•Stick에는 매개변수를 저장해 놓을 수 있고, 다양한 T-Guard 장치들에 신속하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매개변수 저장 [} 70].



4 | 설명 INFICON

20 / 90 T-Guard2-사용 설명서-jina85ko1-13-(2009)

4.4 기술 데이터

4.4.1 기계 데이터
규격(B × H × D) 130 mm × 271 mm × 272 mm

무게 6.8 kg

라인 연결 6 mm 퀵 커넥터

나사부가 적용된 IN / REF 라인 1/8˝ M-NPT

소음 수준 56 dB (A)

4.4.2 주변 요건
해발 기준 최대 높이 2000 m

최대 상대 습도 80%(31 °C 이하) 및 50%(31 °C 초과)

최대 보관 온도 -20 °C ~ +60 °C

허용 외부 온도(작동 중) 5 °C ~ 50 °C

오염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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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전기 데이터
공급 전압 24 V DC ± 16 % / 최대 6 A

일반 소비 전력 70 Watt

보호 등급 IP 40

과전압 카테고리 II

열 회로 차단기(리셋 가능) 7 A, 비활성

4.4.4 물리 데이터
최대 입구압 1300 mbar

최소 탐지 누설률, 헬륨 1×10-6 mbar l/s

표시 가능한 최대 누설률 15 mbar l/s

측정 영역 5 디케이드

누설률 신호의 시상수(최종값의 63 %) < 1s

가스 유량 FINE 180 sccm

가스 유량 GROSS 90 sccm

헬륨 센서 Wise™ Technology

최대 캐리어 가스 유량 1000000 sccm

작동 스탠바이 상태까지 걸리는 시간 – 3…30 min, 휴지 시간에 따름

– 수 시간에 달할 수 있음(장기 보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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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기본 설정
설정 값

컨트롤 유닛

언어 영어

트리거 레벨 1 2 x 10-5mbar l/s

트리거 레벨 2 1 x 10-5mbar l/s

교정 누설의 누설률 1 x 10-5mbar l/s

테스트 누설률(교정 누설) 1 x 10-5mbar l/s

He 농도 100%

스탠바이 시간 10분

캐리어 가스 유량 1000 sccm

라인 길이 50 cm

측정 시간 자동

퍼지 대기 시간 4 s

퍼지 시간 4 s

용적, 축적 1 l

압력 단위 mbar

인터페이스

제어 장소 전체

아날로그 출력부 1...2 LR 지수

아날로그 출력부 3...4 LR Log., 2 V/decade

오염 한계 낮음

압력 한계(모니터링)

하한 180 mbar

상한 350 mbar

교정 계수 1

PIN 메뉴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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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

5.1 셋업

 경고

습기 및 전기로 인한 위험

장치에 물기가 유입되면 전기 충격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단락으로 인해 물건이 손
상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건물 내부의 건조한 주변 환경에서만 장치를 작동하십시오.

► 습기 및 습기 원천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장치를 작동하십시오.

► 플러그를 뽑을 때 항상 플러그에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장치를 배치하십시오.

►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 장치를 작동해서는 안 되며, 물방울 또는 다른 액체가 장치에
떨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 장치가 염기, 산성 물질, 용제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의

무거운 장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의 위험

본 장치는 무거우며, 이를 기울이거나 떨어뜨리면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고, 제품 손상
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머리 위쪽 설치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의뢰하십시오.

► 적합한 고정재를 사용하십시오.

► 장치는 반드시 편평하고, 안정적이며, 미끄럼 방지된 작업장에 설치하십시오.

참조

장치 과열로 인한 제품 손상

장치는 작동 중 온도가 상승하며, 충분히 환기하지 않으면 과열될 수 있습니다.

► 기술 데이터에 유의하십시오.

►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십시오. 장치 윗면의 환기구 위쪽에는 반드시 20
cm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장치 아랫면의 환기구는 가려지지 않게 하십시오.

► 장치와 가까운 곳에 열원을 두지 마십시오.

► 장치를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장치에는 절대로 진동이 가해져서는 안 됩니다. 진동은 측정 결과에 있어 오류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5 | 설치 INFICON

24 / 90 T-Guard2-사용 설명서-jina85ko1-13-(2009)

8,3 mm

1 2

3

max. 10 mm

약어 8: 회로 차단기의 기능성

1 고무 받침(4x) 3 열 회로 차단기(리셋 가능)

2 필터 적용 환기 그릴

설치 시의 유의사항:

1 장치의 윗면 및 아랫면에서는 충분한 환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2 설치 후 열 회로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3 나사 깊이 최대. 10mm.

출고 상태부터 장치에는 질소가 충진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센서가 헬륨을 기록하게 될
염려가 없습니다. 라인 연결부는 플러그로 막혀 있습니다. 라인을 연결하기 전 이러한
플러그를 직접 제거하십시오.

함께 배송된 라인의 길이는 0.5 m입니다. 최대 2.0 m 길이의 라인은 액세서리로 구입
가능합니다. 이보다 더 긴 라인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장치는 측정 챔버와의 적정한 거
리 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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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작동 모드 및 측정 셋업

참조

오일 누출로 인한 제품 손상

오일 씰링이 있는 펌프에서는 오일이 누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품이 손상될 수 있
습니다.

► 오일 씰링이 있는 펌프는 장치 하부에 배치하거나, 오일이 장치에 닿지 않도록 라인
을 배선하십시오.

T-Guard2는 3개의 측정 모드를 제공합니다:

• 축적 측정

• 캐리어 가스 측정

• 지속 측정

축적 측정에서는 두 가지 헬륨 측정 결과의 편차를 기반으로 검사 제품의 누설률이 산
정됩니다. 헬륨으로 충진되어 가압 상태인 검사 제품은 바로 측정 챔버로 이동되거나,
측정 챔버 내에서 가압됩니다. 그 후 곧바로 일차 측정이 실시됩니다. 검사 제품에 누설
이 있는 경우 측정 챔버 내의 헬륨 농도가 상승되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정을 통해서
농도 상승값이 산정됩니다.

캐리어 가스 측정 시에도 마찬가지로 검사 제품은 이미 충진된 상태로 챔버로 이동되거
나, 챔버 내에서 가압됩니다. 하지만 측정 챔버는 기밀 상태가 아닙니다. 그 대신 사전
정의된 특정량의 외기가 측정 챔버 내로 공급됩니다. 이러한 공기 유동은 검사 제품까
지 전달됨과 동시에 검사 제품으로부터 누출되는 헬륨을 T-Guard2로 운반합니다. 장치
는 공기 유동 중에 포함된 헬륨 함량을 사전 정의된 시간 동안 측정하게 되고, 측정 결과
로부터 누설률을 산출합니다.

캐리어 가스 측정 방식의 경우 규모가 큰 누설을 신속히 파악하는데 적합합니다. 하지
만 캐리어 가스 측정 방식은 헬륨 백그라운드의 변동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생산 환경
에 따라 헬륨 백그라운드는 자주 변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축적 측정 방식이
더 신뢰할만합니다.

장치는 헬륨 백그라운드를 측정한 후 이를 알림 메시지로 표시합니다:

<10 ppm 백그라운드 정상

10…18 ppm 백그라운드 적정 수준

>18 ppm 백그라운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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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축적 측정의 셋업
측정 셋업을 위해 되도록이면 무헬륨 환경을 선택하십시오. T-Guard2를 사용한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기 중의 헬륨 함량이 10 ppm 이하라야 합니다. 자
연 상태에서는 공기 중의 헬륨이 보통 5 ppm(0.0005%) 수준입니다.

1
2

3

4

5

67
약어 9: 축적 측정의 셋업

1 측정 라인 5 버퍼 용량

2 측정 챔버 6 포어 펌프

3 팬 7 기준 라인

4 검사 제품

• 측정 라인

측정 라인 및 기준 라인은 동일한 길이라야 합니다.

• 측정 챔버

측정 챔버는 반드시 기밀 상태라야 합니다. 순용량의 경우(측정 챔버 용량에서 검사
제품 용량을 뺀 값) 0.01리터 ~ 10000리터 사이라야 합니다. 측정 챔버는 필요한 수
준보다 더 클 필요는 없지만, 검사 제품이 벽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 팬

측정 챔버에는 공기를 검사 객체까지 불어 줄 팬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누설로
인해 유출된 헬륨 역시 이러한 팬을 통해 측정 챔버 내에서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따라서 측정 라인 근처에서 누설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는 측정 결과에 있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 검사 제품

검사 제품을 누설이 예상되는 부위에 위치시키지 마십시오.

• 버퍼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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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헬륨 백그라운드가 안정적이여야 합니다. 따
라서 외기를 레퍼런스 입력부로 바로 공급하지 말고, 버퍼 용량을 사용하십시오. 버
퍼 용량은 최소 4리터 이상이여야 합니다.

• 포어 펌프

기본 압력이 50 mbar 이하일 때는 200 sccm 이상의 가스 유량을 갖춘 모든 종류의
진공 펌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FICON에서는 적합한 펌프를 액세서리로 제공
하고 있습니다.

• 기준 라인

센서의 유지 보호를 위해서는 절대로 헬륨이 기준 라인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
기 때문에 기준 라인에는 오직 신선한 외기만이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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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캐리어 가스 측정 셋업
측정 셋업을 위해 되도록이면 무헬륨 환경을 선택하십시오. T-Guard2를 사용한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기 중의 헬륨 함량이 10 ppm 이하라야 합니다. 자
연 상태에서는 공기 중의 헬륨이 보통 5 ppm(0.0005%) 수준입니다.

1 2 3

4

5

6

7

8
9

약어 10: 캐리어 가스 측정 셋업

1 캐리어 가스 펌프 6 검사 제품

2 질량 흐름 제어기(옵션) 7 외기 유입부

3 측정 라인 8 기준 라인

4 측정 챔버 9 포어 펌프

5 팬

• 캐리어 가스 펌프

캐리어 가스 펌프는 측정 챔버 내부를 흐르는 캐리어 가스 유량을 제공합니다. 적용
되는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 누설률 캐리어 가스 유량

1×10-5 mbar l/s <3000 sccm

1×10-4 mbar l/s <30000 sccm

1×10-3 mbar l/s <300000 sccm

• 질량 흐름 제어기(옵션)

질량 흐름 제어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질량 흐름을 제어합니다. 이를 사용하면 질량
흐름을 단순히 예측할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한 누설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측정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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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라인 및 기준 라인은 동일한 길이라야 합니다.

• 측정 챔버

순용량의 경우(측정 챔버 용량에서 검사 제품 용량을 뺀 값) 0.01리터 ~ 10000리터
사이라야 합니다. 측정 챔버는 필요한 수준보다 더 클 필요는 없지만, 검사 제품이
벽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측정 챔버는 외기 유입구까지 반드시 기밀 상태라야 합니
다.

• 팬

측정 챔버에는 공기를 검사 객체까지 불어 줄 팬이 최소 하나 이상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검사 제품에 누설이 있는 경우 유출되는 헬륨은 이러한 팬을 통해 측정 챔
버 내에서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따라서 측정 라인 근처에서 누설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는 측정 결과에 있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 검사 제품

검사 제품을 누설이 예상되는 부위에 위치시키지 마십시오.

• 외기 유입부

외기 유입부는 배기 연결부 맞은편에 위치해야 합니다. 외기 유입구는 크기가 너무
크지 않게 하십시오. 헬륨이 절대로 측정 챔버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 기준 라인

재현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외기를 레퍼런스 입력부에 공급하십시오. 이
때 측정 챔버에 공급된 공기와 동일한 공기가 기준 라인을 통해 흡인되어야 합니다.

• 포어 펌프

기본 압력이 50 mbar 이하일 때는 200 sccm 이상의 가스 유량을 갖춘 모든 종류의
진공 펌프를 포어 펌프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FICON에서는 적합한 펌프를 액
세서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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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외부 컨트롤 유닛 연결

참조

연결 오류로 인한 제품 손상

작동 도중에 케이블을 꽂거나 빼는 행위는 장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장치가 전원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케이블을 꽂거나 빼십시오.

다음의 도면은 래크 설치를 위한 컨트롤 유닛의 규격을 나타낸 것입니다.

약어 11: 래크 설치를 위한 컨트롤 유닛의 규격

래크 설치용 컨트롤 유닛의 전면부는 보호 등급 IP40에 부합됩니다.

• 테이블 장치를 안정적인 기재 위에 놓거나 컨트롤 유닛을 래크에 설치하십시오.

• 외부 컨트롤 유닛을 해당 케이블을 사용해서 T-Guard2의 "CONTROL UNIT" 연결
부에 연결시킵니다.

• 나사를 조여서 플러그를 소켓에서 고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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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원에 연결

참조

전원부의 규격이 올바르지 않거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음으로 인한 제품 손상

전원부의 규격이 올바르지 않거나, 연결이 올바르지 않으면, 제품 손상이 유발될 수 있
습니다.

► 적합한 전원부를 사용하십시오(아래 참조).

► 전원부 단락 전류가 10 A 이상인 경우 전원부와 장치 사이의 퓨즈를 연결하십시오.

► 충분한 단면적을 가진 전원 공급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아래 참조).

다음과 같은 전원부 유형이 적합합니다:

•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분리된 출력 전압

• 출력 전압: 24V DC ±16 %

• 안전 전류량: 최소 6 A. 일반적으로 장치에 필요한 수준은 70 W.

케이블 길이 최소 직경 또는 케이블 유형

8.5 m 0.75 mm2

10 m 1 mm2 / AWG 18

15 m AWG 16

17.5 m 1.5 mm2

25 m AWG 14

다음 그림은 장치 플러그의 핀 배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의 설명을 참고해서 전원 공급 케이블을 장치와 연결하십시오.

약어 12: 전원 공급 케이블

1 함께 배송된 케이블 부싱을 적용해서 적당한 길이로 케이블을 갖추십시오.

2 부싱을 장치 플러그 위로 밀어 준 다음 유니언 너트로 연결을 고정시킵니다.

3 케이블을 전원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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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PLC 입력부를 전기적으로 연결

 경고

구성품의 전기 과부하로 인한 위험

입출력부의 전압이 너무 높은 경우 이로 인해 제품 손상 및 인적 부상이 유발될 수 있습
니다.

► 접지선과 관련된 I/O 연결부에서의 전압 또는 접지 전위는 48 V DC 또는 25 V AC 이
하여야 합니다.

PLC 입력부의 기술 제
원

• 입력 전압 24 V DC 공칭, 28 V DC 최대

– 로우 레벨: 0 … 7 V

– 하이 레벨: 13 … 28 V

로우 레벨에서 하이 레벨로의 전환:

입력부의 프로그래밍 기능이 활성화됩니다(에지 제어식).

PLC 입력부와 PLC 출력부는 갈바닉 절연된 상태입니다.

약어 13: PLC 입출력부의 전기적 연결

기본 설정 PIN 기능

1 START

2 STOP

3 CAL

4 PROOF

5 CLEAR

6 STANDBY

7 COMMON(NEGATIVE)

7번 핀은 모든 입력부에 대한 공동 음극이 되며, 전원의 음극에 연결된 상태입니다. 1번
부터 6번까지의 핀 기능은 사용자가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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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PLC 출력부를 전기적으로 연결

 경고

구성품의 전기 과부하로 인한 위험

입출력부의 전압이 너무 높은 경우 이로 인해 제품 손상 및 인적 부상이 유발될 수 있습
니다.

► 접지선과 관련된 I/O 연결부에서의 전압 또는 접지 전위는 48 V DC 또는 25 V AC 이
하여야 합니다.

PLC 출력부의 기술 제
원

공칭 출력 전압 ±24 V DC

최대 출력 전압 28 V DC

8 ~ 11까지의 출력 핀에 적용되는 전류 최
대 총합

0.75 A(내부 퓨즈를 통한 안전조치)

12 ~ 15까지의 출력 핀에 적용되는 전류
최대 총합

0.75 A(내부 퓨즈를 통한 안전조치)

약어 14: PLC 입출력부의 전기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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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 PIN 기능

8 TRIGGER 1

9 ERROR/WARNING

10 READY

11 MEASURE

12 STANDBY

13 REC. STROBE

14 WARNING

15 CAL ACTIVE

16 COMMON

16번 핀은 모든 출력부에 대한 공용극입니다. 본 핀은 필요에 따라 음극 또는 양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번부터 15번까지의 핀 기능은 사용자가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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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아날로그 출력부를 전기적으로 연결
아날로그 출력부의 기
술 제원

약어 15: 아날로그 출력부의 핀 번호 부여

아날로그 출력 1 PIN 1 0 ~ 10 V

PIN 2 질량

아날로그 출력 2 PIN 3 질량

PIN 4 0 ~ 10 V

부하 저항 ≥10 kOhm, 각 출력부

기능 배정은 사용자가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 PLC 입력부를 전기적으로 연결
[} 32].

5.8 PC와의 연결
RS-232 인터페이스를 통해(일반적인 9극 서브 D 커넥터 사용) PC를 연결할 수 있습니
다. 데이터 교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인터페이스 설명을 참고하십시오(문서 번
호 jins85e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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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측정 라인, 기준 라인 및 진공 라인의 연결
함께 배송된 필터를 사용하십시오. 이 필터는 라인이 막히거나, 센서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측정 라인 및 기준 라인은 줄일 수 없습니다. 라인 길이가 변하거나, 라인의 내경이 변하
게 되면, 측정 속도 및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함께 배송된 라인 만을 사용
하거나, 이를 액세서리로 구입하십시오.

► 라인이 맞물려 잠길 때까지 라인을 연결부 안으로 밀어 넣으십시오.

라인을 다시 풀려면, 해제 링을 누른 후 이를 라인에서 빼내십시오.

1

2

3

4

약어 16: 진공 라인의 연결

1 측정 라인을 위한 "IN" 연결부

2 기준 라인을 위한 "REF" 연결부(레퍼런스)

3 진공 라인을 위한 "OUT" 연결부(펌프 연결부)

4 해제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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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동

6.1 켜기
본 장치에는 별도의 전원 스위치가 없으며, 전원이 제공되면 곧바로 작동을 개시합니
다.

6.2 예열 단계
사용하지 않고 장치를 보관했던 시간이 길수록 장치를 켠 후에도 장치가 완전한 기능성
을 되찾기까지 걸리는 예열 시간이 그만큼 길어집니다. 장치를 몇 주동안 혹은 몇 달동
안 보관했다면, 예열 단계에만 몇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최소 시간은 30분 이
상).

30분이 지나도 예열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장치는 사용 가능한 상태로 될 수 있습니다
(경고 메시지 표시됨). INFICON에서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어 펌프를 작
동시켜 장치 가동을 계속하도록 권장합니다.

장치가 스탠바이 상태로 되면, 측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6.3 컨트롤 유닛의 화면 및 버튼
화면에 있는 좌측 및 우측 버튼을 사용하면 모든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작
동 단계에 따라 버튼의 기능 배치는 달라집니다. 기능 배치 내용이 버튼 옆에 직접 표시
되므로, 짧은 러닝 시간 이후에도 작동 조작을 신속하고 적절히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타트" 및 "스톱" 버튼을 통해 측정을 시작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면,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동합니
다. "메뉴" 버튼을 2초간 누르면, 메인 메뉴가 불러오기됩니다.

컨트롤 유닛 버튼에 적용된 LED와 "ZERO" 버튼에는 기능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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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순환식 기능 아이콘
화면 옆에 있는 버튼들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배정되며, 다음
과 같은 아이콘들로 표시됩니다.

메인 메뉴 불러오기입니다.

 버튼을 눌러서 닫았던 화면창이 다시
불러와집니다.

정보 불러오기: 소프트웨어 버전, 작동 시
간, 시리얼 번호, 날짜 및 시간, 경고 및 오
류 메시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메뉴 단계로 돌아가기입니다.

선택 목록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해당 버튼에는 "0"이, 그
리고 그 다음 버튼에는 "1"이 배정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3", "4/5", "6/7" 및
"8/9" 등의 숫자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창 닫기 및 측정 화면 불러오기입니

다.  화면창으로 되돌아갑니다.

입력 내용 또는 선택 내용을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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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측정 화면의 요소
측정된 누설률이 순번에 따라 표시됩니다.

측정 화면의 기타 다른 요소는 다음 그림을 참고하십시오.

1 2 3 4

56789
약어 17: 측정 화면의 요소

1 선택된 매개변수 세트 6 트리거 값

2 깜박이는 종 아이콘: 트리거 값 1이
초과

7 헬륨 백그라운드에 관한 정보

3 누설률 8 막대 그래프 표시(대수적)

4 누설률 단위 9 경고 삼각형

5 작동 모드

1번 관련 사항:

선택된 매개변수 세트

측정 화면의 맨 위쪽 줄에서는 선택된 매개변수 세트가 표시됩니다. 매개변수 세트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변경되었다면, 해당 매개변수 세트명 앞에는 별표가 표시됩니다.

7번 관련 사항:

헬륨 백그라운드에 관한 정보

장치에서는 헬륨 백그라운드의 높이가 측정됩니다. 측정 결과는 "백그라운드 정상", "백
그라운드 적정 수준" 및 "백그라운드 불량" 등의 메시지로 표시됩니다.

9번 관련 사항:

경고 삼각형

메시지가 존재할 때는 이 경고 삼각형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려면,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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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기본 설정
최초 측정을 실시하기 전 다음과 같은 메뉴를 통해 장치를 설정하십시오:

• 설정 > 기타

• 표시

• 설정 > 인터페이스

• 사용자 권한

메인 메뉴를 통해  각 메뉴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언어를 설정하십시오.

6.4.1 언어 및 날짜 설정
언어 다음과 같은 언어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영어

• 한국어

• 프랑스어

• 이탈리아어

• 포르투갈어

• 스페인어

• 일본어

► "설정 > 기타 > 언어"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영어를 임시적으로 사용하려면, 예열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버튼 2 및 6을 동시에 누르
십시오. 예열 단계가 완료되면, 언어 설정을 불러오기 한 후 원하는 언어를 상시 적용으
로 설정하십시오.

약어 18: 버튼의 번호 부여 순서

날짜 및 시간 ► "설정 > 기타 > 날짜 및 시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첫 번째 화면 페이지: 일, 월, 년 순서가 적용되는 내부 날짜

두 번째 화면 페이지: 시:분 형태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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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압력 단위 선택
지속 측정인 경우에만 해당: 측정 결과의 해석을 위해서는 측정 결과와 더불어 압력 표
시가 필요합니다.

선택 가능한 압력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atm

• Torr

• Psi

• Pa

• mbar

► "설정 > 측정 설정 > 압력 단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6.4.3 디스플레이 설정
여기서는 화면 명암, 배경 색상 및 표시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명암 화면 명암을 라이트 조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디스플레이 > 화면 명암"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화면이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게 설정되어 있어서 장치를 켠 후에도 화면을 제대로 읽
을 수 없다면, 설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장치를 켠 후 화면을 더 어둡게 하려면 3번 버튼을 누르고, 더 밝게 설정하려면 7번
버튼을 누릅니다.

2. 예열 단계가 완료되면, 명암 설정을 불러오기 한 후 원하는 명암을 상시 적용으로
설정하십시오.

디스플레이 반전 출고 시 설정 상태는 밝은 배경 화면에 검은색 글씨가 표시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 화면
설정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반전을 적용하면 디스플레이에서 방출되는 조명량이 줄
어들게 됩니다.

표시 제한 "표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면, 예상 누설률을 하회하는 측정 결과들을 화면에서 나타나
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표시 하한은 측정 가능한 최소 누설률의 배수로 결정하십시오(1 ×, 2 ×, 5 ×, 10 ×, 20 ×,
50 ×, 100 ×).

► "디스플레이 > 표시 제한"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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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교정

참조

적합하지 않은 교정 누설로 인한 교정 오류

교정 누설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교정 오류 및 측정 결과 오류로 이어지게 됩니다.

► INFICON이 각 고객별로 제공하는 교정 누설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교정을 할 수 있
습니다.

► 제공된 교정 누설기를 사용해서 이상적인 표준 시험체를 만드십시오.

► 교정 누설기의 누설률은 임계값 1의 절반보다 더 커야 합니다. 허용 가능한 누설률은
5 × 10-6 ~ 15 mbar l/s 사이입니다.

최초의 측정을 실시하기 전 장치를 반드시 교정시켜야 합니다.

먼저 장치가 예열되어야 교정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해당 메뉴 내용이 아예 표
시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동 모드일 때 측정 셋업 또는 측정 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교정을 새
로 실시하면 됩니다:

• 축적 측정:

– 자유 부피 변경

– 측정 시간을 수동으로 입력할 때 측정 시간의 변경

– 임계값 변경

• 캐리어 가스 측정

– 캐리어 가스 유량 변경

– 측정 시간을 수동으로 입력할 때 측정 시간의 변경

교정이 진행되는 동안의 측정 시간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필요에 따라 측정 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측정 시간이 짧을 경우 재현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측정 설정 >
시간 설정 > 측정 시간").

약어 19: 교정 설정 메뉴로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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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1 축적 측정
축정 측정에 대한 교정을 위해서는 먼저 자유 부피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유 부피는 측
정 챔버 부피에서 교정 누설기 부피를 뺀 값입니다. 자유 부피를 모르는 경우라면, 부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부피 검사 ü 장치는 스탠바이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READY).

1 측정 챔버 내에 교정 누설기를 위치시킨 후 측정 챔버를 닫으십시오.

2 "설정 > 측정 설정 > 자유 부피/부피 검사"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3 화면창이 하나 열리게 되면, 여기에 교정 누설 시의 누설률을 입력하십시오.

4 "OK"를 눌러서 확인해주십시오.

측정이 개시되고, 계산된 부피값이 표시됩니다. "OK"를 누르면 해당 값이 적용됩니다.

교정 진행 • 메인 메뉴에서 "설정 > 측정 설정 > 자유 부피" 순서대로 선택한 후 측정 챔버의 순
부피를 입력하십시오(측정 챔버 부피에서 교정 누설기의 부피를 뺀 값).

• 메인 메뉴에서 "임계값 > 임계값 1"을 선택하고, 대기 중인 측정 순서대로 임계값을
입력하십시오 - 참고: 측정에 대한 설정 [} 51].

• 메인 메뉴에서 "교정 > 교정 누설의 누설률"을 선택한 후 해당 누설률을 입력합니
다.

• 측정 챔버 내에 교정 누설기를 위치시킨 후 측정 챔버를 닫으십시오.

• "교정 시작"을 선택합니다.

측정이 시작되고, 새로운 교정값이 표시됩니다. "OK"를 누르면 새로운 교정값이 채택되
고, "취소"를 누르면 거부됩니다.

교정 계수의 이상적인 값은 1입니다. 교정 계수가 0.5보다 더 작거나, 2 이상인 경우라
도 해당 값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있지만, 측정 셋업을 수정하라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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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2 캐리어 가스 측정
캐리어 가스 유량은 캐리어 가스 펌프의 기술 제원을 참고로 결정하거나, 질량 흐름 제
어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또는 유량 테스트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유량 테스트 ü 장치는 스탠바이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READY).

1 측정 챔버 내에 교정 누설기를 위치시킨 후 측정 챔버를 닫으십시오.

2 30초 동안 대기합니다.

3 메인 메뉴에서 "설정 > 측정 설정 > 캐리어 가스 유량/유량 테스트" 순서대로 선택
합니다.

4 화면창이 하나 열리게 되면, 여기에 교정 누설 시의 누설률을 입력하십시오.

5 "OK"를 눌러서 확인해주십시오.

측정이 시작되고, 계산된 유량값이 표시됩니다. "OK"를 누르면 해당 값이 적용됩니다.

교정 진행 • "설정 > 측정 설정 > 캐리어 가스 유량"을 선택한 후 해당 유량을 입력합니다.

• 메인 메뉴에서 "임계값 > 임계값 1"을 선택하고, 대기 중인 측정 순서대로 임계값을
입력하십시오.

• 메인 메뉴에서 "교정 > 교정 누설의 누설률"을 선택한 후 해당 누설률을 입력합니
다.

• 측정 챔버 내에 교정 누설기를 위치시킨 후 측정 챔버를 닫으십시오.

•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 시간 동안 대기하십시오:

• 메인 메뉴에서 "교정 > 교정 시작"을 선택합니다.

측정이 시작되고, 새로운 교정값이 표시됩니다. "OK"를 누르면 새로운 교정값이 채택되
고, "취소"를 누르면 거부됩니다.

교정 계수의 이상적인 값은 1입니다. 교정 계수가 0.5보다 더 작거나, 2 이상인 경우라
도 해당 값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있지만, 측정 셋업을 수정하라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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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3 교정 내용 점검
교정 내용을 점검할 때는 해당 교정 계수가 검증될 뿐 새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검사에 사용된 교정 누설의 누설률은 테스트 누설의 누설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이를 따로 입력해야 합니다. 누설률은 임계값 1의 절반보다 더 커야 합니다.

허용 가능한 누설률은 5 × 10-6 ~ 15 mbar l/s 사이입니다.

► 메인 메뉴에서 "교정 > 교정 누설의 누설률"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검사 과정이 바로 교정 과정에 해당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검사가
완료된 후 장치에서는 교정이 정상인지 혹은 재교정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알려줍니다.

► 메인 메뉴에서 "교정 > 검사 기능 시작"을 선택하면 검사가 시작됩니다.

6.4.5 제어 장소 선택
장치 제어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제어 장소 기능

로컬(컨트롤 유닛) 장치는 오직 컨트롤 유닛을 통해서만 조작
될 수 있습니다.

RS232 장치는 오직 RS-232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만 조작될 수 있습니다.

PLC 장치는 오직 PLC 입력부를 통해서만 조작
될 수 있습니다.

로컬 및 RS232 장치는 컨트롤 유닛과 RS-232 인터페이스
를 통해서 조작될 수 있습니다.

로컬 및 PLC 장치는 컨트롤 유닛 및 PLC 입력부를 통
해서 조작될 수 있습니다.

전체 장치는 컨트롤 유닛과 RS-232 인터페이
스, 그리고 PLC 입력부를 통해서 조작될
수 있습니다.

기타 적용사항:

• RS-232에서는 언제든지 값 판독이 가능합니다.

• PLC 출력부는 항상 활성화 상태입니다.

• 어떤 인터페이스를 선택했는지와는 상관 없이 컨트롤 유닛을 사용해서 언제든지 장
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 권한을 적
용하십시오.

• "메인 메뉴 > 설정 > 인터페이스 > 제어 장소"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인터페이스에 관한 세부 정보는 인터페이스를 통한 장치 제어 [} 59] 본문 내용 및 인
터페이스 설명을 참고하십시오(jins85e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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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사용자 권한 설치
교정 기능으로의 접근 교정 기능으로의 접근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메인 메뉴 > 사용자 권한 > 교정 기능으로의 접근"을 선택하십시오.

설정 내용 보호 설정 메뉴로의 접근은 PIN을 통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입력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PIN을 두 번 입력해야 합니다. "OK"를 눌러서 확인해주면,
메인 메뉴가 열리고, PIN이 즉각적으로 적용됩니다.

보호 기능을 해제하려면, 새로운 PIN 값으로 "0000"을 입력하십시오(초기 설정).

약어 20: PIN 메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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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작동 모드
측정은 3가지 방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축적 측정

• 캐리어 가스 측정

• 지속 측정(축적 또는 캐리어 가스)

6.5.1 축적 측정
누설이 있고, 가압된 헬륨으로 충진된 검사 제품을 밀폐된 측정 챔버 내부로 이동시키
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측정 챔버 내의 헬륨 농도가 상승합니다. 이를 (헬륨) 축적 측정
이라고 명명합니다. 서로 다른 2개의 시점에서 나타나는 헬륨 농도의 편차로부터 누설
률이 산출됩니다.

전체 측정 챔버 내에서 헬륨 농도가 균일하게 맞춰지려면, 측정 챔버 내의 공기를 순환
시켜야 합니다.

다음 그림은 밀폐된 측정 챔버 내에서의 전형적인 헬륨 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누설이
있는 검사 제품 및 시간 경과 적용). 주변에도 헬륨이 존재하므로 헬륨 값은 절대로 영
(0)이 될 수 없습니다. 헬륨 농도는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됩니다. 본 장치는 측정
챔버 내의 헬륨 농도를 4회에 걸쳐 측정합니다(터보 측정인 경우는 제외).



6 | 작동 INFICON

48 / 90 T-Guard2-사용 설명서-jina85ko1-13-(2009)

1 헬륨 농도 7 축적 시간

2 시작 8 두 번째 GROSS 측정

3 주변 공기 내의 헬륨 9 두 번째 FINE 측정

4 시간 10 퍼지 전 대기 시간

5 첫 번째 GROSS 측정 11 퍼지 시간

6 첫 번째 FINE 측정 12 측정 시간

GROSS 측정 및 FINE
측정

측정이 진행되는 동안 자동으로 GROSS 측정 및 FINE 측정이 상호 전환됩니다.
GROSS 측정 시에는 감도가 제한되면서 센서가 헬륨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FINE 측정 시에는 센서의 감도가 최고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측정 주기 축정 측정의 경우 GROSS 측정이 먼저 시작됩니다. 측정 초기에 이미 측정 챔버 내의
헬륨 농도가 주변에 비해 약 1000 ppm 더 높은 수준이라면, 검사 제품의 누설 정도가
큰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측정이 중지됩니다.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누설률이 임
계값 1 또는 (함께 사용된 경우) 임계값 2에 비해 백 배 이상되는 수준입니다.

검사 제품이 GROSS 측정을 통과했다면, 장치는 FINE 측정 모드로 바뀝니다.

FINE 측정이 진행되는 동안 헬륨 농도가 너무 급속히 상승된다면, 측정은 중지됩니다.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누설률이 트리거값 1 또는 (함께 사용된 경우) 트리거값 2에 비
해 5배 이상되는 수준입니다.

첫 번째 FINE 측정이 완료된 후에는 잠깐 동안 측정 휴지기가 적용되며, 이 휴지기 동안
검사 제품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GROSS 측정이
진행됩니다. 검사 제품이 가압되면서 누설 수준이 커졌을 수 있으므로 두 번째 GROSS
측정이 필요합니다.

검사 제품이 두 번째 GROSS 측정을 통과했다면, 장치는 다시 FINE 측정 모드로 바뀝
니다. FINE 측정을 통한 2개의 측정 결과들의 편차로부터 장치 누설률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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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 측정 순부피 대비 각 리터 당 임계값을 1 × 10-3 mbar l/s 이상으로 설정했다면, 장치에서는 자
동으로 터보 측정이 진행됩니다. 터보 측정에는 총 6초가 소요됩니다. 그 중 3초는 설정
시간이고, 다른 3초는 측정 시간입니다. 이후 2초가 경과한 후에야 장치는 다시 측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5.2 캐리어 가스 측정
다음 그림은 측정 챔버 내에서의 전형적인 헬륨 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누설이 있는
검사 제품 및 시간 경과 적용).

1 헬륨 농도 4 시간

2 시작 5 상승 신호

3 주변 공기 내의 헬륨 6 안정 신호, 최종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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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가스 측정의 누
설률 표시

약어 21: 캐리어 가스 측정의 누설률 표시 - 주변 공기 및 센서의 헬륨 백그라운드에 관한 정보가
함께 제공됨

캐리어 가스 모드에서 연속 신호를 생성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최종값) 가스 유량
및 측정 챔버 부피에 따라 달라집니다. 측정 챔버가 커질수록, 그리고 측정 챔버를 통과
하는 가스 유량이 적을수록 최종값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 늘어납니다.

신호의 63 % 수준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측정 챔버 부피를 가스 유량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예시: 부피가 2리터이고, 가스 유량이 20 l/s일 때 신호의 63 % 수준은 0.1초 이후 달성
됩니다. 이 시간의 세 배가 경과되면, 신호의 95 %까지 도달됩니다(이 경우에는 0.3초).
이 시간의 다섯 배가 경과하면, 신호의 99 %까지 도달됩니다(이 경우 0.5초). 가스 유량
이 늘어날수록 측정은 더 빨라지지만, 감도는 그만큼 떨어집니다. 가스 유량의 증가와
더불어 표시 가능한 최소 누설률 또한 증가됩니다.

동적 측정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누설률 최종값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보
다 더 짧은 시간 내에 교정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각 측정에서
의 시간 진행이 교정의 시간 진행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정 방식을 동적 측정이
라고 합니다.

GROSS 측정 및 FINE
측정

측정 사이클은 GROSS 측정으로 개시됩니다. 그런 다음 FINE 측정이 자동으로 연결됩
니다. GROSS 측정 시에는 감도가 제한되면서 센서가 헬륨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됩
니다. FINE 측정 시에는 센서의 감도가 최고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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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지속 측정
지속 측정에는 헬륨 누설 검사와 관련된 전문가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지속 측정이 진행되는 동안 장치는 지속적인 측정 결과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측정 결과는 누설률의 형태가 아닌 암페어 단위의 센서 전류로 표시됩니다. 그렇기 때
문에 임계값을 설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센서 전류는 센서 앞 mbar 단위의 헬륨 당
약 1.5 × 10 -7 암페어 수준만큼 변동됩니다. 현재의 신호에 대한 해석은 사용자의 몫입
니다.

GROSS 측정을 선택할지 혹은 FINE 측정을 선택할지는 수동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측
정 화면창에서 "GROSS 선택" 또는 "FINE 선택" 가운데 선택합니다.

약어 22: 지속 측정이 진행되는 동안의 기준값 표시

"시작"을 선택하면 측정이 개시됩니다. "중지"를 누르면, 측정 라인에서 기준 라인으로
전환됩니다.

측정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항상 "중지"를 눌러서 기준 라인으로 전환시키거나, 스탠바
이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 참고: 스탠바이 [} 56]. 이로써 센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6.6 측정에 대한 설정
측정 모드를 선택했다면, 측정에 적용할 매개변수를 설정하십시오.

임계값 1 및 2 축적 측정: 순부피 대비 각 리터 당 임계값을 1 × 10-3 mbar l/s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
장치에서는 자동으로 터보 측정이 진행됩니다 작동 모드 [} 47].

캐리어 가스 측정: 설정된 값에 따라 측정 시간이 결정되고, 아울러 GROSS 측정 이후
곧이어 FINE 측정을 연속해서 실시할지의 여부 또한 결정됩니다 - 참고: "GROSS 측정
및 FINE 측정" 작동 모드 [} 47]. 한계값은 캐리어 가스 유량의 sccm 단위 마다 6.7 ×
10-7 mbar l/s입니다.

희석된 농도의 헬륨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장치에서 해당 설정값을 적용하게 되면, 장
치는 이러한 한계값을 자동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두 번째 트리거 레벨은 측정값을 판단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레벨은 "트리거 레벨 2" 메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값을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값을 높게 설정하면, 표시 영역 또한 위쪽으로 더 확장됩니다.

► 메인 메뉴에서 "트리거 > 트리거 레벨 1" 또는 "… 트리거 레벨 2" 순서대로 선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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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범위:

• 트리거 레벨 1: 1.0 × 10-6 ~ 15 mbar l/s.

• 트리거 레벨 2: 2.5 × 10-5 ~ 15 mbar l/s.

He 농도 헬륨 농도에 백분율 단위를 적용해서 측정하려면, 헬륨을 주입하기 전 검사 제품을 완
전히 진공 배기시켜야 합니다. 기타 다른 모든 상황에서는 희석된 농도의 헬륨으로 작
업이 진행되며, 농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농도에 따라 장치는 측정 시간을 조정하게 됩니다.

► 메인 메뉴에서 "설정 > 측정 설정 > He 농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전제조건 하에서는 측정 시간 및 이와 연동되는 사이클 시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축적 측정: 희박한 He 농도에 의해 터보 측정의 개시가 유발되었거나, 측정 시간이 조기
에 최대 길이에 이미 도달해버린 경우입니다.

캐리어 가스 측정: GROSS 측정으로 측정을 진행하거나, 측정 시간이 조기에 최대 길이
에 이미 도달해버린 경우입니다.

라인 길이 측정 라인의 길이는 측정 시간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라인 길이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
니다. 설정을 하게 되면, 전처리 시간이 측정에 앞서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 메인 메뉴에서 "설정 > 측정 설정 > 라인 길이"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오염 한계 센서에서 헬륨 오염을 방지하려면, 오염 한계를 되도록이면 낮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
다. 오염 한계에 도달되면, 측정이 중지됩니다.

오염 한계 측정 시간 측정 결과

낮음 30s 40 ppm

정상 30s 75 ppm

높음 30s 200 ppm

► 메인 메뉴에서 "설정 > 모니터링 > 오염 한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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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한계 값이 압력 하한을 상회하게 되면, 이는 필터가 막혀있다는 의미입니다. 값이 압력 상한
을 상회하게 되면, 이는 측정 라인에 누설이 있거나, 포어 펌프에 오류가 있음을 의미하
는 것입니다.

한계값을 초과하게 되면, 장치는 경고 메시지를 발생시킵니다.

한계값 압력

압력 하한 10 ... 350 mbar

압력 상한 250 ... 800 mbar

하한 및 상한 사이에서 필요한 간격 100 mbar

► 메인 메뉴에서 "설정 > 모니터링 > 압력 한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대기 시간 및 퍼지 시간 측정 챔버를 열고, 검사 제품을 취출할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측정
챔버는 신선한 외기로 완전하게 퍼징되어야 합니다. 대기 시간이 경과하고, 측정 챔버
가 퍼징되었다면, 장치는 자동으로 흡기한 후 이를 통해 측정 라인과 센서를 퍼징시킵
니다.

► "설정 > 측정 설정 > 시간 설정 > 퍼지 대기 시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설정 범위: 1 ... 300초

퍼지 시간의 길이 또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설정 > 측정 설정 > 시간 설정 > 퍼지 시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설정 범위: 1 ... 50초

누설 정도가 커질수록 퍼지 시간도 더 길어집니다. 퍼지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 장치는
헬륨 농도를 검사하며, 챔버 내에 헬륨이 아직 많이 너무 잔존하고 있다면, 경고 메시지
를 발생시킵니다. INFICON에서는 퍼지 시간을 4초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동 퍼징 기능도 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 측정이 끝날 때마다 수동으로 퍼징 기
능을 실행시켜야 합니다.

► "설정 > 측정 설정 > 시간 설정 > 퍼지 시간 켜기/끄기"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수동으로 퍼징 기능을 작동시키려면, 사전에 먼저 이에 필요한 버튼을 활성하시켜야 합
니다.

► "설정 > 버튼 기능"을 선택하십시오.

해당 인터페이스 명령에 관한 사항은 인터페이스 설명을 참고하십시오(jins85e1-e).

터보 측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퍼징을 수동으로 실시할 수 없음에 유의하십시오. 이때
에는 측정을 짧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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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시간 장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선택된 측정 시간은 덮어쓰기 할 수 있습니다. 측정 시간이 길
어질수록 정확도는 더 높아지고, 반대로 측정 시간이 짧아질수록 정확도는 내려갑니다.

측정 시간은 장치에 의해 자동 선택된 원래 시간의 절반 보다 더 짧아서는 안 됩니다.

► 메인 메뉴에서 "설정 > 측정 설정 > 시간 설정 > 측정 시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하위의 메뉴 명령을 적용하면, 자동 설정된 원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메인 메뉴에서 "설정 > 측정 설정 > 시간 설정 > 시간 자동 선택" 순서대로 선택합니
다.

부피(오직 축적 측정의
경우에만)

측정 챔버 순부피를 입력합니다(측정 챔버 부피에서 검사 제품의 부피를 뺀 값).

► 메인 메뉴에서 "설정 > 측정 설정 > 자유 부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설정 범위는 0.01 ~ 10000리터입니다.

부피를 알아 내려면, 장치에서 부피 검사를 기본 설정 [} 40] 실시하면 됩니다.

캐리어 가스 유량(오직
캐리어 가스 측정의 경
우에만)

캐리어 가스 유량의 크기를 입력하십시오.

► 메인 메뉴에서 "설정 > 측정 설정 > 캐리어 가스 유량"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설정 범위는 60 sccm ~ 1000000 sccm입니다.

캐리어 가스 유량을 알아 내려면, 장치에서 유량 검사를 기본 설정 [} 40] 실시하면 됩니
다.

질소 환경에서의 측정 최고 수준의 감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헬륨 환경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이는 질소로
충진된 챔버 내에서 측정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T-Guard2가 무헬륨 환경을 오류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게 하려면, 해당 모니터링 기능
을 꺼 놓으십시오(최소 전류 검사):

► 메인 메뉴에서 "설정 > 모니터링 > He 비적용(N2)"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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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측정 시작
시작 전 대기 시간(캐리
어 가스 측정의 경우에
만)

측정 챔버를 닫았다면, 일정 시간 동안 대기해야 합니다. 대기 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됩니다:

시작 "시작"을 누르거나, 인터페이스를 통해 측정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측정이 진행되는 동
안에는 표시 막대가 측정의 진행 단계를 표시해줍니다. 측정이 완료되면, 화면에서는
누설률이 표시되거나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측정은 언제든지 "중지"를 눌러서 중
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표시되는 누설률은 임시값입니다.

약어 23: FINE 측정, 진행 막대 그래프

약어 24: 축정 측정의 누설률 표시 - 주변 공기 및 센서의 헬륨 백그라운드에 관한 정보가 함께 제
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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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헬륨 오염
센서는 헬륨 오염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모든 측정 사이클은 GROSS 측정 방식으로 시
작됩니다. GROSS 측정 방식에서는 센서 감도가 제한됩니다. 곧이어 진행되는 FINE 측
정은 다음과 같은 측정값에 도달되는 경우 즉시 중단됩니다:

• > 5 × 임계값 1, 임계값 2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 > 5 × 임계값 2, 임계값 2가 활성화된 경우

그 밖에도 헬륨 오염 한계값을 측정에 대한 설정 [} 51]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계값에
도달되는 경우 장치의 측정은 중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서 오염이 발생된다면, 무헬륨 질소나 신선한 외기를 레퍼런스 입
력부로 공급하십시오. 이를 통해 센서가 청소됩니다. 청소 시간은 급기 내의 헬륨 함량
및 오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속 측정 지속 측정에서는 임계값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서 전류가 너무 높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측정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센서 전류가 1 × 10-8

A 이상이 되면, 장치는 마지막 보호 조치로서 스스로 기준 라인으로 전환됩니다.

6.9 스탠바이
스탠바이 모드에서는 기준 라인을 통해서 흡기되고, 센서가 퍼징됩니다. 이를 통해 센
서가 보호됩니다. 지속 측정에 있어 측정은 실시하지 않되 장치를 켜 놓고자 하는 경우
에는 항상 스탠바이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 메인 메뉴에서 "작동 모드 > 스탠바이"를 선택합니다.

축적 측정 및 캐리어 가스 측정에서는 장치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장치는 자동으로 스
탠바이 모드로 전환됩니다. 스탠바이까지 걸리는 시간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메인 메뉴에서 "설정 > 측정 설정 > 스탠바이 시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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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끄기
장치를 끄려면, 장치를 전원으로부터 분리하십시오.

참조

헬륨 오염으로 인한 제품 손상

센서 내에 잔존된 헬륨은 센서 수명을 단축시키고, 예열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
어지게 합니다.

► 센서의 헬륨 오염이 발생했다면, 장치를 끄지 마십시오. 장치가 다시 측정 스탠바이
상태로 될 때까지 대기합니다(측정 화면이 표시됨).

6.11 장치 및 측정에 관한 정보
작동에 있어 중요한 모든 정보는 정보 메뉴를 통해 살펴 볼 수 있습니다.

► 메인 메뉴에서 "정보"를 선택합니다.

설정 내용 표시/변경 "설정 내용 표시/변경" 항목에서는 측정에 관련된 현재의 모든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 화살표 버튼을 사용해서 설정 항목을 선택한 후 "변경"을 누르면 해당 설정 화면창
으로 전환됩니다.

설정 개요

약어 25: 설정 개요

"취소"를 누르면 화면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변경된 설정 내용은 저장됩니다.

내부 데이터 "내부 데이터"를 누르면, 장치의 모든 내부 데이터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 및
좌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사용해서 8개의 화면창들 사이를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진공 도식 불러오기된 화면에서는 장치의 진공 회로도와 밸브 배치가 표시됩니다. 그 밖에도 센서
압력, 센서 전류, 그리고 예상 헬륨 농도(ppm) 등도 표시됩니다.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를 누르면,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우측
화살표 버튼을 사용해서 설정 항목을 선택한 후 "변경"을 누르면 해당 설정 화면창으로
전환됩니다.

히스토리 및 유지보수 "히스토리 및 유지보수" 항목에서는 가장 최근 12개의 측정 결과, 경고 메시지 또는 오
류 메시지, 그리고 교정 내용 등을 각각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교정 계수 "교정 계수"를 누르면, 교정 계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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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서비스 메뉴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암호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관련 설정은 오직
INFICON 서비스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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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터페이스를 통한 장치 제어

7.1 PLC를 통한 제어
장치의 기본 기능은 PLC를 통해 제어할 수 있고, 그 측정값을 판독할 수 있습니다. 입력
신호가 상승하게 되면, 대부분의 PLC 기능들이 활성화됩니다. 장치를 시작할 때 이미
존재하게 되는 하이 신호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입출력부의 전기 데이터:PLC 입력부를 전기적으로 연결 [} 32]PLC 출력부를 전기적으
로 연결 [} 33].

7.1.1 PLC 입력부의 기능 배정
입력부에서의 기능 배정은 그래픽을 사용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배정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메인 메뉴에서 "설정 >인터페이스 > PLC 입력부 선택"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약어 26: 사용자 지정의 기능 배정, PLC 입력부

배정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왼쪽 페이지에서 위-아래 버튼을 사용해서 핀을 선택합니다.

2. 오른쪽 페이지에서 위-아래 버튼을 사용해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합니다.

3. "OK"를 눌러서 확인해주십시오. 선택된 모든 기능이 표시된 개요 화면이 나타납니
다.

4. 배정 내용을 점검한 후 "OK"를 다시 눌러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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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출력부의 최신 상태가 표시됩니다. 시험 삼아 릴레이를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1. "PLC 출력부 검사"를 선택합니다.

2. 검사하고자 하는 출력부를 화살표 버튼을 사용해서 찾아갑니다.

3. "릴레이 전환"을 선택합니다.

기능 의미

START 측정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장치가 스탠바이 모드였다면, 시작까지
몇 초 정도 더 지연됩니다.

STOP 측정 사이클이 정지됩니다. 유효한 누설률을 얻을 수 없습니다.

START/STOP HIGH 또는 LOW로 전환되면, 측정 사이클이 시작되거나 정지됩니
다.

CAL 교정이 시작됩니다. 교정에 성공하면, 교정 계수가 변경됩니다.

PROOF 시험 누설률을 기준으로 교정 검사가 시작됩니다.

CLEAR 오류 및 경고가 삭제됩니다. 오류 이후 장치는 재시작됩니다.

READY 장치를 스탠바이 모드로부터 깨우게 됩니다.

STANDBY 장치를 스탠바이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GROSS/FINE GROSS 측정 및 FINE 측정 사이를 상호 전환합니다. 이는 오직 지속
측정 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PURGE 입력 신호가 하이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측정 라인이 퍼징됩니다. 헬
륨 센서의 신호는 무시됩니다. 이는 "자동 퍼지" 기능이 꺼져 있을 때
만 사용 가능합니다.

INV START 전기적으로 반전된 시작 명령입니다.

INV STOP 전기적으로 반전된 정지 명령입니다.

STOP/START HIGH 또는 LOW로 전환되면, 측정 사이클이 정지되거나 시작됩니
다.

INV CAL 전기적으로 반전된 교정 명령입니다.

INV PROOF 전기적으로 반전된 검사 명령입니다.

INV CLEAR 전기적으로 반전된 삭제 명령입니다.

INV READY 전기적으로 반전된 준비 명령입니다.

INV STANDBY 전기적으로 반전된 스탠바이 명령입니다.

FINE/GROSS FINE 측정 및 GROSS 측정 사이를 상호 전환합니다. 이는 오직 지속
측정 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INV PURGE 전기적으로 반전된 퍼지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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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PLC 출력부의 기능 배정
출력부에서의 기능 배정은 그래픽을 사용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배정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메인 메뉴에서 "설정 >인터페이스 > PLC 출력부 선택"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약어 27: 사용자 지정의 기능 배정, PLC 출력부

배정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왼쪽 페이지에서 위-아래 버튼을 사용해서 핀을 선택합니다.

2. 오른쪽 페이지에서 위-아래 버튼을 사용해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합니다.

3. "OK"를 눌러서 확인해주십시오. 선택된 모든 기능이 표시된 개요 화면이 나타납니
다.

4. 배정 내용을 점검한 후 "OK"를 다시 눌러 확인해주십시오.

모든 입출력부의 최신 상태가 표시됩니다. 시험 삼아 릴레이를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1. "PLC 출력부 검사"를 선택합니다.

2. 검사하고자 하는 출력부를 화살표 버튼을 사용해서 찾아갑니다.

3. "릴레이 전환"을 선택합니다.

PLC 출력부 8부터 11까지는 LED 1부터 4까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측정된 누설률은 아날로그 출력부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능 의미

OPEN 저저항, 검사 목적용

CLOSE 고저항, 검사 목적용

TRIGGER 1 저저항은 트리거 값 1이 초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TRIGGER 2 저저항은 트리거 값 2가 초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READY 저저항은 다음 순서의 측정을 위해 장치가 준비되었음을 의미합니
다. 지속 측정에서는 T-Guard2가 기준 라인을 측정합니다.

CYCLE
ACTIVE

저저항은 장치가 현재 측정 사이클을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캐리
어 가스 측정 시에는 여기에 자동 퍼지 및 기준 측정이 포함됩니다.
지속 측정 시에는 측정 사이클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출력부는 항
상 고저항 상태입니다.

STANDBY 저저항은 장치가 스탠바이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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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저저항은 오류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WARNING 저저항은 경고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ERROR /
WARN

저저항은 오류가 발생했거나 경고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CAL ACTIVE 저저항은 현재 교정이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REC. STROBE 저저항은 레코더 출력부가 300 ms 동안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합니
다. 이 시간 동안 아날로그 출력부의 업데이트가 진행되기 때문입니
다.

MEASURE 저저항은 장치가 현재 측정 중임을 의미합니다. 가장 최근 측정에서
의 누설률은 이 출력부는 물론 REC. STROBE 출력부도 고저항 상태
일 때 나타납니다.

GROSS/FINE 저저항은 장치가 GROSS 측정을 실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GROSS LEAK 저저항은 최고 트리거 값이 적어도 계수 5 이상을 초과했음을 의미합
니다.

CONTAMINAT
ED

저저항은 센서가 헬륨으로 심하게 오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센서에
서 즉시 오염을 제거해야 합니다.

BACKGROUN
D

저저항은 센서 전류가 저헬륨 상태를 나타냄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
감도 측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됩니다.

INV TRIGGER
1

고저항은 트리거 값 1이 초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INV TRIGGER
2

고저항은 트리거 값 2가 초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INV READY 고저항은 다음 순서의 측정을 위해 장치가 준비되었음을 의미합니
다. 지속 측정 모드에서는 T-Guard2가 기준 라인을 측정합니다.

INV CYCLE
ACTIVE

고저항은 장치가 현재 측정 사이클을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캐리
어 가스 측정 시에는 여기에 자동 퍼지 및 기준 측정이 포함됩니다.
지속 측정 시에는 측정 사이클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출력부는 항
상 고저항 상태입니다.

INV STANDBY 고저항은 장치가 스탠바이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INV ERROR 고저항은 오류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INV WARNING 고저항은 경고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INV ERROR /
WARN

고저항은 오류가 발생했거나 경고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INV CAL
ACTIVE

고저항은 현재 교정이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INV REC.
STROBE

고저항은 레코더 출력부가 300 ms 동안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합니
다. 이 시간 동안 아날로그 출력부의 업데이트가 진행되기 때문입니
다.



INFICON 인터페이스를 통한 장치 제어 | 7

T-Guard2-사용 설명서-jina85ko1-13-(2009) 63 / 90

INV MEASURE 고저항은 장치가 현재 측정 중임을 의미합니다. 가장 최근 측정에서
의 누설률은 이 출력부는 물론 REC. STROBE 출력부도 고저항 상태
일 때 나타납니다.

FINE/GROSS 고저항은 장치가 현재 GROSS 측정을 실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INV GROSS
LEAK

고저항은 최고 트리거 값이 적어도 계수 5 이상을 초과했음을 의미합
니다.

INV
CONTAMIN.

고저항은 센서가 헬륨으로 심하게 오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INV
BACKGROUN
D

고저항은 센서 전류가 저헬륨 상태를 나타냄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
감도 측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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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PLC를 통한 축정 측정의 제어
► READY가 저저항일 때 측정을 시작하십시오.

측정이 진행되는 동안 MEASURE 출력부는 저저항입니다.

측정 완료 후 MEASURE 출력부는 고저항이 됩니다. 만약 REC. STROBE 출력부가 다
시 고저항이 된다면, 아날로그 출력부를 판독할 수 있습니다. 약 300 ms 이후 이러한 상
태가 됩니다.

자동 퍼지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라면, 퍼지 이후 READY는 저저항이 됩니다. 그런 다음
에야 이후 순서의 측정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약어 28: PLC 제어된 축정 측정의 예시

약어 29: PLC 제어된 축정 교정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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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PLC를 통한 캐리어 가스 측정의 제어
ü 측정이 진행되는 동안 MEASURE 출력부는 저저항입니다.

► READY가 저저항일 때 측정을 시작하십시오.

측정 완료 후 MEASURE 출력부는 고저항이 됩니다. 만약 REC. STROBE 출력부가 다
시 고저항이 된다면, 아날로그 출력부를 판독할 수 있습니다. 약 300 ms 이후 이러한 상
태가 됩니다.

READY 출력부는 기준 측정 이후 저저항입니다. 이는 FINE 측정만큼 시간이 소요됩니
다. 그런 다음에야 이후 순서의 측정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약어 30: PLC 제어된 캐리어 가스 측정의 예시

약어 31: PLC 제어된 캐리어 가스 교정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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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RS-232를 통한 제어
장치의 거의 모든 기능은 또한 PC를 사용해서 RS-232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어할 수 있
습니다. RTS 및 CTS가 지원됩니다.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장치에서 설정하십시오.

• ASCII

• 바이너리

ASCII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터미널 프로그램에 기반한(예: Putty) 전형적인 명령어를
통해 장치와 통신할 수 있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 텍스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
다. 본 프로토콜은 배송 시 이미 사전 설정되어 있습니다.

바이너리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소프트웨어를 통해 장치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머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본 통신 방식은 속도가 매우 빠릅니
다. 이는 예컨대 누설률 판독을 가장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메인 메뉴에서 "설정 >인터페이스 > RS232 프로토콜"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그 밖에도 측정이 끝날 때마다 매번 RS-232를 통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날짜

• 시간

• 매개변수 세트명

• 작동 모드

• 누설률

• 트리거 1

• 트리거 2(활성화된 상태인 경우)

• "인터페이스 > RS232 프로토콜 > 자동 인쇄"를 선택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인터페이스 설명을 참고하십시오(jins85e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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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아날로그 출력부 구성
장치에는 개별 구성이 가능한 2개의 아날로그 레코더 출력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
니다 - 참고: 아날로그 출력부를 전기적으로 연결 [} 35]. 출력부의 해상도는 16 비트이
며, 매 측정 이후 결과를 전송합니다. 지속 측정 설정에서 갱신률은 2 Hz입니다. 갱신률
을 더 높이려면, RS-232-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십시오.

기능 배정 그래픽을 사용해서 출력부의 기능 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메인 메뉴에서 "설정 >인터페이스 > 아날로그 출력부"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배정 변경 방법:

1. 왼쪽 페이지에서 위-아래 버튼을 사용해서 핀을 선택합니다.

2. 오른쪽 페이지에서 위-아래 버튼을 사용해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합니다.

3. "OK"를 눌러서 확인해주십시오.

약어 32: 아날로그 출력부의 기능 배정

기능 의미

Pressure 0 ~ 10 V는 0 ~ 1000 mbar에 해당됩니다
(선형 디스플레이).

LR Mantissa 다른 아날로그 출력부에 "누설률 지수"가
배정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가수는 출력
부 전압에 해당됩니다(볼트 단위).

LR 지수 다른 아날로그 출력부에 "누설률 가수"가
배정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지수는 전압
을 통해서 산출됩니다: 지수 = (전압 [V] ×
2) – 14.

예시:

4.5 V 전압을 통해 지수는 (4.5 × 2) – 14 =
–5로 산출됩니다.

가수가 3 V일 때 전압은 3이 됩니다.

누설률 계산: 3×10-5 mbar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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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 Linear 출력부 전압은 선형적이며, 측정된 누설률
에 비례적입니다. 경사도는 "아날로그 출
력부 스케일" 설정 메뉴로 설정할 수 있습
니다(아래 참고).

LR Log. 출력부 전압은 누설률을 대수적으로 보여
줍니다. 각 해당 값들은 "아날로그 출력부
스케일" 설정 메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

Current Lin 출력부 전압은 전류를 선형적으로 보여줍
니다. 상한값은 "아날로그 출력부 스케일"
설정 메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
고).

Current Log. 출력부 전압은 전류를 대수적으로 보여줍
니다. 각 해당 값들은 "아날로그 출력부 스
케일" 설정 메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아
래 참고).

스케일링 아날로그 출력부의 스케일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메인 메뉴에서 "설정 >인터페이스 > 아날로그 출력부 스케일링" 순서대로 선택합니
다.

최종값 및 상승값을(볼트/디케이드) 출력부 1 ~ 2 및 3 ~ 4에 대하여 각각 따로 설정합니
다.

상한값은 "LR Linear", "LR Log.", "Current Lin" 및 "Current Log." 설정에 유효하게 적용
됩니다.

상승값은(볼트/디케이드) "LR Log." 및 "Current Log." 설정에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약어 33: 아날로그 출력부 스케일링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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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R Log." 설정에서의 누설률 계산 방법:

누설률 = 최종값 × 10 (U - 10) / 볼트 / 디케이드)

예시:

3.7 V 전압인 경우 최종값이 10-1 mbar l/s이고, 각 디케이드 당 2 V일 때 누설률은 7.08
× 10-5 mbar l/s입니다.

"Current Log."에 대해서는 누설률 대신 전류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LR Linear" 설정에서의 누설률 계산 방법:

예시:

10 V인 경우 최종값은 10-3 mbar l/s에 해당되고, 3.7 V인 경우는 3.7 × 10-4 mbar l/s에
해당됩니다.

"Current Lin"에 대해서는 누설률 대신 전류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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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매개변수 저장
장치에서는 4개의 측정 설정을 매개변수 세트로서 저장해 놓은 후 이를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I•Stick을 사용하십시오. 메모리 공간의 숫자가 25로 커지게 됩니다.

I•Stick은 본 장치를 위해 개발된 이동식 디스크입니다. 이를 사용하면 다른 장치로도 데
이터를 손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 세트에는 모든 매개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언어 설정 및 RS-232 프로토콜
은 제외). 매개변수 세트의 명칭은 변경 가능합니다. 측정 화면창의 맨 위쪽 줄에는 현재
의 매개변수 세트 명칭이 표시됩니다. 매개변수 세트가 추후에 변경된 경우라면, 명칭
앞에는 별표 아이콘이 함께 표시됩니다.

"매개변수 복사" 화면창에서는 사용 가능한 모든 메모리 공간이 좌측 및 우측에 목록으
로 표시됩니다. 좌측에는 추가적으로 "디폴트" 매개변수 세트가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디폴트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정된 매개변수 세트는 좌측 칼럼의 두 번째에 항상 표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공간을 선택하면, 좌측 칼럼 위쪽에서는 "현재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좌측에서는 저장하고자 하는 매개변수 세트를 선택하고, 우측에서는 목표를 선택합니
다.

약어 34: 매개변수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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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ick 끼우기 I•Stick이 삽입되어 있는 지의 여부는 시스템 가동 시에만 장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장치가 꺼져 있을 때 I•Stick 슬럿 안에 I•Stick을 끼우십시오.

최초 사용 시 I•Stick은 초기화됩니다. 장치를 다시 한 번 껐다가 켜게 되면, 이제 I•Stick
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I•Stick 빼내기

참조

연결 중단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작동이 진행되는 도중 I•Stick을 빼내게 되면, 다음 순서의 쓰기 또는 읽기 작업 시 오류
가 발생하게 됩니다.

► I•Stick은 반드시 장치가 꺼져 있을 때만 빼내십시오.

새로운 매개변수 세트
저장

1. 메인 메뉴에서 "설정 > 매개변수 복사"를 선택하십시오.

2. 왼쪽에서 "디폴트 0"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오른쪽에서 메모리 공간을 선택합니다.

4. 동일한 이름으로 저장하려면, "복사"를 선택하고, 매개변수 세트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려면, "명칭 변경"을 선택합니다.

복사를 진행하기 전 변경된 값이 표시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승인해주도록 요구
됩니다.

매개변수 세트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다면, "설정" 화면창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저장된 매개변수 세트
를 불러오기

1. 메인 메뉴에서 "설정 > 매개변수 복사"를 선택하십시오.

2. 불러오고자 하는 매개변수 세트를 왼쪽에서 선택합니다.

3. 오른쪽에서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합니다.

만약 매개변수 세트의 전송 만을 원할 뿐이고, 이를 아직은 사용하기 원치 않는다
면, 첫 번째 대신 두 번째나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4. 동일한 이름으로 저장하려면, "복사"를 선택하고, 매개변수 세트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려면, "명칭 변경"을 선택합니다.

복사를 진행하기 전 변경된 값이 표시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승인해주도록 요구
됩니다.

매개변수 세트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다면, "설정" 화면창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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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A.Q. - 자주 묻는 질문
• 측정이 재현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장치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통보해 올 때는 측정의 재현성이 감소됩니다: "백
그라운드 적정 수준" 또는 "백그라운드 불량". 해결책: 헬륨 공급장치에서 누설
이 있는지 검사하면서 백그라운드를 줄이십시오. 가능하다면 헬륨 공급장치를
장치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헬륨을 소거하려면, 측정이 완료된 후 검
사 제품을 완전히 비워내십시오. 측정실 내부로 외기를 공급하십시오. 공기 중
의 헬륨이 5 ppm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때만 캐리어 가스 모드가 정상적
으로 기능합니다.

– 측정 챔버에 누설이 있는 경우 측정의 재현성이 감소됩니다. 측정 챔버와 외부
주변 사이에 압력 차이가 없으므로, 기밀 장치는 기본적인 요건 만을 충족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진공 장치에서 요구되는 수준만큼 까다롭지 않습니다. 0.7 ~
1.3 사이의 교정 계수는 축정 측정에 있어 챔버 부피가 정확하게 입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교정 계수가 1보다 훨씬 더 큰 편차를 나타낸다면, 이는 챔버
부피, He 농도 또는 교정 누설의 임계값이나 누설률이 올바르지 않게 입력되었
음을 의미합니다.

– 임계값이 측정된 누설률보다 훨씬 더 큰 경우 측정의 재현성이 감소됩니다. 임
계값은 측정된 누설률과 동일한 수준인 것이 좋습니다.

– 측정 시간이 크게 감소했다면, 측정의 재현성이 감소됩니다. 이는 임계값이 너
무 큰 경우에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 챔버 팬이 너무 약한 경우 측정의 재현성이 감소됩니다. 챔버 팬은 일 초 당 두
번 전체 챔버 부피를 순환시켜야 합니다.

– 장치에서 총 측정이 이루어질 때는 측정의 재현성이 감소됩니다(캐리어 가스 유
량 측정). 캐리어 가스 유량의 sccm 단위 당 임계값이 6.7 × 10-7 mbar l/s 이상부
터는 장치에서 총 측정 만이 진행됩니다. 임계값을 변경하려고 하면 디스플레이
에서는 "총 측정만 적용"이라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해결책: 좀 더 희박한 농도
의 헬륨을 사용하거나, 부피가 더 큰 측정 챔버를 사용함으로써 총 측정만 적용
되는 경우를 방지하십시오.

– INFICON 측정 호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측정의 재현성이 감소됩니다. 내경
이 1 mm보다 더 큰 호스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는 호스 내에 잔류하는 공기량
이 적시에 순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진공 라인이 커플링으로 완전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측정의 재현성이 감소
됩니다. 진공 라인을 커플링 안으로 깊숙히 삽입하십시오.

• 각 측정 작업 사이에 측정 챔버를 퍼징시키지 않을 경우 측정된 누설률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 측정 챔버의 누설 여부를 검사하십시오. 누설로 인해 헬륨이 소실될 수 있습니
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로 인해 누설률 감소가 나타납니다. 해결책: 측정
챔버를 기밀 상태로 만드십시오. 챔버 리드에 고무 씰링을 사용하십시오.

• 장치를 교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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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챔버 부피를 입력한 후 임계값과 테스트 누설률을 실제 사용된 누설률
수준으로 설정합니다. 헬륨 농도가 희박한 경우에도 이를 장치에 입력하십시오!

– 첫 번째 질문에 관한 모든 답변을 검사하십시오: "측정이 재현 가능하지 않은 이
유는 무엇입니까?"

• 새로운 교정 계수를 승인한 이후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 측정 셋업을 개선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도록 권장됩니다. 해결책: 챔버 부피는
물론 측정 챔버의 누설 여부, 테스트 누설률, 임계값, He 농도, 측정 시간 및 순
환 팬 등을 검사하십시오.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측정된 누설률이 더 커지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 사용하지 않고 장치를 보관했던 시간이 길수록 장치를 켠 후에도 장치가 완전한
기능성을 되찾기까지 걸리는 예열 시간이 그만큼 길어집니다. 장치를 몇 주동안
혹은 몇 달동안 보관했다면, 초기 가동 단계에만 몇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
다(최소 시간은 30분 이상).

– 테스트 누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됩
니다. 해결책: INFICON 누설 탐지기를 사용하십시오.

– 검사 제품에서 헬륨과 공기를 혼합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해결
책: 헬륨을 충진하기 전 검사 제품을 가능한 완전하게 배기시키십시오.

– 챔버 내의 팬 규격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 대량 누설 이후의 후속 측정에서 누설률이 너무 작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때문입니
까?

– 대량 누설이 측정된 이후라면 적어도 4초 동안은 측정 라인을 저헬륨 공기로 퍼
징시켜야 하고, 그런 다음 후속 측정을 실시하기 전 1초 간 대기해야 합니다. 이
로써 잔류 헬륨이 측정 시스템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후속 측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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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고 및 오류 메시지
작동 중에는 장치를 조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조작장비에서 표시됩니다. 측정값
외에도 현재 장치 상태, 작동 지침, 경고 및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장치에는 다양한 자가 진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자 장치가 결함 상태를 감지
하면, 장치는 되도록이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고, 필요할 경우
작동을 중단합니다.

오류 메시지 오류는 장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작동이 중단되는 이벤트입니다. 오
류 메시지는 번호 및 내용 설명으로 구성됩니다.

오류의 원인을 해결한 후 Restart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경고 메시지 경고 메시지는 장치 상태가 측정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상태인 경우 이를 경고합
니다. 장치의 작동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경고 메시지가 존재하는 경우 측정 화면에는 경고 삼각대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려면,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경고 메시지의 내용을 인지
하였음이 확인됩니다.

아래 표는 전체 경고 메시지 및 오류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가능한 고장 원인과 고장 해
결을 위한 지침이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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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메시지 예상되는 원인 문제 해결

E1 MC50에서의 24 V
전압이 너무 낮음

DC/DC 회로기판에서 퓨
즈 F1 연소됨

전원 공급장치가 너무
약함

INFICON 서비스센터에 연락
하십시오.

안정화된 전원 공급장치를 사
용하십시오.

E2 센서 히터의 24 V 전
원이 너무 낮음

DC/DC 회로기판에서 퓨
즈 F2 연소됨

전원 공급장치가 너무
약함

INFICON 서비스센터에 연락
하십시오.

안정화된 전원 공급장치를 사
용하십시오.

E3 24 V II 전원이 너무
낮음

DC/DC 회로기판에서 퓨
즈 F3 연소됨

전원 공급장치가 너무
약함

INFICON 서비스센터에 연락
하십시오.

안정화된 전원 공급장치를 사
용하십시오.

W4 OPTION 출력부에
서의 24 V 전압이 너
무 낮음

DC/DC 회로기판에서 퓨
즈 F4 연소됨

전원 공급장치가 너무
약함

INFICON 서비스센터에 연락
하십시오.

안정화된 전원 공급장치를 사
용하십시오.

E7 MC50에서의 -15 V
전압이 너무 낮음

DC/DC 회로기판 결함 INFICON 서비스센터에 연락
하십시오.

E8 MC50에서의 15 V
전압이 너무 낮음

DC/DC 회로기판 결함 INFICON 서비스센터에 연락
하십시오.

E9 고전압 오류 센서 전자장치에서의 문
제

INFICON 서비스센터에 연락
하십시오.

W11 WISE 전류가 안정
적이지 않음

여러 날 동안 장치를 사
용하지 않은 것이 원인
일 수 있습니다. 작동 지
속 시간이 길어지면 센
서 전류가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헬륨 백그라운드가 20
ppm을 초과했습니다.

T-Guard2를 몇 시간 동안 작
동시키십시오.

공간 내 헬륨 백그라운드를 줄
이십시오.

E12 Wise 센서가 점화되
지 않음

전원을 켠지 10분 이상
경과했음에도 Wise
Technology 센서의 전류
가 너무 낮음

(<5 × 10-11 A).

문제가 계속되면, 장치를 재시
작 해보십시오. INFICON 서
비스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13 히터 제어장치 오류 Wise Technology 센서
를 위한 히터 제어장치
에 결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되면, 장치를 재시
작 해보십시오. INFICON 서
비스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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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4 방전 소거 – Wise Technology 센서
에서의 감도 문제

– 주변 공기에 헬륨이 없
음(예: 흡기 개구부가 질
소로 퍼징됨)

흡기 개구부가 외기와 연결되
어 있을 때 장치를 재시작하십
시오.

문제가 계속되면, INFICON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20 전자장치 유닛에서
온도가 너무 높음
(>60°)

주변 온도가 너무 높음

팬 고장

주변을 냉각시키고, 장치를 좀
더 서늘한 공간에 놓으십시오.

팬을 검사합니다(하우징으로
유입되는 흡기부를 통과하는
유량을 검사).

W27 측정 설정이 올바르
지 않음

임계값 설정이 디스플레
이에 표시되는 최소값의
5배보다 더 작음

임계값 수정

W28 실시간 시계가 리셋
되었습니다! 날짜 및
시간을 입력하십시
오!

CPU 카드가 교체됨

CPU 카드에서의 배터리
오류

날짜 및 시간을 입력하십시오.

INFICON 서비스센터에 연락
하십시오.

E 38 펌프 오류 센서 압력이 800 mbar
이상임

포어 펌프 결함, 켜져 있
지 않음 또는 펌프 호스
결함

포어 펌프 및 장치 연결 라인
을 검사합니다.

W41 압력 편차가 너무 큼 측정 흡기/공기 흡기 사
이의 압력 편차가 ±10 %
수준임

READY 및 FINE 사이의
압력 편차

흡기 필터를 검사합니다.

W43 압력이 너무 낮음 압력이 하한에 미달됨

기준 라인이 막힘

압력 하한을 검사합니다.

기준 라인을 검사합니다.

W44 압력이 너무 높음 압력이 상한을 초과함

포어 펌프 불량

펌프 호스 결함

압력 상한을 검사합니다.

포어 펌프 및 펌프 호스를 검
사합니다.

W45 He 농도가 너무 높
음

퍼징 시점에서 또는 측
정 라인에서 헬륨 농도
가 너무 높게 나타납니
다.

센서를 보호하기 위해
장치는 이른 시점에 퍼
징 과정을 종료합니다.

측정 챔버를 외기나 질소로 퍼
징시킨 후 PLC 입력부 또는
RS232 명령을 통해 센서의
퍼징 과정을 재시도하십시오.

측정을 개시하기 전 측정 챔버
를 철저히 퍼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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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하기 전 측정 챔
버의 퍼징 상태가 충분
하지 않습니다.

W50 I•Stick 없음 시스템 가동 시 I•Stick이
연결되어 있지 않음

I•Stick 결함

I•Stick이 꽂힌 상태에서 장치
를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W52 I•Stick 매개변수 분
실!

설정을 점검하십시
오!

작동 도중 I•Stick을 뽑
음, I•Stick 결함

I•Stick 결함

설정을 점검하십시오.

I•Stick이 꽂힌 상태에서 장치
를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W59 EEPROM 매개변수
대기열의 오버플로

오래된 버전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진행될 때 이러한 현상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되면, 장치를 재시
작 해보십시오. INFICON 서
비스센터에 연락하십시오.

W60 모든 EEPROM 매개
변수가 소실됨! 설정
을 점검하십시오!

새로운 EEPROM이 설
치되었습니다. 메인 기
판에서는 EEPROM이
프로그래밍되어 있지 않
습니다.

소프트웨어 메뉴에 있는 모든
설정이 초기화 상태로 리셋되
었습니다. 설정 내용을 다시
입력하십시오.

시스템이 가동되는 도중
이러한 메시지가 반복적
으로 나타나면, 메인 기
판의 EEPROM에 오류
가 있는 것입니다.

INFICON 서비스센터에 연락
하십시오.

W61 EEPROM 매개변수
가 초기화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실
행됨 및 새로운 매개변
수가 삽입됨

경고 발생 - 새로 삽입된
매개변수는 하기에 목록
으로 제시되어 있습니
다.

사용자 승인이 요구됩니다.

시스템이 가동되는 도중
이러한 메시지가 반복적
으로 나타나면, 메인 기
판의 EEPROM에 오류
가 있는 것입니다.

INFICON 서비스센터에 연락
하십시오.

W62 EEPROM 매개변수
가 소실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동안 매개변수
가 변경되었고, 초기화
상태로 리셋되었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 메뉴에서 변
경된 매개변수들의 설정 내용
을 검사하고, 원하는 매개변수
로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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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개변수는 하기의
경고 내용에 목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되는 도중
이러한 메시지가 반복적
으로 나타나면, 메인 기
판의 EEPROM에 오류
가 있는 것입니다.

INFICON 서비스센터에 연락
하십시오.

W64 경고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내용을 이미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유효한 경고 내용이 2시
간 마다 또는 장치를 새
로 켤 때마다 반복적으
로 나타납니다.

경고 내용을 중복 검사하십시
오.

W65 필드 버스 모듈과의
통신 오류

장치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
십시오. 문제가 계속되면,
INFICON 서비스센터에 연락
하십시오.

W72 아날로그 카드와의
통신 없음

장치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
십시오. 문제가 계속되면,
INFICON 서비스센터에 연락
하십시오.

W81 교정 계수가 너무 낮
음!

교정 계수가 0.2 이하로
설정되었다면, 교정이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교정 계수가 0.2 ~ 0.5
사이에서 확정되었다면,
교정이 성공했음을 확인
했음에도 경고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정 누설의 누설률이
입력된 값보다 더 큽니
다.

교정 누설값이 올바르게 설정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W82 교정 계수가 너무 높
음!

교정 계수가 5 이상으로
설정되었다면, 교정이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교정 계수가 2 ~ 5 사이
에서 확정되었다면, 교
정이 성공했음을 확인했
음에도 경고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챔버 부피 또는 가스 유량에
관한 설정을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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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누설의 누설률이
입력된 값보다 더 작습
니다.

교정 누설값이 올바르게 설정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챔버 부피 또는 가스 유
량이 입력된 값보다 더
큽니다.

챔버 부피 또는 가스 유량에
관한 설정을 점검하십시오.

W84 테스트 누설 신호가
너무 작음

교정 누설 결함 교정 누설을 점검하십시오.

임계값이 너무 높음 임계값을 검사합니다.

부피/유량 설정이 너무
낮음

캐리어 가스 유량/자유 부피를
검사합니다.

측정 챔버 누설 있음 측정 챔버의 누설 여부를 검사
합니다.

W89 한계값 초과! 장치가 헬륨으로 오염된
상태입니다.

장치의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측정 및 기준 라인에 신선한
외기를 공급함으로써 경고 메
시지가 사라지게 될 때까지 장
치를 작동시켜 놓으십시오.

경고 메시지가 자주 나타난다
면, 오염 한계를 높이십시오!

교정이 진행되는 동안
교정 누설값이 너무 높
음

교정에 대하여 더 작은 교정
누설을 적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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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지보수

11.1 흡기 필터 교체
측정 및 기준 라인에는 필터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필터는 6개월 단위로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필요 시 이를 교체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2년 주기로는 필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필터는 항상 양쪽을 모두 교체하십시오.

1 오래된 필터를 라인으로부터 푸십시오(루어락 커넥터).

2 새 필터를 라인에 체결하십시오.

약어 35: 필터 장착됨

약어 36: 필터 탈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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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장치 밑면의 필터 매트 교체
필터 세트 주문번호 200010027

필요한 공구 십자 드라이버

생산 공간 내에 먼지가 많을 때는 장치 아랫면의 필터 매트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 오염이 심한 경우 필터 매트를 교체하십시오.

필터 매트의 경우 서비스의 일환으로 매 년 교체됩니다.

장치 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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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매트 교체

1 2 3 4

1 둥근머리 나사 M4x8 mm 3 필터 그리드

2 필터 부착물 4 필터 매트(2개)

ü 새 필터 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전원 플러그를 뽑아서 전원 공급장치에서 장치를 확실히 분리하십시오.

2 장치를 옆쪽으로 거치시켜서 장치 밑면의 에어 필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십시오.

3 둥근머리 나사를 푸십시오.

4 필터 부착물을 필터 그리드 및 필터 매트와 함께 빼내십시오.

5 사용된 에어 필터를 제거하십시오.

6 새로운 필터 매트와 필터 그리드 및 필터 부착물을 끼우십시오.

7 둥근머리 나사를 다시 조이십시오.



INFICON 작동 중단 | 12

T-Guard2-사용 설명서-jina85ko1-13-(2009) 83 / 90

12 작동 중단

12.1 폐기 처리
본 장치는 시스템 책임자가 폐기 처리하거나, 제조사로 폐기 반송할 수 있습니다. 본 장
치에는 재활용 소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상기의 방법을 사용해주십시오.

폐기 처리 시에는 해당 국가의 환경보호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T-Guard2 제품을 절대로 가정용 쓰레기로 폐기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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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오염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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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E 적합성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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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hina R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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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액세서리
액세서리 주문번호

테이블 작동용 컨트롤 유닛 551-100

19" 랙 장치 조작기 551-101

컨트롤 유닛 연결 케이블, 5 m 551-102

컨트롤 유닛 연결 케이블, 1 m 551-103

커넥터 연결 세트 551-110

I•Stick 200 001 997

필터 세트 200 001 680

PLC 입출력부 테스트를 위한 I/O 테스트
박스

200 002 490

전원 공급 연결부 200 002 496

측정 챔버 연결부 200 002 615

포어 펌프, 24 V, 복동식, 브러쉬리스 200 002 929

라인

2 × 0.5 m 540-011

2 × 1.0 m 540-012

2 × 2.0 m 540-013

교정 누설 별도 요청 시



색인 INFICON

88 / 90 T-Guard2-사용 설명서-jina85ko1-13-(2009)

색인

기호
경고 메시지  74
교정  42
교정 누설  42
대기 시간 및 퍼지 시간  53
동적 측정  50
디스플레이 설정  41
스탠바이  56
아날로그 출력부 구성  67
오류 메시지  74
작동 모드  47

G
GROSS 측정 및 FINE 측정  48, 50

I
I•Stick  70

P
PLC를 통한 제어  59






	 목차
	1 설명서 안내
	1.1 대상 집단
	1.2 경고 표시

	2 안전
	2.1 규정에 맞는 사용
	2.1.1 잘못된 사용

	2.2 작업자의 의무
	2.3 작업자에 대한 요구사항
	2.4 위험

	3 공급 사양, 운반, 보관
	4 설명
	4.1 기능
	4.2 장치 구조
	4.3 액세서리(공급 사양에는 포함되지 않음)
	4.3.1 컨트롤 유닛
	4.3.2 컨트롤 유닛 연결 케이블
	4.3.3 커넥터 연결 세트
	4.3.4 포어 펌프
	4.3.5 측정 및 기준 라인
	4.3.6 I•Stick

	4.4 기술 데이터
	4.4.1 기계 데이터
	4.4.2 주변 요건
	4.4.3 전기 데이터
	4.4.4 물리 데이터
	4.4.5 기본 설정


	5 설치
	5.1 셋업
	5.2 작동 모드 및 측정 셋업
	5.2.1 축적 측정의 셋업
	5.2.2 캐리어 가스 측정 셋업

	5.3 외부 컨트롤 유닛 연결
	5.4 전원에 연결
	5.5 PLC 입력부를 전기적으로 연결
	5.6 PLC 출력부를 전기적으로 연결
	5.7 아날로그 출력부를 전기적으로 연결
	5.8 PC와의 연결
	5.9 측정 라인, 기준 라인 및 진공 라인의 연결

	6 작동
	6.1 켜기
	6.2 예열 단계
	6.3 컨트롤 유닛의 화면 및 버튼
	6.3.1 순환식 기능 아이콘
	6.3.2 측정 화면의 요소

	6.4 기본 설정
	6.4.1 언어 및 날짜 설정
	6.4.2 압력 단위 선택
	6.4.3 디스플레이 설정
	6.4.4 교정
	6.4.4.1 축적 측정
	6.4.4.2 캐리어 가스 측정
	6.4.4.3 교정 내용 점검

	6.4.5 제어 장소 선택
	6.4.6 사용자 권한 설치

	6.5 작동 모드
	6.5.1 축적 측정
	6.5.2 캐리어 가스 측정
	6.5.3 지속 측정

	6.6 측정에 대한 설정
	6.7 측정 시작
	6.8 헬륨 오염
	6.9 스탠바이
	6.10 끄기
	6.11 장치 및 측정에 관한 정보

	7 인터페이스를 통한 장치 제어
	7.1 PLC를 통한 제어
	7.1.1 PLC 입력부의 기능 배정
	7.1.2 PLC 출력부의 기능 배정
	7.1.3 PLC를 통한 축정 측정의 제어
	7.1.4 PLC를 통한 캐리어 가스 측정의 제어

	7.2 RS-232를 통한 제어
	7.3 아날로그 출력부 구성

	8 매개변수 저장
	9 F.A.Q. - 자주 묻는 질문
	10 경고 및 오류 메시지
	11 유지보수
	11.1 흡기 필터 교체
	11.2 장치 밑면의 필터 매트 교체

	12 작동 중단
	12.1 폐기 처리

	13 오염 신고서
	14 CE 적합성 선언
	15 China RoHS
	16 액세서리
	 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