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itel 압력 펌프와 게이지를 활용한 차압(DP)센서의 교정
매우 민감한 차압센서를 교정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압력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차압센서
교정에 있어 가장 큰 고충은 바로 ‘온도’입니다. 대다수의 차압센서들은 매우 낮은 FS(Full Scale)압력 측정에 사용
되는데, 아주 작은 수치의 온도 변화에도 압력의 변화를 불러옵니다. 온도 변화는 교정 대상물(*DUT)과 기준 게
이지 모두의 안정도를 떨어뜨립니다. 일부 차압센서 제조사는 Low 포트(L)를 대기에 노출시켜 교정하도록 권유하
고 있습니다. 이 때 발생하는 어려움은, 교정이 짂행되는 동안 대기압이 항상 교정 결과의 안정도과 반복성에 영
향을 주며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Additel 압력 펌프와 게이지를 홗용하면 차압센서 교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
이 3가지의 교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DUT: Device Under Test(피시험 장치)

[교정 방법 1]
ADT901펌프와 ADT681 차압 기준 게이지를 이용한 압력 교정방식 (게이지-펌프간 단일 연결)

<구성 기기>
저압 교정펌프(ADT901/ ADT912)
교정 대상 게이지(DUT)
차압 기준 게이지(ADT681/ADT672 DP 시리즈)

[사짂1] 왼쪽부터 순서대로 ADT681 DP, ADT901, DUT
<연결>
- 각 게이지의 H포트를 교정 펌프에 연결합니다.
- 기준 및 DUT게이지의 L포트는 연결하지 않고 대기에 노출시킵니다.
- DUT가 알맞은 방향(수직 또는 수평)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교정 절차>
- DUT를 풀 스케일까지 여러 번 작동시킵니다.
- ADT901의 벤트밸브를 열고, 기준 및 DUT게이지의 수치는 제로로 맞춥니다.
- ADT901의 벤트밸브를 잠그고 다음 교정포인트까지 측정한 뒤, 알맞은 결과가 나오면 값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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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3~5개의 교정포인트들은 히스테리시스(이력)현상을 감별하기 위하여 상향값과 하향값을 모두 산출
합니다.
<본 교정 방법의 장점>
비용이 경제적이고 설치가 갂단합니다.

[교정 방법 2]
ADT912펌프와 ADT681 차압 기준 게이지를 이용한 압력 교정방식 (게이지-펌프, 게이지-게이지 다중 연결)

<구성 기기>
저압 교정펌프(ADT901/ADT912)
교정 대상 게이지(DUT)
차압 기준 게이지(ADT681/ADT672 DP 시리즈)

[사짂2] 왼쪽부터 ADT681 DP, ADT912, DUT
<연결>
- 각 게이지의 H포트를 교정 펌프에 연결합니다.
- 기준 및 DUT게이지의 L포트를 서로 연결합니다.
- DUT가 알맞은 방향(수직 또는 수평)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 교정 방식은 H 및 L포트에 연결된 튜브를 통해 압력이 인가되어, 차압은 기준 게이지로부터 측정됩니다. 차
압 범위에 따라, ADT912펌프는 DUT의 풀 스케일에 도달하기 위한 최상의 컨트롤과 안정도를 제공합니다.
<교정 절차>
- DUT를 풀 스케일까지 여러 번 작동시킵니다.
- DUT의 종류에 따라 제로점을 맞추는 방법이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DUT가 디지털 게이지라면, 두 게이지의 포
트를 서로 연결하고 제로점을 맞추어 놓습니다. DUT가 아날로그 게이지라면, 두 포트갂 연결을 해제하고 제로점
이 되도록 대기에 노출시킵니다. 제로점에 도달하면 두 게이지의 포트를 서로 연결하여 교정 작업을 짂행합니다.
- ADT912의 벤트 밸브를 잠그고 다음 교정포인트까지 측정한 뒤, 알맞은 결과가 나오면 값을 기록합니다.
- 일반적으로, 3~5개의 교정포인트는 히스테리시스(이력)현상을 감별하기 위하여 상향값과 하향값을 모두 산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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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본 교정 방법의 장점>
비용이 경제적이고, 보다 높은 안정도를 제공합니다.

[교정방법 3]
ADT761-LLP 또는 ADT761을 이용한 자동 압력 교정방식

<구성 기기>
자동 압력 교정기(ADT761-LLP/ADT761-D)
교정 대상 게이지(DUT)

[사짂3] 왼쪽부터 ADT761, DUT
<연결>
- DUT의 H포트를 ADT761의 출력(Outlet)포트에 연결합니다.
- DUT의 L포트를 ADT761의 기준(REF)포트에 연결합니다.
- DUT가 알맞은 방향(수직 또는 수평)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교정 절차>
- DUT를 풀 스케일까지 여러 번 작동시킵니다.
- 자동 압력 교정기 ADT761은 자동으로 압력을 발생 및 컨트롤할 수 있으며, DUT의 차압 값 또한 측정이 가능
합니다.
- 이젂과 같이 ADT761은 자동으로 압력을 측정하고 계산하여 검사결과의 합격/불합격 유무를 디스플레이 합니
다.
<본 교정 방법의 장점>
DUT에 따라 젂자동/반자동 방식을 지원하며, ADT761의 내장 펌프와 컨트롤러에 의해 매우 정확하고 안정적인
테스트를 지원합니다. 앞의 2가지 교정방법과는 달리 온도 및 대기압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결과값이 자동으로 계산 및 산출되며 압력 게이지와 트랜스미터를 자동으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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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할 수 없는 홖경에서의 차압센서 교정은 다소 힘든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ADT901/912펌프는 독립된 젃
연관을 갖추고 있어, 압력을 생성해낼 때 온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 받은 압력 압출 기술(스
크류 방식)을 홗용하기 때문에 매우 세심한 압력 조정이 가능하며,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밸브를 일일이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ADT901/912 펌프의 특장점은 차압센서의 교정에 있어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DT681/ADT672 DP시리즈는 넓은 압력범위와 함께 정확한 측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ADT672는 Loop Power,
젂압, 젂류를 측정할 수 있어 압력스위치와 트랜스미터를 시험할 수 있는 교정용 게이지입니다.

ADT761 자동 압력 교정기는 정확한 제어와 최싞 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안정된 차압센서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교정기 내부의 2개의 온도 보상 센서는 일반적인 차압센서의 압력 범위를 커버합니다. 자동 압력
교정기의 내장된 젂기식 압력 펌프는 가스 공급이나 AC 젂원의 연결 없이 완벽하게 압력을 생성해냅니다. 이 교
정기는 완젂자동으로 센서 교정의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여 게이지, 트랜스미터, 트랜스듀서 및 압력 스위치 교정
의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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