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PYRE®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방법
최첨단 기능으로 응용 분야 적용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지능형 전력
컨트롤러 제품군

모듈방식 스마트 디자인
편리한 사용 및 서비스

>> 읽기 쉬운 문자 픽셀 디스플레이
>> SCR에 대한 신속한 접근으로

생산 중단 시간의 최소화

>> ASPYRE® Configurator PC

소프트웨어 및 USB 장치 포트를
통한 플러그 앤 플레이 접근으로
간편한 구성이 가능

>> 직관적인 응용 프로그램 마법사는

부하 유형에 따른 컨트롤러 구성
설정을 자동으로 추천

>> 진단 기능 내장으로 지능형 문제

모델
DT248-300

해결

>> 교체가 쉬운 반도체 퓨즈

모델
DT14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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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프로세스 제어

다양한 종류의 부하 유형 지원

>> 다양한 부하 유형에 맞춘 20가지

IR 단파장
램프
이규화
몰리브덴

firing 조합

>> 처음 가동 시, 히터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전반적인
히터 수명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고급 제어 모드

탄화규소
유도성
변압기

>> 열 성능을 극대화하기위한 6 가지

전력 제어 모드

>> 시스템 제어 기능을 향상시키는

UV 램프

정상�저항

다중 디지털 및 아날로그 I / O

폐쇄 회로 온도 제어

ASPYRE 전력 제어
Feedback이 있는 경우

온도

온도

전력 제어 Feedback 이
없는 경우

시간

시간

전력 Feedback 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열원의 동작을 즉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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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기능

낮은 소유 비용
Semi
Fuses
Voltage
Sensing

Current
Sensing
Closed
Loop Power

MultiMeters

Closed
Loop Current
Data
Logger

SCR

Alarm
Relay

Cooling
Fan

모델
DT348-300

AC
Line Filters

Communication

C

Fuse
Holder

NO

NC

여러 기기의 모든
기능을..

Analog
Retransmit

하나의 컨트롤러로
통합.

USB
Port

>> UL® 508 등급은 인건비 및 프로젝트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 기존 전력 컨트롤러에 비해 차지하는

공간이 적고, 가벼운 무게로 설치 공간과
선적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 일체형 설계는 설치와 연결 시, 시스템

복잡성, 재고 및 인력 절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 ASPYRE DT는 SCR 스위칭, 전압

센서, 데이터 이력 기록, Wi-Fi, 전류
센서, 반도체 퓨즈, 사용자 인터페이스,
통신, 릴레이 알람, 냉각 팬, 백업
전원 공급 장치 등을 하나의 장치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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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데이터에 대한 통신 기능
자동화를 위한 연결성
Cloud
Computing
>> USB 장치 포트(파일 전송 - 구성

또는 데이터 로그)

>> 데이터 이력 기록

>> 무선 Wi-Fi 및 모바일 application

Big Data

지원

>> 통신 프로토콜 232/485

Modbus® RTU(최대 2개),
Modbus® TCP(이더넷), Profibus
DP, Profinet

Wi-Fi
Connected

Scalability

System
Integration

Connectivity

Automation

>> 4-20mA 재전송

IOT

Analytics

Value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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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선도하는 디자인

뛰어난 품질과 신뢰성

엄격한 시험을 통해 검증된 고성능

모델
DT248-035

충격 및 진동 시험

>> 높은 I2t 등급의 견고한 SCR

설계

>> 엄격한 Watlow 표준 시험 통과
>> 기관 규정 준수 - UL®, CE,

RoHS, W.E.E.E.

EN 61000-4-3
EN 61000-4-4

>> UL® 508 등급

>> UL 508로 프로젝트 일정

EN 61326-1
EN 61000-4-2

>> 100KA SCCR 등급
®

EN 61326

EN 61000-4-5
EN 61000-4-6

단축, 기관 시험 및 비용 절감

EN 61000-4-8
EN 61000-4-11
EN 55011
EN 61000-3-2
EN 61000-3-3

산업 표준 테스트
충족 혹은 초과

측정, 제어 및 실험용 전기 장비 - EMC 요구 사항

측정, 제어 및 실험용 전기 장비 - EMC 요구 사항 2009 년 2 월 1
일까지 요구되는 일정에 따라 61000-4-3에서 3GHz로 업데이트
됨. 61000-4-11 dips test 업데이트 됨.
정전기 방전 내성 시험.

방사성 무선 주파수 전자기장.

전기적 고속 과도현상 / 버스트 내성 시험.
서지 내성 시험.

무선 주파수 장에 의해 유도 된 전도 장애.
전력 주파수 자기장 내성 시험.

전압 강하, 순간 정전 및 전압 변동 내성 시험.

산업, 과학 및 의료 (ISM) 무선 주파수 장비의 무선 방해 특성의
한계 및 측정 방법.
고조파 전류 방출에 대한 제한(장비 £ 16A(위상 당))

정격 전류 £ 16 A를 가진 장비의 저전압 공급 시스템에서 전압
변동 및 플리커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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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시 히터 보호

히터 습기 제거

Megohm 히터 회로 사전 점검

시동 비용 절감 및 생산
지연 감소
Watlow 프로세스 히터

절연 저항 시험 절차서

WATLOW ELECTRIC MFG CO.
WATROD™ 순환 히터 설치 및 유지관리 설명서
I&M NUMBER: 316-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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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ohm precheck
During shipping and/or storage, the possibility of absorption by the insulation material
within the element is possible. To ensure proper megohm values a minimum 500 VDC
megohm
to ensure that the megohm reading
between the
더meter
쉬운(Megger) should be더used
적은
더 빠른
heater terminal
is more than 10 megohms when the unit is at room
절차 and the heater sheath단계
프로세스
temperature.
If several units are interconnected, the megohm of the heater is obtained by taking the
reading and dividing by the number of interconnected elements. This reading should be
greater than 10 megohms.

If a low megohm value exists, two alternative methods can be used to remedy the situation.
The best method is to remove all terminal hardware including thermostat if provided,
and bake out the heater at no higher than 250°F (120°C) overnight or until an acceptable
reading is reached. The second method is to energize the unit at low voltage in air until the
megohm is at an acceptable reading. Care should be taken to prevent the heater sheath
from exceeding 750°F (398°C) for Incoloy® and steel elements and 400°F (204°C) for coper
elements. Both of these methods should be performed with the heater out of the tank. The
orientation of the heater in relation to the tank should be observed in order to reposition the
heater properly.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if a high limit
thermocouple is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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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low와 열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전화: 1-800-WATLOW2(1-800-928-5692)
이메일: inquiry@watlow.com
웹사이트: www.watl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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