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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안전 정보
본 설명서에서는 “참고”, “주의” 및 “경고” 기호를 사용하여 중요한 작동
및 안전 정보를 표시합니다.

안전 경보

“참고”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간략한 메시지입니다.

주의 또는

“주의”는 안전사항 알림으로서 사용자의 장비 및 성능 보호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와 함께 표시됩니다.

경고

“경고”는 안전사항 알림으로서 사용자, 기타 작업자 및 장비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와 함께 표시됩니다.
사용자의 환경에 적용되는 모든 경고 사항을 숙지하십시오.
ç 기호(삼각형 안의 느낌표)는 일반적인 “주의” 또는 “경고” 문구 앞에
표시됩니다.
감전 위험

Ó 기호(삼각형 안의 번개 표시)는 감전 위험이 있는 “주의” 또는 “경고”
안전 문구 앞에 표시됩니다.

주의 또는
경고

기술 지원
Watlow 컨트롤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부록에 있는 문제 해결 표를 보고
우선 제품의 입력, 출력, 알람, 제한사항 등과 같은 모든 구성 정보가 응용
작업과 부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위의 사항을 확인한 후에도 문제가
지속될 경우, 해당 지역 Watlow 담당자나 전화 +1(507) 454-5300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연락하시면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부 표준시.
모든 응용 지원 기술자가 사용자와 함께 응용 작업에 관해 논의합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다음 정보를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 정확한 모델 번호		• 모든 구성 정보
• 사용자 설명서
• 진단 메뉴 표시 내용
보증 및 반품 정보는 본 설명서 뒷면 표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의견
본 설명서에 대한 사용자 의견 및 제안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Watlow Winona Technical Literature Team으로 연락해주십시오(주소:
1241 Bundy Boulevard, P.O Box 5580, Winona, Minnesota, 55987-5580
U.S, 전화: +1 (507) 454-5300, 팩스: +1 (507) 452-4507). Power 시리즈
사용자 설명서의 저작권은 Watlow Electric Manufacturing, Inc., © 2015에
있으며, 모든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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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머리말
Power 시리즈는 산업용 히터를 제어하는 최신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실리콘 제어
정류기(SCR) 전원 컨트롤러입니다. 본 제품은 단상, 3상 및 단상 다중 영역 성능을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을 가진 단일 패키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각 패키지 구성은
스위치된 위상 수에 따라 특정 등급 전류를 가집니다. 스위치 성능은 선택된 구성이나
모델 번호에 따라 24 ~ 600V 이상까지 50°C에서 65 ~ 250A rms를 포함합니다.
Power 시리즈 구성 옵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1.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탈착식 장착 플레이트
Power 시리즈에는 사전에
장착되는 탈착식 플레이트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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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 러그
손쉬운 접지 연결을 위해
설계되어 내장됩니다.

단자 커버
전기 접촉 안전 패키지.
I/O 포트
입력, 재전송 출력, 통신
및 알람.

퓨즈 커버
퓨즈 유지 관리를 위해 위아래로
여닫으며 고압 부품을 덮어
보호합니다.

POWER 시리즈
무접점 전원 제어

온보드 팬
팬은 별개의 전원 연결이
필요 없도록 강제 공기
냉각 모델의 패키지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프로그래머/디스플레이
컨트롤러 구성, 설정, 모니터링
기능용.

4

육각 렌치
단자 1 ~ 6 및 접지 러그에
토크를 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5

6

그림 1.1 - Power 시리즈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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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본 구성은 Power 시리즈에서 이용 가능한 일부 또는 모든 기능을 포함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구매 시, 사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ac 라인의
단상만 스위치하므로 모든 구성에서 가장 높은 등급 전류를 가집니다. 이는 저항
히터를 위한 구성이지만, 위상각 점화 모드에서 변압기가 연결된 부하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상 2-레그 구성
본 구성은 니크롬 소재와 같은 안정적인 저항 히터의 제로 크로스 점화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3상, 3와이어 델타형 또는 비접지 Y형/별형 연결 히터는
세 개의 V~ 라인 상 중 두 개만 스위치된 경우에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세 번째
위상은 Power 시리즈 보드의 모선을 통한 직결 접속로이며 이전의 상 두 개에 의해
제어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2-레그 구성은 3상 접지 Y형/스타형 연결 히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상 접지 Y형/스타형 연결이 필요한 히터는 아래의 “3상 3-레그 구성”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이 구성은 위상각 점화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탄화규소, 몰리브덴 디실리사이드,
탄소흑연 또는 텅스텐램프 히터와 같이 변압기 연결 히터 및 덜 안정적인 저항
히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히터의 고장이나 귀찮은 퓨즈 끊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히터의 전류 모니터와 kVA 옵션으로는 히터 진단 옵션의 3상 2-레그 구성이 있습니다.
전류 제한과 히터 베이크아웃을 포함한 위상각 점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상 3-레그 구성
여섯 개의 SCR 제어를 포함하여 Power 시리즈 구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에서 모든 기능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레그 버전은 변압기 연결 부하에 위상각 점화나 유연 기동 및/또는 전류 제한을
요하는 가열에 대한 직접 연결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4-와이어 구성은 4 와이어 Y형 연결 니크롬/저항 히터에 제로 크로스 점화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단상 다중 영역 구성
이 구성은 2상 및 3상 영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 SCR이 사용되며 단상 장치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람 계전기는 하나뿐이며 컨트롤러의 모든 영역은
동일한 제어 방식을 이용해야 함을 유의하십시오.) 이 구성은 독립적 제어 영역에서
다수의 명령 신호를 받는 응용 분야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다중 영역 플랫폼은 다수의
단상 전원 컨트롤러 사용과 비교해서 패널 공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히터 진단
히터 진단은 Power 시리즈 SCR 전원 컨트롤러의 주요 기능입니다. 히터 진단은 선택
모델에 따라 히터 전류 모니터링이 필요한 전체 또는 일부 기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히터 전류 모니터링은 컨트롤러에 설치된 히터 진단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히터 전류
모니터링에 관한 기능은 히터 베이크아웃, 전류 제한, 히터 전류 및 kVA 모니터링,
재전송 그리고 개방된 히터, 허용 오차 초과 히터, 부하 밸런스, 단락된 SCR 감지/
오류와 같은 히터 모니터링 알람 등입니다. 또한, 히터 진단은 전류 제한으로 위상각
제어가 필요한 경우에도 설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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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설치
다음 두 장에서는 Power 시리즈 컨트롤러 설치 방법을 설명합니다. Watlow Power
컨트롤러는 공장에서 출고되기 전에 철저한 테스트 과정을 거치므로 사용자에게
Power 시리즈 컨트롤러가 전달되었을 때는 설치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경고:
감전 및 기타 위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Power 시리즈의
모든 장착 및 배선은
미국전기공사규정
(National Electric
Code) 및 기타 해당 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접지는 충분한 전류
전달 용량의 접지에 라인과
부하를 연결하는 와이어와
동일한 크기의 와이어로
배선해야 합니다.
참고: 일체형 반도체
퓨즈는 분기 회로 보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2장과 3장에서는 Power 시리즈 컨트롤러 설치에 필요한 단계를 설명합니다.
장착 정보는 제2장을, Power 시리즈 입력, 전원, 부하 배선은 제3장을
참조하십시오.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두 장을 철저히 읽고 설치의 전 과정을 숙지하십시오.
설치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Power 시리즈를 장착하기 전에 전원, 부하, 입력
신호 배선을 계획하십시오. 캐비닛 공간, 컨트롤러 치수, 와이어 곡률 반경, 공기
흐름도 고려하십시오. 전기 노이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배선 방법을
이용하십시오.

Power 시리즈 기본 전류 와이어 곡률 반경, 주변 온도
등급 및 교체용 반도체 퓨즈
권장 최소 와이어 크기는 NEC 30°C 주변 온도를 기초로 하며, 배선 관로와
케이블 내에 최대 3개의 전류 운반 전도체를 가지며, 또한 Power 시리즈 50°C
엔클로저 온도와 반도체 퓨즈 등급을 고려합니다. 구리 도선만 이용합니다.
모든 Power 시리즈 암페어에 대한 단자 러그 와이어 범위는 350 MCM에서 6
AWG입니다. 권장 단자 토크는 180인치-파운드입니다. (20 Nm.). 단자 러그
등급은 러그 당 와이어 하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토크 지침은 3.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OWER
시리즈
전류(Amps)

와이어 곡률
반경
mm
인치

반도체
퓨즈 등급
(Amps)

Watlow 교체
퓨즈 P/N

Bussmann
교체 퓨즈
P/N

65

6 AWG

51

2.0

100

0808-0102-0100

170M1317

85

4

76

3.0

125

0808-0102-0125

170M1318

80
90

100
105
120
125
140

4
4
3
3
2
2

76
89
89

140

1/0

250

76

1/0

165
200

76

114

1/0

185

76

1

155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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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권장 와이어
크기(90C)(AWG)

2/0
3/0

250 MCM

140
140
152
165
216

3.0
3.0
3.0
3.0
3.5
3.5
4.5
5.5
5.5
5.5
6.0
6.5
8.5

125
125
160
160
160
160
200
200
250
250
250
250
315

0808-0102-0125
0808-0102-0125
0808-0102-0160
0808-0102-0160
0808-0102-0160
0808-0102-0160
0808-0102-0200
0808-0102-0200
0808-0102-0250
0808-0102-0250
0808-0102-0250
0808-0102-0250
0808-0102-0315

170M1318
170M1318
170M1319
170M1319
170M1319
170M1319
170M1320
170M1320
170M1321
170M1321
170M1321
170M1321
170M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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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시리즈 치수
굴뚝 냉각 효과가
나타나도록 9인치의
여유 치수를 추가합니다.
이 공간을 Power 시리즈
장착 상부와 바닥에
적용해야 합니다.

Power 시리즈 전면

1

2

3

337mm
(13.3인치)

Ø7.1mm
(0.28인치)

305mm
(12.0인치)

Power 시리즈 상부
421mm
(16.6인치)
356mm
(14.0인치)

Power Series
Solid State Power Control

POWER 시리즈
무접점 전원 제어

354mm
(14.0인치)

200mm
(7.9인치)

234.1mm
(9.2인치)

178mm
(7.0인치)
4

5

6

191mm
(7.5인치)

191mm
(7.5인치)
33mm
(1.3인치)

그림 2.2aa - F35 모델에만 적용.

그림 2.2a - Power 시리즈 치수.

Power 시리즈 컨트롤러 장착
참고: Power 시리즈 컨트롤러는 수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하나의 캐비닛에 여러 장치를 사용할
경우 가능하면 나란히 장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위아래로 설치할 경우, 충분한 공간과 공기
흐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3 페이지의 엔클로저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N20 ~ F30 모델의 경우:
1. Power 시리즈 컨트롤러를 장착하기 위한 패널의 위치를 결정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4개의 장착 나사용
구멍을 뚫습니다. 장착 플레이트는 템플릿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나
 사 4개를 이용해 Power 시리즈 장착 플레이트를 부착합니다(사용자 자체 공급, 최소 #10 나사, 최대
1/4인치 나사).
3. 장
 착 플레이트의 키 슬롯과 Power 시리즈 방열판 후면에 있는 어깨 나사의 머리를 맞춥니다. 장치를
안으로 밀어 제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아래로 누릅니다. 장착이 완료됩니다.
F35 모델용:
F35 모델은 볼트를 이용한 패키지입니다. 위 그림과 같이 1/4인치 볼트 20개를 위한 구멍 6개를 뚫습니다.
Power 시리즈 장착 플레이트
릴리스 탭
장착 구멍(4)
7mm
(0.27인치)

키 슬롯
178mm
(7.00인치)

39mm
(1.53인치)
102mm
(4.00인치)

25mm
(0.97인치)

151mm
(5.93인치)

그림 2.2b - 장착 플레이트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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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c - 컨트롤러 설치.
설치, 제2장

엔클로저 지침
Power 시리즈는 적절한 전기 엔클로저에 장착해야 합니다. 충분한 와이어
곡률 공간과 냉각을 확보해야 합니다. 엔클로저의 주변 온도는 명판 등급의
경우 50°C(122°F)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기타 출력 등급과 엔클로저
주변 온도는 2.5 페이지와 2.6 페이지의 출력 등급 곡선을 참조하십시오.
엔클로저의 적절한 냉각을 유지하려면 Power 시리즈에서 생성된 열을
소멸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크기이거나 냉각 장치가 가동되어야
합니다.
1. 공기 순환 - 팬은 공기가 상부로 나갈 수 있도록 엔클로저 바닥과
루버 플레이트에 공기를 보냅니다. 필터는 막히거나 공기 흐름을 막을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팬 CFM을 80%로 유지하려면 팬의
유출구가 유입구보다 네 배 커야 합니다. 각 Power 시리즈는 기류의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2. 와류 냉각기는 압축 공기에서 작동하고 밀폐된 엔클로저를 냉각시키는
데 좋지만, 소음이 있고 다량의 공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캐비닛 에어컨은 밀폐된 엔클로저에서 잘 작동합니다.
4. 열 파이프 냉각기는 봉인된 엔클로저에서 잘 작동하지만, 와류
냉각기나 에어컨만큼 냉각 성능이 좋지는 못합니다.

필요한 냉각량을 확인하려면:
1. Power 시리즈의 암페어 부하를 확인합니다. 암페어에 1.2와 제어된 상의
수를 곱합니다. 이것이 바로 SCR에 의해 소모된 출력을 와트로 표시한
것입니다. 제어기의 전원 공급기(21W)에 의해 소모된 와트를 더하고
와트로 표시된 총 전원에 3.41을 곱하여 시간당 BTU를 구합니다.
와류 냉각기, 열 파이프 냉각기 및 에어컨 냉각은 제거된 BTU로 정격
표시됩니다.
2. 엔클로저의 다른 전자 장치에서 생성된 와트를 더하고 3.41을 곱해서
시간당 BTU를 구합니다.
3. 엔클로저 내부의 총 BTU 값을 더하고 BTU 값을 제거할 냉각기를
고릅니다.
4. 팬으로 냉각되는 엔클로저에는 대개 엔클로저와 팬 제조업체가 무료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엔클로저용 팬 크기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응용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Watlow Controls의
응용 기술자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습니다.

유해 환경
Power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안전을 위한 오염도 3의 UL508 표준을
준수합니다. “전도성 오염 발생이나 비전도성 오염 발생이나 예상 응결
때문에 전도성이 된다.” 그러나 Watlow는 장기간 신뢰성을 위해 깨끗하고
건조한 환경에서 Power 시리즈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설치,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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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
주의:
손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컨트롤러를
밀어 넣을 때 대형
스크루드라이버를
이용해 릴리스 탭을
눌러줍니다.

Power 시리즈 컨트롤러 제거
1. 장착 플레이트에서 Power 시리즈 컨트롤러를 제거하려면 장착
플레이트 상부의 릴리스 탭을 누릅니다.
2. 릴리스 탭이 들어가면 바닥의 컨트롤러를 눌러 장착 플레이트에서
컨트롤러를 분리합니다. 위로 누를 때 방열판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주의합니다. 일정량의 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F35 모델은 표준 장착 플레이트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장착 지침은 2.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제거하려면 장착 작업을 반대로 이행합니다.

그림 2.4 - F35 Power 시리즈(우측)은 더 큰 냉각팬으로 냉각됩니다.

Power 시리즈 유지 관리
•
•
•
•

청소: 방열 안정판은 적절한 냉각을 위해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인쇄회로기판은 전도성 잔여 응결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정(Calibration):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복원 및 백업은
6.15~6.1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재토크(Retorquing): 토크 지침은 3.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 백업과 새로 고침: 불필요함. Power 시리즈 백업은 A.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모든 Power 시리즈 컨트롤러는 선적 전에 100% 테스트를 거칩니다.

2.4  Watlow Power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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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시리즈 출력 등급곡선
냉각된 팬
모든 곡선은 90°C 등급 부하 와이어 및 연결된 라인 와이어에서 100% 상태입니다. 각 표는
암페어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다는 점을 참고하십시오. 안전한 작동 영역은 1 amp부터 선택한
출력 암페어 코드에 대한 특정 곡선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F25 단상은 50°C에서 최대
200 amp 등급이며, F30 단상은 50°C에서 최대 250 amp 등급입니다. 자연 대류 냉각 출력
등급 곡선은 2.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00% 냉각된 단상 팬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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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low Power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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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시리즈 출력 등급곡선
자연 대류
모든 곡선은 90°C 등급 부하 와이어 및 연결된 라인 와이어에서 100% 상태입니다. 각 표는 암페어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다는 점을 참고하십시오. 안전한 작동 영역은 1 amp부터 선택한 출력 암페어
코드에 대한 특정 곡선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F25 단상은 50°C에서 최대 140 amp 등급이며,
F30 단상은 50°C에서 최대 165 amp 등급입니다.
100%에서 단상 자연 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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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와이어 배선
Power 시리즈 컨트롤러 배선
배선 옵션은 모델 번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컨트롤러 우측의 단자 지정 스티커를
확인하고 모델 번호와 여기에 제시된 번호 그리고 본 설명서 부록(A.10 페이지)의 모델
번호 내역을 비교합니다.
제3장은 모든 옵션의 입력 및 출력 배선 방법을 설명합니다. 단자 토크 지침은 그림
3.1을 참조하십시오.

토크 지침
•
•
•

와이어가 자리를 잡게 하고 찬 기류로 인해 느슨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0초 동안 잡고서 토크를 가합니다.
모든 단자에 48시간 후 다시 토크를 가합니다.
3~6개월마다 라인과 부하 단자에 다시 토크를 가하도록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단자 1~6과 접지 러그
토크: 180인치파운드 (20 Nm.)
제공된 3/8인치 육각
렌치 사용.

퓨즈

퓨즈

퓨즈

퓨즈 장착용 5/16인치
볼트
토크: 44인치-파운드
(4.95 Nm.)

와이어 피복 벗기기
1~1/8인치(30mm)
퓨즈용 #3 십자
나사 장착
이용 모델
PXX-F20X-XXXX
PXX-N20X-XXXX
토크:
26인치-파운드 (2.93
Nm.)

컨트롤러 커넥터

와이어 피복 벗기기
0.24인치 (6mm)
토크: 8인치-파운드 (0.9Nm.)
1/8인치(2.5mm) 일자 드라이버 사용.
12~22 AWG 또는 2 No. 22~18 수용
AWG 와이어.
POWER 시리즈
무접점 전원 제어

이용 모델
PXX-F25X-XXXX
PXX-N25X-XXXX
PXX-F30X-XXXX
PXX-N30X-XXXX
PXX-F35X-XXXX
토크:
44인치-파운드 (4.95
Nm.)

육각 렌치
(케이스가 편평한 바닥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그림 3.1 - 토크와 와이어 피복 벗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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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배선

참고:
입력, 재전송 및 통신
외부 단자는 유럽
표준 EN50178에
따라 직접 접촉 시
보호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POWER 시리즈
외부 커넥터

21
20

14
13
12

18

11
10

17
16
15

5
4
2
1

9
8
7

그림 3.2b -

L2

6

3

19

L1

4

22

6

23

5

컨트롤러
전원 공급
85에서 265V~ 55VA

208 또는 240V~
L1

120V~
L1
중립

L2

미사용

3

재산과 장비 피해
및/또는 사람의 부상 및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전기공사규정(NEC)
배선 방법을 이용하여
Power 시리즈를
설치하고 작동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해 및/또는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제어 전원과 알람 배선

(알람
일반적으로 잠금)

2

경고:

그림 3.2a -

(알람 공통)

1

ç∫

(알람
일반적으로 열림)

NC
C
아니오
Power 시리즈 내부 계전기

알람
250V~ 3A

재전송 배선

POWER 시리즈

참고:

• 모든 라인 연결은 3~6
개월마다 다시 토크를
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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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

(공통)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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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

14

+

V (출력 전압, 0 ~ 10V)

2
1

그림 3.2c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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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외부 커넥터
통신
11

• 와이어가 자리를
잡게 하고 찬 기류가
흐르도록 30초
동안 잡고서 토크를
가합니다. 48시간 후
다시 토크를 가합니다.

21

10

• 와이어 피복을 0.24
인치(6mm)까지
벗깁니다. 토크:
8인치-파운드
(0.9 Nm).

22

9

• 1~23 까지 제어 배선.

23

232 REC

(EIA/TIA-232 수신)

232 TRAN (EIA/TIA-232 발신)
485 T/R-

8

토크와 와이어 피복
벗기기 지침:

외부 커넥터
재전송
DC 10V/20mA
+
I (출력 전류, 4 ~ 20mA)

(공통)

7

접지는 충분한 전류
전달 용량의 접지에
라인과 부하를 연결하는
와이어와 동일한 크기의
와이어로 배선합니다.
(제2장 2.1 페이지 기본
전류에서 Power 시리즈
와이어 곡률 반경과 주변
온도 등급 참조.) 참고:

485 T/R +

배선, 제3장

그림 3.3a -

단일 영역 입력 배선

POWER 시리즈

참고:
성공적 설치를 위해
필요한 4단계:

• 컨트롤러를
설치합니다(제2장).
• 컨트롤러를
배선합니다(제3장).
• 컨트롤러를
구성합니다(제4장,
제5장, 제6장).

ç∫

입력 1
+

21
20

14
13
12

11
10

17
16
15

6
5

I (입력 전류, 4 ~ 20mA)

4

(공통)

3

19
18

V (입력 전압, 0 ~ 10V)

+
22

22

23

23

21

• 컨트롤러의 하드웨어
구성 및 모델 번호
(부록)를
선택합니다.

외부 커넥터

2
1

9
8
7

그림 3.3b -2영역

입력 배선

POWER 시리즈

경고:
외부 커넥터
입력 1
+

6

21

13

5

12

4

11
10

17

9

16

8

15

(입력 전류, 4 ~ 20mA)

I

(공통)

입력 2
+

2
1

7

그림 3.3c -

+

V (입력 전압, 0 ~ 10V)

20

18

3

19

19

22

14

21

22

20

V (입력 전압, 0 ~ 10V)

23

23

+

(입력 전류, 4 ~ 20mA)

I

(공통)

18

재산과 장비 피해
및/또는 사람의 부상 및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전기공사규정
(NEC) 배선 방법을
이용하여 Power
시리즈를 설치하고
작동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해 및/또는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3영역 입력 배선
외부 커넥터

POWER 시리즈

22

23

입력 1
+
+ V (입력 전압, 0 ~ 10V)
I (입력 전류, 4 ~ 20mA)

21

13

5

12

4

19
18

3
11
10

2
1

입력 2
20

6

I (입력 전류, 4 ~ 20mA)

(공통)

9

입력 3

16

8

+

15

7

17

17

16

+
15

배선, 제3장

+
+ V (입력 전압, 0 ~ 10V)

19

14

18

22

20

(공통)

21

23

V
I

(입력 전압, 0 ~ 10V)
(입력 전류, 4 ~ 20mA)
(공통)

Watlow Power 시리즈  3.3

라인 전원/출력 배선
참고:
성공적 설치를 위해
필요한 4단계:

그림 3.4a -

단상 출력 배선
(모델 PC1X-XXXX-XXXX)

• 컨트롤러의 하드웨어
구성 및 모델 번호
(부록)를 선택합니다.

제한 제어 접촉
(필요 시)
1
온보드
반도체
퓨즈

2

3

ç주의: 그림 3.4a는 반송 전류
경로로서 내부 모선을 이용하고
연결되지 않은 ref.2를 이용한
Watlow 권장 출력 배선을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권장하지
않은 배선 체계를 선택한 경우,
ref. 2나 내부 모선이 적절한
라인이나 중립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Power 시리즈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접지

내부 모선

• 컨트롤러를 구성합니다
(제4장, 제5장,
제6장).

L1
중립

L1
L2

• 컨트롤러를 설치합니다
(제2장).
• 컨트롤러를 배선합니다
(제3장).

120V~
및 277V~

240V~
이상

ç∫
경고:
재산과 장비 피해 및/
또는 사람의 부상 및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전기공사규정(NEC)
배선 방법을 이용하여
Power 시리즈를
설치하고 작동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해 및/또는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4

5

ref.2

6

히터

그림 3.4b –

3상, 2-레그 4 SCR 출력 배선
(모델 PC2X-XXXX-XXXX)
L1
L2
L3

참고:
토크와 와이어 피복
벗기기 지침:

제한 제어 접촉(필요 시)
1

• 연결부 1~6과 접지
러그

3

2

ç주의: 그림 3.4b는

접지

반송 전류 경로로서 내부 모선을
이용하고 연결되지 않은 ref.1과
3을 이용한 Watlow 권장 출력
배선을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권장하지 않은 배선 체계를 선택한
경우, ref. 1이나 ref. 3 또는 내부
모선이 적절한 라인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Power 시리즈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온보드
반도체
퓨즈

내부 모선

• 1~1/8인치로 와이어
피복 벗기기 (30mm)
토크: 180인치-파운드
(20 Nm).
• 와이어가 자리를
잡게 하고 찬 기류가
흐르도록 30초
동안 잡고서 토크를
가합니다. 48시간 후
다시 토크를 가합니다.

4

ref.1

5

6

6

ref.3

히터

5

4

• 모든 부하 연결은 3~6
개월마다 다시 토크를
가해야 합니다.
참고: 당사의 그림은 분기 회로 보호를 위한 회로 차단기를 보여줍니다. 퓨즈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3.4  Watlow Power 시리즈

배선, 제3장

ç∫
경고:
재산과 장비 피해 및/
또는 사람의 부상 및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전기공사규정(NEC)
배선 방법을 이용하여
Power 시리즈를 설치하고
작동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해
및/또는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림 3.5a - 3상, 3-레그,
4-와이어 Y형 응용을
위한 6-SCR 출력 배선
(모델 PC4X-XXXXXXXX)

그림 3.5b - 3상, 3-레그,
6-SCR 내부 델타형

L1
L2
L3

2

1

3 접지

그림 3.5c - 3상, 3-레그,
6-SCR 출력 배선(모델
PC3X-XXXX-XXXX)

L1
L2
L3

제한 제어
접촉
(필요 시)
N

2

1

온보드
반도체
퓨즈

3

L1
L2
L3

제한 제어
접촉
(필요 시)
접지
온보드
반도체
퓨즈

1

2
온보드
반도체 퓨즈

제한 제어
접촉
(필요 시)

3 접지

참고:
배선은
6 A, B, C
로테이션이어야
합니다.

PC9

ç

4

ref.1

5

ref. 2

5

4 ref.1 5 ref. 2 6 ref. 3

6

ref. 제3

4

5

6
히터

경고:
과열 오류 상태가 화재
위험이나 기타 위험을
유발할 수도 있는
시스템에는 고온 또는
저온 제한 제어 보호를
설치합니다. 잠재적
위험이 있는 곳에 온도
제한 제어 보호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장비, 재산
그림
또는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ç주의: 참조 연결을

참고: 1. 위
 상 조정은 보기와 같아야
합니다.

PC3 모델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Power 시리즈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참
 조 단자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3.5d -**다중 영역 출력 배선
L1
L2
L3

L1

참고:

4

온보드

3 접지

L2
제한 제어
접촉

1

온보드
반

3 접지

제한 제어
접촉
(필요 시)

L1
L2
L3

L1
L2
1

2

3 접지
온보드

제한 제어
접촉
(필요 시)

1

2

3 접지

제한 제어
접촉
(필요 시)

온보드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필요 시)
도체
참조 연결 1 ~ 3을 위해,
퓨즈
퓨즈
퓨즈
퓨즈
나일론으로 완전히
절연되고 금속 링 손잡이가
PC9
PC9
PC8
있는 폭 0.250인치, 두께
PC8
4 ref.1 5 ref. 26 ref. 3
4 ref.1 5 ref. 26 ref. 3
6 ref. 3
4 ref.1
0.032인치의 호환성 연결
6 ref. 3
4 ref.1
QC를 이용합니다.
히터 히터 히터
히터 히터 히터
히터 1
히터 2
14-16 AWG:
2
1
2
3
1
3
히터 1
히터 2
3개의 독립
Molex/ETC AA-5261,
2개의 독립
3개의 독립
단상 히터
단상 히터
단상 히터
3M
2개의 독립
단상 히터
MNG14-250DFIX
PC8X-XXXX-XXX1 PC8X-XXXX-XXX3 PC9X-XXXX-XXX1 PC9X-XXXX-XXX3
C-54-503X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제품.
참고: 배선은 위상
Molex/ETC
참고: 배선은 위상 제어를

AA-5261, 3M
MNG14-250DFIX
C-54-503X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제품.

선택한 경우, A, B, C
로테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제어를 선택한 경우, A,
B, C 로테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림 3.5e - 250A 모델용 팬 배선
120 V, 50/60 Hz
14/12W
0.20/0.16A

**참고: 모델 PC8과 PC9 제어 레그는 분리되어 다른 레그가 배선되는 방식과 관계 없이 위상-위상 내부 델타형
또는 위상-중립으로 배선될 수 있습니다.

배선, 제3장

Watlow Power 시리즈  3.5

배선 예제
L3
480V~
(ac) L2
L1

ç∫

480V~ (ac)

경고:
재산 및 장비 피해
및/또는 사람의 부상 및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전기공사규정(NEC)
배선 방법을 이용하여
Power 시리즈를
설치하고 작동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해 및/또는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1

2

3

접지

온보드
반도체
퓨즈

120V~ (ac)

+
– 4 ~ 20mA

CRI
코일

모니터 출력 작업으로
재전송
제어 전원

3, 2-레그
제로 크로스 발화됨
POWER 시리즈

PM6C2FA-ALAJAAA
–
+

F1

98

G1

99

H1

ç

제어
열전대

경고:
과열 오류 상태가
화재 위험이나 기타
위험을 유발할 수도
있는 시스템에는 고온
또는 저온 제한 제어
보호를 설치합니다.
잠재적 위험이 있는
곳에 온도 제한 제어
보호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장비, 재산 또는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CRI: 높음
한도
접촉기

차단기

4

5

3상 저항 히터
6

CC
L4

CA

K4

CB

T1

T2

B5

S1

S2

D6

R1

R2

D5

상한
열전대
AC 공통

AC 높음

그림 3.6 - 시스템 배선 예제
200KA SCCR에 맞는 권장 퓨즈 옵션. 기타 테스트하지 않은 모든 조합은 UL508A
와 NEC 지침에 따라 5KA로 기본 설정됩니다.

Power 시리즈 모델
PC1X-N20
PC1X-N25
PC1X-N30
PC1X-F20

참고: 당사의 배선
예제는 분기 회로 보호를
위한 회로 차단기를
보여줍니다. 퓨즈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PC1X-F25
PC1X-F30

PC2(8)X-N20
PC2(8)X-N25
PC2(8)X-N30
PC2(8)X-F20
PC2(8)X-F25
PC2(8)X-F30

PC3(4,9)X-F35
PC2(8)X-F35

PC3(4,9)X-N20
PC3(4,9)X-N25
PC3(4,9)X-N30
PC3(4,9)X-F20
PC3(4,9)X-F25
PC3(4,9)X-F30

3.6  Watlow Power 시리즈

퓨즈 등급
160
200
250
160
250
315
125
160
160
160
250
250
315
315
100
125
160
125
200
200

Watlow 퓨즈 P/N
0808-0102-0160
0808-0102-0200
0808-0102-0250
0808-0102-0160
0808-0102-0250
0808-0102-0315
0808-0102-0125
0808-0102-0160
0808-0102-0160
0808-0102-0160
0808-0102-0250
0808-0102-0250
0808-0102-0315
0808-0102-0315
0808-0102-0100
0808-0102-0125
0808-0102-0160
0808-0102-0125
0808-0102-0200
0808-0102-0200

Bussmann 퓨즈 P/N
170M1319
170M1320
170M1321
170M1319
170M1321
170M1322
170M1318
170M1319
170M1319
170M1319
170M1321
170M1321
170M1322
170M1322
170M1317
170M1318
170M1319
170M1318
170M1320
170M1320

배선, 제3장

4

제4장
탐색과 소프트웨어
동작 버튼과 디스플레이
이 장은 동작 버튼,디스플레이, 탐색 기술에 관해 설명합니다.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람 표시 LED:
알람이 작동 중일 때 켜집니다.
상부 디스플레이:
하부 디스플레이의
매개변수를 위한 요청
전류, 라인 전압 또는
전원 피드백 레벨과 같은
작동 레벨을 표시합니다.

증가/감소 동작 버튼:
메뉴 최상부 항목에
있거나 전류 증가/감소
메뉴 항목에 있을 때 다음
또는 이전 하위 메뉴로
이동합니다.

하부 디스플레이:
상부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값의
매개변수를
표시합니다.
홈 동작 버튼:
다른 페이지 또는
메뉴에
있거나 디스플레이
루프에 있을 때
디스플레이 루프로
돌아가 다른 영역이나
위상과 같은 프롬프트
사이를 이동합니다.

소형 LED: 통신
활동에 따라
깜빡입니다.

좌/우 동작 버튼: 하위
메뉴에서 다음 또는 이전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그림 4.1 - Power 시리즈 동작 버튼과 디스플레이.

탐색과 소프트웨어, 제4장

Watlow Power 시리즈  4.1

Power 시리즈 탐색
페이지(설정이나 공장)를 선택하고 버튼 조합을 누릅니다. 이 페이지는 하부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설정 페이지제어, 알람,
재전송 및 통신
설정용.

• 설정 페이지: 디스플레이 루프에서 와  버튼을 함께 2초간 누릅니다.

공장 페이지 보정과
진단 정보용

• 공장 페이지: 설정 페이지에서 와  및  버튼을 함께 2초간 누릅니다

디스플레이
루프 - 매개변수
모니터링과 수동/
디지털 입력 조절,
알람이 수동복귀
상태일 경우 알람
해제용.
• 디스플레이 루프: 설정이나 공장 페이지에서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디스플레이 루프의 부하 활동 표시기는 히터 진단 기능이 설치되었는지에 따라 다른 정보를
표시합니다. 히터 진단 기능이 설치된 경우, 부하 전류가 탐지되었는지 표시합니다. 히터 진단
기능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SCR이 게이팅되고 있으며 라인 전압이 존재하는지 표시합니다.

페이지에서 특정 메뉴를 찾으려면  또는 를 누릅니다. 메뉴는 상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며 페이지는 하부 디스플레이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메뉴에 표시된 매개변수 목록을 입력하려면  를 누릅니다. 메뉴의 매개변수는 하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그 값은 상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매개변수 목록에서
뒤로 돌아가려면 를 누릅니다.
 또는 를 눌러 특정 매개변수에 문자 또는 숫자 값을 선택합니다.

4.2  Watlow Power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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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디스플레이 루프에서 설정 메뉴로
들어가려면 홈 버튼과 좌측 버튼을
함께 2초간 누릅니다.



디스플레이 루프



디스플레이 루프는 매개변수를
모니터링하고 수동/디지털 입력을
조정하고 알람이 수동복귀 상태일
경우 해지하는 데 이용합니다.


디스플레이 루프로 돌아가려면
메뉴에서 홈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 페이지 메뉴



공장 페이지 메뉴

설정 메뉴에서 공장 메뉴로 들어가려면
홈, 좌측 및 우측 버튼을 모두 함께 2
초간 누릅니다.

디스플레이 루프

디스플레이 루프에서 영역이나 위상을 선택하려면 증가/감소 버튼(   )을
이용합니다. 영역/위상은 상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영역이나 상 내 매개변수를 선택하려면 좌측/우측 화살표 버튼(   )을 이용합니다.
하부 디스플레이에 매개변수가 표시됩니다.

활성 알람
(해당될 경우)
[````][````][load][freq]
(code)
(code)

매개변수에 문자나 숫자 값을 선택하려면 증가/감소 버튼(   )을 이용합니다. 값이
상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영역/위상 1, 2, 3 사이에서 순차적으로 전환하려면 홈 버튼(  )을 이용합니다.

단일 영역

단상

[In``] 또는 [In|c] 또는 [In|u] [`Out][`Hbt]

[`UoL][`Cur][`HUa]

다중 영역

3상 [```]

[```]

(#)

[2one]

[```1]
[2one]


[```2]
[2one]


[```3]
[2one]



디스플레이 영역
선택

영역 1
[In1`] 또는 [In|`c1] 또는 [In|`u1] [Out1][Hbt1][UoL1][Cur1][HUa1]








영역 2
[In2`] 또는 [In|`c2] 또는 [In|`u2] [Out2][Hbt2][UoL2][Cur2[HUa2]








영역 3
[In3`] 또는 [In|`c3] 또는 [In|`u3] [Out3][Hbt3][UoL3][Cur3[HUa3]










(#) 디스플레이 영역

선택
[PHAS]

[```1]
[[`ph5]


[```2]
[`ph5]

[```3]
[`ph5]



위상 1
[UoL1][Cur1]


2상
[UoL2][Cur2]HUa2 


3상
[UoL3][Cur3]



참고:
각 페이지와 메뉴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사용자의 컨트롤러 옵션과 설정에
따른 공장 세트입니다.
입력 신호 방법 표시기는 디지털, 전류, 전압과 같은 선택한 입력 신호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류 운영 매개변수는 키패드나 통신 포트를 이용해 언제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디스플레이 루프의 매개변수, 범위 정보, Modbus 주소, 표시되는 매개변수의 상태에 관한 설명은
6.1-6.4 페이지의 제6장 매개변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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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low Power 시리즈  4.3

설정 페이지 메뉴

설정 페이지에서 메뉴를 선택하려면 증가/감소 버튼(  )을
이용합니다. 메뉴가 상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algo] 제어 알고리즘

메뉴에서 매개변수를 선택하려면 좌측/우측 화살표 버튼(   )을
이용합니다. 하부 디스플레이에 매개변수가 표시됩니다.

[`set] [algo][`ftb][``UC]



v[cont]  [`OFF]  [`ftb]  Urtb]  [pH2t]
[Ctr1] 제어 영역 1 설정

매개변수에 문자나 숫자 값을 선택하려면 증가/감소 버튼(   )을
이용합니다. 값이 상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
[`set] [``In][ dflt][nna_][nna–][Uol_][Uol–][lrn|`A][bl`U][lrn|`U][type][rate][soft][rdly]


[Opt1] 옵션 영역 1 설정
[`set] [`Hbo][Min][`HbC][`Cli][`Cla][tol_][toL–][Indf][1Cur]


[Ctr2] 제어 영역 2 설정
[`set] [``In][dflt][nna_][nna–][Uol_][Uol–][lrn|`A][bl`U][lrn|`U][rate][soft]


[Opt2] 옵션 영역 2 설정
[`set] [`Hbo][Min][`HbC][`Cli][`Cla][tol_][toL–][Indf][1Cur]


[Ctr3] 제어 영역 3 설정
[`set] [``In][dflt][nna_][nna–][Uol_][Uol–][lrn|A][bl`U][lrn|`U][rate][soft]


[Opt3] 옵션 영역 3 설정
[`set] [`Hbo][Min][`HbC][`Cli][`Cla][tol_][toL–][Indf][1Cur]


[`aLr] 알람 구성 설정
[`set] [A|`l9c][glbl][Open][`tol][``Ot][`aLÇ][Line][p|bal][lbal][ldif][freq]


[C|`wd][``OU][``UC]
[COm] 통신 구성 설정
[`set] [addr][baUd][`wd][`seC][pwr]


[retr] 재전송 구성 설정
[`set] [`Cfg][type][pha5][2one][Cur_][Cur–][HUa_][HUa–][rt|`C_][rt|`C–][rt|`U_][rt|`U–]



*참고: 이 프롬프트는 [Ctr1]에서 그리고 컨트롤러가 3상일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공장 페이지 메뉴
[dAta] 시스템 데이터 조정

[FctY] [baup][dflt][rEst][nUOl]


[`Loc] 글로벌/메뉴 잠금
[[FctY] [gloc][`Ctr][`OPt][`Alr][COm][retr][`CIn][C|`rtr][dAta][diAg]


[InFo] 장치 정보
[FctY] [`sn–][`sn_][date][HUEr][SUEr][sbld][ratU][rata][2onC][`Opt][```Ç]


[Hrs_][Hrs–][HIÇ`][sdÇ`][AlÇ`]
[diAg] 진단
[[FctY] [``Ad][Cnts][l!A1][l!A2][l!A3][l@A1][l@A2][l@A3][l#A1][l#A2][l#A3]


[retr][`UAL][``In][dIsp]
[`pw] 공장 비밀번호
[FctY] [`pw][fcty]


[CIn1] 아날로그 입력 신호 보정 영역 1**
공장 페이지에서 메뉴를 선택하려면 증가/감소 버튼(   )을
[FctY] [nnA_][nnA–][UoL_][UoL–][Cala]
이용합니다. 메뉴가 상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메뉴에서 매개변수를 선택하려면 좌측/우측 화살표 버튼(   )을
[CIn2] 아날로그 입력 신호 보정 영역 2**
이용합니다. 하부 디스플레이에 매개변수가 표시됩니다.
[FctY] [nnA_][nnA–][UoL_][UoL–][Cala]

매개변수에 문자나 숫자 값을 선택하려면 증가/감소 버튼(   )을

이용합니다. 값이 상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CIn3] 아날로그 입력 신호 보정 영역 3**
[FctY] [nnA_][nnA–][UoL_][UoL–][Cala]


[Crtr] 재전송 보정**
[FctY] [nnA_][nnA–][UoL_][UoL–][Calr]



**참고: 이 메뉴와 디스플레이 프롬프트는 공장 모드에서만 비밀번호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설정 페이지의 매개변수 설명(범위 정보, Modbus 주소, 표시되는 매개변수의 상태)은 6.5-6.14
페이지의 제6장 매개변수를 참조하십시오. 공장 페이지 정보는 6.14~6.2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4  Watlow Power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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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장
제어 방법과 기능

제로 크로스
(버스트 발화로도 알려진) 제로 크로스는 출력
설정 페이지:
전원에 가장 낮은 수준의 노이즈 생성(RFI)을
제공합니다. 제로 크로스는 저항 부하를 제어하는 •  를 3초간 눌러서 설정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데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 디스플레이에 [algo]가 표시되면, 을 눌러 [`Off]
[`set]
[Algo]
컨트롤러는 ac 사인파가 0V 지점을 지나는 시점을
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를 눌러 [`ftb] 고정
확인한 다음, RFI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하를
시간 기준, 제로 크로스 또는[Urtb] 가변 시간 기
전환합니다.
준, 제로 크로스를 선택합니다.
제로 크로스 제어는 모든 Power 시리즈 구성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제로 크로스 제어에서는 유연 기동 및/또는 전류
제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0
-

SCR 스위치 켜짐/꺼짐 지점
그림 5.1a - 제로 크로스 스위칭.

고정 시간 기준 - 제로 크로스

설정 페이지:

고정 시간 기준 제어 방법에서 선택한 퍼센티지의
전원 수준 출력이 선택한 전원 수준에 관계없이
고정 시간 동안(예를 들면, 고정된 사이클 수)
생성됩니다. 작업자가 선택 가능한 전원의
정밀도가 고정 시간 기준 허용치보다 더 정밀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전원 출력 수준은 필요할
경우, 완전 사이클에서 가장 가까운 전원 출력
값으로 반올림됩니다.
고정 시간 기준 제어 방법에서 라인 전압 보상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를 눌러 [`ftb] 고정
시간 기준 제로 크로스를 선택합니다.
• 를 눌러 [1seC]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  를 2초간 눌러 설정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디스플레이에 [algo]가 표시되면, 을 눌러 [`Off]
[`set]

[Algo]

[`Ftb]

 를 눌러 [1seC] 또는 [4seC]를 선택합니다.

24 사이클 켜짐 36 사이클 꺼짐

24사이클 켜짐

36 사이클 꺼짐

그림 5.1b - 40% 전원, 고정 시간 기준, 60Hz, 1초
시간 기준.

기능, 제5장

Watlow Power 시리즈

 5.1

가변시간 기준 - 제로 크로스

설정 페이지:

• 을 2초간 눌러 설정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가변 시간 기준 제어 방법에서 원하는 전원
출력을 생성하기 위해 사이클 켜짐과 사이클
• 디스플레이에 [algo]가 나오면, 을 눌러 [`Off]
꺼짐의 최적비를 이용합니다. 원하는 전원 수준을
[`set]
[Algo]
완벽하게 생성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 수는 단일
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을 눌러 [Urtb] 가변
사이클 증분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 모드로
시간 기준 제로 크로스를 선택합니다.
작동하는 동안 퍼센티지 전원 출력을 조정하기
위해 라인 전압 보상 알고리즘이 사용됩니다. 가변
시간 기준 작업은 최적의 반응 시간과 정밀도를
제공하며, 최장의 히터 수명을 보장합니다.
50% 미만 단일 사이클 가변 시간 기준 전원에서
그림 5.2a - 50% 가변 시간 기준
2회 이상의 연속 완전 사이클에 장치가 켜지지
1 사이클 켜짐, 1 사이클 꺼짐.
않습니다. 50% 이상 전원에서는 적절한 출력을
유지하면서 2회 이상의 연속 완전 사이클에
장치가 꺼지지 않습니다.
라인 전압 보상은 선택할 경우 작동되지만,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 5.2b - 40% 단일 사이클 가변 시간 기준 1사이클
켜짐, 1 사이클 꺼짐, 1 사이클 켜짐, 2 사이클 꺼짐.

DC 접촉기 - 제로 크로스
DC 접촉기 제어 모드는 제로 크로스 제어의 특별
버전으로, 항상 아날로그 제어 입력을 이용하며
퍼센티지 전원 출력은 100% 또는 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꺼짐/켜짐의 임계값은 입력 전압 당 2.0V/3.5V
이며, 입력 전류 당 5.0mA/8.0mA입니다. 이는
입력 전압(전류) 2.0V(5.0mA) 이하에서 장치가
꺼지고 입력 전압(전류) 3.5V(8.0mA) 이상에서
100% 켜짐을 의미합니다. 최대 입력 전압은
10.0V입니다.
접촉기 모드에서는 히터 진단 기능 작업을
개선하기 위해 4초 사이클을 이용합니다.

dc 접촉기 제어에서 출력이 100% 켜지거나 100%
꺼지는 라인 전압 보정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설정 페이지:
• 을 2초간 눌러 설정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디스플레이에 [algo]가 나오면, 을 눌러 [`Off]
[`set]

{Algo]

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를 눌러 [cont] dc
접촉기를 선택합니다.
참고: 히터 허용 오차, 히터 개방 및 부하 균형 알람은 DC
접촉기 제어 모드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참고: 온도 컨트롤러에서 접촉기 모드의 Power 시리즈를
구동하기 위해 가변 시간 기준 설정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위상각
위상각 제어 방법은 선택한 퍼센티지 전원을 기초 설정 페이지:
로 부하에 대한 제한된 양의 라인 전압 사이클을
• 를 2초간 눌러 설정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게이팅합니다. 유연 기동은 위상각을 선택했을 때
항상 포함됩니다. 위상각 제어는 3상 2-레그 시스 • 디스플레이에 [algo]가 나오면, 를 눌러 [`Off]
[`set] 
[Algo]
템에서는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를 눌러 [PH2t] 위
라인 전압 보상은 선택할 경우 이 모드에서 작동하
상각을 선택합니다.
지만, 퍼센티지 전원 출력을 조절하는 데 이용됩
니다.
전류 제한은 장치에 히터 진단 기능이 있는 경우
위상각과 함께 이용 가능한 옵션입니다.
그림 5.2c - 위상각 점화.
참고: 제어 출력 전원은 99%입니다. 이는 Power
시리즈의 최대 가동 상태로 간주됩니다.
5.2  Watlow Power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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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기동
유연 기동은 최종 선택 전원 출력에 도달할 때까
지 전원을 점차 증대하는 시동에서 실행되는 위
상각 제어의 변형입니다. 유연 기동을 선택하면,
하나의 영역이 제어를 시작할 때마다 시스템이 유
연 기동 절차를 실행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원
이 켜져 있고 “라인 손실”과 같은 알람에서 복구될
때 발생합니다. 유연 기동 시간은 하나의 영역이
재시작된 후 전원이 100%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
는 시간입니다. 정밀도 때문에 실제 시간이 설정
시간보다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실제 시간이 설정
시간보다 적게 걸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율 = 100.0 ÷ 시간 실제 달성된 전원은 온도
제어 입력에 의해 설정됩니다(그림 5.3a와 5.4a
참조).
참고: 유연 기동은 최초 전원 요청시 전원을 천천히
증대하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유연 기동은 단상과 3상, 3-레그 모델에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유연 기동은 [soft]가 [```0]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한, 항상 위상각 제어 모드가 선택된 시스템
에서 사용합니다.

최대 변화율
최대 변화율은 (유연 기동 절차가 끝난 후) 위상각
제어 정상 작동 동안에 사용되며, 요청 전원이 점차
이행되도록 크게 변동시킵니다. 전원의 최대 변화율은
0.1초마다 허용된 전원 변화 퍼센티지로 정의됩니다.
최대 변화율은 하나의 위상각 레벨에서 다른 레벨로,
하나의 사이클에서 다음 사이클로 전류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퓨즈가 손상되거나 끊어질 수
있는 비선형 부하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설정 페이지:
신호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한 최대 변화율
1)프로그래밍을 시작하려면   버튼을 2초간
눌러 설정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제어율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버튼을 눌러
디스플레이에 [`set] [Ctr1]이 표시되도록
합니다.  버튼을 눌러 하부 디스플레이에
[rate]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또는  버튼을
이용해 위상각 제어에서 원하는 출력 전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0.1초마다 원하는 % 출력
변화를 설정합니다. 조절 가능한 범위는 0.1부터
100%입니다.
3) 버튼을 눌러 설정 페이지에서 나가 Power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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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페이지:
조절 가능한 유연 기동 -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  를 2초간 눌러 설정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디스플레이에 [algo]가 나오면, 를 눌러[CTr1]
[`set] 
[`set]
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를 누르고 [``$0]가
표시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soft]

  버튼을 이용해 원하는 유연 기동 시작 시
각을 초로 설정합니다.
참고: 원하는 각 영역을 구성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
합니다.

그림 5.3a - 유연 기동.

예: 신호가 0%에서 100%로 바뀌면
히터에 적용되는 전원은 0.1초마다 100.0%
이상까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100.0% 비율
설정이란 전원이 0에서 100%까지 도달하는 데
0.1초가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히터에 적용되는 전원은 0.1초마다 50.0% 이상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비율 50.0% 설정은 전원이
0에서 100%까지 도달하는 데 0.2초가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히터에 적용되는 전원은 0.1초마다 20.0%
이상까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20.0% 비율
설정은 전원이 0에서 100%까지 도달하는 데 0.5
초가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히터에 적용되는 전원은 0.1초마다 10.0%
이상까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10.0% 비율
설정은 전원이 0에서 100%까지 도달하는 데 1.0
초가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최대 변화율 기본은 10%/0.1초로
설정됩니다.
참고: 구성을 원하는 각 영역에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Watlow Power 시리즈  5.3

히터 베이크아웃

히터 베이크아웃은 과전류 트립으로 작동합니다.
작업자는 [HbOC] 프롬프트를 이용하여 히터 베
시스템을 장기간 정지할 경우, 일부 히터에 습기가
이크아웃 동안 허용된 최대 전류를 설정해야 합니
흡수될 수 있습니다. 표준 전원 컨트롤러를 사용할
경우 습기가 존재할 때 전원을 완전히 “켜면” 퓨즈나 다. 이렇게 해야 히터를 베이크아웃 하는 동안 최
대 허용 부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히터가 터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ower 시리즈는 전원을 켜서 히터가 손상되기 전에 설정 페이지:
젖은 히터의 습기를 “베이크아웃(bakeout)”할 수
•  를 2초간 눌러 설정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있습니다. 히터 베이크아웃을 하는 동안 Power
시리즈가 출력 전류를 모니터링하면서 천천히 히터 • 디스플레이에 [algo]가 나오면, 를 눌러 [Opt1]
전압을 높입니다. 베이크아웃 시간이 끝나기 전에
[`set]
[`set]
히터가 완전 출력에 도달하면 히터가 건조되면서
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를 눌러 [`Off]가 표
작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력은 항상 온도
시되도록 합니다.
[`Hbo]
컨트롤러 설정치를 넘지 않습니다.
  버튼을 이용해 히터 베이크아웃을 켭니다.
출력 전류가 베이크아웃 동안 사용자가 설정한
• 를 눌러 하부 디스플레이에 [Min]가 표시되
트립 포인트에 도달할 경우(히터에 아크가 발생할
도록 합니다.   버튼을 이용해 몇 분 내에 원
경우에서 처럼), Power 시리즈가 출력을 멈추고
하는 히터 베이크아웃 시간이 설정합니다.
과전류 트립 오류 [HbOC]를 활성화합니다.
작업자는 최초 베이크아웃 시간에 따라 베이크아웃 • 를 눌러 하부 화면에 [`HbC]이 표시되도록 합
시간을 연장하고 다시 시작하거나 바로 다시
니다.   버튼을 이용해 히터 베이크아웃 과
시작해야 합니다. 히터의 베이크아웃을 시작하려면
정 동안 원하는 최대 부하 전류를 설정합니다.
컨트롤러 전원을 껐다 켜야 합니다. 히터의
참고: 원하는 각 영역을 구성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
베이크아웃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Power 시리즈는 합니다.
작업자가 선택한 제어 모드(위상각 또는 제로
크로스)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히터 베이크아웃은 산화마그네슘으로 채워진
니크롬 소재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니크롬 소재 히터는
허용 오차가 최대 ±10%입니다. 이 허용 오차는 일반
운영 시 최대 히터 전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amp 히터는 55 amp까지 올릴 수 있으며
여전히 양호하고 건조한 히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히터 허용 오차 탐지
히터 허용 오차 탐지 기능을 이용하여 고장난 히
터나 고장 초기의 히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부하 전류가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알람이 작동됩니다. 예를 들어, 각기
20amp인 히터 다섯 개, 즉 100% 전원의 총 부하
전류 100amp일 경우, 100% 전원에서 부하 전류
가 80amp 이하로 떨어지면 히터 허용 오차 알람
이
작동되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히터 중 하나가 고장 났음을(열렸음) 알려줍니다.
히터가 고장 초기 상태거나 노후된 상태인지
모니터링하려면 전류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상태인지를 관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
5.4b는 100% 전원에서 부하 전류가 90amp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110amp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알람이 작동하도록 프로그램되었습니다.

5.4  Watlow Power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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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a— 히터 베이크아웃.

Power 시리즈는 아래 그림과 같이 퍼센트 전원에
따라 설정치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히터

부하
히터
Amp

히터 베이크아웃은 단상(위상에서 중립으로)
과 3상의 미리 선정한 제어 모드를 가진 6 SCR
시스템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Power 시리즈에 히터 진단 기능 옵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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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b— 히터 허용 오차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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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제한

설정 페이지:

전류 제한은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RMS 전류를
이용합니다. 한 영역이 0.0%에서 0.0%보다 큰 요
청 전원으로 올라가면 소프트웨어가 전류 제한이
감지될 때까지 출력 전원을 AC 사이클 당 0.1%씩
증대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목표 전원에 이를 때까
지 전류 제한을 기반으로 AC 사이클 당 0.1%씩
계속해서 증가 또는 감소시킵니다. (초기 목표 전
원에 이른 후) 일반 작동 중, 감지된 전류 제한은
전류 제한의 활성화가 끝날 때까지 AC 사이클 당
전원을 0.1%씩 감소시킵니다. 소프트웨어는 다
시 목표 전원에 이를 때까지 전류 제한을 기반으
로 AC 사이클 당 0.1%씩 계속해서 증가 또는 감
소시킵니다.

•  를 2초간 눌러 설정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전류 제한은 히터 진단 기능(P _ _ 1 - _ _ _ _ _ _ _ _ )이 있는 장비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디스플레이에 [algo]가 나오면, 를 눌러 [Opt1]
[`set]
[`set]
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를 눌러 [`Off]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Cli]
  버튼을 이용해 전류 제한을 켭니다.
• 를 눌러 하부 디스플레이에 [`Cl`A]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버튼을 이용해 원하는
전류 제한 설정치를 설정합니다.
참고: 원하는 각 영역을 구성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전류 제한은 3상 2-레그 시스템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류 제한은 위상각 제한 작동에서 이용할 수 있
습니다.

그림 5.5 - 전류 제한.

유도 부하 조정

• 를 눌러 하부 디스플레이에 [1CuR]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상부 디스플레이는 유도
위상각 제어를 이용한 전류 판독값에 대한 유도
인자가 없는 시스템에 의해 계산된 전류를
부하 효과는 유도 부하 인자 조정을 요청해야
보여줍니다. 실제 RMS 미터기에 의해 측정된
감안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변압기나 기타 유도
실제 전류를 판독합니다. 값이 표시될 때까지
부하에 위상각 발화가 발생할 때 전류 측정을
  버튼을 이용합니다.
개선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 를 눌러 하부 디스플레이에 [Indf]가
실제 RMS 전류 미터기를 이용하여 해당 영역에서
표시되도록 합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상부
요청 전원 5% ~ 50%으로 활성 위상각 제어를 통해
디스플레이에서 [`ACt]를 선택합니다. 5초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후, 조정에 성공했을 경우 프롬프트에 [idle]
참고: 유도 부하 인자가 요청되고 부하가 더 이상 유도 상태
가 표시되고 오류가 있을 경우 [`Err]가
가 아닐 경우, 전류 판독값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Indf]
표시됩니다.
프롬프트의 [`Clr]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유도 인자를 제
거합니다.

• 유도 부하 인자를 이용하지 않고
되돌아가려면, [`Clr]를 선택합니다.

설정 페이지:

참고: Power 시리즈 표시 전류는 유도 부하 인자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실제 RMS 미터의 전류 판독에
• 를 2초간 눌러 설정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맞추기 위해서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Power 시리즈
• 디스플레이에 [algo]가 나오면, 를 눌러 [Opt1] 표시 전류 판독값은 최초 계산되고 표시한 값 아래로 낮출
[`set]
[`set] 수 없습니다. 허용된 최대 유도 부하 인자 증가는 Power
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를 눌러 [idle]이 표시 시리즈에 의해 처음 측정된 비유도 전류의 50%입니다.
사용자가 허용 조정치를 초과하면 Power 시리즈 상부
되도록 합니다.
[Indf]
디스플레이에 [`Err] 를 표시 하고 하부 디스플레이에
  버튼을 이용해 상부 디스플레이에서
[Indf]를 표시합니다. 오류가 발생할 경우, 위 또는 아래
[`req]를 선택합니다.
버튼을 눌러 [`req]로 돌아가 이 과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Watlow Power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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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능
베이스라인 전압과
전압 보상
베이스라인 전압은 출력을 조정하여 시스템
전원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컨트롤러에 의해 사용됩니다. 이 조정을 전압
보상이라고 합니다. 요청 전원은 베이스라인
전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이스라인 전압과 라인 전압 사이에 편차가 있을
경우, 적용된 출력 전원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시작 라인 전압이 121V이고
베이스라인 전압이 121V로 설정됩니다. 요청
전원은 50.0%로 설정됩니다. 시스템이 제어된 후
라인 전압은 110V까지 떨어집니다. 라인 전압이
110V인 동안, 적용된 출력 전원은 (1212/1102)
x .50 = 60.5%로 조정되어 시스템 전원이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베이스라인 전압은 소프트웨어에서 작동
매개변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도 이용됩니다.
베이스라인 전압을 장치의 일반 작동 전압으로
조정하여 최대한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뉴 잠금
메뉴 잠금을 이용해 사용자의 매개변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잠금을 설정하면,
매개변수는 읽기 전용 상태가 됩니다. 시스템은
키패드나 통신을 통한 매개변수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장 페이지:
•   를 2초간 눌러 공장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디스플레이에 [data]가 나오면, 를 눌러 [`loc]
[fcty]

[fcty]

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를 눌러 [`Unl]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glOC]

글로벌 잠금 {gLOC}을 이용해 잠긴 [`LOC]
를 선택해 모든 프롬프트를 쓰기 보호합니다.
잠금해제 [`Unl]로 설정할 경우, 글로벌/메뉴 잠금
메뉴에서 각 매개변수를 선택하여 그리고 잠금
[`LOC] 또는 잠금해제 [`Unl]로 개별 설정하여
개별 메뉴 감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은 키패드 수동 제어나 Power 시리즈를
제어하기 위한 통신에 사용됩니다.

입력
신호 선택
사용자는 Power 시리즈의 전류, 전압 또는
디지털을 설정해야 합니다.

디지털 입력은 키패드로부터 디스플레이 루프의
[`1n1], [`1n2] 또는 [`1n3] 프롬프트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류 입력은 0부터 20mA까지 하드웨어로
제한되지만 {nnA_]와 {nnA–] 프롬프트를
•  를 2초간 눌러 설정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용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원은 프롬프트
• 디스플레이에 [algo]가 나오면, 를 눌러 [CTr1] {nnA_] +.2mA로 지정된 전류에서 완전히 꺼지고
[`set]
[`set] 프롬프트 {nnA–] -.2mA로 지정된 전류에서
완전히 켜집니다.
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를 눌러 [`nna] 가
전압 입력은 0부터 10V까지 하드웨어로
표시되도록 합니다.		
[``In]
제한되지만 {Uol_]와 {Uol–] 프롬프트를
  버튼을 이용해 전류 {`nnA], 전압
이용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원은 프롬프트
{Uolt] 또는 디지털 [`dig]를 선택합니다.
{Uol_] +.1V로 지정된 전류에서 완전히 꺼지고
참고: 원하는 각 영역을 구성할 때까지 이 과정을
프롬프트 {Uol–] -.1V로 지정된 전류에서 완전히
반복합니다.
켜집니다.
아날로그는 보통 0-5V (dc), 1-5V (dc), 0-10V

설정 페이지:

(dc), 4-20m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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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알람은 몇 가지 조치를 위하여 제어 매개변수가
정의된 범위를 벗어날 때 작업자에게 알립니다.
사용자는 알람의 작동 시기와 방법, 알람 조건이
끝나면 자동으로 꺼질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람과 오류, 발생 사유, 문제 해결
방법의 설명은 A.4 ~ A.7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디스플레이에[algo]가 나오면, 를 눌러[`alr]
[`set]

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set]

글로벌 알람 구성
글로벌 알람 구성 [glbl]은 시스템의 모든 알람이
같은 모드에서 구성될 때 이용됩니다. 개별 알람을
다른 구성으로 설정해야 할 경우, 글로벌 알람
구성은 [`OFF]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설정 페이지:
•  를 2초간 눌러 설정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알람 표준
알람이 “표준” [`Std] 으로 설정되면, 알람이
활성화되는 동안만 알람 표시기가 작동됩니다.
알람 표시기는 계전기로서 그 상태는 알람에
전압을 가하거나 무전압이 되게 하는 활성 계전기
상태 [ALgc]로 설정되며, 디스플레이는 상부
디스플레이에 표시기 LED가 있고 작동 알람용
설명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알람이 비활성화
(그리고 다른 알람이 활성화되지 않음) 상태일 때
알람 표시기가 꺼집니다.

알람 수동복귀 상태 및 알람
표시기 자동복귀
알람이 “수동복귀”[`Lat]로 구성된 경우 사용자가
해제하기 전까지 알람 표시기가 작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수동복귀된 알람은 디스플레이 루프의
설명 프롬프트에 [`Lat]로 표시되며 알람이
해지된 경우 알람 표시기를 끄기 위해 사용자가
[UnLA]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알람 표시기가
꺼지면 작업자는 알람을 수동복귀로 재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람 음소거

수동복귀 및 음소거된 알람

알람이 “음소거” [`sIl]로 표시되면, 디스플레이
표시기에 보이더라도 활성 알람 상태에서
계전기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알람이 비활성화
(그리고 다른 알람이 활성화되지 않음)된 상태가
될 때 디스플레이 알람 표시기는 꺼집니다.

알람이 “수동복귀 및 음소거”[lasI]로 구성될
경우 사용자가 비활성화시킬 때까지 디스플레이
알람 표시기만 활성화됩니다. 알람이 해제되면
알람 디스플레이가 꺼져야 합니다. 위의 알람
표시기 자동복귀를 참조하십시오.

활성 계전기 상태
Power 시리즈 컨트롤러는 최대 유연성을 위해
계전기의 전압 또는 무전압 상태에서 알람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전원 손실이나 기타 제어
오작동으로 알람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계전기가 무전압인 상태에서 알람을 생성하는
것이 알람 생성을 위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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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개요
Power 시리즈 컨트롤러는 직렬 통신을 통해 개인
용 컴퓨터나 프로그램 가능 로직 컨트롤러(PLC)
와 연결하여 프로그램하거나 모니터링될 수도 있
습니다. 이 통신 옵션을 이용하려면 Power 시리
즈에 EIA/TIA 232/485 (P_ _ _ - _ _ _ _ - 1 _ _
_) 통신 보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개인용 컴퓨터로 컨트롤러 설정을 보거나 변경하
려면 컨트롤러의 레지스터에 읽기나 쓰기 위해
Modbus™ RTU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를

5.8  기능

실행해야 합니다. Modbus 레지스터에 관한 내용은
제6장 매개변수를 참조하십시오. 이 레지스터는
컨트롤러가 작동되는 방법을 결정하는 매개변수 값
과 시스템 전류 입력 및 출력값을 반영하는 값을 포
함하고 있습니다.
통신 관련 매개변수는 통신 메뉴(설정 페이지)에 있
습니다. 보드 속도[baud]를 컴퓨터 속도에
맞추고 주소[Addr] (1부터 247, 기본은 1)를
선택합니다.
Power 시리즈는 최대 32개의 레지스터 읽기를
지원합니다. Modbus 레지스터에 관한 내용은 부록
A.8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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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송

전류 출력은 0부터 20mA까지 제한된 하드웨어지만,
{rt| C_]와 {rt| C–] 프롬프트를 이용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력 부하 전류 또는
부하 전원 재전송

전압 출력은 0부터 10V까지 하드웨어로 제한되지만,
{rt| U_]와 {rt| U–] 프롬프트를 이용하여
재전송 기능을 이용하면 출력은 시간에 따른
시스템 성능을 기록하는 차트 기록기와 같은 다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입력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를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재전송 기능을 이용하려면 Power 시리즈에
히터 진단 기능과 범용 재전송 보드
(P_ _ 1 - _ _ _ _ - _ 1 _ _)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설정 페이지:
•  를 2초간 눌러 설정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디스플레이에 [algo]가 나오면, 를 눌러 [retr]
[`set]

[`set]

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를 누릅니다.
[`Cfg]를 선택하여 mA[`nna] 또는 V
[UOlt]로 재전송된 출력 유형을 결정합니다.
[type]을 선택하여
재전송될 정보 유형을 결정합니다.
[nOne] 은 재전송이 비활성화됩니다.
[ `CUr]은 다중 영역 장치일 경우 선택한
위상 [phas]이나 영역 [2one]의 부하
전류를 재전송합니다.
[`HUa]는 모든 모델에서 선택한 영역의
[2one]부하 전원을 재전송합니다.
위상 [phas] 또는 영역 [2one]을 선택하여
재전송 신호를 표시할 위상/영역을 고릅니다.
3상 장치는 단일 영역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전송 출력 신호를 조정하려면, 하한 값의
부하 전류나 kVA를 [Cur_] 또는 [HUa_]로
재전송되도록 설정하고, 상한값의 부하 전류나
kVA를 [Cur–] 또는 [HUa–]로 재전송되도록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50A ~ 250A 전류를
나타내기 위해 4~20mA를 원할 경우, [Cur_]를
50으로 그리고 [Cur–]를 250으로 설정합니다.
부하 전류가 50부터 250A까지 다양하므로 재전송
출력도 4mA부터 20mA까지 다양하게 됩니다.

Watlow Power 시리즈

POWER 시리즈

그림 5.9a - 원격 설정치 재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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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POWER 시리즈

그림 5.9b - 회로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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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작 안내서
Power 시리즈를 이용한 열 제어
빠른 설정 - 단상 제어
전원을 라인과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합니다. 디스플레이에 [load] [`___]가 표시됩니다.
라인이 연결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는 있지만, 디스플레이에 라인 알람이 표시되고
베이스라인 전압이 자동 프로그램되지 않습니다.
1)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려면  버튼을 2초간 눌러 설정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제어 알고리즘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버튼을 눌러 디스플레이에 [`set] [algo]가
표시되면  버튼을 눌러 하부 디스플레이에 [algo]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버튼을 사용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cont] dc 접촉기.
[`Off] 운영되지 않음(공장 기본값)
[`Ftb] 고정 시간 기준, 제로 크로스
[Urtb] 가변 시간 기준, 제로 크로스
[PH2t] 위상각
를 눌러 [`set] [algo]로 돌아갑니다.
3) 제어 신호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버튼을 눌러 `set] [Ctr1]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버튼을 눌러 하부 디스플레이에 [``In]이 표시되도록 합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 신호 유형을 선택합니다.
[nna] 전류(공장 기본값)
[Uolt] 전압
[`dig] 키보드 또는 통신
[`Off] 꺼짐
4) 신호 범위가 설정되거나 고정되어야 합니다.
	A) 밀리암페어나 볼트를 선택하기 위해  버튼을 눌러 하부 디스플레이에 [`nna]
또는 [Uol_] 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또는  버튼을 이용해 제시된 더 낮은 신호
범위를 입력합니다.  버튼을 눌러 하부 디스플레이에 [nnA-] 또는 [UoL-]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또는  버튼을 이용해 제시된 더 높은 신호 범위를 입력합니다.
B) 키보드나 통신을 선택하기 위해  버튼을 눌러 하부 디스플레이에 [dflt]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또는  버튼을 이용해여 값을 입력합니다.
5) 베이스라인 전압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버튼을 눌러 하부 디스플레이에 [bl`u]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또는  버튼을 이용해 Power 시리즈 상단에 존재하는 공칭 AC
라인 전압을 입력합니다(예: 120, 480, 600). 또는  버튼을 [lrn;U]로 눌러 Power 시리즈
학습 전압값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버튼을 이용하여 [`req]를 선택하면 Power
시리즈가 측정된 값으로 베이스라인 전압을 설정합니다. 라인 전압 보상, 저 전압 알람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일부 내부 작동 매개변수는 이 값을 기초로 합니다.
6)  버튼을 눌러 설정 페이지로 나가서 Power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7) 응용 작업에 따라 기타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탐색 참고사항:  버튼을 이용해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고  버튼을 이용해 홈으로
돌아갑니다. 또는 디스플레이 루프에서 다른 영역이나 위상의 프롬프트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버튼을 눌러 페이지에서 특정 메뉴를 찾습니다. 이 메뉴는 상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며
페이지 제목은 하부 디스플레이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버튼을 눌러 상부에 표시된 메뉴에 매개변수 목록을 입력합니다. 메뉴의 매개변수가 이제
하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그 값이 상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매개변수 목록에서 뒤로
탐색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페이지 레벨로 돌아갈 때 페이지의 특정 메뉴를 찾으려면 
또는  버튼을 다시 이용합니다.
메뉴의 특정 매개변수 내에서  또는  버튼을 눌러 문자 또는 숫자 값을 선택합니다.

5.10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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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작 안내서
빠른 설정 - 3상 제어
전원을 라인과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합니다. 디스플레이에 [load] [`___]가 표시됩니다. 라인이
연결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는 있지만, 디스플레이에 라인 알람이 표시되고 베이스라인
전압이 자동 프로그램되지 않습니다.
1)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려면  버튼을 2초간 눌러 설정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제어 알고리즘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버튼을 눌러 디스플레이에 [`set] [algo]가 표시되면
 버튼을 눌러 하부 디스플레이에 [algo]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버튼을 사용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cont] dc 접촉기.
[`Off] 운영되지 않음(공장 기본값)
[`Ftb] 고정 시간 기준, 제로 크로스
[Urtb] 가변 시간 기준, 제로 크로스
[PH2t] 위상각
를 눌러 [`set] [algo]로 돌아갑니다.
3) 제어 신호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버튼을 눌러 `set] [Ctr1]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버튼을 눌러 하부 디스플레이에 [``In]이 표시되도록 합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 신호 유형을 선택합니다.
[nna] 전류(공장 기본값)
[Uolt] 전압
[`dig] 키보드 또는 통신
[`Off] 꺼짐
4) 신호 범위가 설정되거나 고정되어야 합니다.
	A) 밀리암페어나 볼트를 선택하기 위해  버튼을 눌러 하부 디스플레이에 [`nna] 또는 [Uol_]
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또는  버튼을 이용해 제시된 더 낮은 신호 범위를 입력합니다. 
버튼을 눌러 하부 디스플레이에 [nnA-] 또는 [UoL-]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또는  버튼을
이용해 제시된 더 높은 신호 범위를 입력합니다.
B) 키보드나 통신을 선택하기 위해  버튼을 눌러 하부 디스플레이에 [dflt] 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또는  버튼을 이용해여 값을 입력합니다.
5) 베이스라인 전압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버튼을 눌러 하부 디스플레이에 [bl`u]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또는  버튼을 이용해 Power 시리즈 상단에 존재하는 공칭 AC 라인 전압을
입력합니다(예: 120, 480, 600). 또는  버튼을 [lrn;U]로 눌러 Power 시리즈 학습 전압값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버튼을 이용하여 [`req]를 선택하면 Power 시리즈가 측정된
값으로 베이스라인 전압을 설정합니다. 라인 전압 보상, 저 전압 알람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일부 내부 작동 매개변수는 이 값을 기초로 합니다.
6) 부하 유형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버튼을 눌러 하부 디스플레이에 [type]이 표시되도록 합니다.
 버튼을 이용해 부하 유형을 선택합니다.
[2L`d] 3상 2-레그 델타형(PC2x-xxxx-xxxx)
[2Lod] 3상 2-레그 개방 델타형(PC2x-xxxx-xxxx)
2LuY] 3상 2-레그 무접지 Y형(PC2x-xxxx-xxxx)
[none] 구성 없음(PC2x-xxxx-xxxx), (PC3x-xxxx-xxxx), (PC4x-xxxx-xxxx)
[[3Lid] 3상 3-레그 6 SCR 내부 델타형(PC3x-xxxx-xxxx)
[[3L`d] 3상 3-레그 6 SCR 델타형 또는 무접지 Y형(PC3x-xxxx-xxxx)
[[3L9Y] 3상 3-레그 6 SCR 접지 Y형(PC4x-xxxx-xxxx)
7)  버튼을 눌러 설정 페이지로 나가서 Power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8) 응용 작업에 따라 기타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탐색 참고사항:  버튼을 이용해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고  버튼을 이용해 홈으로 돌아갑니다.
또는 디스플레이 루프에서 다른 영역이나 위상의 프롬프트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버튼을 눌러 페이지에서 특정 메뉴를 찾습니다. 이 메뉴는 상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며 페이지
제목은 하부 디스플레이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버튼을 눌러 상부에 표시된 메뉴에 매개변수 목록을 입력합니다. 메뉴의 매개변수가 이제 하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그 값이 상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매개변수 목록에서 뒤로 탐색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페이지 레벨로 돌아갈 때 페이지의 특정 메뉴를 찾으려면  또는  버튼을
다시 이용합니다.
메뉴의 특정 매개변수 내에서  또는  버튼을 눌러 문자 또는 숫자 값을 선택합니다.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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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6장
매개변수

디스플레이 루프
나머지 상태 디스플레이는 컨트롤러 설정에 따라 다음 데이터 세트를
표시합니다. 첫 번째 프롬프트는 상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며, 두 번째 프롬프트는 하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디스플레이

매개변수

범위
(Modbus 값)

기본 값

Modbus
레지스터 읽
기/쓰기

매개변수
표시 조건

시스템 정보
[```] 활성 알람
[alpha) (해당될 경우)
현재 알람 조건을
표시합니다.

181 ~ 190
r/w

[[`alr] 작동(1)
[`lat] 수동복귀 작동

(2)
[`lat] 수동복귀 작동

중지(3)
[Unla] 자동복귀(4)

주의: 수동복귀 알람은 자동복귀되기
전에 [`lat]수동복귀 작동 중지(3)가
되어야 합니다.

[```] 디스플레이 루프
오류
[alpha) (해당될 경우)
현재 오류 조건을
표시합니다.

[````] 작동 중지(0)
[`err] 작동(1)

해당 없음

[LoAd] 부하 활동

[``47] ~ [``63]
[47] ~ [63]

[`___]

표시기
부하에 전원이
가해지면

195 r

작동: 모든 작동 오류.
부록 A.4-7 페이지 참조.
작동: 항상.
디스플레이 루프에 표시됩니다.
(단상 단일 영역의 경우,
중앙 LED만 작동합니다. 단상
2영역 또는 3상 2-레그의 경우 외
부 LED만 작동합니다. 3상
3-레그 다중 영역의 경우 각
영역이 별개의 LED를 작동합니
다.)

198 r

작동: 항상.
디스플레이 루프에 표시됩니다.

(값은 부록 A.7 참조)
디스플레이 당 [``-`]
또는 [``_`]

[``-`]로
표시됩니다.
[frEq] 라인 주파수
(Hz)

작동: 작동 중인 공개된 알람.
개별 Modbus 레지스터는
수동복귀된 알림을 해제하기
위해 [Unla] 자동복귀(4)라고
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없음

AC 라인을
표시합니다.

단일 영역 / 단상
[``In] 	아날로그
(mA 또는 V) 또는
숫자(%) 입력 신호

mA/V 아날로그
입력을 표시하고
숫자 % 전원을
선택합니다.

매개변수, 제6장

[``)0] ~ [2)00] [mA] [``)0]

(0 ~ 2000)

[``)0] ~ [1)00] [V]

(0 ~ 1000)

150 r [mA] 작동: 항상.
151 r [V] 디스플레이 루프에
5102 r/w 표시됩니다.
[dig]

[``)0] ~ [10)0] [%]

(0 ~ 1000)
0.1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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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매개변수

범위
(Modbus 값)

기본 값

Modbus
주소
읽기/쓰기

매개변수 표시 조건

[`Out] 출력 전원(%)
현재 출력 전원을
표시합니다.

[``)0] ~ [10)0]
(0 ~ 1000)

[``)0]

159 r

작동: 항상.
디스플레이 루프에 표시됩니다.

[`Hbt] 히
 터 베이크아웃
시간 초과

[9999] ~ [```0]
[분]
(9999 ~ 0)

해당 없음

157 r [1]

히터 진단 기능 옵션이 설치되고
영역에서 히터 베이크아웃이 실행
중인 경우 작동.

[```0] ~ [9999]
(0 ~ 9999)

해당 없음

162 r

작동: 항상.
디스플레이 루프에 표시됩니다.

[`Cur] 부하 전류
[```0] ~ [9999]
(Amp) rms
(0 ~ 9999)
측정한 부하 전류를
표시합니다. 피크 전
류를 rms로 변환하여
%로 곱한 전원 = 온
보드 CT에서 측정된
평균 rms 전류.

해당 없음

164 r

히터 진단 성능 옵션이 설치된
경우에 작동.

해당 없음

156 r

히터 진단 성능 옵션이 설치된
경우에 작동.

해당 없음

다중 영역 구성에서 작동.

히터 베이크아웃의
남은 시간을
표시합니다.
[`UoL] 라인 전위
(V) rms
측정한 라인 전압을
표시합니다.

[`HUa] 부
 하 전원 (kVA)
(대략적) 계산된 부하
전원을 표시합니다. [```0] ~ [9999]
(0 ~ 9999)

2영역, 단상
[```1] ,[```2]
[2one] 	디스플레이 영역
선택
디스플레이를 위한
영역 1, 2를 선택합
니다.

[```1] ~ [```2] 1

[``)0] ~ [1)00] [V]
[In`1],[In`2]
(0 ~ 1000)
아날로그(mA 또는 [``)0] ~ [2)00][mA]
V) 또는 숫자(%)
(0 ~ 2000)
입력 신호
[``)0] ~ [10)0] [%]
mA/Vanalog 입력을
(0 ~ 1000)
표시하고 숫자 % 전
0.1 증가
원을 선택합니다.
[``)0] ~ [10)0]
[Out1],[Out2]
(0 ~ 1000)
출력 전원(%)
현재 출력 전원을
표시합니다.
9999] ~ [```0]
[Hbt1],[Hbt2] 히터
[분]
베이크아웃 시간초과 (9999 ~ 0)
히터 베이크아웃의
남은 시간을 표시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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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해당 없음

mA, r [1]
다중 영역 구성에서 작동.
[2]
150,160
V, r [1][2]
151,161dig,
r/w [1][2]
5102, 5202
159 r [1]
169 r [2]

157 r [1]
167 r [2]

다중 영역 구성에서 작동.

히터 진단 기능 옵션이 설치되고
영역에서 히터 베이크아웃이 실행
중인 경우 작동.

매개변수, 제6장

디스플레이

매개변수

[Uol1],[Uol2]
라인 전위 (V) rms

범위
(Modbus 값)

기본 값

Modbus
주소
읽기/쓰기

매개변수 표시 조건

[```0] ~ [9999]
(0 ~ 9999)

해당 없음

152 r [1]
172 r [2]

다중 영역 구성에서 작동.

[```0] ~ [9999]
(0 ~ 9999)

해당 없음

154 r [1]
174 r [2]

다중 영역 구성과 히터 진단 기능
옵션이 설치될 경우 작동.

[```0] ~ [9999]
(0 ~ 9999)

해당 없음

156 r [1]
166 r [2]

다중 영역 구성과 히터 진단 기능
옵션이 설치될 경우 작동.

1

해당 없음

다중 영역 구성에서 작동.

측정한 라인 전압을
판독합니다.
[Cur1],[Cur2]
부하 전류
(Amp) rms

측정한 라인 전압을
판독합니다.
[HUa1],[HUa2]
부하 전원(kVA)

계산된 (대략적) 부하
전원을 판독합니다.

3영역, 단상
[```1] ,[```2] [```3]

[```1] ~ [```3]

[2one] 디스플레이 영역
선택

디스플레이용 영역 1,
2, 3을 선택합니다.
[In`1],[In`2],[In`3]
아날로그(mA 또는
V) 또는 숫자(%)
입력 신호

mA/Vanalog 입력을
표시하고 숫자 %
전원을 선택합니다.
[Out1],[Out2],[Out3]
출력 전원(%)

[``)0] ~ [2)00] [mA] [``)0]
(0 ~ 2000)
[``)0] ~ [1)00] [V]
(0 ~ 1000)
[``)0] t~ [10)0] [%]
(0 ~ 1000)
0.1식 증가
[``)0] ~ [10)0] [%] [``)0]
(0 ~ 1000)

mA, r[1][2][3] 다중 영역 구성에서 작동.
150,160,170
V, r[1][2][3]
151,161,171
dig, r/w
[1][2][3]
5102, 5202,
5302
159 r [1]
169 r [2]
179 r [3]

다중 영역 구성에서 작동.

현재 출력 전원을
표시합니다.
[Hbt1],[Hbt2],[Hbt3]
히터 베이크아웃
시간 초과

[9999] ~ [```0][분]
(9999 ~ 0)

해당 없음

157 r [1]
167 r [2]
177 r [3]

히터 진단 기능 옵션이 설치되
고 영역에서 히터 베이크아웃
이 실행 중인 경우 작동.

[```0] ~ [9999] [V]
(0 ~ 9999)

해당 없음

152 r [1]
162 r [2]
172 r [3]

다중 영역 구성에서 작동.

히터 베이크아웃
사이클의 남은
시간을 표시합니다.
[Uol1],[Uol2],[Uol3]
라인 전위
(V) rms

측정한 라인 전압을
판독합니다.

참고:
각 페이지와 메뉴에서 보는 내용은 컨트롤러의 옵션과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 공장 설정입니다.
현재 작동 매개변수는 키패드와 직렬 입력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 신호 방법 표시기는 선택한 입력 신호 방법(과정, 전류, 전압)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매개변수
설정이 컨트롤러 작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 제어 방법과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매개변수,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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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매개변수

범위
(Modbus 값)

기본 값

Modbus
주소
읽기/쓰기

매개변수 표시 조건

[``00] ~ [9999] [A]
(0 ~ 9999)

해당 없음

154 r [1]
164 r [2]
174 r [3]

다중 영역 구성과 히터 진단 기능
옵션이 설치될 경우 작동.

[```0] ~ [9999]
[kVA]
(0 ~ 9999)

해당 없음

156 r [1]
166 r [2]
176 r [3]

다중 영역 구성과 히터 진단 기능
옵션이 설치될 경우 작동.

[``)0] ~ [2)00] [mA] [``)0]
[``In] 	아날로그
(0 ~ 2000)
(mA 또는 V) 또는
[``)0] ~ [1)00] [V]
숫자(%)입력 신호
(0 ~ 1000)
	mA/V 아날로그 입력
을 표시하고 숫자 % [``)0] ~ [10)0] [%]
(0 ~ 1000)
전원을 선택합니다.
0.1씩 증가

151 r [V]

작동: 항상.
디스플레이 루프에 표시됩니다.

[``)0] ~ [10)0] [%]
[`Out] 출력 전원(%)
(0 ~ 1000)
	현재출력 전원을 표시
합니다.
[```1] ~ [```3]
[```1], [```2], [```3]
[Phas]
	위상
선택 1 ~ 3 표시
표시할 위상을 선택
합니다.
[``00] ~ [9999] [V]
(0 ~ 9999)
[Uol1], [Uol2], [Uol3]
	라인 전위
(V) rms
측정된 라인
전압을 판독합니다.
[``00] ~ [9999] [A]
(0 ~ 9999)
[Cur1], [Cur2], [Cur3]
	부하 전류
(Amps) rms
측정된 부하
전류를 판독합니다.

159 r

[Cur1],[Cur2],[Cur3]
부하 전류
(Amp) rms

측정한 라인 전류를
판독합니다.
[HUa1],[HUa2],[HUa3]
부하 전원(kVA)

계산된 (대략적) 부하
전원을 판독합니다.

다상

[``)0]

150 r [mA]
5102 r/w
[dig]

작동: 항상.
디스플레이 루프에 표시됩니다.
다상 구성에서 작동. 3
상 2-레그 모델에는 [```2]
[Phas]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52 r [1]
162 r [2]
172 r [3]

다상 구성에서 작동. 3상 2-레그
모델에는 [Cur2]가 표시되지 않습
니다 [Uol2]

해당 없음

154 r [1]
164 r [2]
174 r [3]

다상 구성과 히터 진단 기능 옵션이
설치되어야 작동. 3상 2-레그
모델에는 [Cur2]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참고: 3상 2-레그 시스템에서, [Cur2] 는 디스플레이되는 전류이며, 위상 1과 위상 3( [Cur1] 및
[Cur3))의 평균입니다.
[```0] ~ [9999]
[`HUA] 부
 하 전원(kVA)
[kVA]
계산된
(0 ~ 9999)
(대략적) 부하 전원을
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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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156 r

다상 구성과 히터 진단 기능 옵션이
설치되어야 작동.

매개변수, 제6장

설정 페이지
설정 페이지에 들어가려면, 디스플레이 루프에서 홈과 좌측 버튼(  )을 함께 누릅니다.
공장 페이지의 다음 메뉴는 각각 증가/감소 버튼( )을 사용합니다. 각 버튼을 누르면
메인 메뉴 옵션을 위나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메뉴의 매개변수를 선택하려면 좌우 화살표 버튼( )을 이용합니다. 하부 디스플레이에
매개변수가 표시됩니다.
각 매개변수의 값(문자 또는 숫자)을 선택하려면 증가/감소 버튼( )을 이용합니다.
값이 상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이 메뉴의 홈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 루프로 돌아갑니다.
설정 페이지에는 열 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매개변수

[`Set] 설정 페이지 선택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범위
(Modbus 값)

[algo] 제어
알고리즘
[Ctr1] 제어 영역 1
[Opt1] *옵션 영역 1
[Ctr2] 제어 영역 2
[Opt2] *옵션 영역 2
[Ctr3] 제어 영역 3
[Opt3] *옵션 영역 3
[`ALr] 알람 구성
[COM] *통신 구성
[rEtr] *재전송 구성

기본 값

Modbus
레지스터 읽기/
쓰기

매개변수
표시 조건

*참고: 이 메뉴는 컨트롤러에
설치된 하드웨어 옵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메뉴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하는 옵션은 개별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algo]

[algo] 설정 제어 알고리즘
[`Set]

설정 페이지
이 메뉴는 시스템의 제어 알고리즘을 설정하는 데 이용합니다.
참고: 알고리즘을 변경하면 시스템이 다시 시작됩니다.

[ALgo] 전원 제어
알고리즘 선택
전원 제어
알고리즘을
선택합니다.

[`FTB] 	고정 시간 기준
(초)
선택한 영역의 고정
시간 기준을 초로
설정합니다.

[cont] dc 접촉기(0)
[`Off]
작동안 함
[`Off] 작동 안 함(1)
(1)
[`Ftb] 고정 시간 기준,
제로 크로스(2)
[Urtb] 가변 시간기준,
제로 크로스(3)
[PH2t] 위상각(4)

55 r/w

작동: 항상.
컨트롤러 입력이 디지털이면 [cont]
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PH2t] 위상각은 3상 2-레그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이 매개변수를 변경하면
시스템이 다시 시작됩니다.

[1SEC] 1 초
(0)

56 r/w

[algo]이 [`ftb]로 설정된 경우
작동.

1SEC] 1초(0)
[4SEC] 4초(1)

참고: 매개변수 설정이 컨트롤러 작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 제어 방법과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매개변수, 제6장

Watlow Power 시리즈  6.5

디스플레이

매개변수

범위
(Modbus 값)

[``ON] 켜짐(0)
[``UC] 	라인 전압
보상
[`Off] 꺼짐(1)
라인 전압 변동을
보상하기 위한
출력 동작 비율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5%~95%의 요청
전원에 대해
발생하고, 가변 시간
기준이나 위상각 제어
방법에만 적용됩니다.

[Ctr1] [Ctr2] [Ctr3]
[`Set]

[`Set] [`Set]

기본 값

[``ON] 켜짐
(0)

Modbus
레지스터 읽기/
쓰기

80 r/w

매개변수 표시 조건

작동: 항상.

설정 제어 영역 1, 2, 3 메뉴
설정 페이지

이 메뉴는 선택한 영역의 제어 설정을 위해 이용합니다.
입력/출력 구성이 단상, 1 영역 또는 3상일 경우 영역 1을 이용합니다.
입력/출력 구성이 단상, 2 영역일 경우 영역 1과 2를 이용합니다.
입력/출력 구성이 단상, 3 영역일 경우 모든 영역을 이용합니다.
[``In] 입력 신호
방법 선택
(dig, mA, V)
선택한 영역의
입력 신호 방법을
선택합니다.

[`OFF] 꺼짐(0)
[`nna] 전류(1)
[Uolt] 전압(2)
[`dig] 키보드 또는
통신(3)

[`nna]전류(1) 5101 r/w [1] 작동: 항상.
5201 r/w [2] 설정 페이지의 [Set`]
 [algo]이 [cont]로
5301 r/w [3]
설정될 경우 [`dig]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dFlt] 기본 숫자
입력 신호(%)
선택한 영역의 전원
수준을 선택합니다.

[``)0] 0% ~
[10)0] 100%
(0 ~ 1000)

[``)0] (0)

5103 r/w [1] 입력 신호 방법이 [`dIG]로
설정될 경우 작동.
5203 r/w [2]
5303 r/w [3]

[nna_] 아날로그 입력 낮음 [`)00] ~ [nna–]
[0 ~ mA high
전류(mA)
-5mA]
입력이 전류 유형일
경우 0% 전원에
해당하는 전류 값을
설정합니다.

[``)0] (0)

5011 r/w [1] [``In]이 [`nna]
전류로 설정될 경우 작동.
5021 r/w [2]
5031 r/w [3]

[nna–] 아날로그 입력 높음 [nna_] [+ 5mA] ~
[9(99]
전류(mA)
[low mA + 5mA ~
입력이 전류 유형일
mA 9999]
경우 100% 전원에
해당하는 전류 값을
설정합니다.

[2)00]
(2000)

5012 r/w [1] [``In]이 [`nna]
전류로 설정될 경우 작동.
5022 r/w [2]
5032 r/w [3]

[Uol_] 아날로그 입력 낮음 [`)00] ~ [Uol–]
[- 2.5V]
전압(V)
[0 ~ V high -2.5V]
입력이 전압 유형일
경우 0% 전원에
해당하는 전압 값을
설정합니다.

[`)00] (0)

5013 r/w [1] [``In]이 [Uolt] 전압으로
설정될 경우 작동.
5023 r/w [2]
5033 r/w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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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제6장

디스플레이

매개변수

[Uol–] 아
 날로그 입력 낮음
전압(V)
입력이 전압 유형일
경우 100% 전원에
맞는 전압 값을
설정합니다.

범위
(Modbus 값)

[Uol_] [+ 2.5V] ~
[9(99]
[V low +2.5V ~
99.99]

기본 값

[1)00]
(1000)

Modbus
레지스터
읽기/쓰기
5014 r/w [1]
5024 r/w [2]
5034 r/w [3]

매개변수 표시 조건

[``In]이 [Uolt]
전압으로 설정된 경우 작동.

[`err] 유효하지 않은
입력 신호 (-1)
[lrn|a] 학
 습 입력 학습
[idle] 유휴(0)
요청(고, 저)
소프트웨어로 아날로그 [``lO] 하한 학습
요청(1)
입력 신호의 상한 및
[``HI] 상한 학습
하한을 학습할 수
요청(2)
있습니다.

[idle] 유휴
(0)

5019 r/w [1]
5029 r/w [2]
5039 r/w [3]

[``In]이 [`nna] 전류 또는 [Uolt]
전압으로 설정된 경우 작동.
[lrn|a]로 이동해서, 아날로그
입력을 하한으로 설정하고 컨트롤러를
[``lO] 하한으로 설정합니다.
컨트롤러에 하한 데이터가 자동
입력되도록 5초간 기다립니다.
끝나면 디스플레이가 [idle]로
되돌아갑니다.
[lrn|a]로 가서, 아날로그 입력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컨트롤러를
[``HI] 상한으로 설정합니다.
컨트롤러에 상한 데이터가 자동
입력되도록 5초간 기다립니다.
끝나면 디스플레이가 [idle]로
되돌아갑니다.

최소 ~ 최대 라인 전압
(최소 ~ 최대 라인 전압)
[bl`U] 베이스라인 전압
읽기/조정
베이스라인 전압 값을
보여주며 이 값을 수동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델타형/접지되지 않은
Y형 부하에 대한 위상
대 위상 또는 위상
대 중립 접지 Y형
부하에 대한 전압을
일치시키기 위해
조정합니다.
[`err] 유효하지 않은
입력 신호 (-1)
[lrn|U] 베이스라인 전압
[idle] 유휴(0)
학습 요청
[`req] 학습 요청(1)
소프트웨어로 선택한
영역에 연결된 라인의
베이스라인 전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라인 전압
등급

5594 r/w [1]
5595 r/w [2]
5596 r/w [3]

작동: 항상.

[idle] 유휴
(0)

5591 r/w [1]
5592 r/w [2]
5593 r/w [3]

작동: 항상.
[lrn|U]로 가서 컨트롤러를
[`req]로 설정합니다. 컨트롤러에
데이터가 자동 입력되도록 5초간
기다립니다. 끝나면 디스플레이가
[idle]로 되돌아갑니다.

58 r/w

컨트롤러가 하나의 영역만 가지는
3상 시스템일 경우 작동.

[type] 부하 유형 선택
(제어 영역 1, 3상만)
영역 1용 부하 유형을
선택합니다.

[2l`d] 3상 2-레그
[none] 구성되
델타형(0)
지 않음(3)
[2lod] 3상 2-레그 개방
델타형(1)
[2luy] 3상 2-레그
접지되지 않은 Y형(2
[none] 구성되지 않음(3)
[3lid] 3상, 3각, 6
SCR 내부 델타형(4)
[3l`d] 3상, 3각, 6
SCR 델타형 또는
접지되지 않은 Y형(5)
[3lgy] 3상, 3각, 6
SCR 접지 Y형(7)

참고: 가능한 매개변수는
컨트롤러의 입력/출력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스템은 이 프롬프트가
[none] 이외의 값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참고: 이 매개변수를 변경하면
시스템이 다시 시작됩니다.

참고: 매개변수 설정이 컨트롤러 작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 제어 방법과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매개변수,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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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매개변수

범위
(Modbus 값)

Modbus
주소
읽기/쓰기

기본 값

매개변수 표시 조건

[rATE] 	최대 변화율
(%/100msec)
입력 신호가 바뀔
때 선택한 영역에
대해 전원 수준의
전원 최대 변화율을
설정합니다.

[``)1] ~ [10)0] 0.0
~ 100.0%
[.1% 증가]
(1 ~ 1000)

[`1)0] (100) 5104 r/w [1] 입력/출력 구성이 3상 2-레그가 아닐
5204 r/w [2] 경우 작동.
5304 r/w [3] [algo]가 [Ph2t]로 설정된 경우
작동.

[Soft] 유연 기동 시간
(초)
전원을 껐다 켤 때
선택한 영역의 전원
수준을 0% ~ 100%
로 변경하기 위해
초 단위 시간을
선택합니다.

[``)0] ~ [12)0]
0.0 ~ 120초 (.1초
증가) (0 ~ 1200)

[``$0] (40)

[rdLy] 변압기 부하에 대한 [``)0] ~ [`5)0]
(0 ~ 500)
유도저항 지연
반주기 오류를
방지하고 유도 부하를
다시 시작합니다.
반주기 오류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값을
증가시킵니다.

[``)0] (0)

5105 r/w [1] 입력/출력 구성이 3상 2-레그가 아닐
5205 r/w [2] 경우 작동.
5305 r/w [3] [algo]가 [Ph2t]로 설정된 경우
작동.

5108 r/w

[algo]가 [Ph2t]로 설정되고
[type]이 [3ld] 또는 [3lid]로
설정된 경우 작동.

[OPt1] OPt2] [OPt3] 설정 옵션 영역 1, 2, 3 메뉴
[`Set]
[`Set [`Set] 설정 페이지
이 메뉴는 선택한 영역의 옵션을 설정하기 위해 이용합니다. 이 메뉴 설정은 히터 진단 기능이 설치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입력/출력 구성이 단상, 1 영역 또는 3상일 경우 영역 1을 이용합니다.
입력/출력 구성이 단상, 2영역일 경우 영역 1과 영역 2를 이용합니다.
입력/출력 구성이 단상, 3 영역일 경우 모든 영역을 이용합니다.
[`Hbo] 히터 베이크아웃
선택(켜짐/꺼짐)
선택한 영역의 히터
베이크아웃 옵션을
선택합니다.

[`OFF] 꺼짐(0)
[``On] 선택됨(1)

[```0] ~ [9999] 0 ~
[Min] 히터 베이크아웃
9999분
시간 선택
[1분씩 증가]
선택한 영역의 히터
베이크아웃 시간을 분 (0 ~ 9999)
단위로 선택합니다.
[`HbC] 히터 베이크아웃
과전류 트립
히터 베이크아웃
시간 동안 최대 히터
전류를 설정합니다.
출력이 이 값에서
중단됩니다.

[`OFF] 꺼짐
(0)

5110 r/w [1]
5210 r/w [2]
5310 r/w [3]

히터 진단 기능이 설치된 경우
작동.
컨트롤러가 3상 2-레그 구성이
아닐 경우 작동.

1,440분
(1,440)

5111 r/w [1]
5211 r/w [2]
5311 r/w [3]

히터 진단 기능이 설치된 경우
작동.
컨트롤러가 3상 2-레그 구성이
아닐 경우 작동.
[`Hbo]가 [``On]으로 설정될
경우 작동.

5116 r/w [1]
5216 r/w [2]
5316 r/w [3]

히터 진단 기능이 설치된 경우
작동.
컨트롤러가 3상 2-레그 구성이
아닐 경우 작동.
[`Hbo]가 [``On]으로 설정될
경우 작동.

[```0] ~ [`Cur] 0 ~ 부하 전류의
부하 전류 Amp [ 1
10.0%
amp씩 증가, 최대
수치는 부하 등급에
따라 결정] (0 ~ 부하
전류 Amp)

6.8  Watlow Power 시리즈

매개변수, 제6장

디스플레이

매개변수

[`CLi] 전
 류 제한 선택
(켜짐/꺼짐)
선택한 영역의
전류 제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위상각
제어용으로만
이용합니다.

[CL`A] 전
 류 제한 설정치
(A)
선택한 영역의 전류
제한에 대한 전류
제한 설정치를
선택합니다.

범위
(Modbus 값)

[`OFF] 꺼짐(0)
[``On] 켜짐(1)

[```0] ~ [`Cur] 0 ~
부하 전류 Amp [1 Amp
씩 증가, 최대는 부하
등급에 따라 결정]
(0~부하 전류 Amp)

기본 값

[`OFF] 꺼짐
(0)

Modbus
주소
읽기/쓰기

매개변수 표시 조건

5112 r/w [1] 히터 진단 기능이 설치된 경우 작동.
5212 r/w [2] 컨트롤러가 3상 2-레그 구성이
5312 r/w [3] 아닐
경우 작동.
[algo]가 [Ph2t]로 설정된 경우
작동.
참고: 이 매개변수를 변경하면
시스템이 다시 시작됩니다.

부하
전류의
10.0%

5113 r/w [1]
5213 r/w [2] 히터 진단 기능이 설치된 경우 작동.
5313 r/w [3] 컨트롤러가 3상 2-레그가 아닐
경우 작동.
[algo]가 [Ph2t]로 설정되고
[`CLi]가 [``On]으로 설정된
경우 작동.
참고: 이 매개변수를 변경하면
시스템이 다시 시작됩니다.

[tol_] 저
 허용 오차 설정치
(A)
선택한 영역의 히터
허용 오차 저 전류
설정치를 설정합니다.
값은 100% 요청
전원에 대한 전류
수준이며 요청
전원의 실제 조정된
퍼센티지입니다.

[```0] ~ [tol–] 0
amps ~ 고 허용 오차
설정치 [1 amp씩 증가]
(0 ~ 히터 고 허용 오차
설정치)

0(0)

5114 r/w [1]
5214 r/w [2] 히터 진단 기능이 설치된 경우 작동.
5314 r/w [3] 이 설정치는 요청 전원이 20%
이상일 경우에만 이용합니다.

[tol–] 고
 허용 오차
설정치(A)
선택한 영역의 히터
허용 오차 고 전류
설정치를 설정합니다.
값은 100% 켜졌을 때
전류 수준입니다.

[tol_] ~ 최대 시스템
전류 [1 amp씩 증가]
(히터 저 허용 오차
설정치 ~ Power
시리즈 최대 부하 전류
등급)

최대 시스템
전류

5115 r/w [1]
5215 r/w [2] 히터 진단 기능이 설치된 경우 작동.
5315 r/w [3] 이 설정치는 요청 전원이 20%
이상일 경우에만 이용합니다.

[Idle] 유휴
(0)

5106 r/w [1]
5206 r/w [2] 히터 진단 기능이 설치된 경우 작동.
5306 r/w [3] 입력/출력 구성이 3상 2-레그가
아닐 경우 작동.
[algo]가 [ph2t]로 설정될 경우
작동.

[Indf] 유
 도 부하 인자 요청 [`err] 유효하지 않은
요청(-1)
유도 부하 인자
조정을 요청합니다. [Idle] 유휴(0)
[`req] 유도부하 인자
조정 요청(1)
[`act] 작동 부하 인자
조정(2)
[`CLr] 인자 제거(3)
[ICur] 유도 전류
유도 부하를 위해
실제 측정한 전류를
설정합니다.

0 ~ 부하 전류 등급

참고: [`act] 또는 [`CLr] 을
선택하면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작동 부하
전류

5107 r/w [1]
5207 r/w [2] 히터 진단 기능이 설치된 경우 작동.
5307 r/w [3] 입력/출력 구성이 3상 2-레그가
아닐 경우 작동.
[algo]가 [ph2t]로 설정되고
[Indf]이 [`req]로 설정될 경우
작동.

참고: 매개변수 설정이 컨트롤러 작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 제어 방법과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매개변수,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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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매개변수

범위
(Modbus 값)

기본 값

Modbus
주소
읽기/쓰기

매개변수 표시 조건

[`Alr] 알람 구성 설정 메뉴
[`Set] 설정 페이지
이 메뉴는 알람 구성을 설정하는 데 이용합니다. 알람 유형의 정의(표준, 수동복귀, 음소거,
수동복귀 및 음소거)는 5.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l`C] 	알람에 전압을
[a|lgc] 활성 계전기 상태
가한 상태(0)
알람 조건에서 계전기
상태를 선택합니다. [al`O] 	알람의 전압을
제거한 상태(1)

850 r/w
[al`O] 알람
전압 제거(1)

작동: 항상.

[glbl] 	글로벌 알람 구성
글로벌 알람 구성을
선택합니다. 모든
알람을 같은 유형으로
구성하거나, 꺼짐을
설정하면 개별 알람
구성이 가능합니다.

[`std] 모든 851 r/w
알람 작동(0)

작동: 항상.

[`std] 	모든 알람
작동(0)
[`LaT] 수동복귀(1)
[`SIl] 음소거(2)
[LaSI] 수동복귀 및
음소거(3)
[`oFF] 꺼짐(4)

[Open] 	히터 개방 알람 구성 [`std] 작동(0)
[`LaT] 수동복귀(1)
히터 개방 알람
구성을 선택합니다. [`SIl] 음소거(2)
[LaSI] 수동복귀 및
음소거(3)

[`std]
작동(0)

860 r/w

히터 진단 기능이 설치된 경우
작동.
[glbl]이 [`Off]로 설정된 경우
작동.

[`tol] 	히터 허용 오차 알람
구성
히터 허용 오차 알람
구성을 선택합니다.

[`std] 작동(0)
[`LaT] 수동복귀(1)
[`SIl] 음소거(2)
[LaSI] 수동복귀 및
음소거(3)

[`std]
작동(0)

861 r/w

히터 진단 기능이 설치된 경우
작동.
[glbl]이 [`Off]로 설정된 경우
작동.

[``OT] 	방열판 과열 알람
구성
과열 알람 구성을
선택합니다.

[`std] 작동(0)
[`LaT] 수동복귀(1)
[`SIl] 음소거(2)
[LaSI] 수동복귀 및
음소거(3)

[`std]
작동(0)

862 r/w

[glbl]이 [`Off]로 설정된 경우
작동.

[alÇ`] 	방열판 과열 알람
온도
방열판 과열 알람
구성을 선택합니다.

[```0] ~ [`sdÇ]

990 r/w
값은 [`sdÇ]
또는 미만.
사용자 조절
가능. 실제
안전 중단
온도에
관해서는 공장
메뉴 참조.

[Line] 	라인 손실 알람 구성 [`std] 작동(0)
[`LaT] 수동복귀(1)
라인 손실 알람
구성을 선택합니다. [`SIl] 음소거(2)
[LaSI] 수동복귀 및
음소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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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
작동(0)

863 r/w

작동: 항상.
출력은 이 방열판 중단 온도에서
무전압 상태가 됩니다(온도 C).
기본 최대 온도는 모델 번호에
따라 다릅니다.

[glbl]이 [`Off]로 설정된 경우
작동.

매개변수, 제6장

디스플레이

매개변수

범위
(Modbus 값)

기본 값

Modbus
주소
읽기/쓰기

매개변수 표시 조건

[p| bAl] 위
 상 밸런스
알람 구성
위상 밸런스 구성을
선택합니다.

[`std]
[`LaT]
[`SIl]
[LaSI]

작동(0)
수동복귀(1)
음소거(2)
수동복귀 및
음소거(3)

[`std]
작동(0)

864 r/w

컨트롤러가 3상 3-레그 구성일 경우
작동.
[glbl]이 [`Off]로 설정된 경우
작동.

[Lbal] 	부하 밸런스 알람
구성
부하 밸런스 알람
구성을 선택합니다.

[`std]
[`LaT]
[`SIl]
[LaSI]

작동(0)
수동복귀(1)
음소거(2)
수동복귀 및
음소거(3)

[`std]
작동(0)

865 r/w

히터 진단 기능이 설치된 경우 작동.
[glbl]이 [`Off]로 설정된 경우
작동.
컨트롤러가 3상일 경우 작동.

[Ldif] 	부하 밸런스
퍼센티지
위상의 부하 전류
간에 최소 퍼센티지
차이를 선택합니다.

[```0] ~ [`100]
(0 ~ 100)

[`100](100) 991 r/w

히터 진단 기능이 설치된 경우 작동.
컨트롤러가 3상일 경우 작동

[Freq] 	허용 오차 이탈
주파수 알람 구성
주파수 허용 오차
알람 구성을
선택합니다.

[`std]
[`LaT]
[`SIl]
[LaSI]

[``UC] 	전압 보상 알람 구성
라인 보상 알람
구성을 선택합니다. [`std]
[`LaT]
[`SIl]
[``OU] 	과전압
[LaSI]
알람 구성
라인 과전압 알람
구성을 선택합니다.
[`std]
[`LaT]
[C|wd] 통신 감시
[`SIl]
알람 구성
[LaSI]
통신 감시 알람
구성을 선택합니다.

[`std]
[`LaT]
[`SIl]
[LaSI]

작동(0)
수동복귀(1)
음소거(2)
수동복귀 및
음소거(3)

[`std]
작동(0)

866 r/w

작동(0)
수동복귀(1)
음소거(2)
수동복귀 및
음소거(3)

[`std]
작동(0)

867 r/w

작동(0)
수동복귀(1)
음소거(2)
수동복귀 및
음소거(3)

[`std]
작동(0)

868 r/w

[glbl]이 [`Off]로 설정된 경우
작동.

작동(0)
수동복귀(1)
음소거(2)
수동복귀 및
음소거(3)

[`std]
작동(0)

869 r/w

통신이 설치된 경우 작동.
[glbl]이 [`Off]로 설정된 경우
작동.

[glbl]이 [`Off]로 설정된 경우
작동.

[glbl]이 [`Off]로 설정된 경우
작동.

참고: 매개변수 설정이 컨트롤러 작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 제어 방법과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매개변수,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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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매개변수

범위
(Modbus 값)

Modbus
등록
읽기/쓰기

기본 값

매개변수 표시 조건

[COm] 통신 구성 메뉴 설정
[`SEt] 설정 페이지
이 메뉴는 통신 매개변수를 설정하기 위해 이용합니다. 이 메뉴는 직렬 통신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Addr] 장치 주소 선택
통신을 위한 장비
주소를 선택합니다.

[```1] ~ [`247]

[baud] 	장치 보드 속도 선택
통신을 위한 보드
속도를 선택합니다.

[1200]
[2400]
[4800]
[9600]
[1(2`]

[`Wd] 	감시 선택
(꺼짐/꺼짐)
통신을 위해 감시를
켭니다.
[`seC] 	감시 시간 초과(초)
통신 감시를 위해
시간 초과(초)를
선택합니다.

1200 보드
2400 보드
4800 보드
9600 보드
19.2K 보드

{`oFF] 꺼짐(0)
{``on] 켜짐(1)

[```0] ~ [9999]
(0 ~ 9999)

[``)0] 0% ~
[PWr] 	감시 오류
[10)0] 100%
출력 전원 선택
(0 ~ 1000)
감시 시간 초과를 위한
기본 전원 수준을
선택합니다.

[```1]

직렬 통신 옵션이 설치된 경우 작동.

[9600] 9600
보드

직렬 통신 옵션이 설치된 경우 작동.

{`oFF] 꺼짐
(0)

[9999]
(9999)

[``)0] 0 %(0)

85 r/w

직렬 통신 옵션이 설치된 경우 작동.

86 r/w

직렬 통신 옵션이 설치되고 [`Wd]
감시가 {``On]으로 설정될 경우 작
동.

87 r/w

직렬 통신 옵션이 설치되고 [`Wd]
감시가 {``On]으로 설정될 경우 작동.

[rEtr] 재전송 구성 설정 메뉴
[`Set] 설정 페이지
 메뉴는 재전송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데 이용합니다. 재전송과 히터 진단 기능이 설치되지 않으면
이
이 메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Cf9] 	재전송
구성 선택
재전송 출력 유형을
선택합니다.

{`nna] mA(0)
{UOlt] 볼트(1)

{`nna] mA
(0)

870 r/w

재전송과 히터 진단 기능 옵션이
설치되었을 경우 작동.

[type] 	재전송 유형
선택
amp 또는 kVA 중
재전송 유형 정보를
선택합니다.

[`Off] 없음(0)
[`CUr] 전류(1)
[`HUA] kVA(2)

[`CUr]전류
(1)

871 r/w

재전송과 히터 진단 기능 옵션이
설치되었을 경우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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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제6장

디스플레이

매개변수

범위
(Modbus 값)

기본 값

Modbus
레지스터
읽기/쓰기

매개변수 표시 조건

[```1] 위상 1(1)
[PhaS] 	재전송 위상
[```2] 위상 2(2)
선택
재전송하기 위한 정보를 [```3] 위상 3(3)
가진 위상을 선택합니다.

[```1] 위상
1(1)

872 r/w

재전송과 히터 진단 기능 옵션이
설치되었을 경우 작동.
컨트롤러가 3상이면 작동.
[retr]  [type]이 [`CUr] 또는
[`HUa]로 설정되면 작동.

[```1] 영역1(1)
[2one] 	재전송 영역
[```2] 영역2(2)
선택
재전송하기 위한 정보를 [```3] 영역3(3)
가진 영역을 선택합니다.

[```1] 영역1 873 r/w
(1)

재전송과 히터 진단 기능 옵션이
설치되었을 경우 작동.
컨트롤러가 다중 영역이면 작동.
[retr]  [type]이 [`CUr] 또는
[`HUa]로 설정되면 작동.

[```0] ~ [Cur–]
[Cur_] 	최소 Amp
(0 ~ 최대 Amp
재전송
재전송)
재전송하기 위한 최소
부하 전류를 선택합니다.

[``00] (0)

876 r/w

재전송과 히터 진단 기능 옵션이
설치되었을 경우 작동.
[retr]  [type]이 [`HUa]로
설정되면 작동.

[Cur_] ~ 부하 전류
[Cur–] 	최대 Amp
(부하 전류까지 최소
재전송
Amp 재전송)
재전송하기 위한 최대
부하 전류를 선택합니다.

부하 전류

877 r/w

재전송과 히터 진단 기능 옵션이
설치되었을 경우 작동.
[retr]  [type]이 [`HUa]로
설정되면 작동.

[```0] ~ [HUA–]
[HUA_] 	최소 kVA
(0 ~ 최대 kVA
재전송
재전송)
재전송하기 위한 최소
부하 전원을 선택합니다.

[```0] (0)

878 r/w

재전송과 히터 진단 기능 옵션이
설치되면 작동.
[retr]  [type]이 [`HUa]로
설정되면 작동.

[HUA_] ~ [9999]
[HUA–] 	최대 kVA
(9999까지 최소 kVA
재전송
재전송)
재전송하기 위한 최대
부하 전원을 선택합니다.

[9999]
(9999)

879 r/w

재전송과 히터 진단 기능 옵션이
설치되면 작동.
[retr]  [type]이 [`HUa]로
설정되면 작동.

[rt|C_] 재
 전송 출력 저 전류
(mA)
[Cur–] 또는 [HUA–]에
해당하는 출력 전류를
선택합니다.

[`)00] ~ [rt|C–]
(0 ~ 재전송 출력 고
전류)

[```0] (0)

882 r/w

재전송과 히터 진단 기능 옵션이
설치되었을 경우 작동.
[`Cfg]가 [`nna]로 설정되면 작동.

[rt|C–] 재
 전송 출력 고 전류
(mA)
[Cur–] 또는 [HUA–]에
해당하는 출력 전류를
선택합니다.

[rt|C_] ~ [2)00]
(재전송 출력
저 전류 ~ 2000)

[2)00]
(2000)

883 r/w

재전송과 히터 진단 기능 옵션이
설치되었을 경우 작동.
[`Cfg]가 [`nna]로 설정되면 작동.

참고: 매개변수 설정이 컨트롤러 작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 제어 방법과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매개변수,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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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매개변수

범위

기본 값

Modbus
주소
읽기/쓰기

매개변수 표시 조건

[rt|U_] 재
 전송 출력 저 전압 [`)00] ~ [rt|U–]
(0~ 재전송 출력 고
(V)
전압)
[Cur–] 또는 [HUA–]
에 해당하는 전압을
선택합니다.

[```0] (0)

880 r/w

재전송과 히터 진단 기능 옵션이
설치되었을 경우 작동.
[`Cfg]가 [Uolt]로 설정되면 작동.

[rt|U–] 재
 전송 출력 고 전압 [rt|U_] ~ [1)00]
(출력 재전송
(V)
저 전압 ~ 1000)
[Cur–] 또는 [HUA–]
에 해당하는 전압을
선택합니다.

[1)00]
(1000)

881 r/w

재전송과 히터 진단 기능 옵션이
설치되었을 경우 작동.
[`Cfg]가 [Uolt]로 설정되면 작동.

공장 페이지
공장 페이지에 가려면, 설정 페이지에서 홈, 좌우 버튼(   )을 함께 누릅니다.
공장 페이지에서 다음의 각 메뉴는 증가/감소 버튼(   )을 눌러 선택합니다. 각
버튼을 누르면 메인 메뉴 옵션을 위나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메뉴의 매개변수를 선택하려면 좌우 화살표 버튼(  )을 이용합니다. 하부
디스플레이에 매개변수가 표시됩니다.
각 매개변수 값(문자 또는 숫자)을 선택하려면,
증가/감소 버튼(  )을 사용합니다. 값이 상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이 메뉴의 홈 버튼( )을 누르면 디스플레이 루프로 돌아갑니다.
공장 페이지에는 아홉 개 메뉴가 있습니다.
공장 페이지의 공장 모드 매개변수는 Power 시리즈 보정을 위해 이용합니다. Power
시리즈가 공장에서 미리 보정되므로 현장 보정은 현장 서비스 작업이 이행될 때에만
필요합니다. 현장 보정 절차는 Watlow 웹 사이트, http://www.watlow.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공장 모드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Watlow에 +1 (507) 454-5300

으로 연락해서 응용 기술자에게 비밀번호를 요청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컨트롤러가 공장
모드가 됩니다. 공장 모드를 나가려면 컨트롤러의 전원을 껐다 켜야 합니다.

[Fcty] 공장 페이지
공장 메뉴로
이동합니다.

공장 모드 ->
보정 매개변수에
액세스하려면
공장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dATA]
[`Loc]
[Info]
[diag]
[`pw]
[CIn1]
[CIn2]
[CIn3]
[C|r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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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데이터 조정
글로벌/메뉴 잠금
장치 정보
진단
공장 비밀번호
아날로그 입력 신호 영역 1 보정*
아날로그 입력 신호 영역 2 보정*
아날로그 입력 신호 영역 3 보정*
재전송 보정*

매개변수, 제6장

디스플레이

매개변수

범위
(Modbus 값)

기본 값

Modbus
주소
읽기/쓰기

매개변수 표시 조건

[dAtA] 시스템 데이터 조정 메뉴
[Fcty] 공장 페이지
이 메뉴는 기본 및 백업 시스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이용합니다.
951 r/w

작동: 항상.

[idle] 복원
비활성화(0)

952 r/w

작동: 항상.

[idle] 복원
비활성화(0)

950 r/w

작동: 항상.

[BAuP] 데이터 세트 백업*
백업 메모리에
해당 사용자
구성 매개변수를
저장합니다. Power
시리즈 백업 정보는
A.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idle] 백업 요청 없음 [idle] 백업
(0)
요청 없음(0)
[`all] 시스템, 영역 1,
2, 3에 나열된 모든
매개변수(1)
[`sys]시스템 관련
매개변수, 잠김,
알람, 재전송, 통신,
알고리즘, 부하 유형,
전압 보정 포함(2)
[2n`1] 영역 1 관련
매개변수, 메뉴
[Ctr1] 및 [Opt1]의
모든 매개변수 포함
(3)
[2n`2] 영역 2 관련
매개변수, 메뉴
[Ctr2] 및 [Opt2]의
모든 매개변수 포함
(4)
[2n`3] 영역 3 관련
매개변수, 메뉴
[Ctr3] 및 [Opt3]의
모든 매개변수 포함
(5)

[dFLt] 데이터 세트 기본값*
해당 매개변수를
공장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Power
시리즈 백업 정보는
A.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idle]
[`all]
[`sys]
[2n`1]
[2n`2]
[2n`3]

(0)
(1)
(2)
(3)
(4)
(5)

참고: Modbus 값 0~5
의 설명은 위의
“데이터 세트 백업”을
참조하십시오.
[rest] 데이터 세트 복원*
백업 메모리로부터
해당 사용자
구성 매개변수를
복원합니다. Power
시리즈 백업 정보는
A.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idle]
[`all]
[`sys]
[2n`1]
[2n`2]
[2n`3]

(0)
(1)
(2)
(3)
(4)
(5)

참고: Modbus 값 0~5
의 설명은 위의
“데이터 세트 백업”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 프롬프트(백업, 기본, 데이터 세트 복원)에서 사용자가 EEPROM 콘텐츠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A.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매개변수,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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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매개변수

[nUOL] N
 VOL
저장 활성화
비휘발성 메모리
활성화/비활성화.

범위
(Modbus 값)

[``On] 활성화(0)
[`OFF] 비활성화(1)

기본 값

[``On] (0)

Modbus
주소
읽기/쓰기

959 r/w

매개변수 표시 조건

작동: 항상.

[`LOC] 글로벌/메뉴 잠금 메뉴
[Fcty] 공장 페이지
이 메뉴는 잠금 매개변수 설정에 이용합니다. 잠김은 메뉴의 매개변수를 바꿀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Unl] 잠금해제(0)
{gLOC} 글로벌 잠금
[`LOC] 잠김(1)
모든 프롬프트를
쓰기 방지할 수 있는
글로벌 잠금 상태를
설정합니다. 잠금
해제로 설정되면 개별
메뉴 잠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Unl] (0)

1350 r/w

작동: 항상.

[`Ctr] 	제어 설정 메뉴 잠금 [`Unl] 잠금해제(0)
[`LOC] 잠김(1)
모든 제어 설정
메뉴에 잠김을
설정합니다.

[`Unl] (0)

1351 r/w

[glOC]가 [`Unl]로 설정된 경우
작동.

{`Opt} 	옵션 설정 메뉴 잠금 [`Unl] 잠금해제(0)
[`LOC] 잠김(1)
모든 옵션 설정
메뉴에 잠김을
설정합니다.

[`Unl] (0)

1352 r/w

[glOC]가 [`Unl]로 설정된 경우
작동.
히터 진단 성능 옵션이 설치된
경우에 작동.

{`Alr} 	알람 설정
메뉴 잠금
알람 보정 메뉴에
잠김을 설정합니다.

[`Unl] 잠금해제(0)
[`LOC] 잠김(1)

[`Unl] (0)

1353 r/w

[glOC]가 [`Unl]로 설정된 경우
작동.

{COM} 	통신 설정
메뉴 잠금
통신 메뉴에 잠김을
설정합니다.

[`Unl] 잠금해제(0)
[`LOC] 잠김(1)

[`Unl] (0)

1354 r/w

[glOC]가 [`Unl]로 설정된 경우
작동.
직렬 통신 옵션이 설치된 경우
작동.

[`Unl] 잠금해제(0)
{retr} 	재전송 설정
[`LOC] 잠김(1)
메뉴 잠금
재전송 메뉴에 잠김을
설정합니다.

[`Unl] (0)

1355 r/w

[glOC]가 [`Unl]로 설정된 경우
작동.
재전송과 히터 진단 기능 옵션이
설치되었을 경우 작동.

{`CIn} 	아날로그 입력 공장
메뉴 잠금
입력 보정 메뉴에
잠김을 설정합니다.

[`Unl] 잠금해제(0)
[`LOC] 잠김(1)

[`Unl] (0)

1356 r/w

[glOC]가 [`Unl]로 설정된 경우
작동.

[C|rtr] 	재전송 보정
공장 메뉴 잠금
재전송 보정 메뉴에
잠김을 설정합니다.

[`Unl] 잠금해제(0)
[`LOC] 잠김(1)

[`Unl] (0)

1357 r/w

[glOC]가 [`Unl]로 설정된 경우
작동.
재전송과 히터 진단 기능 옵션이
설치되었을 경우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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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제6장

디스플레이

매개변수

범위
(Modbus 값)

[dAtA] 시
 스템 데이터
[`Unl] 잠금 해제됨(0)
공장 메뉴 잠금
[`LOC] 잠김(1)
시스템 데이터 메뉴에
잠김을 설정합니다.
[diAg] 진
 단 공장 메뉴 잠금
진단 메뉴에 잠김을
설정합니다.

[`Unl] 잠금해제됨(0)
[`LOC] 잠김(1)

기본 값

Modbus
주소
읽기/쓰기

매개변수 표시 조건

[`Unl] (0)

1358 r/w

[glOC] 가 [`Unl]로 설정되면 작동

[`Unl] (0)

1359 r/w

[glOC]가 [`Unl]로 설정된 경우 작동.

[InFo] 장치 정보 메뉴
[Fcty] 공장 페이지
이 메뉴는 제조 과정에서 저장된 장치 정보를 읽는 데 이용합니다.
[`Sn–] 	장치 일련 번호 높은 [```0] ~ [9999]
(0 ~ 9999)
자릿수
장치 일련 번호의
높은 자릿수를
읽습니다.

해당 없음

1r

작동: 항상.

[```0] ~ [9999]
(0 ~ 9999)

해당 없음

2r

작동: 항상.

해당 없음

5r

작동: 항상.

[`Sn_] 	장치 일련번호 낮은
자릿수
장치 일련 번호의
낮은 자릿수를
읽습니다.

[date] 	제조 일자(yymm) [``00]~ [``99]년
(00 ~ 99)
제조년월을 읽습니다.
[``00] ~ [``99]
월(00 ~ 52)
[HUer] 	하드웨어 버전
장치의 하드웨어
버전을 읽습니다.

[``)0] ~ [(999]
(0 ~ 9999)

해당 없음

7r

작동: 항상.

[SUEr] 소프트웨어 버전
장치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읽습니다.

[``)0] ~ [(999]
(0 ~ 9999)

해당 없음

4r

작동: 항상.

[Sbld] 	소프트웨어 빌드
번호
장치의 소프트웨어
빌드 수준을
읽습니다.

[``)0] t~ [(999]
(0 ~ 9999)

해당 없음

30 r

작동: 항상.

[ratU] 	장치 전압 등급(V)
장치의 부하 전압을
읽습니다.

[```0] ~ [`680]
(0 ~ 680)

해당 없음

51 r

작동: 항상.

참고: 매개변수 설정이 컨트롤러 작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 제어 방법과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매개변수,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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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매개변수

범위
(Modbus 값)

기본 값

Modbus
주소
읽기/쓰기

매개변수 표시 조건

[ratA] 	장치 전류
등급(Amp)
장치의 부하 전류를
읽습니다.

[```0] ~ [`245]
(0 ~ 245)

해당 없음

50 r

작동: 항상.

[2onC] 	구성된 영역 수
구성되는 영역 수를
읽습니다.

[```1] 단일 영역(1)
[```2] 2 영역(2)
[```3] 3 영역(3)

해당 없음

52 r

작동: 항상.

해당 없음
[nOne] 없음(0)
[`OPt] 	설치된 옵션 구성
하드웨어 옵션 구성을 [```c] 통신(1)
[``r~] 재전송(2)
읽습니다.
[``rc] 통신/재전송(3)
[`h``] 히터 진단(4)
[`h`c] 공장 진단/통신
(5)
[`hr`] 히터 진단/
재전송(6)
[`hrc] 히터 진단/통신/
해당 없음
재전송 2(7)
[```Ç] 	방열판 온도
(°C)
전류의 방열판 온도를 [```0] ~ [9999]
(0 ~ 9999)
읽습니다.
해당 없음
[ALÇ`]	방열판 알람 온도
[```0] ~ [`sdÇ]
방열판 과열 알람의
설정치를 설정합니다.

54 r

작동: 항상.

1590 r

작동: 항상.

해당 없음

57 r

작동: 항상.

해당 없음

1591 r

작동: 항상.

해당 없음

1960 r

작동: 항상.
시간 <10000일 경우 표시

해당 없음

1961 r

작동: 항상.

[sdÇ`] 	공장 안전
중단 온도
공장 안전 중단을
위해 설정된 수치를
나타냅니다.
[HIÇ`] 	최고 기록 방열
판 온도
최고 기록 방열판
온도를 표시합니다.
[HrS–] 	누적 시간
(10K ~ 100M)
누적된 시스템 작동
시간을 표시합니다
(시간 X 10000).
[HrS_] 	누적 시간
(0 ~ 9999)
누적 시스템 작동
시간(시간)

990 r/w

작동: 항상.
설정메뉴의 알람 온도와 동일합니다.

공장 설정

[```0] ~ [9999]
(0 ~ 9999)

[```0] ~ [9999]
(0 ~ 9999)

[```0] ~ [9999]
(0 ~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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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제6장

디스플레이

매개변수

범위
(Modbus 값)

기본 값

Modbus
주소 읽기/
쓰기

매개변수 표시 조건

[diAg] 진단 메뉴
[Fcty] 공장 페이지
이 메뉴는 진단을 선택합니다.
[``Ad] 	A/D 채널 선택
읽어 올 아날로그-디
지털 채널을 선택합
니다.

{Uref] 전압 참조 입력*
{Tmp] 방열판 온도 입력*
{AIn1] 아날로그 입력 1*
{AIn2] 아날로그 입력 2*
{AIn3] 아날로그 입력 3*
{Uol1] 전압 입력1*
{Uol2] 전압 입력2*
{Uol3] 전압 입력3*
{CUr1] 양수 전류 입력 1*
{CUr2] 양수 전류 입력 2*
{CUr3] 양수 전류 입력 3*
{CUr1] 음수 전류 입력 1*
{CUr2] 음수 전류 입력 2*
{CUr3] 음수 전류 입력 3*
* 값 0 ~ 4095

[Cnts] 	선택한 A/D 카운트
읽기
	선택한 아날로그디지털 채널을
읽습니다.

[```0] ~ [4095]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해당 없음

r
r
r
r
r
r
r
r
r
r
r
r
r
r

해당 없음

작동: 항상.

작동: 항상.

라인 손실 알람:
다음 아홉 개의 매개변수는 전원을 마지막으로 껐다 켠 이후 발생한 라인 손실 알람을 표시합니다. 매개변수는
라인 손실 알람이 있고 라인 손실 알람이 발생한 라인에 대해서만 표시됩니다. 전원을 다시 껐다 켤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l_a1] 	최근 라인 손실
알람 유형

{uUOL] (1) 전압이하
a|Cr] (2) 추가 제로 크
로스
n|Cr] (4) 제로 크로스
[l_a2] 	이전
없음
라인 손실
{`pOl] (8) 유효하지 않은
알람 유형
라인 극성
{n|Cr] (16) 제로 크로스
[l_a3] 	가장 오래된
없음
라인 손실
{freq] (32) 유효하지 않
알람 유형
은 주파수
{HCyC] (64) 부하 반 주
[l_]
알람을 경험한 위상
기 손실
1, 2 또는 3을 나타냄

{none] (0)

1540 r
1543 r
1546 r

전원을 껐다 켠 후애 라인 손실
알람이 발생한 라인에 대해 작
동.

1541 r
1544 r
1547 r
1542 r
1545 r
1548 r

참고: 매개변수 설정이 컨트롤러 작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 제어 방법과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매개변수,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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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매개변수

범위
(Modbus 값)

기본 값

Modbus
주소
읽기/쓰기

매개변수 표시 조건

1513 r/w

작동: 항상.

{none] (0)

1580 r/w

작동: 항상.
공장 모드만 쓰기 가능.

{``LO] 저(0)
{``HI] 고(1)
{----] 미결정(2)

{----]

1581 r

[``In]가[none]으로 설정된 경우
작동.

[```0] ~ [4095]
(0 ~ 4095)

[```0] (0)

1555 r/w

재전송 옵션이 설치되었을 때만 작
동. 공장 모드만 쓰기 가능.

[dIsp] 디스플레이 테스트
디스플레이
테스트 요청.

[idle] 유휴(0)
[idle] 유휴
{`req] 디스플레이 테스
(0)
트 활성화(1)

[``In] 	개별 입력 선택
선택한 입력 상태
디스플레이 요청.

{none]
{pOS1]
{pOS2]
{pOS3]
{)Cr1]
{)Cr2]
{)Cr3]

[`UAL] 	선택한
입력값 읽기

[rEtr] 	재전송 설정
테스트 단어
재전송 테스트 수
설정.

(0)
(1)
(2)
(3)
(4)
(5)
(6)

공장 모드
공장 페이지의 공장 모드 매개변수는 Power 시리즈 보정을 위해 이용합니다. Power
시리즈는 공장에서 미리 보정되므로 현장 보정은 현장 서비스 작업 시에만 필요합니다.
현장 보정 절차는 Watlow 웹 사이트, http://www.watlow.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공장 모드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Watlow에 +1 (507) 454-5300로
연락해서 응용 기술자에게 비밀번호를 요청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컨트롤러가 공장 모드가
됩니다. 공장 모드를 나가려면 컨트롤러의 전원을 껐다 켜야 합니다.

[`pw] 공장 비밀번호
[Fcty] 공장 페이지
이 메뉴는 Power 시리즈 공장 모드를 위한 비밀번호 설정에 이용됩니다.
[`PW] 	공장 비밀번호
입력
공장 비밀번호 입력.

[```0] ~ [9999]
(0 ~ 9999)

[`Off] 유휴(0)
[fcty] 공
 장 모드 요청
공장 비밀번호 프롬프 [`req] 공장 모드
요청(1)
트에 설정된 값을 기
초로 공장 모드를 요 [`act] 공장 모드
작동(2)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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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1799 r/w

작동: 항상.

[`Off] 유휴
(0)

1700 r/w

공장 비밀번호가 유효할 때 작동.

매개변수, 제6장

디스플레이

매개변수

범위
(Modbus 값)

기본 값

Modbus
주소 읽기/
쓰기

상태
위한 조건

[CIn1] [CIn2] [CIn3] 아날로그 입력 신호 영역 1, 2, 3 보정 메뉴
[Fcty]
[Fcty]
[Fcty] 공장 페이지
이 메뉴는 아날로그 입력을 설정하기 위해 이용합니다.
입력 1은 입력/출력 구성이 단상, 단일 영역 또는 3상일 때 이용합니다.
입력 1과 2는 입력/출력 구성이 단상, 2영역일 때 이용합니다.
입력/출력 구성이 단상, 3 영역일 경우 모든 영역을 이용합니다.

참고: 노이즈 또는 신호 변동 때문에 예기치 않을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각 설정과 하드웨어 한계
사이의 버퍼를 허용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nna_] 저 mA 보정치
해당 아날로그 입력
보정을 위한 저 전류
값을 설정합니다.
[nna–] 고 mA 보정치
해당 아날로그 입력
보정을 위한 고 전류
값을 설정합니다.

[)000] ~ [nna–] [
또는 [(999] 그 중
작은 값] (0 ~ 고
mA 보정 치 [또는
9999])
[nna_] ~ [2)00]
(저 mA 보정치 ~
20000)*

[$000]

5411 r/w [1] 공장 모드에서 작동.
5421 r/w [2]
5431 r/w [3]

[1^00]

5412 r/w [1] 공장 모드에서 작동.
5422 r/w [2]
5432 r/w [3]

(4000)

(16000)

*참고: 디스플레이 프롬프트는 디스플레이 정밀도 때문에 두 자리 소수로 설정합니다.

통신 레지스터는 소수점 세 자리의 정밀도로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Uol_] 저 V 보정치
해당 아날로그 입력
보정을 위해 저 전압
값을 설정합니다.

[)000] ~ [UOL–]
(0 ~ 고 V 보정치)

[!000]
(1000)

5413 r/w [1] 공장 모드에서 작동.
5423 r/w [2]
5433 r/w [3]

[Uol–] 고 V 보정치
는 해당 아날로그
입력 보정을 위한
고 전압 값을
설정합니다.

[Uol_] ~ [(999]
(저 V 보정치 ~
9999)

[(000]
(9000)

5414 r/w [1] 공장 모드에서 작동.
5424 r/w [2]
5434 r/w [3]

[CALA] 	아날로그
입력 보정 요청
아날로그 입력 신호
보정 요청.

[`Err] 유효하지 않은
보정(-1)
[idle] 보정
작동 중지(0)
[`req] 보정
요청활성화(1)

[idle] 보정
작동 중지
(0)

5415 r/w [1] 공장 모드에서 작동.
5425 r/w [2]
5435 r/w [3]

✔ 참고: 앞의 프롬프트에 입력된 값은 해당하는 아날로그-디지털 카운트에 이용합니다. 매개변수
[`Err]는 보정에 실패할 경우 표시되며 실패하지 않으면 매개변수가 [idle]로 되돌아갑니다.
참고: 매개변수 설정이 컨트롤러 작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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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매개변수

범위
(Modbus 값)

기본 값

Modbus
주소
읽기/쓰기

매개변수 표시 조건

[C|rtr] 재전송 보정 메뉴
[Fcty]
공장 페이지
이 메뉴는 재전송 출력을 보정하기 위해 이용합니다. 이 메뉴는 재전송이 설치되었을 때 이용 가능합니다.
5710 r/w

공장 모드에서 작동.
재전송 옵션이 설치되었을 때만 작동.

[1^00]
(16000)

5711 r/w

공장 모드에서 작동.
재전송 옵션이 설치되었을 때만 작동.

[!000]
(1000)

5720 r/w

공장 모드에서 작동.
재전송 옵션이 설치되었을 때만 작동.

[(000]
(9000)

5721 r/w

공장 모드에서 작동.
재전송 옵션이 설치되었을 때만 작동.

[idle] 보정
작동 정지(0)

5700 r/w

공장 모드에서 작동.
재전송 옵션이 설치되었을 때만 작동.

[nna_] 	재전송 보정
mA 저
재전송 보정을
위한 저 전류 값을
선택합니다.

[)000] ~ [nna–] 또는 [$000]
[(999] 그 중 작은
(4000)
값] (0 ~ 재전송
보정 mA [또는
9999])

[nna–] 	재전송 보정 mA 고
재전송 보정을
위한 고 전류 값을
설정합니다.

[nnA_] ~ [2)00]
(재전송 보정 mA
저 ~ 20000)*

[Uol_] 	재전송 보정
전압 저
재전송 보정을
위한 저 전압 값을
설정합니다.
[Uol–] 	재전송 보정
전압 고
재전송 보정을
위한 고 전압 값을
설정합니다.
[CALr]	재전송
보정 요청
재전송 보정을
요청합니다.

[```0] ~ [UOL–]
(0 ~ 재전송 보정
전압 고)

[UOL_] ~ [(999]
(재전송 보정 전압
저 ~ 9999)

[`Err] 유효하지 않은
보정(-1)
[idle] 보정 작동
정지(0)
[`req] 보정 요청
활성화(1)

*참고: 디스플레이 프롬프트는 디스플레이 정밀도 때문에 두 자리 소수로 설정합니다.

통신 레지스터는 세 자리 소수의 정밀도로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참고: 매개변수 설정이 컨트롤러 작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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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low Power 시리즈  A.1

문제해결
모든 장치
표시

가능한 원인

시정 조치

LED 없음
디스플레이

• 컨트롤러 전원이 존재하지 않음.

• 장치의 플러그가 꽂혀 있고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디스플레이를 점검하여 플라스틱으로 가지런히
장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디스플레이를 빼고 연결핀을 확인합니다. 필요할 경우
수리하거나 교체합니다.
• 수리를 위해 장치를 공장으로 반송합니다.
• 오류를 기록하고 오류 원인을 규명합니다.

• 적절히 고정되지 않은 디스플레이.
• 구부러지거나 부서진 핀.
• 고장(오작동) 장치.

디스플레이
잠김

• 시스템 오류.
• 시스템 오류(문제가 발견되지 않음).
• 표시되지 않은 시스템 오류.

• 알람.
• 알람(문제 없음).

열 없음

• 히터나 부하 와이어가 연결되지 않음.
• 끊어진 퓨즈.
• [`set] > [algo]가 [`OFF]로 설정됩
니다.
• 올바르지 않은 입력 배선.

• 오류를 기록하고 컨트롤러 전원을 껐다 켭니다. 문제가
지속될 경우, 공장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 컨트롤러 전원을 껐다 켭니다. 문제가 지속될 경우, 공장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거나 수리를 위해 장치를 공장으로
반송합니다.
• 알람을 기록하고 알람 원인을 규명합니다.
• 알람을 기록하고 컨트롤러 전원을 껐다 켭니다. 문제가
지속될 경우, 공장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 부하와 부하 와이어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연결합니다.
• 확퓨즈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교체합니다.
• 전원 제어 알고리즘을 설정하려면 6.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입력 배선을 검사하고 적절하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배선은 3.2~3.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입력은
디스플레이 루프의 [In``] 매개변수를 이용해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제어를 이용해 %씩 출력을 증가시키고
열을 점검하여 테스트합니다. 과열된 부분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 라인 전원이 연결되고 적절한 전압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연결되지 않거나 꺼진 라인, 또는 전압이 • 수리를 위해 장치를 공장으로 반송합니다.
너무 낮음. 컨트롤러가 [`alr] [line]을 • 라인 전원이 연결되고 적절한 전압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표시합니다(라인 손실 알람).
• 수리를 위해 장치를 공장으로 반송합니다.
• 내부 오작동(코어 PCB, 개방된 SCR, 게
이트 드라이브 작동 안 함, 코어에서 전
원 공급기 및 LM 연결, SCR에 적절히
배치되지 않은 전원 공급기와 라인 모니
터 PCB).

부분적 열

• 라인 입력 전압 저.

• 컨트롤러에 히터 진단 기능이 설치된 경우, 단락된 SCR
에 오류가 발생하므로 남은 양호한 SCR을 중단합니다.
수리를 위해 장치를 공장으로 반송합니다.

전체 또는 일부
제어 불가
열

• 단락된 SCR.

컨트롤러에 히터 진단 기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출력 전원(%) [`Out]에 [``)0]가 표시되고 히터에
전원이 있을 경우, SCR이 단락되므로 수리를 위해 장치를
공장으로 반송합니다.
• 입력 신호를 0% 전원으로 설정하고 출력 전원
디스플레이를 확인합니다. [``)0]이 아닐 경우 보정을
확인합니다. 입력 신호를 100% 전원으로 설정하고 출력
전원 디스플레이를 확인합니다. [10)0]이 아닐 경우
보정을 확인합니다.
• 수리를 위해 장치를 공장으로 반송합니다.

• 보정 이탈 입력.

• 내부 오작동 .

A.2  Watlow Power 시리즈

부록

모든 장치(계속)
가능한 원인

표시

퓨즈가 빈번하게 • 부적절한 퓨즈 전류 등급.
끊어짐
• 부적절하게 토크를 가한 퓨즈.
• 캐비닛의 환기나 냉각 부족.
• 히터의 간헐적 단락.

시정 조치
• 퓨즈가 올바른 전류 등급인지 확인하려면 2.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퓨즈에 맞는 토크에 관한 지침은 A.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엔클로저 지침과 필요한 냉각량 결정에 관한 내용은
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히터를 교체합니다.

단상 장치
표시

가능한 원인

시정 조치

열 없음

• 내부 모선을 통해 라우트되지 않은 전원. • 전원이 내부 모선을 통해 라우트되거나 여기에 연결되지
컨트롤러가 [`alr] [line]을 표시합니다 않을 경우, Ref. 2가 다른 라인이나 중립에 연결되어야
(라인 손실 알람)디스플레이.
합니다. (배선은 3.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중 영역 장치
표시

가능한 원인

시정 조치

열 없음

• 연결되지 않은 참조.

• 다른 라인이나 중립에 대한 참조 연결은 각 영역에 맞
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선은 3.5 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디스플레이에
• 두 개의 위상이 서로의 위상과
전류 모니터 없음. 180°가 됩니다.

• 다중 영역 기능을 이용할 때 2 영역 또는 3 영역이 배
선되어야 두 개의 위상이 180°가 됩니다. 3.5페이지
그림 3.5C의 배선도를 참조하십시오.

3상, 2-레그 장치
표시

가능한 원인

시정 조치

열 없음

• 내부 모선을 통해 라우트되지 않은
전원. 컨트롤러가 [`alr] [line]을
표시합니다 (라인 손실 알람).
• 3상을 위한 부하 유형 선택 [type]은
구성되지 않은 [none]으로 설정됩니다.

• 전원이 내부 모선을 통해 라우트되거나 여기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Ref. 1 또는 3(둘 모두는 아님)
이 중간 라인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배선은 3.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설정 페이지의 설정 제어 영역 1 메뉴에서 영역 1을
위한 부하 유형을 선택합니다.

3상, 3-레그 장치
표시

가능한 원인

열 없음

• 참조가 3상 3-레그 접지 Y형 장치에 연결 • 3상, 3 접지 Y형 모델만 참조 연결이 중립에
되지 않았습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배선은 3.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3상을 위한 부하 유형 선택 [type]은 구성 • 설정 페이지의 설정 제어 영역 1 메뉴에서 영역 1을
되지 않은 [none]으로 설정됩니다.
위한 부하 유형을 선택합니다.

위상각 제어는
출력 전원을
상승시켜,
[hCyL] 오류가
발생하고
중단됩니다.

부록

• 반주기 라인 손실 오류를 초래하는
유도 부하, [hCYL]. 유도 저항 지연
[rdLy]이 너무 낮게 설정되었습니다.

시정 조치

• 반주기 라인 손실 오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rdLy] 값을 높입니다..

Watlow Power 시리즈  A.3

알람과 오류 문제 해결
알람 / 오류

알람과 오류 발생의 조건
히터 개방 = 0x0001
히터 허용 오차 = 0x0002
과열 = 0x0004
라인 손실 = 0x0008
위상 밸런스 = 0x0010
부하 밸런스 = 0x0020
주파수 = 0x0040
전압 보상 = 0x0080
과전압 = 0x0100
통신 감시 = 0x0200

[`alr] 알람

작동되는 알람은 이진법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면, 통신 감시와 위상 밸런스 알람이 존재할
경우, Modbus 레지스터 180은 0x0210을 포함
합니다.
통신 감시 = 0000001000000000
위상 밸런스 = 0000000000010000

[`alr] 히터 개방

(Power 시리즈로 측정한 바에 따라) >20% 요청 전원에 대해 ≤ 2amp가 감지되었을 때 알람이 발
생합니다.

[Open]

알람

[`alr] 히터 허용 오차
[`tol]

알람

[`alr] 방열판 과열

감지된 부하 전류가 설정 페이지 > 옵션 메뉴 > [toL_]에 설정된 값보다 작거나 [toL–]에
설정된 값보다 클 경우 알람이 작동합니다. 이는 과전류 알람과 히터 고장 저전류 알람 모두를 작
동합니다.
이는 요청 전원이 20% 이상 클 때에만 발생합니다.
방열판 온도가 설정 페이지> [`ALr] > [`ALÇ]에 설정된 값보다 클 때 알람이 작동합니다.

[``Ot]	온도

알람

[`alr] 라인 손실 알람
[line]

[`alr] 위상 밸런스
[pbal]

알람

[`alr] 부하 밸런스
[lbal]

알람

[`alr] 주파수
[freq]

허용 오차 이탈 알람

[`alr] 라인 보상
[``UC]

알람

[`alr] 라인 과전압
[``OU]

알람

[`alr] 통신
[Cdog]

감시 알람

A.4  Watlow Power 시리즈

제로 크로스 신호가 발생하지 않을 때 알람이 작동합니다. 라인 극성의 손실, 제로 크로스 또는
전압 수준 신호에 의해 발생합니다. 또한 허용 오차를 벗어난 제로 크로스에 의해서도 알람이
작동합니다. 이 알람은 라인 전압이 1/2 베이스라인 전압보다 작을 때에도 작동합니다.

3상 3-레그 시스템에서 한 위상의 측정 전압이 다른 위상과 >20% 다를 경우 알람이 작동합니다.
부하 전류가 밸런스를 벗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알람이 작동합니다. 설정 페이지 > [`ALr] >
[ldif]에서 사용자가 지정합니다. 기본 ~ 100%.
주파수가 47~63Hz가 아닐 경우, 알람이 작동합니다.
전압 보상 루틴이 입력 라인 전압 변화를 보상할 수 없을 경우 알람이 작동하며, 5%~95%의 요청
전원에 대해 작동합니다. [``UC] = [``ON]일 경우, [Urtb], [ph2t] 제어.
라인 전압이 장비의 최대 전압보다 크면 알람이 작동됩니다. 라인 전압 등급 +10%를 넘는 라인
전압에 의해 발생합니다.
통신이 [`Out] 감시 시간 초과에 지정된 시간 동안 감지되지 않을 경우 알람이 발생합니다. 직렬
통신이 설치되지 않는 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록

중단

자동
복구

아래의
아래의
개별
개별
알람을 참조 알람을 참조
하십시오. 하십시오.

Modbus 번호

180 r

아니오

181 r/w
(0~4)*

아니오

182 r/w (2)
(0~4)*

아니오

183 r/w (4)
(0~4)*

예

예

184 r/w (8)
(0~4)*

시정 조치

권장 사항은 아래의 개별 알람을 참조하십시오.

부하 단자부터 히터 및 히터 반송까지 배선 연결을 확인합니다.
필요할 경우 히터를 교체합니다.
부하 단자부터 히터 및 히터 반송까지 배선 연결을 확인합니다.
적절한 와이어 크기를 확인합니다.
필요할 경우 히터를 교체합니다.

캐비닛 환기 또는 냉각을 더 많이 제공합니다. 팬을 확인합니다.
고장이 있을 경우 수리를 위해 공장으로 반송합니다. 방열판이
깨끗한지 확인합니다. 공장 안전 중단 온도보다 낮을 때 필요할
경우 방열판 과열값을 높입니다. SCR 전압 하락과 서미스터 평가를
위해 공장으로 반송합니다.
라인에서 높은 노이즈 수준을 확인하고 배선 연결을 확인합니다.
라인 감지 회로 오류일 경우, 수리를 위해 공장으로 반송하십시오.
라인 손실의 유형과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l!a1], [l@a1] 또는
[l#a1]에 대한 [fcty] -> [diag]를 확인합니다.
[uUoL]은
[a|Cr]은
[n|Cr]은
[`pOl]은
[freq]는
[HCYC]는

라인 전압 < 1/2 베이스라인 전압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가 많은 라인 공급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라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인 반주기나 누락된 라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가 많은 라인 공급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히터 진단 기능이 설치되었을 때에만 작동하고 부하에서 반 주기

손실이 감지되었음을 보여주고 SCR 비전도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예

185 r/w
(0~4)*

라인 전압이 각 위상에 대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라인 전압이
같으면 라인 전압 보정을 확인합니다.

예

186 r/w
(0~4)*

히터의 부하 밸런스를 확인하십시오.

아니오

187 r/w
(0~4)*

전원 공급 라인 주파수를 확인합니다. Power 시리즈는 47~63Hz
사양 이외에서 확실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188 r/w
(0~4)*

주요 라인 전압의 변동을 확인합니다.

아니오

189 r/w
(0~4)*

장치의 라인 전압이 낮아지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0 r/w
(0~4)*

장치의 통신 소스가 긴 시간 중단 없이 통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어 장치의 통신 신호 무결성을 확인합니다. 수리를 위해 공장으로
반송합니다.

[ph2t]일

경우
네,

[ldif]일

경우

예

아니오

*작동 중지 - 0, 작동 - 1, 수동복귀 작동 - 2, 수동복귀 작동 중지 - 3, 자동복귀 - 4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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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 오류
[`err] 시스템 오류

[`err] 히터 베이크아웃
[HbOC]

과전류 오류

[`err] 단락된 SCR 오류
[shrt]

[`err] 아날로그-디지털
[``Ad]

알람과 오류 발생의 조건
히터 베이크아웃 과전류 = 0x0001
SCR 단락 = 0x0002
시스템 구성 = 0x0004
AD 참조 실패 = 0x0008
체크섬 오류 = 0x0010
램 오류 = 0x0020
과열 오류 = 0x0040
반주기 손실 = 0x0080
위상 회전 = 0x0100

작동 중인 시스템의 오류는 이진법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전원이 반주기를
손실하고 과열 상태가 존재할 경우 Modbus
레지스터 195는 0x00C0을 포함합니다.
과열 오류 = 0000000001000000
반주기 손실 = 0000000010000000

히터 베이크아웃 동안 최대 히터 전류가 한도를 초과한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단락된 SCR 오류는 SCR이 무전압 상태에서 전류를 측정하고 SCR이 전압 상태가 되었을 때
측정된 전류에 이 판독 내용을 비교하여 감지됩니다. 단락된 SCR 오류는 무전압 전류 판독이
최소 10A이고 전압 전류 판독이 25% 이상일 경우 활성화됩니다.
아날로그-디지털의 고장 오류.

고장 오류

[`err] 체크섬 오류

비휘발성 메모리 오류의 유효하지 않은 체크섬.

[`Che]

[`err] 램 오류
[ram]

[`err] 과열
[``Ot]

오류

[`err] 반주기 라인
[HCyl]

손실 오류

[`err] 위상 회전
[p|`rOt]

오류

RAM 고장이 발견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열판 온도가 공장 중단 온도 [`sdÇ]보다 높을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다섯 개의 연속된 영역이 다시 시작되는 동안 부하 반주기 손실이 발견될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위상 설정. [3L`d] 부하가 있는 3상 시스템이나 위상각 제어 하에 3상 전원
공급기로 작동되는 다중 영역(PC8와 PC9)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A, B, C 위상 회전이 있어야
합니다(CW).

볼트에는 2개의 와셔가 있습니다. 장치의 SCR 크기에 따라 기기
하부 나사는 2~3개의 와셔가 있습니다. 제거한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와셔를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C 보드에 인쇄된 그림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퓨즈를 설치합니다.
장치의 새로운 Cooper Bussman 퓨즈로 볼트에 44인치-파운드의
토크를 가하고 나사는 다음과 같이 토크를 가합니다. 모델 PXXF20X-XXXX, PXX-N20X-XXXX의 토크, 26인치-파운드 (2.93Nm.)
모델 PXX-F25X-XXXX, PXX-N25X-XXXX, PXX-F30X-XXXX,
PXX-F35X-XXXX, PXX-N30X-XXXX의 토크, 44인치-파운드
(4.95Nm.) 퓨즈 커버를 닫습니다. 장치를 벽에서 떼어낸 경우,
와이어를 재연결할 때 모든 단자 토크 사양을 준수합니다. 장치는 이제
작동 재개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컨트롤러와 라인/부하 단자에
전원을 재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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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

퓨즈가 열리면 1/2인치 소켓과 #3 사각 드라이버를 이용해 기존의
퓨즈를 제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합니다. 볼트나 나사 끝에 와셔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와셔가 떨어질 경우, 살살 흔들어줍니다.

퓨즈

모든 고압 전원을 꺼야 합니다. 퓨즈 커버를 내립니다. 저항계를
이용해 개방 여부를 결정하는 퓨즈의 dc 저항을 측정합니다.
(전형적 dc 저항은 1ohm 미만입니다.)

퓨즈

퓨즈 확인과 교체

POWER 시리즈
무접점 전원 제어

퓨즈
덮개

그림 A.6 - 퓨즈 위치.
참고: SCCR 등급을 유지하려면 퓨즈는
Cooper Bussman이어야 합니다.

부록

중단

자동
복구

Modbus 번호

예

아니오

195 r

예

아니오

195 r, (1)

예

아니오

195 r, (2)

시정 조치
권장 사항은 아래의 개별 오류를 참조하십시오.
선택한 히터 베이크아웃 시간에는 히터에 과도한 습기가 남을 수
있습니다. 히터 베이크아웃 시간을 늘리고 전원을 켜서 히터
베이크아웃 과정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전원 (%)[`Out]이 [``)0]에 있는 동안 테스트 기기로 출력을 확인합
니다. 출력이 있을 경우 새로운 SCR로 교체하기 위해 공장으로 반송합
니다. 출력이 없는 경우, 현재 보정을 확인합니다.

예

아니오

195 r, (4)

제어 전원을 껐다 켭니다. 문제가 계속될 경우, 수리를 위해
공장으로 반송합니다.

예

아니오

195 r, (8)

제어 전원을 껐다 켭니다. 문제가 계속될 경우, 수리를 위해
공장으로 반송합니다.

예

아니오

195 r, (16)

제어 전원을 껐다 켭니다. 문제가 계속될 경우, 수리를 위해
공장으로 반송합니다.

예

아니오

195 r, (32)

제어 전원을 껐다 켭니다. 문제가 지속될 경우, 수리를 위해
공장으로 반송합니다.

예

아니오

195 r, (64)

예

아니오

195 r, (128)

예

아니오

195 r, (256)

캐비닛 환기 또는 냉각을 더 많이 제공합니다. 팬을 확인하고
고장일 경우 수리를 위해 공장으로 반송합니다. 방열판이
깨끗한지 확인합니다.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제어 전원를 껐다 켭니다. SCR 전압 하락
과 서미스터 평가를 위해 공장으로 반송합니다.
라인 전압이 반주기를 잃거나 SCR이 게이트가 적절하게 닫히지
않았습니다. 부하가 유도되면 오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까
지 [rdLY]를 높입니다.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제어 전원를 껐다
켭니다.
3상 전원이 올바르지 않은 위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수신 위상을 바꿉니다. 오류 메시지를 제거하기 위해 제어 전원를
껐다 켭니다.

Power 시리즈 백업
사용자가 EEPROM 콘텐츠를 조정할 수 있는 프롬프트가 세 개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 백업, 데이터 세트 기본값 및 데이터 세트
복원. 이 프롬프트는 각각 [`all], [`sys], [2n`1], [2n`2] 또는
[2n`3]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에 두 세트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EEPROM이며 전원을 켤
때마다 읽습니다. 두 번째는 백업 EEPROM입니다.
데이터 세트 기본값 프롬프트는 사용자 EEPROM에서 선택된 구성
매개변수를 설명서에 기본으로 나열된 값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사용자 EEPROM에서 선택된 입력 및 재전송 보정 매개변수를
공장에서 백업 EEPROM에 저장된 값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데이터 세트 백업 프롬프트는 사용자 EEPROM에 저장된
전류값으로부터 백업 EEPROM에서 선택된 구성 매개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작업은 보정 매개변수를 덮어쓰지 않습니다.
데이터 세트 복원 프롬프트는 백업 EEPROM에 저장된
전류값으로부터 사용자 EEPROM에 선택된 구성 매개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작업은 보정 매개변수를 덮어쓰지 않습니다.

부록

기본
값

기본
기본 값
프롬
프트

보정 기본
기본 프롬프트

사용자
EEPROMS

)
아님
트
(보정 프롬프
복원

값
전류

백업
EEPROMS

전류값(보정아님)
백업 프롬프트

그림 A.7 — Power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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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bus 등록 번호
관련 매개변수 번호(절대 번호의 경우, 상대 번호에 40,001을 더합니다.)
1
장치 일련 번호 높은 자릿수
2	장치 일련 번호 낮은 자리 4
소프트웨어 버전
5
제조 일자(yymm)
7
하드웨어 버전
30
소프트웨어 빌드 번호
50
장치 전류 등급(Amp)
51
장치 전압 등급(V)
52
구성된 영역 번호
53
하드웨어 구성 유형
54
구성 설치 옵션
55
전원 제어 알고리즘 선택
56
고정 시간 기준(초)
57
공장 안전 중단 온도
58	부하 유형 선택(영역 1만,
3상만.)
80
전압 보상(켜짐/꺼짐)
85
통신 감시 선택(켜짐/꺼짐)
86
통신 감시 시간 초과(S)
87
통신 감시 오류 출력 전원 선택
150
아날로그(mA) 입력 1 신호
151
아날로그(V) 입력 1 신호
152
라인 전위(V) rms 라인 1
153
A/D 카운트 입력 1
154
부하 전류(Amp) rms 라인 1
155
단상 0.1 kVA 영역 1
156
부하 전원(kVA) 영역 1
157
히터 베이크아웃 시간 초과 영역 1
159
출력 1 전원(%)
160
아날로그(mA) 입력 2 신호
161
아날로그(V) 입력 2 신호
162
라인 전위(V) rms 라인 2
163
A/D 카운트 입력 2
164
부하 전류(Amp) rms 라인 2
165
0.1 kVA 영역 2
166
부하 전원(kVA) 영역 2
167
히터 베이크아웃 시간 초과 영역 2
169
출력 2 전원(%)
170
아날로그(mA) 입력 3 신호
171
아날로그(V) 입력 3 신호
172
라인 전위(V) rms 라인 3
173
A/D 카운트 입력 3
174
부하 전류(Amp) rms 라인 3
175
0.1 kVA 영역 3
176
부하 전원(kVA) 영역 3
177
히터 베이크아웃 시간 초과 영역 3
179
출력 3 전원(%)
180
활성 알람
181
히터 개방 알람
182
히터 허용 오차 알람
183
방열판 과열 알람
184
라인 손실 알람
185
위상 밸런스 알람
186
부하 밸런스 알람
187
주파수 허용 오차 이탈 알람
188
라인 보상 알람
189
라인 과전압 알람
190
통신 감시 알람
195
작동 오류
198	라인 주파수(Hz)
850
활성 계전기 상태
851
글로벌 알람 구성
860
히터 개방 알람 구성
861
히터 허용 오차 알람 구성
862
과열 알람 구성
863
라인 손실 알람 구성
864
위상 밸런스 알람 구성
865
부하 밸런스 알람 구성
866
주파수 허용 오차 이탈 알람 구성
867
전압 보상 알람 구성
868
과전압 알람 구성
869
통신 감시 알람 구성
870
재전송 구성 선택
871
재전송 유형 선택
872
재전송 위상 선택
873
재전송 영역 선택
876
최저 Amp 재전송
877
최대 Amp 재전송
878
최저 kVA 재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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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최대 kVA 재전송
880
재전송 출력 저전압(V) 설정
881
재전송 출력 고전압(V) 설정
882
재전송 출력 저전류(mA) 설정
883
재전송 출력 고전류(mA) 설정
950
데이터 세트 복원
951
데이터 세트 백업
952
데이터 세트 기본값
959
NVOL 저장 활성화
990
방열판 알람 온도
991
부하 밸런스 퍼센티지
1350 글로벌 잠금
1351 제어 설정 메뉴 잠금
1352 옵션 설정 메뉴 잠금
1353 알람 설정 메뉴 잠금
1354 통신 설정 메뉴 잠금
1355 재전송 설정 메뉴 잠금
1356 아날로그 입력 공장 메뉴 잠금
1357 재전송 보정 공장 메뉴 잠금
1358 시스템 데이터 공장 메뉴 잠금
1359 진단 기능 공장 메뉴 잠금
1513 디스플레이 테스트
1540 라인 손실 알람, 최신 유형, 라인 1
1541 라인 손실 알람, 이전 유형, 라인 1
1542 라인 손실 알람, 가장 오래된 유형, 라인 1
1543 라인 손실 알람, 최신 유형, 라인 2
1544 라인 손실 알람, 이전 유형, 라인 2
1545 라인 손실 알람, 가장 오래된 유형, 라인 2
1546 라인 손실 알람, 최신 유형, 라인 3
1547 라인 손실 알람, 이전 유형, 라인 3
1548 라인 손실 알람, 가장 오래된 유형, 라인 3
1555 재전송 설정 테스트 단어
1560~1573 선택 A/D 카운트 읽기
1580 개별 입력 선택
1581 선택 입력값 읽기
1590 방열판 온도(°C)
1591 최고 기록 방열판 온도
1700 공장 모드 요청
1799 공장 비밀번호 입력
1960 누적 시간(10K~100M)
1961 누적 시간(0~9999)
5011 아날로그 입력 저전류 범위(mA) 설정 영역 1
5012 아날로그 입력 고전류 범위(mA) 설정 영역 1
5013 아날로그 입력 저전압 범위(V) 설정 영역 1
5014 아날로그 입력 고전압 범위(V) 설정 영역 1
5019 입력 요청 학습(고, 저) 영역 1
5021 아날로그 입력 저전류 범위(mA) 설정 영역 2
5022 아날로그 입력 고전류 범위(mA) 설정 영역 2
5023 아날로그 입력 저전압 범위(V) 설정 영역 2
5024 아날로그 입력 고전압 범위(V) 설정 영역 2
5029 입력 요청 학습(고, 저) 영역 2
5031 아날로그 입력 저전류 범위(mA) 설정 영역 3
5032 아날로그 입력 고전류 범위(mA) 설정 영역 3
5033 아날로그 입력 저전압 범위(V) 설정 영역 3
5034 아날로그 입력 고전압 범위(V) 설정 영역 3
5039 입력 요청 학습(고, 저) 영역 3
5101 입력 신호 방법 선택(dig, mA, V) 영역 1
5102 숫자(%) 입력 1 신호
5103 기본 숫자 입력 신호(%) 영역 1
5104 최대 변화율(%/100msec) 영역 1
5105 유연 기동 시간(초) 영역 1
5106 유도 부하 인자 요청 영역 1
5107 유도 부하 전류 영역 1
5110 히터 베이크아웃 선택(켜짐/꺼짐) 영역 1
5111 히터 베이크아웃 선택 시간 영역 1
5112 전류 제한 설정(켜짐/꺼짐) 영역 1
5113 전류 제한 설정치(A) 영역 1
5114 저 저항력 설정치(A) 영역 1
5115 고 저항력 설정치(A) 영역 1
5116 히터 베이크아웃 과전류 트립 영역 1
5201 입력 신호 방법 선택(dig, mA, V) 영역 2
5202 숫자(%) 입력 2 신호
5203 기본 숫자 입력 신호(%) 영역 2
5204 최대 변화율(%/100msec) 영역 2
5205 유연 기동 시간(초) 영역 2
5206 유도 부하 인자 요청 영역 2
5207 유도 부하 전류 영역 2
5210 히터 베이크아웃 선택(켜짐/꺼짐) 영역 2
5211 히터 베이크아웃 선택 시간 영역 2

5212
5213
5214
5215
5216
5301
5302
5303
5304
5305
5306
5307
5310
5311
5312
5313
5314
5315
5316
5411
5412
5413
5414
5415
5421
5422
5423
5424
5425
5431
5432
5433
5434
5435
5591
5592
5593
5594
5595
5596
5700
5710
5711
5720
5721

전류 제한 선택(켜짐/꺼짐) 영역 2
전류 제한 설정치(A) 영역 2
저 허용 오차 설정치(A) 영역 2
고 허용 오차 설정치(A) 영역 2
히터 베이크아웃 과전류 트립 영역 2
입력 신호 방법 선택(dig, mA, V) 영역 3
숫자(%) 입력 3 신호
기본 숫자 입력 신호(%) 영역 3
최대 변화율(%/100msec) 영역 3
유연 기동 시간(초) 영역 3
유도 부하 인자 요청 영역 3
유도 부하 전류 영역 3
히터 베이크아웃 선택(켜짐/꺼짐) 영역 3
히터 베이크아웃 선택 시간 영역 3
전류 제한 설정(켜짐/꺼짐) 영역 3
전류 제한 설정치(A) 영역 3
저 허용 오차 설정치(A) 영역 3
고 허용 오차 설정치(A) 영역 3
히터 베이크아웃 과전류 트립 영역 3
저 mA 보정 수치 조정 영역 1
고 mA 보정 수치 조정 영역 1
저 V 보정 수치 조정 영역 1
고 V 보정 수치 조정 영역 1
아날로그 입력 요청 보정 영역 1
저 mA 보정 수치 조정 영역 2
고 mA 보정 수치 조정 영역 2
저 V 보정 수치 조정 영역 2
고 V 보정 수치 조정 영역 2
아날로그 입력 요청 보정 영역 2
저 mA 보정 수치 조정 영역 3
고 mA 보정 수치 조정 영역 3
저 V 보정 수치 조정 영역 3
고 V 보정 수치 조정 영역 3
아날로그 입력 요청 보정 영역 3
베이스라인 전압 학습 요청 영역 1
베이스라인 전압 학습 요청 영역 2
베이스라인 전압 학습 요청 영역 3
베이스라인 전압 판독/조정 영역 1
베이스라인 전압 판독/조정 영역 2
베이스라인 전압 판독/조정 영역 3
재전송 보정 요청
재전송 보정 mA 저
재전송 보정 mA 고
재전송 보정 전압 저
재전송 보정 전압 고

부록

사양

(2214)

전원 기부

• 단상, (2 SCR)
• 3상 2-레그 제어, (4 SCR)
저항 부하만, 제로 크로스 발화만
• 3상, 3-레그 제어, (6 SCR)
• 3상, 3-레그 제어, (6 SCR), 4 와이어 Y형 부하용
• 다중 영역, 2 및 3 단상 영역
출력 제어 옵션

• 제로 크로스 접촉기, V=(dc) 입력
• 제로 크로스 접촉기, 고정 시간 기준
• 디지털 프로그래머를 이용한 시간 기준 1 또는 4초
• 제로 크로스 접촉기, 가변 시간 기준
• 위상각 제어 및 전류 제한을 포함한 위상각 제어
(3상 2-레그 모델 제외)
• 전원 공급 시작 시 유연 기동 공장 기본값 4초 및
0.0 ~ 120초 조절 가능
• 입력 신호 변화에 따른 유연 기동, 출력 변화율은
1.0초당 0.1 ~ 100%까지 최대 변화율 제한을 위해
조절 가능. 공장 기본 10%.
• 전류 변압기는 필요한 경우 포함
• 라인 전압 보상됨(가변 시간 기준과 위상각 컨트롤러만)
• 대기 또는 비작동 모드
출력 전압과 전류 등급
• 24V~(ac)부터 120V~(ac)(+10%, -15%)
• 200V~(ac)부터 480V~(ac)(+10%, -15%)
• 200V~(ac)부터 600V~(ac)(+10%, -15%)

• 폴 당 65 ~ 250 amp, 모델에 따라 다름, 출력 암페어 수
도표와 등급 곡선 참조
• 최소 부하 1 amp rms ac
• 일반 누전 전류 5mA
• 3.6 페이지 퓨즈 권장 사항과 SCCR 200KA.
알람

•
•
•
•
•

단일 알람 계전기
수동복귀 또는 자동복귀
알람 전원 켜질 때 알람 음소거(억제)
알람 표시 LED, 단락된 SCR, 개방 히터, 퓨즈
전자기계식 계전기, 형식 C 접촉, 구성 가능한
소프트웨어
• 최소 부하 전류 10mA @ 5V=(dc)
• 등급 유도 부하: 3 amps @ 250V~(ac) 또는 최대
30V=(dc), 전원 인자 ≥ 0.4를 가진 유도 부하 등급
1.5 amp, contact suppression 없음

히터 베이크아웃

• 단상(위상-중립) 및 3상 6 SCR 모델만(3상 2-레그
모델 제외)
• 과전류 트립의 유연 기동은 프로그램된 베이크아웃
시간이 끝날 때까지 작동하고 제로 크로스나 위상각
발화로 이동합니다. 공장 기본은 24시간.
• 과전류 트립으로 조절 가능한 시간은 0~9999분
• 내부 전류 변압기 포함
명령 신호 입력
아날로그

• DC 접촉기 3.5 ~ 10V=(dc)는 2.5V=(dc)에서 꺼져야
합니다
• 0~20mA와 0~10V=(dc) 내에서 저점 및 고점의 현장
선택 가능 선형 전압과 전류
• 전면 패널을 통한 수동 제어
• 공장 기본 0~20mA 입력
• 전압 입력 임피던스 11kΩ 공칭
• 전류 입력 임피던스 100Ω 공칭
디지털

•온
 보드 디지털 프로그래머/디스플레이 및 옵션 직렬
통신
재전송

• 0~20mA , 800Ω 최대 부하 또는 0~10V=(dc), 1KΩ
최소 부하 내에서 현장 선택 가능하고 확장 가능.
기본값은 4~20mA입니다.
• 정밀도:
mA 범위 = 5μA 공칭 V=(dc) =
범위 2.5mV 공정
• 보정 정확도: mA 범위 =
±20μA V=(dc) 범위 =
±10mV
• 온도 안정도: 100ppm°C

부록

디지털 프로그래머/디스플레이 및
통신 기능

• 프로그래밍 기능
• 입력과 출력 제어 유형, 알람, 유연 기동을 조정합니다.
히터 베이크아웃과 전류 제한 프롬프트도 지원.
• 모니터링 기능
• 실제 출력 전류와 함께 입력 및 출력값 표시
• 비휘발성 메모리를 통한 전원 오류 시 디지털
프로그래머/디스플레이의 데이터 보존
직렬 통신

• 싱글 드롭 제어용 RS-232
• 싱글 또는 멀티드롭 제어용 EIA-485
• 최대 32 장치까지 연결 가능합니다. 추가 485 리피터
하드웨어로 최대 247 장치까지 연결 가능합니다
• 절연됨
• Modbus™ RTU 프로토콜
• 1200, 2400, 4800, 9600, 19200 보드 속도
• 데이터 포맷 8 데이터 비트, 패리티 없음, 1 스톱 비트
컨트롤러 전원 공급

• 범용 라인 전압 입력 범위 100 ~ 240VÅ(ac)
(+10%, -15%), 최대 55VA
• 50/60Hz ±5% 라인 주파수 비종속
• 전자 전원 공급용 컨트롤러 라인 전압은 별도의 라인
전압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자연 대류와 팬 냉각 모델

• 캐비닛 환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원 소모(Watt)

• 제어 레그 당 약 1.25watts/amp
절연

• 부하 및 라인/부하에서 접지로 신호 명령 최소
2200VÅ(ac)
• 온보드 반도체 퓨즈는 SCR 보호 제공
장착

• F35 모델의 후면 패널 장착
• 기타 암페어 등급: 탈착식 장착판
• 방열판 핀은 세로로 장착해야 합니다.
고전류 단자

• 터치 세이프
• 3/8인치 육각 압착 단자에는 #6 AWG ~ 350 MCM
와이어를 이용합니다. 3/8인치 소켓 또는 10mm, 6 포인트
전용 육각 렌치 어댑터(포함).
• 토크 180in.-lbs. (20.3Nm.)
• 30mm(1~1/8인치)까지 와이어 피복을 벗깁니다
컨트롤러 단자

• 터치 세이프
• 2.5mm(1/8인치) 일자 드라이버, 12~22 AWG 또는 2
No. 22~18 AWG 와이어를 이용합니다.
• 토크 8 in.-lbs. (0.9Nm.)
• 6mm(0.24인치)까지 와이어 피복을 벗깁니다
• 라인과 부하 단자에 90C 와이어 절연 등급이
필요합니다.
작동 환경

• 50°C(122°F) 기본 등급
• 0 ~ 60°C(32 ~ 140°F) 팬 냉각
• 0 ~ 65°C(32 ~ 149°F) 자연 대류 냉각
• 0 ~90% RH, 비응축
• EN50178, 오염 등급 3 준수
보관 온도

• -40 ~ 85°C(-40 ~ 185°F)
외형 치수

• 폭 x 높이 x 깊이
191mm x 354mm x 200mm - N20 ~F30 모델(7.5in x
14.0in x 7.9in)
337mm x 421mm x 234.1mm - F35 모델
(13.3in x 16.6in x 9.2in)
팬
120 V~(ac), 50/60 Hz, 14/12W, 0.20/0.16A , F35 모델
운송 중량

• 10.3kg (23lbs.) N20 ~ F30 모델
• 17.2kg (38lbs.) F35 모델
제품 인증

• UL 508 및 C-UL 등재, 파일 #E73741
• CE 표시 획득, A.14 페이지 적합성 선언 참조

Watlow Power 시리즈  A.9

주문 정보
(1528)
주문하려면 아래 정보의 우측에 나온
코드 번호를 작성합니다.

PC__-____-____

Power 시리즈 =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무접점 전원 컨트롤러

중요 참고 사항:
위상각:
위상각 및 전류 제한
영역을 가진 위상각은
단상 및 3상/3레그 모델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전류 제한을
사용하려면 히터 진단
기능도 주문해야 합니다.
히터 베이크아웃: 히터
베이크아웃은 히터 진단
기능이 있는 단상 및 3상
3-레그 모델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패키지 스타일
C=
65부터 250Amp
위상
1
=
2
=
3
=
4
=
8
=
9
=

단상
3상 2-레그 제어(4 SCR)
3상, 3-레그 제어(6 SCR)
3상, 4 와이어, Y형 연결 부하
2 단상 영역(맞춤형으로 01 또는 03 명시)
3 단상 영역(맞춤형으로 01 또는 03 명시)

히터 진단(전류 제한 포함)
0
= 없음
1
= 히
 터 진단(전류 제한과 히터 베이크아웃은 단상 및 3상 3-레그
컨트롤러에서만 이용 가능)
출력 암페어 등급
(아래의 암페어 도표를 참조하여 여기에 코드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출력 전압 등급
A = 24부터 120V~
B = 200부터 480V~
C = 200부터 600V~
통신
0 = 없음
1 = EIA/TIA 232/485 통신, 절연(현장 선택 가능)
피드백/재전송
0
= 없음
1
= 부
 하 전류 피드백(0부터 10V 또는 0부터 20mA 확장 가능한 재전송 출력)
(히터 진단 기능을 선택해야 합니다.)
맞춤형
00 = 없음
AA = 기관 승인 표시와 Watlow 로고 없음
AB - ZZ = 맞춤형, 옵션에 관해서는 공장에 문의
01 = 단상 전원 공급을 이용하는 PC8 또는 PC9에 대해 선택, Watlow 로고
03 = 다중 위상 전원 공급을 이용하는 PC8 또는 PC9에 대해 선택, Watlow 로고

50°C(122°F)에서 암페어 도표

단상
코드 암페어
냉각되지
냉각된 팬

냉각된 팬

N20
N25
N30
F20
F25
F30

100A
140A
165A
125A
200A
250A

2 단상 영역
3상 2-레그
코드 암페어
N20
N25
N30
F20
F25
F30
F35

80A
105A
120A
120A
160A
185A
250A

3 단상 영역
3상 3-레그
코드 암페어
N20
N25
N30
F20
F25
F30
F35

65A
85A
105A
90A
140A
155A
225A

참고: 사용자 문서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그리고 영어로 제공됩니다. Watlow 웹사이트
(www.watlow.com/)에서 확인해보십시오.
참고: 2.1 및 3.6 페이지의 반도체 퓨즈와 홀더를 참조하십시오.

A.10  부록

Watlow Power 시리즈

색인
A

A ~ D 고장 오류 A.4
누적 시간(0 - 9999) 6.18
누적 시간(10K - 100M) 6.18
활성 알람 6.1
활성 계전기 상태 6.10
고 mA 보정 수치 조정 영역 1-3
6.21
고 V 보정 수치 조정 영역 1-3 6.21
저 mA 보정 수치 조정 영역 1-3
6.21
저 V 보정 수치 조정 영역 1-3 6.21
알람 5.7
활성 계전기 상태 5.7
글로벌 5.7
수동복귀 5.7
수동복귀 및 음소거 5.7
음소거 5.7
표준 5.7
알람 설정 메뉴 잠금 6.16
알람, 문제해결 A.4-A.5통신 감시 알람
A.4주파수 허용 오차 이탈 알람 A.4
방열판 과열 알람 A.4 히터
개방 알람 A.4
히터 허용 오차 알람 A.4
라인 보정 알람 A.4
라인 손실 알람 A.4
라인 과전압 알람 A.4
부하 밸런스 알람A.4
위상 밸런스 알람 A.4

주변 온도 등급 2.1
아날로그(mA) 입력 1 신호 6.2, 6.3
아날로그(mA) 입력 2 신호 6.2, 6.3
아날로그(mA) 입력 3 신호 6.3
아날로그(mA) 입력 신호 6.1
아날로그(V) 입력 1 신호 6.2, 6.3
아날로그(V) 입력 2 신호 6.2, 6.3
아날로그(V) 입력 3 신호 6.3
아날로그(V) 입력 신호 6.1, 6.4
아날로그 입력 공장 메뉴 잠금 6.16

3상, 2-레그 1.2
3상, 3-레그 1.2
3상, 다중 영역 1.2
단상 1.2
제어 설정 메뉴 잠금 6.16
냉각 2.3
전류 제한 선택(켜짐/꺼짐) 영역 1-3
6.8
전류 제한 설정치(A) 영역 1-3 6.9
전류 제한 5.5

D

DC 접촉기 - 제로 크로스 5.2
데이터 세트 기본값 6.15
기본 숫자 입력 신호 (%) 영역 1-3
6.6
진단 공장 메뉴 잠금 6.17
진단 메뉴 6.19-6.20
치수 2.2
디스플레이 루프 오류 6.1, A.4-A.7
디스플레이 루프 메뉴 4.2, 4.3
디스플레이 위상 선택 1-3 6.4
디스플레이 테스트 6.20
디스플레이 영역 선택 6.2, 6.3

E

NVOL 저장 활성화 6.16
엔클로저 지침 2.3
오류, 문제해결 A.4-A.5
A ~ D 고장 오류 A.4
반주기 라인 손실 오류 A.6
히터 베이크아웃 과전류 오류 A.4
비휘발성 메모리 체크섬 오류 A.6
과열 오류 A.6
위상 회전 오류 A.6 RAM 오류 A.6
단락된 SCR 오류 A.4
시스템 구성 오류 A.4

F

백업 A.7
데이터 세트 백업 6.15
베이스라인 전압 5.6
베이스라인 전압 학습 요청 영역 1-3
6.7
베이스라인 전압 판독/조정 영역 1-3
6.7

공장 모드 6.20
공장 모드 요청 6.20
공장 페이지 메뉴 4.2, 4.4
공장 페이지 매개변수 6.14 - 6.22
공장 비밀번호 6.20
공장 비밀번호 입력 6.20
공장 안전 중단 온도 6.18
팬 냉각 출력 등급 곡선 2.5
빠른 시작 안내서 5.10
고정 시간 기준(초) 6.5
고정 시간 기준 - 제로 크로스 5.1
주파수 허용 오차 이탈 알람 구성 6.11
주파수 허용 오차 이탈 알람 A.4
퓨즈 교체 A.6

C

G

B

재전송 보정 요청 6.22
아날로그 입력 보정 요청 영역 1-3
6.21
아날로그 입력 신호 보정 영역 1-3
메뉴 6.21
재전송 보정 메뉴 6.22
통신 설정 메뉴 잠금 6.16
통신 감시 알람 구성 6.11
통신 5.8
통신 감시 알람 A.4
구성 설치 옵션 6.18
제어 구성 1.2

부록

글로벌 알람 구성 5.7, 6.10
글로벌 잠금 5.6, 6.16
글로벌/메뉴 잠금 메뉴 6.16-6.17

H

반주기 라인 손실 오류 A.6
하드웨어 버전 6.17
유해 환경 2.3
방열판 알람 온도 6.18
방열판 과열 알람 A.4
방열판 과열 알람
구성 6.10

방열판 과열 알람
온도 6.10
방열판 온도(°C) 6.18
히터 베이크아웃 5.4
히터 베이크아웃 과전류 오류 A.4
히터 베이크아웃 과전류 트립
영역 1-3 6.8
히터 베이크아웃 선택(켜짐/꺼짐) 영역 1-3
6.8
히터 베이크아웃 선택 시간 영역 1-3 6.8
히터 베이크아웃 시간 초과 6.2
히터 베이크아웃 시간 초과 영역 1 6.2, 6.3
히터 베이크아웃 시간 초과 영역 2 6.2, 6.3
히터 베이크아웃 시간 초과 영역 3 6.3
히터 진단 기능 1.2
히터 개방 알람 A.4
히터 개방 알람 구성 6.10
히터 허용 오차 알람 A.4
히터 허용 오차 알람 구성 6.10
히터 허용 오차 탐지 5.4
고 허용 오차 설정치(A) 영역 1-3
6.9

IJ
유도 전류 6.9
유도 부하 인자 요청 6.9
입력 5.6
신호 선택 5.6
입력 신호 방법 선택(dig, mA, V)
영역 1-3 6.6
입력 배선 3.2-3.3
2 영역 3.3
3 영역 3.3
통신 3.2
제어 전원과 알람 3.2
재전송 3.2
신호 영역 3.3
설치 2.1-2.6

K

동작 버튼과 디스플레이 4.1

L

학습 입력 학습 요청 (고, 저) 영역 1-3
6.7
라인 보상 알람 A.4
라인 주파수(Hz) 6.1
라인 손실 알람 6.19, A.4
라인 손실 알람 구성 6.10
라인 과전압 알람 A.4
라인 전위(V) rms 영역 1 6.3, 6.4
라인 전위(V) rms 영역 2 6.3, 6.4
라인 전위(V) rms 영역 3 6.3, 6.4
라인 전위(V) rms 6.2
라인 전원 배선 3.4
라인 전압 보상 6.6
부하 활동 표시기 6.1
부하 밸런스 알람 A.4
부하 밸런스 알람 구성 6.11
부하 밸런스 퍼센티지 6.11
부하 전류(Amp) rms 6.2
부하 전류(Amp) rms 영역 1
6.3, 6.4
부하 전류(Amp) rms 영역 2 6.3, 6.4

Watlow Power 시리즈  A.11

전류(Amp) rms 영역 3 6.4
전원(kVA) 6.2, 6.4
전원(kVA) 영역 1 6.3, 6.4
전원(kVA) 영역 2 6.3, 6.4
전원(kVA) 영역 3 6.4
유형 선택(제어 영역 1
만, 3상만) 6.7
저 허용 오차 설정치(A) 영역 1-3
6.9
부하
부하
부하
부하
부하
부하

M

유지 관리 2.4
제조 일자(yymm) 6.17
최대 Amp 재전송 6.13
최대 kVA 재전송 6.13
최대 변화율 5.3
신호 변화에 따른 조정 가능 5.3
최대 변화율
(%/100밀리초) 영역 1-3 6.8
메뉴 잠금 5.6
최소 Amp 재전송 6.13
최소 kVA 재전송 6.13
모델 번호 A.10
장착 2.2-2.3

N
자연 대류 출력 등급
곡선 2.6
탐색과 소프트웨어 4.1-4.4 비휘발성
메모리 체크섬 오류
A.4
구성된 영역 번호 6.18
숫자(%) 입력 1 신호 6.2, 6.3, 6.4
숫자(%) 입력 2 신호 6.2, 6.3, 6.4
숫자(%) 입력 3 신호 6.2, 6.3, 6.4
숫자(%) 입력 신호 6.1

O

옵션 설정 메뉴 잠금 6.16
출력 1 전원(%) 6.2, 6.3, 6.4
출력 2 전원(%) 6.2, 6.3
출력 3 전원(%) 6.2, 6.3
출력 전원(%) 6.2, 6.4
출력 등급 곡선 2.5-2.6
출력 배선 3.4-3.5
3상, 2-레그, 4 SCR 3.4
3상, 3-레그, 6 SCR, 4 와이어 Y
형 3.5
3상, 3-레그 SCR/다이오드
하이브리드 3.5
다중 영역 3.5
단상 3.4
과열 오류 A.6
과전압 알람 구성 6.11

PQ
위상각 5.2
위상 밸런스 알람 A.4
위상 밸런스 알람 구성 6.11
위상 회전 오류 A.6
전원 제어 알고리즘 선택 6.5
프롬프트 색인 A.13

R

RAM 오류 A.6
선택 A/D 카운트 읽기 6.19
선택 입력 값 읽기 6.20
최고 기록 방열판 온도 6.18
Power 시리즈 제거 2.4
데이터 세트 복원 6.15

A.12  부록

재전송 5.9
재전송 보정 공장 메뉴
잠금 6.16
재전송 보정 mA 고 6.22
재전송 보정 mA 저 6.22
재전송 보정 전압 고 6.22
재전송 보정 전압 저 6.22
재전송 구성 선택 6.12
재전송 위상 선택 6.13
재전송 설정 테스트 단어 6.20
재전송 설정 메뉴 잠금 6.16
재전송 유형 선택 6.12
재설정 배선 3.2
재서정 영역 선택 6.13

S
앞면 표지 내 안전 정보
아날로그-디지털 채널 선택 6.19
개별 입력 선택 6.20
아날로그 입력 고전류 설정 (mA)
영역 1-3 6.6
아날로그 입력 고전압 설정 (V)
영역 1-3 6.7
아날로그 입력 저전류 설정 (mA)
영역 1-3 6.6
아날로그 입력 저전압 설정 (V)
영역 1-3 6.6
재전송 출력 고전류 설정 (mA)
6.13
재전송 출력 고전압 설정 (V)
6.14
재전송 출력 저전류 설정 (mA) 6.13
재전송 출력 저전압 설정 (V) 6.14
알람 구성 설정 메뉴 6.106.11
통신 구성 설정 메뉴 6.12
제어 알고리즘 설정 6.5
제어 영역 1, 2, 3 설정 메뉴
6.6-6.7
옵션 영역 1, 2, 3 설정 메뉴
6.8-6.9
페이지 설정 메뉴 4.2, 4.4
페이지 매개변수 설정 메뉴 6.5 - 6.13
페이지 선택 설정 6.5
재전송 구성 설정 메뉴
6.12-6.14
단락된 SCR 오류 A.4
신호 선택 5.6
유연 기동 5.3
전원 공급 시 조절 가능 5.3
유연 기동 시간(초) 영역 1-3 6.8
소프트웨어 빌드 번호 6.17
소프트웨어 버전 6.17
사양 A.9
시스템 구성 오류 A.4
시스템 데이터 공장 메뉴 잠금 6.17
시스템 데이터 조정 메뉴 6.15

장치 정보 메뉴 6.17-18
장치 일련 번호 높은 자릿수 6.17
장치 일련 번호 낮은 자릿수 6.17
장치 전압 등급(V) 6.17
가변 시간 기준 - 제로 크로스 5.2
전압 보상 알람 구성 6.11

WXYZ
앞면 표지 내부 경고와
주의
품질보증 정보 뒷면 표지
감시 고장 출력 전원 선택
6.12
감시 선택(켜짐/꺼짐) 6.12
감시 시간 초과 6.12
와이어 곡률 반경 2.1
와이어 피복 벗기기 3.1, 3.2, 3.4
배선 3.1-3.6 입력 3.23.3 출력 3.4-3.5
배선 예제 3.6
사용자 의견 앞면 표지 내부
제로 크로스 5.1

T
전면 표지 내 기술 지원
토크 3.1, 3.2, 3.4
문제 해결 A.2-A.3
알람과 오류 문제 해결
A.4-A.7

UV
장치 주소 선택 6.12
장치 보드 속도 선택 6.12
장치 전류 등급(Amp) 6.18

Watlow Power 시리즈

프롬프트 색인
A

아날로그-디지털 채널 선택 6.19
장치 주소 선택 6.12
방열판 알람 온도 6.18
방열판 과열 알람
온도 6.10
[a|lgc] 활성계전기 상태 6.10
[ALgo]
전원 제어 알고리즘 선택 6.5
[Algo]
설정 제어 알고리즘 메뉴 6.5- 6.6
{`Alr}
알람 설정 메뉴잠금 6.16
[`ALr]
설정 알람 구성 메뉴 5.7,
6.10-6.11
[``Ad]
[Addr]
[ALÇ`]
[aLÇ`]

B
[baud]
[BAuP]
[bl`U]

장치 보드 속도 선택 6.12
데이터 세트 백업 6.15
베이스라인 전압 판독/조정 6.7

C

[```Ç]
방열판 온도(°C) 6.18
[CALA]
아날로그 입력 보정 요청6.21
[CALr]
재전송 보정 요청 6.22
[`Cf9]
재전송 구성 선택 6.12 {`CIn}
아날로그 입력 공장 메뉴 잠금 6.16
[CIn1] [CIn2] [CIn3] 아날로그 입력 신호 영역
1, 2, 3 보정 메뉴 6.21-6.22
[CL`A]
전류 제한 설정치(A) 5.5, 6.9
[`CLi]
전류 제한 선택(켜짐/꺼짐) 5.5, 6.8
{COM}
통신 설정 메뉴잠금 6.16
[COM]
통신 구성 설정 메뉴
6.12
[Cnts]
선택 A/D
카운트 판독 6.19
[cont]
dc 접촉기 5.2
[C|rtr] 재전송 보정 공장 메뉴 잠금
6.16
[Crtr]
재전송 보정 메뉴6.22
[`Ctr]
제어 설정 메뉴잠금 6.16
[Ctr1] [Ctr2] [Ctr3] 제어 영역 1,
2, 3 설정 메뉴 6.6-6.8
[`Cur]
부하 전류(Amp) rms 6.2
[Cur1],[Cur2],[Cur3] 부하 전류(Amp)
rms 6.3, 6.4
[Cur–]
최대 Amp 재전송 6.13
[Cur_]
최소 Amp 재전송 6.13
[C|Wd] 통신 감시 알람 구성 6.11

D
[dAtA]
[dATA]
[date]
[dFLt]
[dFlt]
[diAg]
[diag]
[dIsp]

EF
[fcty]
[Fcty]
[Freq]
[FrEq]
[`Ftb]
[`FTB]

G
[glbl]
{gLOC}

부록

시스템 데이터 공장 메뉴 잠금 6.17
시스템 데이터 조정 메뉴
6.15-6.16
제조 일자(yymm) 6.17
데이터 세트 기본값 6.15
기본 숫자 입력 신호(%) 6.6
진단 공장 메뉴잠금 6.17
진단 메뉴 6.19-6.20
디스플레이 테스트 6.20

공장 모드 요청 6.20
공장 페이지 6.14 - 6.22
주파수 허용 오차 이탈 알람
구성 6.11
라인 주파수(Hz) 6.1
고정 시간 기준 5.1
고정 시간 기준(초) 6.5
글로벌 알람 구성 5.7, 6.10
글로벌 잠금 5.6, 6.16

H

[`HbC]
히터 베이크아웃 과전류 트립 6.8
[`Hbo]	히터 베이크아웃 선택(켜짐/꺼짐)
5.4, 6.8
[`Hbt]
히터 베이크아웃 시간 초과 6.2
[Hbt1] [Hbt2] [Hbt3] 히터 베이크아웃 시간
초과 6.2, 6.3
[HI`Ç]
최고 기록 방열판 온도 6.18
[HrS–]
누적 시간(10K - 100M) 6.18
[HrS_]
누적 시간(0 - 9999) 6.18
[`HUa]
부하 전원(kVA) 6.2, 6.4
HUA–]
최대 kVA 재전송 6.13
[HUA_]
최소 kVA 재전송 6.13
[HUa1] [HUa2] [HUa3] 부하 전원(kVA) 6.3,
6.4
[HUer]
하드웨어 버전 6.17

IJK

유도 전류 6.9
아날로그(mA 또는 V) 또는 숫자(%)
입력 신호 6.1, 6.4
[``In]
입력 신호 방법 선택(dig, mA, V) 6.6
[``In]
개별 입력 선택 6.20
[In`1],[In`2],[In`3] 아날로그(mA 또는 V)
또는 숫자(%) 입력 신호 6.2, 6.3
[Indf]
유도 부하 인자 요청 6.9
[Info]
장치 정보 메뉴 6.17-6.18
[ICur]
[``In]

L

[l!a1]
라인 손실 알람, 가장최근 6.19
[l!a2] [l@a2] [l#a2] 라인 손실 6.19
[l!a3] [l@a3] [l#a3] 알람 유형 6.19
[l@a1]
라인 손실 알람, 이전 6.19
[l#a1]
라인 손실 알람, 가장오래된 6.19
[Lbal]
부하 밸런스 알람 구성 6.11
[Ldif]
부하 밸런스 퍼센티지 6.11
[Line]
라인 손실 알람 구성 6.10
[LoAd]
부하 활동 표시기 6.1
[`LOC]
글로벌/메뉴 잠금 메뉴 6.16-6.17
[lrn|A] 학습 입력 학습 요청(고, 저) 6.7
[lrn|U] 베이스라인 전압 학습 요청 6.7

MN
[Min]
[nna–]
[nna_]
[nna–]
[nna_]
[nna–]
[nna_]
[nUOL]

히터 베이크아웃 선택 시간 5.4, 6.8
고 mA 보정 수치 조정 6.21
저 mA 보정 수치 조정 6.21
재전송 보정 mA 고 6.22
재전송 보정 mA 저 6.22
아날로그 입력 고 전류 설정(mA)
6.6
아날로그 입력 저 전류 설정(mA)
6.6
NVOL 저장 활성화 6.16

O

[Open]
히터 개방 알람 구성 6.10
[`OPt]
구성 설치 옵션 6.18
{`Opt}
옵션 설정 메뉴잠금 6.16
[Opt1] [Opt2] [Opt3] 옵션 영역 1,
2, 3 설정 메뉴 6.8-6.9
[``OT]
방열판 과열 알람
구성 6.10
[``OU]
과전압 알람 구성 6.11
[`Out]
출력전원(%) 6.2, 6.4
[Out1],[Out2],[Out3] 출력 전원(%)
6.2, 6.3

PQ
[p|bAl]
[Phas]
[PhaS]
[Ph2t]
[`PW]
[`PW]
[PWr]

R
[ratA]
[rATE]
[ratU]
[rdLY]
[reSt]
[rEtr]
{retr}
[rEtr]
[rt|C–]
[rt|C_]
[rt|U–]
[rt|U_]

S
[Sbld]
[sdÇ`]
[`seC]
[`Set]
[`Sn–]
[`Sn_]
[Soft]
[Soft]
[SUEr]

T
[`tol]
[tol–]
[tol_]
[type]
[type]

장치 전류 등급(Amp) 6.18
최대 변화율(%/100msec) 6.8
장치 전압 등급(V) 6.17
유도저항 지연 6.8
데이터 세트 복원 6.15
재전송 설정 테스트 단어 6.20
재전송 설정 메뉴 잠금 6.16
재전송 구성 설정 메뉴
6.12-6.14
재전송 출력 고 전류 설정
(mA) 6.13
재전송 출력 저 전류 설정
(mA) 6.13
재전송 출력 고 전압 설정
(V) 6.14
재전송 출력 저 전압 설정
(V) 6.14
소프트웨어 빌드 번호 6.17
공장 안전 중단 온도 6.18
감시 시간 초과(초) 6.12
설정페이지 선택 6.5-6.13
장치 일련 번호 높은 자릿수 6.17
장치 일련 번호 낮은 자릿수 6.17
유연 기동 5.3
유연 기동 시간(초) 6.8
소프트웨어 버전 6.17
히터 허용 오차 알람 구성 6.10
고 허용 오차 설정치(A) 6.9
저 허용 오차 설정치(A) 6.9
부하 유형 선택 6.7
재전송 유형 선택 6.12

UVWXYZ

선택 입력 값 읽기 6.20
라인 전압 보상 6.6
전압 보상 알람
구성 6.11
[`UoL]
라인 전위(V) rms 6.2
[Uol1],[Uol2],[Uol3] 라인 전위(V)
rms 6.3, 6.4
[Uol–]
고 V 보정 수치 조정 6.21
[Uol_]
저 V 보정 수치 조정 6.21
[Uol–]
재전송 보정 전압 고 6.22
[Uol_]
재전송 보정 전압 저 6.22
[Uol–]
아날로그 입력 고전압 설정(V) 6.7
[Uol_]
아날로그 입력 저전압 설정(V) 6.6
[Urtb]
가변 시간 기준 5.2
[`Wd]
감시 선택(켜짐/꺼짐) 6.12
[2onC]
구성된 영역 번호 6.18
[2one]
재전송 영역 선택 6.13
[2one]
영역 디스플레이 선택 6.2, 6.3
[`UAL]
[``UC]
[``UC]

위상 밸런스 알람 구성 6.11
디스플레이 위상 6.4
재전송 위상 선택 6.13
위상각 5.2
공장 비밀번호 6.20
공장 비밀번호 입력 6.20
감시 오류 출력 전원
선택(%) 6.12

Watlow Power 시리즈  A.13

적합성 선언

Power 시리즈 전원 컨트롤러
Watlow Electric Manufacturing Company

ISO 9001since 1996

1241 Bundy Blvd.
Winona, MN 55987 USA

다음 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함:
명칭:
Power 시리즈 전원 컨트롤러
모델 번호:
PC (1, 2, 3, 4, 8 또는 9)(0 또는 1) – (N 또는 F)(20, 25 또는 30)(A, B 또는 C) –
(0 또는 1)(0 또는 1) 두 개의 문자 또는 숫자
분류:
전원 제어, 설치 범주 III, 오염 등급 3, IP00
장치 전원공급:
100-240 V~ (85 – 264)(ac), 50 또는 60 Hz, 60 VA
부하 전원공급:
모델에 따라 24부터 600 V~(ac), 50 또는 60 Hz, 65부터 250 A
다음과 같이 준법성을 표시하기 위해 해당 표준을 사용하여 아래의 EU 지침의 필수 요건을
충족합니다.

2004/108/EC 전자파 적합성 지침

EN 61326-1: 2013
EN 61000-4-2:2009
EN 61000-4-3:2010
EN 61000-4-4:2012
EN 61000-4-5:2006
EN 61000-4-6:2014
EN 61000-4-11:2004
EN 61000-3-2:2009
EN 61000-3-3:2013
EN 61000-3-11:2000
참고

측정, 제어, 연구소 용도의 전기 장비 EMC 요건(산업 내성, 클래스 A1,2, 5방사)
추가 필터링 없이 클래스 B 환경에서 사용 불가.
정전기 방전 내성
방사 전자장 내성 10V/m 80 MHz- 1GHz, 3V/m 1.4GHz-2.7GHz
전기의 빠른 과도현상/ 버스트 내성
서지 내성
전도 내성
전압 강하, 순간 정전 및 전압 변동
고조파 전류 방사4
전압 변동 및 플리커(장치 전원공급)
전압 변동 및 플리커3(부하 전원공급)

외부 필터를 이용하려면 전도 방사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 5를 참조하십시오.

1

전도 방사 측정에 라인 임피던스 안정화 회로망(LISN)이 이용되었습니다.

2

플리커 요건을 준수하려면 감소된 소스 임피던스가 필요합니다.

3

위상각 제어 모드는 고조파를 통과하지 못하며 버스트 발화 제어 모드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4

EN 50178:1997

2006/95/EC 저전압 지침
전원 시설용 전자 장비

2012/19/EU W.E.E.E 지침 준수

올바르게 재활용하십시오.

이 장비들은 땜납을 포함하고 있으며 RoHS 지침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용 제어 장비로 2011/65/EU 지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Amp 부하 이상의 Power 시리즈용 외부 EMI 필터 필요
외부 전자기장 간섭(EMI) 필터는 150에서 250KHz의 6암페어를 초과하는 부하에 대해 Power 시리즈와 함께
사용하여야 합니다. Watlow는 다음 탱크 필터가 전도 방사 제한을 충족하는 SCR 전원 컨트롤러에서 생성된 EMI를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5

설명
단상 230 V~ (ac)
3상 440 V~ (ac)

A.14  부록

Crydom 필터
1F25
3F20

Watlow 필터
14-0019
14-0020

Watlow Power 시리즈

적합성 선언
그림 1 - 탱크 필터, 1Ø, 230 V~
히터
차단기 또는 연결 해제

Crydon
3F20

Power
시리즈

그림 2 - 탱크 필터, 3Ø, 440 V~
히터
차단기 또는
연결 해제

Power
시리즈

Crydon
3F20

경고:
탱크 필터는 150에서 250KHz 영역에서 전원 라인에 전달되는 적합한 통신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필터는 유아용 모니터와 의료용 알람 시스템에 사용되는 필터와 같이 반송 전류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억제된 반송 전류나 전원 라인의 기타 적합 통신이 사람이나 자산에 대한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
모든 필터 설치와 배선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하며 지역 및 국가 전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산 손해 또는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라인 전원 필터는 EMI를 적절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필터는 완전 부하
전류용으로 평가된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특정 탱크 필터보더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송파 전류
통신이 현장에서 이용될 경우 인라인 필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Joe Millanes
담당자 성명

Winona, Minnesota, USA
발행지

운영 명부
허가된 담당자 직위

담당자 서명

Watlow Power 시리즈

2014년 9월 허가된
발행일

부록  A.15

Power 시리즈 소프트웨어 맵
디스플레이 루프
(Power 시리즈 사용자 설명서 참조)

설정 페이지
[algo] 제어 알고리즘
[ALgo] 전원 제어 알고리즘 선택 _ _ _
[`FTB] 고정 시간 기준 _ _ _ _ _ _ _ _
[``UC] 라인 전압 보상 _ _ _ _ _ _ _

[Ctr1] 제어 영역 1
[``In] 입력 신호 방법 선택 _ _ _
[dFlt] 기본 숫자 입력 신호 _ _ _
[nna_] 아날로그 입력 저 전류 설정 _ _ _ _ _
[nna–] 아날로그 입력 고 전류 설정 _ _ _ _ _
[Uol_] 아날로그 입력 저 전압 설정 _ _ _ _
[Uol–] 아날로그 입력 고 전압 설정 _ _ _ _
[lrn|a] 학습 입력 학습 요청 _ _ _ _ _ _
[bl`U] 베이스라인 전압 판독/조정 _ _ _ _ _ _
[lrn|U] 베이스라인 전압 학습 요청 _ _ _ _ _
[type] 부하 유형 선택 _ _ _ _ _ _ _ _ _
[rATE] 최대 변화율 _ _ _ _ _ _ _
[Soft] 유연 기동 시간 _ _ _ _ _ _ _ _ _ _

[Opt1] 옵션 영역 1
[`Hbo]
[Min]
[`HbC]
[`CLi]
[CL`A]
[tol_]
[tol–]
[Indf]
[ICur]

히터 베이크아웃 선택 _ _ _ _ _ _
HBO 선택 시간 _ _ _ _ _ _ _ _ _
HBO 전류 트립 _ _ _ _ _ _ _ _
전류 제한 선택 _ _ _ _ _ _ _ _ _ _
전류 제한 설정치 _ _ _ _ _ _ _ _
저 허용 오차 설정치 _ _ _ _ _ _ _ _ _ _
고 허용 오차 설정치 _ _ _ _ _ _ _ _ _ _
유도 부하 인자 요청 _ _ _ _ _
유도 전류 _ _ _ _ _ _ _ _ _

[Ctr2] 제어 영역 2
[``In] 입력 신호 방법 선택 _ _ _
[dFlt] 기본 숫자 입력 신호 _ _ _ _
[nna_] 아날로그 입력 저 전류 설정 _ _ _ _ _
[nna–] 아날로그 입력 고 전류 설정 _ _ _ _ _
[Uol_] 아날로그 입력 저 전압 설정 _ _ _ _
[Uol–] 아날로그 입력 고 전압 설정 _ _ _ _ _
[lrn|a] 학습 입력 학습 요청 _ _ _ _ _ _
[bl`U] 베이스라인 전압 판독/조정 _ _ _ _ _ _
[lrn|U] 베이스라인 전압 학습 요청 _ _ _ _ _
[rATE] 최대 변화율 _ _ _ _ _ _ _
[Soft] 유연 기동 시간 _ _ _ _ _ _ _ _ _ _

공장 페이지
[Ctr3] 제어 영역 3

[dATA] 시스템 데이터 조정

[``In] 입력 신호 방법 선택 _ _ _ _
[dFlt] 기본 숫자 입력 신호 _ _ _ _ _
[nna_] 아날로그 입력 저 전류 설정 _ _ _ _ _ _
[nna–] 아날로그 입력 고 전류 설정 _ _ _ _ _ _ _
[Uol_] 아날로그 입력 저 전압 설정 _ _ _ _ _ _
[Uol–] 아날로그 입력 고 전압 설정 _ _ _ _ _ _ _
[lrn|a] 학습 입력 학습 요청 _ _ _ _ _ _ _ _
[bl`U] 베이스라인 전압 판독/조정 _ _ _ _ _ _ _
[lrn|U] 베이스라인 전압 학습 요청 _ _ _ _ _ _ _
[rATE] 최대 변화율 _ _ _ _ _ _ _ _ _
[Soft] 유연 기동 시간 _ _ _ _ _ _ _ _ _ _ _ _

[`Loc] 글로벌/메뉴 잠금

[Opt3] 옵션 영역 3
[`Hbo]
[Min]
[`HbC]
[`CLi]
[CL`A]
[tol_]
[tol–]
[Indf]
[ICur]

히터 베이크아웃 선택 _ _ _ _ _ _ _ _
HBO 선택 시간 _ _ _ _ _ _ _ _ _ _ _
HBO 전류 트립 _ _ _ _ _ _ _ _ _ _
전류 제한 선택 _ _ _ _ _ _ _ _ _ _ _
전류 제한 설정치 _ _ _ _ _ _ _ _ _
저 허용 오차 설정치 _ _ _ _ _ _ _ _ _ _ _
고 허용 오차 설정치 _ _ _ _ _ _ _ _ _ _ _
유도 부하 인자 요청 _ _ _ _ _ _ _ _
유도 전류 _ _ _ _ _ _ _ _ _ __

[`ALr] 알람 구성
[a|lgc] 활성 계전기 상태 _ _ _ _ _ _ _ _ _
[glbl] 글로벌 알람 _ _ _ _ _ _ _ _ _ _ _ _
[Open] 히터 개방 알람 _ _ _ _ _ _ _ _ _
[`tol] 히터 허용 오차 알람 _ _ _ _ _ _ _ _ _ _
[``OT] 방열판 과열 알람 _ _ _
[alÇ`] 방열판 과열 알람 온도 _
[Line] 라인 손실 알람 _ _ _ _ _ _ _ _ _ _
[p|bAl] 위상 밸런스 알람 _ _ _ _ _ _ _ _ _ _
[Lbal] 부하 밸런스 알람 _ _ _ _ _ _ _ _ _ _
[Ldif] 부하 밸런스 퍼센티지 _ _ _ _ _ _ _ _ _ _
[Freq] 주파수 허용 오차 이탈 알람 _ _ _ _ _ _ _
[``UC] 전압 보상 알람 _ _ _ _ _ _ _ _ _ _ _
[``OU] 과전압 알람 _ _ _ _ _ _ _ _ _ _
[C|wd] 통신 감시 알람 _ _ _ _ __

[COM] 통신 구성
[Addr]
[baud]
[`Wd]
[`seC]
[PWr]

장치 주소 선택 _ _ _ _ _ _ _ _ _ _
장치 보드 속도 선택 _ _ _ _ _ _ _
감시 선택 _ _ _ _ _ _ _ _ _ _ _
감시 시간 초과 _ _ _ _ _ _ _ _ _
감시 고장 출력 전원 선택 _ _

[rEtr] 재전송 구성
[Opt2] 옵션 영역 2
[`Hbo]
[Min]
[`HbC]
[`CLi]
[CL`A]
[tol_]
[tol–]
[Indf]
[ICur]

히터 베이크아웃 선택 _ _ _ _ _ _
HBO 선택 시간 _ _ _ _ _ _ _ _ _
HBO 전류 트립 _ _ _ _ _ _ _ _
전류 제한 선택 _ _ _ _ _ _ _ _ _ _
전류 제한 설정치 _ _ _ _ _ _ _ _
저 허용 오차 설정치 _ _ _ _ _ _ _ _ _ _
고 허용 오차 설정치 _ _ _ _ _ _ _ _ _ _
유도 부하 인자 요청 _ _ _ _ _ _
유도 전류 _ _ _ _ _ _ _ _ _

[`Cf9] 재전송 선택 _ _ _ _ _ _ _ _ _ _ _
[type] 재전송 유형 선택 _ _ _ _ _ _ _ _
[PhaS]재전송 위상 선택 6.13
[2one] 재전송 영역 선택 _ _ _ _ _ _ _ _ _ _
[Cur_] 최저 Amp 재전송 _ _ _ _ _ _ _ _ _ _
[Cur–] 최대 Amp 재전송 _ _ _ _ _ _ _ _ _
[HUA_] 최저 kVA 재전송 _ _ _ _ _ _ _ _ _ _
HUA–] 최대 kVA 재전송 _ _ _ _ _ _ _ _ _ _
[rt|C_] 재전송 출력 저 전류 설정 _ _ _ _
[rt|C–] 재전송 출력 고 전류 설정 _ _ _ _
[rt|U_] 재전송 출력 저 전압 설정 _ _ _ _
[rt|U–] 재전송 출력 고 전압 설정 _ _ _ _ _ _

[BAuP]
[dFLt]
[rest]
[nUOL]

데이터 세트 백업 _ _ _ _ _ _ _ _ _
데이터 세트 기본값 _ _ _ _ _ _ _ _ _
데이터 세트 복원 _ _ _ _ _ _ _ _ _
NVOL 저장 활성화 _ _ _ _ _ _

{gLOC} 글로벌 잠금 _ _ _ _ _ _ _ _ _ _
[`Ctr] 제어 설정 메뉴 잠금 _ _ _ _
{`Opt} 옵션 설정 메뉴 잠금 _ _ _
{`Alr} 알람 설정 메뉴 잠금 _ _ _ _ _
{COM} 통신 설정 메뉴 잠금 _ _ _ _
{retr} 재전송 설정 메뉴 잠금 _ _ _ _
{`CIn} 아날로그 입력 메뉴 잠금 _ _ _ _ _
[C|rtr] 재전송 메뉴 잠금 _ _ _ _ _ _ _ _
[dAtA] 시스템 데이터 메뉴 잠금 _ _ _ _ _ _ _
[diAg] 진단 메뉴 잠금 _ _ _ _ _ _ _ _ _ _

[Info] 장치 정보
[`Sn–]
[`Sn_]
[date]
[HUer]
[SUEr]
[Sbld]
[ratU]
[ratA]
[2onC]
[`OPt]
[```Ç]
[ALÇ`]
[sdÇ`]
[HIÇ`]
[HrS–]
[HrS_]

장치 일련번호 높은 자릿수 _ _ _ _ _ _ _
장치 일련번호 낮은 자릿수 _ _ _ _ _ _
제조 일자 _ _ _ _ _ _ _ _ _ _ _ _ _ _
하드웨어 버전 _ _ _ _ _ _ _ _ _
소프트웨어 버전 _ _ _ _ _ _ _ _ _ _
소프트웨어 빌드 번호 _ _ _ _ _ _ _ _ _ _
장치 전압 등급 _ _ _ _ _ _ _ _ _ _ _
장치 전류 등급 _ _ _ _ _ _ _ _ _
# 영역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설치 옵션 _ _ _ _ _ _ _ _ _ _
방열판 온도 _ _ _ _ _ _ _ _ _ _
방열판 알람 온도 _ _ _ _ _ _
안전 중단 온도 _ _ _ _ _ _
고 방열판 온도 _ _ _ _ _ _ _ _
누적 시간 _ _ _ _ _ _ _ _ _ _ _ _
누적 시간 _ _ _ _ _ _ _ _ _ _ _ _

[diag] 진단
[``Ad] A/D 채널 선택 _ _ _ _ _ _ _ _
[Cnts] 선택한 A/D 카운트 읽기 _ _ _ _

라인 손실 알람:
[l!a1] 가장 최근 _ _ _ _ _ _ _ _ _ _ _ _
[l@a1] 라인 손실
____________
[l#a1] 알람 유형 _ _ _ _ _ _ _ _ _ _ _ _
[l!a2] 이전 _ _ _ _ _ _ _ _ _ _ _ _
[l@a2] 라인 손실 _ _ _ _ _ _ _ _ _ _ _ _
[l#a2] 알람 유형 _ _ _ _ _ _ _ _ _ _ _ _
[l!a3] 가장 오래됨 _ _ _ _ _ _ _ _ _ _ _ _
[l@a3] 라인 손실
____________
[l#a3] 알람 유형 _ _ _ _ _ _ _ _ _ _ _ _
[dIsp] 디스플레이 테스트 _ _ _ _ _ _ _ _ _ _ _ _ _
[``In] 개별 입력 선택 _ _ _ _ _ _ _
[`UAL] 선택한 입력 값 읽기 _ _ _ _
[rEtr] 재전송 설정 테스트 단어 _ _ _ _ _ _

공장 페이지는 컨트롤러의 일상적인 사용에
필요하지 않은 보정 매개변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정 매개변수와 절차는 Power
시리즈 사용자 설명서에서 설명됩니다.

본 페이지의 사본에 설정
을 입력하십시오.
A.16  부록

Watlow Power 시리즈

당사 연락 방법
연락처

확실한

승인된 Watlow 판매 대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만족
3년 제품보증

품질 및
미션
선언문:
Watlow Winona는
고객과 직원, 주주의
기대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산업용 온도 제어
제품, 서비스 및 시스템
공급업체가 되겠습니다.

•
•
•
•
•

전화: +1 (507) 454-5300.
팩스: +1 (507) 452-4507.
기술 지원은 응용 기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주문은 고객 서비스로 문의하십시오.
고객 옵션은 Power 시리즈 제품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품질보증

 atlow Power 시리즈는 장비를 잘못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 목적으로
W
첫 구매자에게 인도된 후 제품 및 기술에 있어 결함이 없음이 36개월간
보증됩니다. Watlow는 구매자의 제품 사용(오용)에 관하여 어떠한 제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제품고장에 대하여 보증할 수 없습니다.
Watlow의 재량에 따라 Watlow의 책임은 명시된 보증 기간 내에서 검사
후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품의 교체 수리 또는 구매 가격 환불로
제한됩니다. 이 품질보증은 제품의 운반, 개조,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손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품
• 컨트롤러를 반품하기 전에 고객 서비스에 전화나 팩스로 연락하여 반품
허가(RMA) 번호를 받으십시오.
• 반송 시에는 문제점에 관한 설명를 동봉하고 배송 라벨 위에 RMA
번호를 적습니다.
• 특별한 문제가 아닌 재고제품으로 반품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제품 정가의
20%에 해당하는 반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Watlow Power 시리즈 사용자 설명서

Watlow Winona, 1241 Bundy Boulevard, P.O. Box 5580, Winona, Minnesota USA 55987-5580,
전화: +1 (507) 454-5300; 팩스: +1 (507) 452-4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