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DIN 
컨트롤러

터치스크린 
기술

COMPOSER®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컨트롤러

및

INTUITION®



사용 편이성
터치스크린 기술

 > 4.3인치 컬러, 그래픽 터치 
패널

 > 모듈형 및 확장형 컨트롤러

 > 통합 기능

 > 화면 개인 설정

 > 그래픽 프로그래밍 PC 
소프트웨어

 > 다중 언어 옵션

 > 직관적 탐색

 > 채널, 프로파일, 알람,  
입력 및 출력을 사용자가 
정의한 이름으로 모두  
개인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낮은 소유 비용
통합 기능

 > 복잡성을 줄인 간소화된 설계

 > 적은 재고

 > 공급 기반 감소 및 배송 간소화

 > 배선 시간 및 패널 공간 절약

 > F4T 올인원(all-in-one) 기능: 
통합 PID 컨트롤러, 데이터 
로거, 리미트 컨트롤러, 무접점 
릴레이, 타이머, 카운터, PLC 
연산 및 논리회로, 패널 스위치 
및 조명(소프트키) 포함

여러  

  기기의  

    모든  

      기능이...  

         하나의  

            컨트롤러에  

                통합.



 > 필드 플러그형 I/O, 한 개씩 
확장 가능

 > 프로그래밍 가능한 기능 블록

 > 유연성을 위한 다양한 
하드웨어 옵션 구비

 > 맞춤형 펌웨어 수정 지원 

 > 고전압 및 저전압 전원 공급 
옵션

 > 투과형 패널 또는 플러시 
마운트 장착 옵션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

설계 환경



수압 시험 진동 시험

엄격한 시험을 통해 검증된 고성능
 >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천 건의 
설치에 도입된 필드 강화 
전자기기 및 강력한 알고리즘

 > NEMA 4X/IP65

 > 기관 준수 사양: UL®, FM, CE, 
RoHS, W.E.E.E.

 > 0 ~ 122°F / -18 ~ 50°C 
주위 작동 온도

고품질

및 신뢰성



프로세스 제어
개선  > 온도, RH, 압력, 고도 등에 대해 

개선된 강력한 알고리즘

 > TRU-TUNE®+ 적응형 제어 
알고리즘

 > 배터리 백업 및 실시간 시계와 
함께 최대 각 50단계에 대한  
40개의 프로파일

 > 최대 4개의 PID 제어 채널

 > 최대 24개의 센서 입력 모니터

 > 전체 프로세스 및 기계 제어를 
위한 연산 논리 

File Transfers
파일 전송을 통한 용이한 연결 및 데이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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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Output 1
Compressor

 > Ethernet Modbus® TCP 및 
SCPI

 > 2개의 USB 호스트 포트

 > USB 장치 포트

 > 232/485 Modbus® RTU

 > 직렬 통신 접속용 USB 포트

 > LabVIEW™ 드라이버 및 SCPI 
프로토콜



정교한 외관
다채로운 강조 바

Minimum Disruption
방해를 최소화한 손쉬운 갱신

 > 기존의 F4 시리즈의 패널 
설치 사이즈에 적합 

 > F4S / F4D / F4P 시리즈 
이전 버전과 호환되는 
Modbus® 레지스터

F4T는 F4 패널 설치 
사이즈에 적합합니다

F4 패널 설치  
사이즈에 설치된 F4T

오리지널 F4 
컨트롤러

 > 세 가지 컬러 옵션의 강조 바



Watlow의 회사정보 및 Watlow에서 귀사를 위한 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전화: 1-800-WATLOW2 (1-800-928-5692)

이메일: inquiry@watlow.com 웹사이트: www.watlow.com

전 세계로 공급되는 Watlow 제품과 기술 지원 

Watlow에 관하여

Watlow는 전체 열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산업용 히터, 온도 센서, 컨트롤러 및 지원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어셈블리(열 시스템의 모든 부품)를 설계하고 제조합니다. 당사는 열 성능을 최적화하고 설계 시간을 단축하며 

고객의 제품 및 적용 분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객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Watlow는 반도체 분야, 환경기기 분야, 에너지 분야, 디젤 배기 가스 분야, 의료 및 식품 서비스 기기 분야를 

비롯한 수 많은 산업에 당사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1922년 이래로, Watlow는 제품 기능을 발전시키고 시장 경험과 세계 진출을 확대시켜 왔습니다. 당사는 

45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멕시코, 유럽 및 아시아에 위치한 9개의 제조시설과 3개의 기술 

센터에서 2,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Watlow는 또한 전 세계 16개국에 판매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여러 고객들의 개별 필요를 위하여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여  
“사용 방법” 비디오를 
비롯한 F4T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북미 기술 지원 및 판매 사무소 

미국 및 캐나다 1-800-WATLOW2

 (1-800-928-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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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bus®는 Schneider Automation Incorporated의 등록 상표입니다.

LabVIEW™은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UL®은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Watlow®, COMPOSER®, INTUITION® 및 TRU-TUNE®+는  
Watlow Electric Manufacturing Company의 등록 상표입니다.

아시아 기술 지원 및 판매  
사무소

호주 +61 3 9335 6449

중국 +86 21 3532 8532

인도 +91 40 6661 2700

일본 +81 3 3518 6630

한국 +82 2 2169 2600

말레이시아 +60 3 8076 8745

싱가포르 +65 6773 9488

대만 +886 7 288 5168

유럽 기술 지원 및 판매  
사무소

프랑스 +33 (0) 1 41 32 79 70

독일 +49 (0) 7253 / 9400-0

이탈리아 +39 02 4588841

스페인 +34 91 675 1292

영국  +44 (0) 115 964 0777

남미 기술 지원 및 판매 사무소 

멕시코 +52 442 256 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