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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굵은체 글자 "참고"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간략한 
메시지로서 여백에 표시됩니다. 

안전 정보

이 사용자 안내서에는 사용자와 장비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굵은체로 안전 
정보 참고 사항도 제공합니다. 안전 정보에 주의해 주십시오. 

넓은 텍스트 열에서 주의 기호ç(느낌표)는 장비나 장비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 또는 기능상의 위험에 대한 "주의"를 알려줍니다. 자세한 
설명은 페이지 왼쪽의 좁은 열에 나옵니다. 

넓은 텍스트 열에서 경고 기호 (번개 표시)는 사용자 및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 위험에 대한 "경고"를 알려줍니다. 자세한 설명은 페이지 
왼쪽의 좁은 열에 나옵니다. 

피드백

당사는 본 설명서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을 환영합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Technical Writer, Watlow Winona, 1241 Bundy Blvd, P.O. Box 5580, 
Winona, MN 55987-5580. 전화: 507-454-5300; 팩스: 507-452-4507. QPAC 
사용자 설명서는 Watlow Winona, Inc.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2010년 
8월을 기준으로 모든 권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원

Watlow 컨트롤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우선 선택하신 제품의 입력, 
출력, 알람, 제한사항 등과 같은 구성이 사용자의 적용 환경과 부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다음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Watlow 담당자
(뒤 표지 참조)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질문 - 
wintechsupport@watlow.com; 또는 전화로 문의 +1 507 494-5656
(통화 가능 시간: 오전 7시 ~ 오후 5시, 중부표준시(CST)). 응용 프로그램 
엔지니어를 찾으십시오. 전화를 걸기 전에 다음 정보를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 자세한 모델 번호  • 모든 구성 정보

• 사용자 안내서   • 시리얼 번호

모델, 부품 번호 및 시리얼 번호는 케이스 외부의 라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PAC	모델	번호	읽는	방법

본	설명서		
사용	방법

참고:	
"참고"의	세부	내용이		
각	페이지의	왼쪽에서		
이	위치에	나옵니다.	

ç
주의:	
"주의"의	세부	내용이		
각	페이지의	왼쪽에서		
이	위치에	나옵니다.	

경고:	
"경고"의	세부	내용이		
각	페이지의	왼쪽에서		
이	위치에	나옵니다.

QPAC 모델 번호는 위상, 공급 전압, 전류 및 제어 유형 정보를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예:

 팬 냉각 150Amp (150A @ 480VÅ (ac), 3상)

 480VÅ (ac) 공급 버스트 파이어, 가변 시간 기준

 3상 2-leg 오픈 히터, 단락된 SCR 감지기

 Q32-481-150-BV2
자세한 목록은 부록의 모델 번호 정보 차트에서 모델 번호 내역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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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Q32
SCR 전원 제어 장치. 

일반 설명

QPAC 전원 제어 장치는 전기 가열 응용 분야에 사용하는 무접점 제어 
장치입니다. 무접점 전원 제어 장치는 온도 제어 장치의 입력 명령 신호에 
비례하여 출력 전원을 제공합니다. 이 비례 출력 전원은 히터 온도를 
세밀하게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어 에너지를 절약하고 히터 부품을 거의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여 히터의 수명을 늘려줍니다. 

QPAC은 유연성을 위해 플러그 인 특징을 가진 모듈식 구조입니다. QPAC
의 세 가지 모듈은 전원 기부, 변압기 및 제어 카드입니다. 아래 QPAC 
모듈성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전원 기부는 단상, 3상 2-leg 및 3상 3-leg 
구성으로 UL508 및 cULus 등재된 150 ~ 1,000A 정격을 가진 제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 기부에 연결되는 변압기를 이용해 QPAC이 120 ~ 
575VÅ(ac)까지 전압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 인 제어 카드는 QPAC
의 파이어링 모드를 설정합니다. 제어 카드는 다양한 옵션과 함께 무접점 

제1장:

QPAC	전원	제어	장치로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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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접촉기, 버스트 파이어링(제로 크로스) 또는 위상각 파이어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그 인 변압기와 제어 카드에 표준 전원 기부를 
사용하는 모듈 방식을 통해 전원 제어 사용자, 대리점 및 OEM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최소한의 재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QPAC마다 서로 다른 전원과 부하에 필요한 전원 제어 장치 종류를 
제공합니다. QPAC-01은 모든 단상 전원 및 부하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QPAC-32는 밸런스드 또는 언밸런스드 저항 발열 요소와 같은 3상 제로 
크로스 응용 분야에 사용됩니다. QPAC-33은 밸런스드 3상, 유연 기동이나 
전류 제한이 필요한 위상각 응용 분야 또는 유도 부하를 가지는 응용 분야에 
가장 적합합니다. 

전원 제어 장치 작동 단계

우리가 제안하는 아래의 단계에 따라 QPAC를 작동하십시오. 

• 사용자 안내서를 숙지합니다. 
• 설치 및 배선을 계획합니다. 
• QPAC를 장착합니다. 
• QPAC을 시스템에 배선합니다. 
• 시스템을 시작하고 해당하는 경우 QPAC에 바이어스와 이득을 

조정합니다. 
• 이것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QPAC 모듈 개요. 

제어	카드

• 무접점 접촉기, ac 입력, CA
• 무접점 접촉기, dc 입력, CD
• 버스트 파이어링(제로 크로스) 고정 시간 기준, BF
• 버스트 파이어링(제로 크로스) 가변 시간 기준, BV
• 위상각 제어, AF *
• 전류 제한을 이용한 위상각 제어, AL *

* 참고: 1Ø 및 3Ø의 경우 3-leg 제어 장치 전용; 
3Ø가 아닌 경우, 3-leg 제어 장치. 

마더보드와	전원	기부

• QPAC-01: 1Ø, 150 ~ 1,000A
• QPAC-32: 3Ø, 2-leg, 150 ~ 1,000A
• QPAC-33: 3Ø, 3-leg, 150 ~ 1,000A

플러그	인	변압기(50/60Hz.)

• 120VÅ(ac)
• 208/240VÅ(ac)
• 380VÅ(ac)
• 415VÅ(ac)
• 480VÅ(ac)
• 575VÅ(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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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QPAC	설치	및	배선	방법

시스템 계획

이 장에서는 QPAC 설치 방법을 설명합니다. 모든 장착 및 배선 정보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Watlow 전원 제어 장치는 공장 출하 전에 철저히 시험을 
거치므로 배송을 받자 마자 QPAC을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QPAC 설치의 3 단계인 장착, 전원 배선 및 제어 카드 배선을 
설명하는 3개의 단원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단원에서는 전류에 따라 두 
가지 케이스 스타일 중 하나를 사용하는 세 가지 유형의 QPAC 각각에 대해 
장착 정보를 나열합니다. 두 번째 단원에서는 QPAC의 전원 및 부하 배선과 
필요할 경우 반도체 퓨즈를 설명합니다. 마지막 단원에서는 QPAC 제어 
카드로의 입력 신호 배선을 설명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장을 자세히 읽고 전체 설치 작업에 대해 
숙지하십시오. 주의해서 설치하십시오. QPAC를 장착하기 전에 전원, 부하 
및 입력 신호 배선을 계획합니다. 또한 진행하기 전에 온도 제어 문서에서 
노이즈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QPAC 장착

QPAC의 물리적 크기와 장착 치수는 정격 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QPAC에 해당하는 "케이스 스타일" 사진을 찾아 
보십시오. 각 케이스 스타일과 함께 나오는 표와 사진은 해당하는 물리적 
치수와 장착 공간을 제공합니다. 표는 장치에 팬과 외부 장착 퓨즈가 
설치되었는지도 보여줍니다. 적절한 냉각을 위해 모든 QPAC은 전원 
연결부가 맨 위로 오도록 하여 세로로 장착해야 합니다. 와이어 크기와 곡률 
반경은 아래 배선 데이터 표를 사용합니다.

장착

경고:	
감전	및	기타	위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QPAC을	위한	모든	
장착	및	배선은	National	
Electric	Code(NEC:	
미국전기기술기준)	및		
기타	현지의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QPAC	사용자	안내서	 7제2장:	설치	및	배선

7.9mm
(5/16인치 - 18)

5.7mm
(0.225인치)

9.7mm
(0.38인치)

3.8mm(0.15��)

88.9mm(3.50인치) 최소
106.4mm(4.19인치) 최대

상단 보기 우측 보기

25.4mm
(1.00인치)

13.5mm
(0.53인치)

31.8mm
(1.25인치)

21.1mm
(0.83인치)

40.4mm
(1.59인치)

퓨즈 홀더용 템플릿
QPAC 150 Amp 575 V ��

너트와 와셔가
퓨즈 위와 아래에 사용되었는지 확인

19.1mm
(0.75인치)

장착

상단 보기 우측 보기

퓨즈 홀더용 템플릿
QPAC 200 및 300 Amp 575 V 포함

너트와 와셔가 퓨즈 위와 
아래에 사용되었는지 확인

152.0mm
(6.00인치)

103.17mm
(4.062인치)

9.5mm
(0.375인치 - 16)

25.4mm
(1.00인치)

50.8mm
(2.00인치)

9.7mm
(0.38인치) 일반

24.6mm
(0.97인치)

12.7mm
(0.50인치)

7.1mm
(0.281인치)

12.7mm
(0.50인치)

50.8mm
(2.00인치)

QPAC 150A, 575V 퓨즈 
홀더용 템플릿. 

QPAC 200A 및 300A, 575V 
퓨즈 홀더용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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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Amps 높이 너비 깊이 팬수 퓨즈수

QPAC-01

QPAC-01

QPAC-01

150

200

300

330mm(13인치)

330mm(13인치)

330mm(13인치)

175mm(6.9인치)

175mm(6.9인치)

175mm(6.9인치)

260mm(10.25인치)

260mm(10.25인치)

260mm(10.25인치)

1

1

1

방열판

방열판

방열판

QPAC-32

QPAC-32

QPAC-32

150

200

300

330mm(13인치)

330mm(13인치)

330mm(13인치)

348mm(14.0인치)

348mm(14.0인치)

348mm(14.0인치)

260mm(10.25인치)

260mm(10.25인치)

260mm(10.25인치)

2

2

2

방열판

방열판

방열판

QPAC-33

QPAC-33

QPAC-33

150

200

300

330mm(13인치)

330mm(13인치)

330mm(13인치)

533mm(21.0인치)

533mm(21.0인치)

533mm(21.0인치)

260mm(10.25인치)

260mm(10.25인치)

260mm(10.25인치)

3

3

3

방열판

방열판

방열판

참고:	575	V~(ac)	적용	시	퓨즈는	QPAC	외부에	장착됩니다.	

QPAC 케이스 스타일 C. 

QPAC 케이스 스타일 C 
전체 치수. 

QPAC 케이스 스타일 C, 
QPAC-01, 150, 200, 300A 
단상 장착 공간. 

ç
주의:
적절한	냉각을	위해	QPAC를	
세로로(수직	높이	치수)	장착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
원	제어	장치	오작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경고:	감전	위험	방열판은		
전기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330mm
(13.00인치)

178mm
(7.00인치)

10mm
(0.38인치)2 PL

팬

UP

장착

89mm
(3.50인치)

299mm
(11.75인치)

92mm
(3.63인치)

케이스	스타일	C
장착

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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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스타일	C
장착

QPAC 케이스 
스타일 C, Q32, 
150, 200, 300A, 
3상, 2-Leg
장착 공간. 

QPAC 케이스 스타일 C, 
Q33, 150, 200, 300A, 3상, 
3-Leg 장착 공간. 

ç
주의:
적절한	냉각을	위해	QPAC
를	세로로(수직	높이	치수)	
장착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원	제어	장치	오작
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경고:	감전	위험
방열판은	전기적으로	활성
화되어	있습니다.	

89mm
(3.50인치)

 356mm
(14.00인치)

 4 PL

위

 장착

 팬  팬

 16mm
(0.63인치)

298mm
(11.75인치)

33mm
(13.00인치)

 178mm
(7.00인치)

 10mm(0.375인치)

92mm
(3.63인치)

 533mm
(21.00인치)

 4 PL

 장착

 팬  팬 팬

 16mm
(0.63인치)

298mm
(11.75인치)

33mm
(13.00인치)

 178mm
(7.00인치)

 10mm(0.375인치)

 팬

 178mm
(7.00인치)

위

∫ 
ç

∫ 
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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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스타일	E
장착

 팬

 장착

위

 팬

너비

T1 T3

L1 L2 L3

높이

팬 전압 입력

22mm
(0.88인치)

12.7mm(0.5인치)

전자부품패키지
(신호가 안에서 연결)

22mm
(0.88인치)

접지

모델 Amps 높이 너비 깊이 팬수 퓨즈수

QPAC-01

QPAC-01

400 ~ 600

800 ~ 1,000

685mm(27인치)

685mm(27인치)

430mm(17인치)

430mm(17인치)

300mm(11.7인치)

340mm(13.3인치)

1

1

1 온보드

1 온보드

QPAC-32

QPAC-32

400 ~ 600

800 ~ 1,000

685mm(27인치)

840mm(33인치)

535mm(21인치)

535mm(21인치)

300mm(11.7인치)

340mm(13.3인치)

2

2

2 온보드

2 온보드

QPAC-33

QPAC-33

400 ~ 600

800 ~ 1,000

840mm(33인치)

840mm(33인치)

685mm(27인치)

685mm(27인치)

300mm(11.7인치)

340mm(13.3인치)

3

3

3 온보드

3 온보드

QPAC 케이스 스타일 E. 

QPAC 케이스 
스타일 E 
전체 치수. 

QPAC 케이스 스타일 E 
장착 공간. 

ç
주의:
적절한	냉각을	위해	QPAC
를	세로로(수직	높이	치수)	
장착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원	제어	장치	오작
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경고:감전	위험	방열판은	
전기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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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전류

(amps)

반도체	퓨
즈	정격
(amps.)

최소	권장		
와이어	크기

곡률	반경 러그가	수용하
는	크기의	와

이어

퓨즈	장
착

러그
토크

내부
앨런
렌치

150 200 3/0 102mm(4인치) 4 ~ 3/0 *온보드 240인치/lb 3/16인치

200 250 250 MCM 114mm(4.5인치) 6 ~ 350 MCM *온보드 375인치/lb 3/8인치

300 400 500 MCM 203mm(8인치) 4 ~ 500 MCM *온보드 375인치/lb 3/8인치

400 500 듀얼 350 MCM 380mm(15인치) 2 ~ 600 MCM 온보드 500인치/lb 1/2인치

500 600 듀얼 350 MCM 380mm(15인치) 2 ~ 600 MCM 온보드 500인치/lb 1/2인치

600 800 듀얼 500 MCM 380mm(15인치) 2 ~ 600 MCM 온보드 500인치/lb 1/2인치

800 1,000 쿼드 250 MCM 380mm(15인치) 2 ~ 600 MCM 온보드 375인치/lb 3/8인치

1,000 1,250 쿼드 350 MCM 380mm(15인치) 2 ~ 600 MCM 온보드 375인치/lb 3/8인치

*575VÅ(ac) 초과 스타일 C 전원 제어 장치에서 튜브는 외부에 있습니다. 

배선

QPAC 배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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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C-01 출력 배선
150 ~ 1,000A 장치용. 

∫
경고:	감전	위험
방열판은	전기적으로	활성
화되어	있습니다.	

ç
주의:
전원을	공급하기	전에		
단자의	고정	상태를	점검한	
다음	하루	사용	후	다시		
점검하십시오.	연결이		
느슨해지면	SCR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	
반도체	퓨즈	외에도	회로	
차단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반도체	퓨즈는	QPAC	
모델	400부터	1,000까
지의	보드에	장착됩니다.	
3-leg	퓨즈를	선택할	
경우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참고:
QPAC	모델	Q01,	Q32	
및	Q33	최대	300A	및	

575VÅ(ac)는	기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QPAC	
모델	Q01	및	Q32	최대	

1,000A	및	480VÅ(ac)
는	기관에	등재되어	있습니
다.	Q33	400부터	1,000A
는	기관에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
경고:	
재산과	장비의	손상		
및/또는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National	Electric	
Code(NEC)	표준	배선	
관행에	따라	QPAC을	설치	
및	작동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장비	손상	및/또는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출력	배선

*1	참고:	120VÅ(ac)	또는	

277VÅ(ac),	L2는	중립이
며	차단할	수	없습니다.	

*2	참고:	높은	제한	제어가	
사용될	경우	접촉기가	필요
합니다.	

*3	참고:	팬이	사용될	경
우에는	별도	분리가	필요
합니다.	

*4	참고:	제어	전원에	대해
서만	14-	~	16-게이지	와
이어를	사용하십시오.	

회로
차단기
또는
연결 해제

접촉기
필요할 경우

온보드,
공장
설치

반도체
퓨즈

히터
부하

L1 L2

팬 120VÅ (ac)/20W 

L2

L1
T1

*1

*2

*3

*4
1A 퓨즈

L1

L2

G

회로
차단기
또는
연결 해제

접촉기
필요할 경우

온보드, 
공장
설치 
반도체 
퓨즈

히터
부하 

팬 120VÅ (ac)/20W 

L1
L2

L2

L1

L1 T1
L2

L3 T3

L3

1A퓨즈

*2

*3

*4

G

QPAC-32 출력 배선
150 ~ 1,000A 장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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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배선

*1	참고:	높은	제한	제어가		
사용될	경우	접촉기가		
필요합니다.	

*2	참고:	팬이	사용될		
경우에는	별도	분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장치를 위한 QPAC-
33 전원 및 부하 와이어. 

회로
차단기
또는
연결 해제

접촉기
필요할 경우

3개의
공장 제공

반도체
퓨즈

히터
부하 

팬 120VÅ (ac)/20W 

L1
L2

L1

L2

L3

L1 T1 L2 T2 L3 T3

하이브리드

*1

*2

G

∫
경고:	감전	위험	방열판은	
전기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ç
주의:
전원을	공급하기	전에		
단자의	고정	상태를	점검한	
다음	하루	사용	후	다시		
점검하십시오.	연결이		
느슨해지면	SCR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	
반도체	퓨즈	외에도	회로	
차단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반도체	퓨즈는	QPAC	
모델	400부터	1,000까
지의	보드에	장착됩니다.	
3-leg	퓨즈를	선택할	
경우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참고:
QPAC	모델	Q01,	Q32	
및	Q33	최대	300A	및	

575VÅ(ac)는	기관에	등
재되어	있습니다.	QPAC	
모델	Q01	및	Q32	최대	

1,000A	및	480VÅ(ac)
는	기관에	등재되어	있습니
다.	Q33	400부터	1,000A
는	기관에	등재되지	않았
습니다.	

∫
경고:	
재산과	장비의	손상		
및/또는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National	Electric	
Code(NEC)	표준	배선	
관행에	따라	QPAC을	설치	
및	작동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장비	손상	및/또는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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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mm(2.50인치)

마더보드 커넥터

1

120VÅ (ac)입력

38.1mm
(1.50인치)

2

3

08-5285

입력 신호 배선

입력 신호를 배선할 때 신호 와이어와 나란히 또는 AC 전원이나 부하 
와이어와 동일한 도관에 배선하지 마십시오. 신호 입력은 차폐된 2-도선 
와이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차폐는 온도 제어 장치 말단에만 
접지해야 합니다. 전기용 테이프로 전원 제어 장치를 감싸십시오. 다음 
그림은 QPAC 제어 카드로의 입력 신호를 위한 배선 구성을 보여줍니다. 

CA 제어 카드 — AC 입력 접촉기

CA(ac 입력, 무접점 접촉기) 제어 카드용 120VÅ(ac) 입력(24볼트 입력 옵션) 
신호 라인은 입력 신호 커넥터의 핀 1과 3에 연결됩니다. 120VÅ(ac) 입력 
신호는 전원 제어 장치를 켭니다. 전원 제어 장치의 꺼짐 전압은 0VÅ(ac)
입니다. 

ç
주의:
CA	카드의	내장된	노이즈	
감소	회로는	거짓		
트리거링을	방지하기	위해	
트라이악	소스로부터		
작동할	때	입력	사이에		
외부	부하	저항기(1000Ω,	
25W,	일반)가	필요합니
다.	이	저항기를	적용하지	
않으면	제품	및	장비		
손상	또는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CA 카드 배선 SS 접촉기, 
120VÅ(ac) 입력. 

마더보드 커넥터

1
핀 2(+)

핀 3(-)

51mm
(2.00인치)

38mm
(1.50인치)

2(+)

3(-)

08-5286

CD 제어 카드 — DC 입력 접촉기

dc 입력을 위해, 입력 신호는 입력 신호 커넥터의 핀 2(+)와 핀 3(-)에 
배선됩니다. 3 ~ 30VÎ 의 입력 신호는 QPAC 전원 제어 장치를 켭니다. 
0 ~ 1VÎ 의 입력 신호는 QPAC 전원 제어 장치를 끕니다. 

CD 제어 카드, 무접점 

접촉기, 3 ~ 30VÎ(dc) 
입력. 



	 QPAC	사용자	안내서	 15제2장:	설치	및	배선

마더보드 커넥터

38mm 
(1.50인치)

51mm 
(2.00인치)

1

2(+)

3(-)

08-5286

입력	배선

CD 제어 카드, 무접점 
접촉기, 접촉 폐쇄 입력. 

CD 제어 카드 — 접촉 폐쇄 입력 접촉기

CD 제어 카드에 대한 접촉 폐쇄 입력을 위해 입력 신호 커넥터의 핀 1 및 
2(+)에 접촉기를 배선합니다. 폐쇄된 접촉기 입력은 QPAC을 켜고 열려진 
접촉기는 QPAC을 끕니다. 입력 임피던스는 최소 10KΩ입니다. 

AF, AL, BF 및 BV 전위차계 
입력. 

프로세스 입력 - AF, AL, BF 및 BV 제어 카드

QPAC AF, AL, BF 및 BV 제어 카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AF - 위상각 제어
AL - 전류 제한을 이용한 위상각 제어
BF- 버스트 파이어링(제로 크로스) 고정 시간 기준
BV - 버스트 파이어링(제로 크로스) 가변 시간 기준

이러한 카드 모두 수동 전위차계 입력 또는 온도 제어 장치로부터의 입력을 
위해 배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입력이 수동과 전원 제어 장치 
입력 사이로 전환할 수 있는 자동/수동 구성을 비롯한 두 가지 구성을 위한 
연결 내용을 제공합니다. 

AF, AL, BF 및 BV 전위차계 입력

전위차계 입력을 위해 1KΩ 전위차계를 제어 카드의 “POT”, “+” 및 
“-” 연결부에 배선합니다. 전위차계의 와이퍼를 “+” 연결부에 연결해야 
합니다. 제어 카드는 점퍼를 교체하여 전압 입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3장 "바이어스 및 이득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마더보드 커넥터

1KΩ Pot

 
56 ~ 57mm

(2.19 ~ 2.75인치)
CW-

CCW+

pot

1

5 -

+

70 ~ 95mm
(2.75 ~ 3.75인치)

0 ~ 5VÎ(dc)  
입력 카드 설정 
필요

입력	범위

0	~	5VÎ(dc)
1	~	5VÎ(dc)
0	~	10VÎ(dc)
0	~	20mA(dc)
4	~	20mA(dc)
1kΩ	전위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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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배선

AF, AL, BF 및 BV dc 입력. 

AF, AL, BF 및 BV DC 입력 연결

제어 카드로의 온도 제어 출력은 제어 카드의 “+” 및 “-” 입력 단자로 
배선됩니다. 이러한 카드는 0 ~ 12VÎ(dc) 또는 0 ~ 25mA 입력 신호를 
받습니다. 이러한 카드는 4 ~ 20mA로 공장에서 보정됩니다. 이를 벗어난 
전압 또는 전류 범위를 사용하는 경우 제3장 바이어스 및 이득 조정 지침을 
따르십시오. 제어 카드는 저항기를 제거하거나 점퍼를 이동하여 전압 
입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제3장의 전압 입력 전환 지침을 따르십시오. 

마더보드 커넥터

DC 입력
+

-

56 ~ 57mm
(2.19 ~ 2.75인치)pot

1

5 -

+

70 ~ 95mm
(2.75 ~ 3.75인치)

AF, AL, BF 및 BV 자동/수동 입력

AF, AL, BF 및 BV 제어 카드는 온도 제어 장치 또는 수동 전위차계로부터 
입력을 선택하도록 배선할 수 있습니다. 1KΩ 전위차계로부터의 입력과 4 
~ 20mA 온도 제어 장치로부터의 입력 사이에서 선택하기 위해 스위치가 
사용됩니다. 제어 카드는 해당 저항기를 제거하거나 점퍼를 교체하여 전압 
입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3장 "전압 입력 전환"을 참조하십시오. 250Ω 
저항기는 온도 제어 신호가 1 ~ 5VÎ(dc) 입력이 되도록 온도 제어 장치 
입력과 나란히 배치되어야 합니다. 

마더보드 커넥터

250Ω

1KΩ Pot
56 ~ 57mm

(2.19 ~ 2.75인치)

CW

CCW
pot

1

5 -

+

70 ~ 95mm
(2.75 ~ 3.75인치)

DC 입력

연동 장치

(AF, AL, BF 및 BV 입력 카드 옵션에서 이용 가능.)

연동 장치 연결부를 입력 신호 커넥터의 핀 1과 2 사이에 열어서 제어 
카드로의 입력 신호를 차단합니다. 제한이나 안전 기능을 위해 연동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유연 기동"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AF 또는 AL 제어 카드 
연동 장치, 단자 1 및 2를 열지 마십시오. 

AF, AL, BF 및 BV 자동/
수동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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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배선

AL 제어 카드, 전류 변압기 
선택. 

전류 변압기(CT) 연결의 
예. 하나의 CT, 150 이상, 
1Ø. 

CT

AL 카드

Bk

Bk

Bk

16-0176
변압기

적색

적색Wh
TB-3

TB-2

5A

20mA

5A:20mA

T2T1

1

5

부하

유연 기동

(위상각 입력 카드 AF 및 AL에만 이용 가능.)

일부 히터 소재는 온도에 따라 저항이 변합니다. 텅스텐과 같은 특정한 
종류는 매우 빠르게 저항이 변경됩니다(텅스텐은 식은 후 뜨거워질 때 16
배 이상 저항이 증가). 히터에 대한 전압을 천천히 높임으로써 최대 전압이 
가해지는 시점에 히터 소재가 최대 저항까지 가열되므로 과도한 서지 전류를 
줄입니다. QPAC에서 유연 시동 시간은 전원을 켠 시점부터 약 6초입니다. 
QPAC를 강제로 비상 중지(ESD)할 경우 QPAC은 다시 유연 시동됩니다. 
유연 시동은 위상각 모델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AL 제어 카드 전류 변압기 연결

위상각	전류	제한	옵션

AL 제어 카드는 QPAC의 부하 라인으로부터 전류 변압기에 배선됩니다. 
전류 변압기는 AL 카드의 커넥터 TB3 핀 1과 2에 배선됩니다. 다음 표와 
그림은 여러 부하 구성과 전류에서 전류 변압기 연결을 보여줍니다. 

전류	변압기
(부품	번호)

설명 인터스테이지	
변압기

사용되지 않음 5A : 20mA 인터스테이지 변압기 16-0176

16-0008 150A : 5A 전류 변압기 16-0176

16-0045 200A : 5A 전류 변압기 16-0176

16-0073 300A : 5A 전류 변압기 16-0176

0004-0286-0400 400A : 5A 전류 변압기 16-0176

0004-0286-0500 500A : 5A 전류 변압기 16-0176

0004-0286-0600 600A : 6A 전류 변압기 16-0176

0004-0287-0800 800A : 5A 전류 변압기 16-0176

0004-0288-1000 1,000A : 5A 전류 변압기 16-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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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배선

AL(전류 제한) 카드로의 
전류 변압기 연결 예. 

*1	참고:	두	부하	리드가	
동일한	방향으로	CT를	통
과해야	합니다.	

TB-3

AL 카드

Bk

적색적색

적색

Wh Bk

Bk Wh

Bk

16-0176
변압기

TB-2

CT

CT

T1

T3

T2

5A

20mA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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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배선

단상 및 3상 DH 옵션 오픈 
히터 또는 단락된 SCR 
검출기. 

*1	참고:	모든	장치	150A	
이상에는	인터스테이지		
변압기(16-0176)가		
필요합니다.	

DH 카드 작동 — 히터 진단

DH 카드는 부하 전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CT를 사용하며 파이어링 펄스가 
SCR로 전송된 시점을 감지합니다. 부하 전류는 DH 보드(P1)의 pot에 의해 
설정되어야 합니다. 부하 전류가 있고 SCR을 켜기 위한 펄스가 없을 경우 "
단락된 SCR" 표시등이 켜집니다. 광 트라이악(U4)은 3 ~4초 후 폐쇄되고 
외부 알람 릴레이에 전압을 가합니다. 부하의 일부가 열리고(20% 이상) SCR 
펄스가 있을 경우 "오픈 히터" 표시등이 켜지고 3 ~ 4초 후 알람 릴레이에 
전압을 가합니다. 

이 보드는 제로 크로스 파이어링 카드에만 작동합니다. 3상의 경우 CT가 
T1 및 T3 라인에 들어갑니다. 

설정 절차

1. DH 카드가 설치되고 온도 제어 장치가 SCR 전원 제어 장치에 연결된 
경우, 온도 제어 출력을 "완전 켜기"(4 ~ 20mA 출력의 경우 20mA, 또는 
0 ~ 5V 출력의 경우 5V)로 설정합니다. 

2. DH 카드에서 오픈 히터등이 완전히 켜질 때까지 P1을 조정합니다. 간헐
적 사이클링이 없습니다. 

3. 오픈 히터등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만 P1을 천천히 조정합니다. 간헐적 
사이클링이 없습니다. 

거짓 알람이 나올 경우 조정이 너무 민감하게 설정되었을 수 있으며 오픈 
히터등을 끄기 상태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단락된 SCR은 단락된 SCR 등에 전압을 가합니다. 

단상 및 3상 전류 변압기 배선

마더보드 
커넥터

1

2
J2

DH08-5405

120VÅ (ac)

알람 또는 접촉기로

고객 제공 계전기
(Philips ECG PIY 1055 또는 동급 제품) 

N.C.
일시
재설정
스위치

U4

P1

오픈 히터
점등 시

단락된 SCR 
점등 시

56mm
(2.20인치)

30mm
(1.20인치)

69mm
(2.70인치)

인터스테이지 변압기16-0176,
150A  이상의 경우

J3J3

CT

T1

부하 와이어

단상

T1

T3

3상

J3

부하 와이어

인터스테이지 변압기16-0176, 
150A 이상의 경우

*1

*1

ç
주의:
수동	제어	입력에는		
단락된	SCR	검출기	
기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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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C 시스템 배선 예제

SCR의 가장 일반적인 장애 모드는 단락된 상태입니다. 이 오류가 발생할 
경우 온도 제어 장치가 더 이상 SCR을 제어할 수 없어서 런어웨이 상태가 
발생합니다. 독립적인 상한 제어가 사용되어야만 안전하지 않은 온도를 
감지하고 아래 나오는 것처럼 저전압 트립이나 기계적 접촉기를 통해 회로 
차단기가 해제됩니다. 

시스템	배선

QPAC 시스템 배선 예제, 
과온 컷아웃. 

∫
경고:
이	장치를	전원에		
배선할	때	또는	전기		
센서나	주변	장치에	배선할	
때는	잠재적인	감전을		
피하기	위해	National	
Electric	Code(NEC)	안전	
관행	및	기타	현지	적용		
법률을	따르십시오.	그렇
지	않으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PM6C2FA - ALAJAAA

98

99

CC

CA

CB

B5

D6

D5

F1

G1

H1

T1

S1

R1

L4

K4

T2

S2

R2

RY1

L1

N

Q32-202-300-BV0

4

5
+

-
-

+

L3

L2

T1L1 L2 L3 T3

한도 열전대컨트롤러 열전대

1A

1A

2ASB

2ASB

208/120V

팬 조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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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제3장

QPAC	작동	방법

설정 조정

QPAC이 설치되고 배선된 후 몇 가지 사소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상 전원 제어 장치는 적절한 위상 회전이 필요합니다. BF, BV, AF 또는 AL 
제어 카드를 사용하는 QPAC은 약간의 바이어스 및 이득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L 위상각 전류 제한 제어 카드를 사용하는 QPAC은 전류 제한 
보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단락을 참조하십시오. 

Q32 및 Q33을 위한 위상 회전 조정

3상 QPAC SCR 컨트롤러는 연결 라인 전압의 올바른 위상 시퀀스가 
필요합니다. QPAC-32 전원 제어 장치의 적절한 위상 시퀀스를 확인하려면, 
전원 제어 장치를 완전히 켠 상태에서 T1 ~ T2, T2 ~ T3 및 T3 ~ T1의 전압을 
측정합니다. 출력 전압의 측정치가 같지 않을 경우(10% 이내), QPAC에 대한 
전원 입력 라인(L1 및 L2) 두 개를 서로 바꾸십시오. 

QPAC-33 전원 제어 장치의 적절한 위상 시퀀스를 확인하려면 QPAC에 전원을 
가하고 전원 기부 마더보드의 왼쪽 위 모서리에 있는 표시등을 주시합니다. 
위상 회전 표시등이 켜지지 않을 경우 두 개의 입력 전원 라인(L1 및 L2)을 
서로 바꾸십시오. 

AF, AL, BF, BV를 위한 바이어스 및 이득 조정  

대부분 표준 온도 제어 장치의 출력을 차단하기 위해 비례 출력을 이용하여 
바이어스와 이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와 이득은 4 ~ 20mA의 입력 
제어 신호로 공장에서 설정되지만 특정 온도 제어 장치의 출력에 맞도록 0 ~ 
12VÎ(dc) 또는 0 ~ 25mA의 범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 20mA 입력에 
대한 입력 임피던스는 250Ω입니다.각 카드에 대해 다음 절차를 실행하여 
전압을 받도록 입력 임피던스를 5K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압	입력	전환

 (카드 부품 번호는 부록에서 액세서리를 참조하십시오.)
 AF: 5KΩ 입력의 경우 AF 카드의 왼쪽 아래에 TB-2 커넥터, 단자 5 옆에 

있는 J2 점퍼를 이동합니다. 이 장의 AL(개정본 B) 제어 카드 그림을 참조
하십시오. 

 AL: 5KΩ 입력의 경우 J2 점퍼를 AL 카드의 왼쪽 아래에 있는 5V 위치로 
바꿉니다. 이 장의 AF(개정본 H) 제어 카드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BF: 5KΩ 입력의 경우 QBF 카드 왼쪽 아래에 TB--2 커넥터, 단자 5 옆에 
있는 저항기 R3를 제거합니다. 이 장의 BF(개정본 D) 제어 카드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BV: 5KΩ 입력의 경우, J3 커넥터 플러그에 연결된 외부 저항기를 제거합
니다. 이 장의 BV(개정본 B) 제어 카드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조정	절차
바이어스와 이득 조정은 더미 부하를 이용해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응용 분야에서 제어된 부하를 완전히 켤 수 없을 때 더미 부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미 부하는 150와트 램프를 QPAC 작동 전압과 일치하도록 직렬로 
연결하여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조정하십시오. 



22	 QPAC	사용자	안내서 제3장:	작동	방법

1. QPAC의 부하 또는 더미 부하를 엇갈리게 전압계를 연결합니다. 온도 
컨트롤러로부터 나오는 입력 신호와 엇갈리게 전압계를 연결하거나  
직렬로 밀리암페어 전류계를 연결합니다. 참고: AL 카드는 QPAC에서 
더미 부하를 이용해 보정해야 합니다. 

2.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3. 온도 컨트롤러의 출력 신호를 제로 또는 최소 출력으로 설정합니다. 
QPAC 입력은 4.2mA의 완전 끄기로 공장에서 보정됩니다. QPAC 출력
이 도착할 때까지 바이어스 전위차계를 천천히 CCW(시계 반대 방향)로 
조정합니다. 그런 다음 출력이 출력 전압계에서 완전 끄기로 될 때까지 
CW(시계 방향)로 돌립니다. 제어 카드에서 바이어스와 이득 전위차계의 
위치는 다음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QBV 카드는 바이어스 조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바이어스 및 이
득 조정 카드는 현장에서 QBV 카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Watlow 부품 
번호 08-7210을 주문하십시오. 바이어스와 이득 카드를 사용할 경우 이 
보정 절차를 따르십시오. 

4a. AF	및	BF: 온도 컨트롤러의 출력을 완전 켜기(5Vdc, 20mA 등)로 조정합
니다. QPAC 출력이 완전히 켜질 때까지 이득 전위차계를 천천히 CW로 
조정합니다. QPAC은 19.8mA의 완전 켜기로 공장에서 보정됩니다. 

4b. BV	및	AL: 온도 컨트롤러의 출력을 완전 켜기(5Vdc, 20mA 등)로 조정합
니다. QPAC 출력이 완전히 켜질 때까지 이득 전위차계를 CCW로 조정
합니다. QPAC은 19.8mA의 완전 켜기로 공장에서 보정됩니다. 

5. 전류 제한(AL) 제어 카드의 바이어스와 이득을 조정할 때 전류 제한이 
커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온도 제어의 출력이 완전히 켜져 있는 상태에
서 QPAC 출력이 완전히 켜질 때까지 전류 제한 전위차계를 조정합니다. 

6. 온도 제어 장치의 완전 켜짐 신호와 함께 QPAC이 완전히 켜질 때까지 
단계 3과 4를 반복하고 온도 제어 장치의 최소 입력 신호를 이용해 
완전히 끕니다. 단계 3과 4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위차계 중 하나를 조정하면 다른 전위차계의 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7. 전원을 제거하고 미터기를 분리하고 필요할 경우 제어 부하를 QPAC에 
다시 연결합니다. 

바이어스	및	이득

AF(개정본 H) 제어 카드. 

BF(개정본 D) 제어 카드. 

이득 Pot

바이어스
Pot

08-5288

1

5

TB-2

R39

R38

TB1
4 ~ 20mA5V

mA 또는 볼트 dc 입력을 
위해 점퍼 이동

mA 또는 볼트 dc 입력을 
위해 점퍼 이동

이득Pot
바이어스Pot

08-5289

R17

1

5

TB-2

R3

TB1

볼트 dc 입력에 대해 저항 R3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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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바이어스
커넥터 이득 Pot

J3

TB-1

1

5

J1

08-5342

BV 고정 바이어스 
커넥터 및 이득 조정

볼트 입력에 대해 저항 차단

마더보드 커넥터

전류 한도 Pot
(AL 카드 전용)

바이어스 Pot 이득 Pot

08-5411

TB-2

TB-1

4 ~ 20mA
5V

CT
1

2

1

5

AL 바이어스, 이득 
및 전류 한도 조정

mA 또는 볼트 dc 입력을 
위해 점퍼 이동

바이어스	및	이득

전류 제한 조정

(AL 카드 전용)

AL 제어 카드는 위상각 제어 장치이며 부하에 대한 최대 전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AL의 전위차계가 현재 제한 설정을 조정합니다. 위에 있는 AL
(개정본 B) 제어 카드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단계를 이용하여 최초 
설정에서 전류 제한을 조정합니다. 이 절차의 목적은 전류 제한이 조정되기 
전에 부하에 대한 최대 전류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하에 대한 전원을 천천히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 온도 제어 장치로부터의 입력 신호가 갑자기 높아질 경우 AL 카드 
회로가 높은 전류를 감지하기 때문에 부하를 통해 짧은 과전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클램프 온 전류계를 부하 라인에 연결합니다. 
2. AL 카드 전류 제한 전위차계를 완전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최소 전류 흐름을 위해). 
3. 온도 제어 장치를 켜고 0% 전원을 위해 제어 카드에 대한 입력 신호를 

조정합니다. 
4. QPAC에 대한 전원을 켭니다. 
5. 입력 신호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킵니다. 
6. 부하에 대한 전류를 측정 가능할 때까지 전류 제한 전위차계를 시계 방

향으로 조정합니다. 
7. 입력 신호를 100% 전원으로 점차적으로 높인 다음 전류 제한 전위차계

를 조정하여 부하에 대해 원하는 최대 전류를 획득합니다. 

참고:
AL	전류	제한은	
바이어스와	이득을		
조정하기	전에	비활성화
되어야	합니다(시계	방향
(CW)으로	완전히	pot).	

AL(개정본 B) 제어 카드. 

BV(개정본 B) 제어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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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QPAC 문제 해결 

기술 담당자는 부하가 양호하며 라인 전압과 온도 신호가 존재하고 올바른지 
먼저 점검하여 시스템의 문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전원 제어 장치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QPAC의 제어 카드, 변압기 또는 
전원 기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면 이 
QPAC 문제 해결 안내서를 이용하십시오. 

증상 가능한	원인 시정	조치

출력 없음 퓨즈 끊김 퓨즈를 확인하여 교체

잘못된 입력 배선 제2장 “입력 배선”을 참조하십시오. 

잘못된 입력 신호 온도 제어 출력을 확인하십시오. 

입력 신호가  
역류됨

제2장 “입력 배선”을 참조하십시오. 

입력 신호가  
조정되지 않음

제3장 "바이어스 및 이득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잘못되거나  
누락된 제어 카드

제2장 “입력 배선”을 참조하십시오. 

변압기 배선 변압기 연결부를 확인하십시오. 

부하 배선 누락 제2장 “전원 및 부하 배선”을 참조하십시오. 
SCR은 부하 없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방열판 온도가 
86°C(187°F)
를 초과함

막히거나  
작동하지 않는 팬

팬, 전원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청소하십시오.  
온도 조절기의 단락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팬이나 온도 조절기를 교체하십시오.  
#27-0005 온도 조절기는 보통 열려 있고 
온도가 상승하면 닫힙니다. 

변압기 과열 올바르지 않은  
변압기

제품과 변압기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제어되지 않는 
출력 완전 켜짐

불량 제어 카드  
또는 바이어스 및 
이득 조정 장애

제어 카드를 분리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바
이어스와 이득을 다시 조정하십시오. 

불량 변압기 변압기 와이어를 뽑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불량한 전원 기부 제어 카드 및 변압기 없이 완전 켜짐 또는 절반 
켜짐 출력이 존재할 경우, 전원 기부가 불량이
므로 교체하십시오. 

출력 불균형
(QPAC-32 및 
QPAC-33)

올바르지 않은  
위상 회전

제3장 "위상 회전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QPAC 서비스 설명서는 http://www.watlow.com/downloads/en/manuals/
qpacse_a.pdf 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

QPAC 문제 해결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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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C-33 진단에 특정한 내용

QPAC-33에는 진단을 위한 네 개의 표시기가 있습니다. 정상 작동 중에는 네 
개 모두 켜집니다. 

• 전원 켜짐 제어 장치에 전원이 공급될 때 노란색 표시등이 켜집니다. 

• 위상 손실 라인 전압의 위상 세 개 모두가 존재할 때 노란색 표시등이 켜집
니다. 하나의 위상이 낮거나 소실될 경우 표시등이 꺼집니다. 

• 위상 회전 부하가 배선되지 않더라도 올바른 전압 위상이 존재할 경우  
노란색 표시등이 켜집니다. 두 위상이 회전될 때 그리고 하나의 
위상이 누락될 때 표시등이 꺼집니다. 

• 위상 잠금 루프 위상 잠금 루프 회로가 동기화될 때 노란색 표시등이 켜집니다. 
노이즈가 있는 전원 회로에서 또는 위상 동기화 회로에 장애가 
생길 때 표시등이 꺼질 수 있습니다. 전원 품질을 확인한 다음  
전원 기부를 수리하거나 교체합니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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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QPAC	사양

작동
• 플러그 인 카드와 변압기 및 모듈식 제어 기부
• 플러그인 제어 카드
 무접점 접촉기, Å(ac) 또는 Î(dc) 입력
 버스트 파이어 제어, 고정 또는 가변 시간 기준
 위상각 파이어 제어
 유연 기동 및 전류 제한을 이용한 위상각 제어
• 플러그 인 변압기(50/60Hz.)
• 120, 208, 240, 277, 380, 415, 480, 575VÅ(ac) 작동
전원	기부
• 단상(Q01), 1 쌍의 SCR
• 3상(Q32), 2-leg 제어, 2 쌍의 SCR. 저항 부하 전용, 버스트 파이어링 전

용. 
• 3상(Q33), 3 쌍의 하이브리드 SCR/다이오드. 밸런스드 부하를 가진 위상

각에 대해서만 권장됩니다. 
• 120V~ (ac) 575VÅ(ac)
• 스위치된 leg당 150 ~ 1,000. 
제품	인증
• UL 508 및 cULus 등재, Q01 및 Q32 모델에서 최대 1,000 amps, 파일 

#E73741. 
• UL 508 및 cULus 등재, Q33 모델에서 최대 300 amps, 파일 E73741. 
SCCR	-	단락	정격
• 가용한 장애 전류 200,000A로 시험된 UL 인증 Q01, Q32 150-1000A부터 

480VÅ(ac) Q33 장치 및 480VÅ(ac) 이상 장치는 시험되지 않음
제어	카드	입력
CA 무접점 접촉기, ac 입력
• 120VÅ(ac) @ 30mA 최소
• Å(ac) 신호 입력 소스(예: 트라이악 또는 노이즈 제거 기능을 가진 기계식 

계전기 출력)는 거짓 파이어링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 컨트롤러 Å(ac) 명령 
신호 입력 단자 사이에 고객이 제공한 저항기가 필요합니다. 

 24VÅ(ac) 입력, 200Ω/10 와트 일반; 
 120VÅ(ac) 입력, 1kΩ/25 와트 일반; 
 240VÅ(ac) 입력, 1kΩ/25 와트 직렬 일반; 
CD 무접점 접촉기, dc 입력
• 켜짐, 4 ~ 10VÎ(dc) @ 0.5mA; 꺼짐, 0.5VÎ(dc)
• 내장 노이즈 감소 네트워크
BF버스트 파이어링 제어 고정 시간 기준
• 프로세스 입력 공장 설정  @ 4 ~ 20mAÎ(dc)
• 입력 임피던스 250Ω(5kΩ 전압 입력의 경우 클립 저항기) 또는 수동 제어 

입력
• 시간 기준 4초(1초의 경우 클립 저항기) 
BV 버스트 파이어링 제어, 가변 시간 기준
• 프로세스 입력 공장 설정  @ 4 ~ 20mAÎ(dc)
• 입력 임피던스 250Ω(5kΩ 전압 입력의 경우 클립 저항기) 또는 수동 제어 

입력 
AF 위상각 제어
• 프로세스 입력 공장 설정  @ 4 ~ 20mAÎ(dc)
• 입력 임피던스 250Ω(5kΩ 전압 입력의 경우 점퍼 이동) 또는 수동 제어 입

력
• 전원 켜짐 후 약 6초 유연 시동, 설정점 변경 시 1초
AL 전류 제한을 이용한 위상각 제어
• 프로세스 입력 공장 설정  @ 4 ~ 20mAÎ(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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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 입력 임피던스 250Ω(5kΩ 전압 입력의 경우 점퍼 이동) 또는 수동 제어 입

력
• 전원 켜짐 후 약 6초 유연 시동, 설정점 변경 시 1초
• 전류 및 인터체인지 변압기 포함됨. 
• Q01 및 Q33 모델만 이용 가능. 
라인	전압	/전력
• 50/60 Hz Å(ac) 라인 주파수, Q32 및 Q33 보정 라인 주파수에 따라 다름
• 전압: ±10%, 120, 208, 240, 277, 380, 415, 480, 575VÅ(ac)
라인	전압	보상
• 라인에 10%Δ, 30% ~ 70% 전원 영역(AF, AL 및 BV)의 부하에 2%Δ
전원	소실(와트)
• 제어된 leg당 1.5watts/amps
절연
• 부하에 대한 명령 신호 1250VÅ(ac) 최소
선형성
• 2%, 30% ~ 70% 전원 영역(CA 및 CD를 제외한 모든 장치)
꺼짐	상태	누출	전류
• 20mA @ 480VÅ(ac)
SCR	보호
• 반도체 퓨즈 제공됨 
• dv/dt 200V/µsec 최소
• MOV 및 RC 스너버 네트워크 표준(MOV는 Q33[3-상, 3-leg]에만 제공)
• (Q32) 3-leg 퓨즈 키트가 3상, 2-leg 모델에 사용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닙

니다. 
장착
• 방열판 팬은 세로 방향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작동	환경
• 0 ~ 50°C(32 ~ 122°F)
• 0 ~ 90% RH, 비응축
보관	온도
• -40 ~ 85°C(-40 ~ 185°F)
옵션
• 프로세스 입력 카드(1kΩ 전위차계)를 위한 수동 제어 키트 #08-5362
• 240VÅ(ac) 냉각팬, 120VÅ(ac) 냉각팬 대체
무게

위상

Amps 1ø
Q01

3ø,2	leg
Q32

3ø,3	와이어
Q33

150 6.8kg(15lbs) 16.3kg(36lbs) 22.7kg(50lbs)

200 6.8kg(15lbs) 16.3kg(36lbs) 22.7kg(50lbs)

300 6.8kg(15lbs) 16.3kg(36lbs) 22.7kg(50lbs)

400 ~ 600 19.9kg(44lbs) 38.5kg(85lbs) 45.4kg(100lbs)

800 ~ 1,000 22.2kg(49lbs) 54.4kg(120lbs) 61.2kg(135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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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려면 아래 정보를 사용하여 
오른쪽에 코드 번호를 작성하십시오.

QPAC =	모듈식 전원 컨트롤러; 위상각, 버스트, 
또는 퓨즈 및 홀더를 가진 무접점 접촉기 포함. 

위상
01 = 단상
32 = 3-상, 2-leg
33 = 3-상, 3-leg
작동	및	출력	전압
12 = 120V~ (ac)
20 = 208V~ (ac)
24 = 240V~ (ac)
27 = 277V~ (ac)
38 = 380V~ (ac)
41 = 415V~ (ac)
48 = 480V~ (ac)
57 = 575V~ (ac)
냉각팬	전압3

배선 및 후크업을 공급할 고객. 
1 = 120V~ (ac); 모든 3상 모델에 필요
2 = 240V~ (ac); 모든 3상 모델에 필요
출력	전류(Amps)
150 = 150 amps
200 = 200 amps
300 = 300 amps
400 = 400 amps
500 = 500 amps
600 = 600 amps
800 = 800 amps
01K = 1000 amps
입력	제어	카드
CA = 무접점 Å(ac) 입력(08-5285) 접촉기
CD = 무접점 Î(dc) 입력(08-5286) 접촉기
BF = 버스트 고정, 고정 시간 기준(08-5289) 4 ~ 20mA
BV = 버스트 고정, 가변 시간 기준(08-5342) 4 ~ 20mA
AF = 위상각 고정(08-5288) 4 ~ 20mA, Q32에서 이용 불가. 
AL =  전류 제한 4 ~ 20mA로 파이어링되는 위상각(08-5411), Q32에서 이용 불가. 하나의 전류 

변압기를 포함합니다. 3상, 3-leg 모델의 경우 두 번째 CT를 추가합니다. 
  AL 모델 150 amps 이상은 하나의 인터스테이지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오픈	히터/단락된	SCR	검출기4,5(버스트 파이어, 제로 크로스 모델 전용)
0 = 없음
1 = 단상 작동
2 = 3상 작동

Q

모델	번호
모델	번호	정보



	 QPAC	사용자	안내서	 29부록

액세서리

액세서리 

Watlow	부품	번호 모델 설명

08-5362 수동 제어 키트

16-0176 5A : 20mA 인터스테이지 변압기

0004-0286-0400 400 : 5A 전류 변압기

0004-0286-0500 500 : 5A 전류 변압기

0004-0286-0600 600 : 5A 전류 변압기

0004-0287-0800 800 : 5A 전류 변압기

0004-0288-1000 1000 : 5A 전류 변압기

16-0008 150A : 5A 전류 변압기

16-0045 200A : 5A 전류 변압기

16-0073 300A :5A 전류 변압기

Watlow	부품	번호 모델 설명

17-7053 QPAC 150A 최대 480V 퓨즈, 반도체 200A @ 500V 블레이드, Bussmann FWH-200B

17-7015 QPAC 150A, 575V 전용 퓨즈, 반도체 200A @ 700V 블레이드, Bussmann FWP-200A

17-7054 QPAC 200A 최대 480V 퓨즈, 반도체 250A @ 500V 블레이드, Bussmann FWH-250A

17-7016 QPAC 200A, 575V 전용 퓨즈, 반도체 250A @ 700V 블레이드, Bussmann FWP-250A

17-7056 QPAC 300A 최대 480V 퓨즈, 반도체 400A @ 500V 블레이드, Bussmann FWH-400A

17-7019 QPAC 300A, 575V 전용 퓨즈, 반도체 400A @ 700V 블레이드, Bussmann FWP-400A

17-7057 QPAC 400A 최대 480V 퓨즈, 반도체 500A @ 500V 블레이드, Bussmann FWH-500A

0808-0110-0000 QPAC 400A, 575V 전용 퓨즈, 반도체 500A @ 500V 블레이드, Bussmann FWP-500A

17-7058 QPAC 500A 최대 480V 퓨즈, 반도체 600A @ 500V 블레이드, Bussmann FWH-600A

0808-0109-0000 QPAC 500A, 575V 전용 퓨즈, 반도체 600A @ 700V 블레이드, Bussmann FWP-600A

0808-0108-0000 QPAC 600A 최대 575V 퓨즈, 반도체 800A @ 700V 블레이드, Bussmann FWP-600A

17-7082 QPAC 800A 최대 575V 퓨즈, 반도체 1000A @ 700V 블레이드, Bussmann 170M6714

17-7012 QPAC 1000A 최대 575V 퓨즈, 반도체 1250A @ 700V 블레이드, Bussmann 170M6766

17-5064 QPAC 150 ~ 300A, 575V 응용 
전용

퓨즈 홀더, 반도체, 외부 장착

08-7210 전체 바이어스 및 이득 카드, BV 입력 제어 카드와 함께 사용

25-0020 QPAC – 150 ~ 300A 냉각팬, 115V, 105 CFM 114.3 x 114.3mm(4.5 x 4.5인치)

25-0027 QPAC – 400 ~ 1000A 냉각팬, 115V, 260 CFM 152.4mm(6인치)

25-0022 QPAC – 150 ~ 300A 냉각팬, 230V, 105 CFM 114.3 x 114.3mm(4.5 x 4.5인치)

25-0028 QPAC – 400 ~ 1000A 냉각팬, 230V, 260 CFM 152.4mm(6인치)

18-1064 Q33 – 400 ~ 600A 다이오드, 1400A 1200V, SD1100C..C 시리즈 IR

18-1068 Q33 – 1000A 다이오드, 1170A 1200V, SD1100C..L 시리즈 IR

18-1044 Q33 – 150 ~ 300A 다이오드, 250A, 1000V, 1N3742R ST

RPC-5405-0000 전체 DH(오픈 히터/단락된 SCR 검출기) 카드

08-5288 Q01, Q33 입력 제어 카드, AF(4 ~ 20mA) 포함 위상각

RPC-5411-05-50H Q01, Q33 입력 제어 카드, 위상각, AL(0 ~ 5VÎ (dc), 50Hz) 포함

RPC-5411-05-60H Q01, Q33 입력 제어 카드, 위상각, AL(0 ~ 5VÎ (dc), 60Hz) 포함

RPC-5411-42-50H Q01, Q33 입력 제어 카드, 위상각, AL(4 ~ 20mA, 50Hz) 포함

RPC-5411-42-60H Q01, Q33 입력 제어 카드, 위상각, AL(4 ~ 20mA, 60Hz)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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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low	부품	번호 모델 설명

08-5289 전체 입력 제어 카드, 제로 크로스, BF(4 ~ 20mA) 포함

RPC-5342-50HZ 전체 입력 제어 카드, 제로 크로스, BV(4 ~ 20mA, 50Hz) 포함

RPC-5342-60HZ 전체 입력 제어 카드, 제로 크로스, BV(4 ~ 20mA, 60Hz) 포함

08-5285 전체 입력 제어 카드, 제로 크로스, CA(ac 입력) 포함

08-5286 전체 입력 제어 카드, 제로 크로스, CD(dc 입력) 포함

08-5287 Q01 마더보드 조립체

08-5320 Q32 마더보드 조립체

08-5337 Q33 마더보드 조립체

RPC-5338-150 Q33 전체 SCR 드라이버 보드 08-5338

18-5052 Q01, Q32 – 150 ~ 300A SCR 스터드, 300A, 1200V, ST

18-5214 QPAC – 400 ~ 600A SCR, 500A, 1200V, E-PUK

18-5215 QPAC – 800A SCR, 910A, 1200V, HP

18-5216 QPAC – 1000A SCR, 1470A, 1200V, HP

08-5302 QPAC – 150 ~ 400A, 120V 변압기 조립체, 플러그 인, 120V

08-5303 QPAC – 150 ~ 300A, 208/240V 변압기 조립체, 플러그 인, 208/240V

08-5304 QPAC – 150 ~ 300A, 277V 변압기 조립체, 플러그 인, 277V

08-5306 QPAC – 150 ~ 300A, 380V 변압기 조립체, 플러그 인, 380V

08-5308 QPAC – 150 ~ 300A, 415V 변압기 조립체, 플러그 인, 415V

08-5305 QPAC – 150 ~ 300A, 480V 변압기 조립체, 플러그 인, 480V

08-5307 QPAC – 150 ~ 300A, 575V 변압기 조립체, 플러그 인, 575V

Z100-0818-0000 QPAC – 400 ~ 1000A, 120V 변압기 조립체, 플러그 인, 120V

Z100-0819-0000 QPAC – 400 ~ 1000A, 208/240V 변압기 조립체, 플러그 인, 208/240V

Z100-0820-0000 QPAC – 400 ~ 1000A, 277V 변압기 조립체, 플러그 인, 277V

Z100-0823-0000 QPAC – 400 ~ 1000A, 380V 변압기 조립체, 플러그 인, 380V

Z100-0822-0000 QPAC – 400 ~ 1000A, 415V 변압기 조립체, 플러그 인, 415V

Z100-0821-0000 QPAC – 400 ~ 1000A, 480V 변압기 조립체, 플러그 인, 480V

Z100-0824-0000 QPAC – 400 ~ 1000A, 575V 변압기 조립체, 플러그 인, 575V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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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품질보증

QPAC은 장치를 잘못 사용하지 않은 한 사용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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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 내용은 
제품의 운반, 개조,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손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품

1. 수리를 위해 제품을 반송하기 전에 Watlow 고객 서비스 부서 507-454-
5300 번으로 전화를 하여 제품 반송 승인(RMA) 번호를 얻으십시오. 다
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수령지 주소
 • 청구 주소
 • 연락처 이름
 • 전화번호
 • 반품 방법 
 • P.O. 번호
 •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 기타 특별 지침
 • 제품을 반품하는 사람의 이름 및 전화번호. 

2. 크레딧을 위해 미사용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 고객 서비스 부서의 사전 
승인 및 RMA 번호가 필요합니다. 상자 외부와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RMA 번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운송료 선불로 하여 발송하십
시오. 

3. 당사는 반품을 수령한 후 검사를 통해 반품 이유를 확인합니다. 
4. 제조 결함의 경우, 수리 주문, 교체 주문 또는 반품 제품에 대한 크레딧

을 발행합니다. 
5. 결함이 없는 제품을 반품하려면 상품의 상태가 양호하고 원래 상자에 넣

어 제품을 수령한지 120일 이내에 반송해야 합니다. 반품된 제품 관리 
및 부자재 비용을 위해 20%의 재고 비용이 적용됩니다. 

6. 장치가 수리 불가일 경우, 설명서와 함께 다시 반송합니다. 
7. Watlow는 하자가 없는(NTF) 반품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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