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ZONE® PM Express
사용자 설명서

안전 정보
이 안내서에서는 “참고”, “주의” 및 “경고” 기호를
사용하여 중요한 작동 및 안전 정보를 표시합니다.
“참고”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려주
는 간략한 메시지입니다.
“주의”는 안전사항 알림으로 사용자의 장비 및
성능보호를 위해 필요한 중요 정보와 함께 표시
됩니다. 사용자의 환경에 적용되는 모든 주의 사
항을 읽고 준수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경고”는 안전사항 알림으로 사용자, 기타 작업
자 및 장비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
한 중요 정보와 함께 표시됩니다. 사용자의 환경
에 적용되는 모든 경고 사항을 숙지하십시오.
전기위험기호
(삼각형 안의 번개표시)는 감
전위험이 있는 “주의” 또는 “경고” 안전 문구 앞
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기
준에 따라 등재된
장치를 나타냅니
다. 미국과 캐나
다의 ‘공정 제어 장
비’ 요건에 따라 평
가된 품목입니다.
UL 61010 및 CSA
C22.2 No. 61010.
파일 E185611
QUYX, QUYX7.
참고: www.ul.com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기
준에 따라 등재
된 장치를 나타냅
니다. 미국과 캐
나다의 다음 요건
에 따라 평가된 품
목입니다: 위험 장
소 Class 1 Division
II Groups A, B,
C, D. ANSI/ISA
12.12.01-2007. 파
일 E184390 QUZW,
QUZW7. 참고:
www.ul.com

설명
주의 – 장치의 라
벨에서 제공하는
내용보다 추가적
인 설명이 필요한
경고 또는 위험.
자세한 내용은 사
용자 설명서를 참
고하십시오.
ESD (정전기 방
전)에 민감한 제
품 - 제품을 설치하
거나 정비할 때 적
절한 접지 및 취급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PID 컨트롤러

장치가 EU 지침을
준수합니다. 준법
에 사용되는 지침
과 표준에 관한 자
세한 내용은 ‘적합
성 선언’을 참고하
십시오.

충격 위험 방지를
위해 이중/강화된
절연조치로 보호
해야 하는 장치를
나타냅니다.

장치가 FM Class
3545 표준에 근거
한 온도 제한 장치
로서 Factory Mutual
의 검토와 승인 받
았음을 나타냅니
다. 참고: www.
fmglobal.com

휴지통에 버리지
말고, 적절한 재활
용 기술을 사용하
거나, 제조업체에
적절한 처분 방법
에 관하여 문의하
십시오.

TOTAL
CUSTOMER
SATISFACTION
3 Year Warranty

ISO 9001

장치가 CSA C22.2
No. 24에 따라 온
도 표시 규제 장
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CSA
International의 검
토와 승인을 받았
음을 나타냅니다.
참고: www.csainternational.org

교류(AC) 또는 직
류 (DC) 전압의 전
원을 사용할 수 있
는 장치를 나타냅
니다.

Registered Company

Winona, Minnesota USA

1241 Bundy Boulevard., Winona, Minnesota USA 55987
전화: +1 (507) 454-5300; 팩스: +1 (507) 452-4507 http://www.watlow.com
0600-0065-0003 Rev. C

미국 제품

2009년 5월
품질보증
EZ-ZONE® PM은 ISO 9001 인증 공정을 통하여
제조되며, 사용을 위해 매입한 최초 구매자에
게 3년 하자보증을 합니다 (단, 제품을 정상적
으로 적용한 경우에 한함). Watlow는 구매자의
제품 사용(오용)에 관하여 어떠한 제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제품고장에 대
하여 보증할 수 없습니다. Watlow의 재량에 따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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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는 남용으로 인한 손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
다. 등재된 모든 등급을 유지하려면 구매자는
Watlow의 부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술 지원
Watlow 컨트롤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우선
선택하신 제품의 입력, 출력, 알람, 제한사항
등과 같은 구성이 사용자의 적용 환경과 부합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다음
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Watlow 담당자(뒤 표지
참조)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메일로 질문 발송 - wintechsupport@watlow.com;
또는 전화 문의 +1 (507) 494-5656 (통화 가능
시간: 7 a.m. ~ 5 p.m., 중부표준시 (CST)). 응용
프로그램 엔지니어를 찾으십시오. 전화를 걸
기 전에 다음 정보를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 정확한 모델 번호
• 모든 구성 정보
• 사용자 설명서
• 공장 페이지
제품 반송 승인(RMA)
1. 수리를 위해 제품을 반송하기 전에 Watlow
고객 서비스 부서 (507) 454-5300 번으로 전
화를 하여 제품 반송 승인 (RMA) 번호를 얻
으십시오. 제품 고장의 원인을 모를 경우,
응용 프로그램 엔지니어나 제품 관리자에
게 문의하십시오.

있다면, EZ-ZONE 컨트롤 제품군에 속하는 상
한/하한 컨트롤러 또는 통합 컨트롤러 (PID 및
Limit)가 여러분의 모든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EZ-ZONE 컨트롤 제품군에 관한 자세
한 내용은 http://www.watlow.com 사이트를 참
고하십시오. 이 특별한 컨트롤을 위해 Watlow
의 표준 버스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직렬 통신
이 구현됩니다. 컨트롤 장치를 네트워크로 연
결하고 Modbus RTU/TCP®, EtherNet/IPTM 또는
DeviceNetTM 등 널리 사용되는 다른 프로토콜
을 사용하여 통신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EZ-ZONE 제품군 원격 사용자 인터페이스/게이
트웨이(RUI/GTW)의 사용을 고려하십시오.

1 2
3 4

설치 및 배선

제품 크기 1/32 DIN
15.9 mm
0.63 in

53.3 mm
2.10 in

101.6 mm
4.00 in

31.2 mm
1.23 in

30.9 mm
1.22 in

럖ꐩ

뇊ꐩ

ꩶꜵ

45.2 mm
(1.78 in)

22.4 mm
(0.88 in)

靁녚볝髅閹陞

볝髅鸅颍1.53 ~ 9.52 mm
(0.060 ~ 0.375)

EZ-ZONE PM 컨트롤러 사용자 설명서는 Watlow
Winona, Inc. 의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으며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모든 권리를 확보되
어 있습니다. EZ-ZONE PM은 미국 특허 번호
6,005,577번 및 출원 중인 특허에 해당됩니다.
개요
EZ-ZONE PM 컨트롤러는 열 루프(thermal loop)
요건을 손쉽게 해결하고 아울러 제어 루프 소
유권의 비용을 절감시켜줍니다. 이 컨트롤 제
품은 16th 또는 32nd DIN 패널 마운트 패키지
에 고전류 전원 출력의 단일 루프 PID 컨트롤
러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열 요건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EZ-ZONE 컨트롤 제품군은 확장성이 매우 높으
므로 필요한 곳에만 자금을 지출할 수 있습니
다. 단일 또는 다중 루프 PID 컨트롤러를 찾고

21.6 mm
(0.85 in)

21.6 mm
(0.85 in)

1/32 DIN 뜑鲵놽鲝ꜵ

제품 크기 1/16 DIN

설치

뢵넩걙

뢵넩걙
ꙕ뇙

15.8 mm
(0.62 in)

101.6 mm
(4.00 in)

53.3 mm
(2.10 in)

隕뇊렱ꄱ
闑걙멬

ꙕ뇙

隕뇊렱ꄱ

53.3 mm
(2.10 in)

闑걙멬

볝髅

럖ꐩ

볝髅

케이스에서 장작된 칼라 제거하기
1. 컨트롤러의 전면에서 각 측면의 탭을 클
릭 소리가 날 때까지 빼냅니다.

1. 이 장의 장착 플레이트 치수를 사용하여
패널 절단부를 만듭니다. 케이스 조립체
를 패널 절단부에 삽입합니다.

뇊ꐩ

2. 케이스 조립체를 패널 쪽으로 단단히 누르
면서 장착 칼라를 컨트롤러 뒤로 밉니다.
설치 작업에 NEMA 4X 씰이 필요하지 않으면
장착 칼라를 패널 뒤쪽으로 충분히 밀어서 개
스킷과 패널 사이에 공간이 없도록 하십시오.

51.2 mm
(2.02 in)

각 측면의 탭을 클릭
소리가 날 때까지 빼
냅니다.

ꩶꜵ

45.2 mm
(1.78 in)

장치 전면의 위 아
래를 잡고 앞으로
끌어 당깁니다.

2. 측면이 풀리면 두 손으로 장치 전면의 위
아래를 잡고 장치를 빼냅니다. 장치를 빼
내기가 어려우면 컨트롤러 뒤에 있는 커
넥터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제거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靁녚볝髅閹陞

Ó 경고:
장착 칼라를 컨트롤
러의 뒤쪽으로 밉
니다.

45.2 mm
(1.78 in)

컨트롤러를 전면 패널에서 제거하거나 다
른 배선을 분리하기 전에 컨트롤러 및 제
어 대상 회로의 모든 전원을 차단해야 합
니다.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전이
나 Class 1, Div. 2 위험 장소에서 폭발을
야기할 수 있는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스크루드라이버 날
을 장착 칼라 조립
체의 홈에 위치시
킵니다.

3. NEMA 4X 씰을 적용하려면 스크루드라이버
날을 장착 칼라 조립체의 홈에 위치시키고
컨트롤러 표면에 압력을 가하면서 패널을
앞쪽으로 밉니다. 컨트롤러를 제대로 설치
하려면 압력을 충분히 가해야 합니다. 장착
칼라를 앞쪽 패널에 단단히 결합시키면 씰
(밀봉)이 더욱 압착됩니다. 케이스 조립체
를 절단부에서 앞 뒤로 움직일 수 있다면
적절한 밀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장착
칼라 양측의 탭에는 컨트롤러의 측면 융기
부에 결합되는 날(tooth)이 있습니다. 각 측
면에서 탭이 한번에 하나씩만 융기부에 결
합되도록 각각의 날은 전면에서부터 다른
깊이로 엇갈리게 되어 있다.

볝髅鸅颍1.53 ~ 9.52 mm
(0.060 ~ 0.375)

21.6 mm
(0.85 in)

케이스에 컨트롤러 재결합
1. 컨트롤러의 방향을 올바르게 하고 하우징
으로 다시 밀어 넣습니다.
2.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양쪽 래치에서 찰
칵 소리가 날 때까지 컨트롤러의 한쪽을
밉니다.
참고:
컨트롤러에는 건이 있으므로 밀어 넣기가
용이하지 않을 때는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교정한
후에 다시 삽입합니다.
화학적 융화성
이 제품은 산, 약 알칼리, 알코올, 감마선
및 자외선과 융화됩니다. 이 제품은 강 알
칼리, 유기 용제, 연료, 방향족 탄화수소,
염화탄화수소, 에스테르 및 케톤과는 융화
되지 않습니다.

21.6 mm
(0.85 in)

56
78
단자 정의

참고:

단자 기능

모델

98
99

전원 입력: ac 또는 dc+
전원 입력: ac 또는 dc-

PM _(C)_ _ _ - AAAAB _ _

CF
CD
CE

표준 버스 EIA-485 공용
표준 버스 EIA-485 T-/R표준 버스 EIA-485 T+/R+

PM _(C)_ _ _ - AAAAB _ _

슬롯 C

아래 그림에서 슬롯 A 커넥터가 출력 라벨을 표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슬롯 A 출력의
라벨은 컨트롤러 부품 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걡ꈤA

걡ꈤB

걡ꈤC

98
띑ꇚ 1

입력 1

CF CD CE
C

걡ꈤC

A

걡ꈤA

99
CF
CD

띑ꇚ2

슬롯 A

99

98

CE

띑ꇚ1

T1

띑ꇚ2

T1 S1 R1

S1

T1
S1
R1

S2 (RTD) 또는 전류 +,
S3 (RTD), 열전대 -, 전류 - 또는 전압 S1 (RTD), 열전대 + 또는 전압 +

출력

단자 기능

1

범용 센서
입력 1: 모든 구성

R1

구성

2
공통 (모든 switched dc 출력 사용
가능.)
dc- (오픈 컬렉터)
dc+

Switched dc/오픈 컬렉터, 출력 1:
PM _(C)_ C _-_ AAAB _ _

dcdc+

Switched dc, 출력 2:
PM _ (C) _ _ C - _ AAAB _ _

F1
G1
H1

전압 또는 전류 전압 +
전류 +

범용 프로세스, 출력 1:
PM _ (C) _ F _ - _ AAAB _ _

L1
K1
J1

상시 개방
공통
상시 폐쇄

기계식 계전기 5 A, 형식 C, 출력 1:
PM _(C)_ E _-_ AAAB _ _

상시 개방
공통

NO-ARC 15 A, 형식 A, 출력 2:
PM6(C) _ _ H - _ AAAB _ _

X1
W1
Y1
W2
Y2

L2
K2

L1
K1

L2
K2

상시 개방
공통

기계식 계전기 5 A, 형식 A, 출력 2:
PM _(C)_ _ J-_ AAAB _ _

L2
K2

상시 개방
공통

무접점 계전기 0.5 A, 형식 A
출력 1: PM _(C)_ K _ - _ AAAB _ _
출력 2: PM _(C)_ _ K - _ AAAB _ _

Ó 경고:
이 컨트롤러를 전원, 전기 센서 또는 주변 장
치에 배선/연결할 때는 미국전기기술기준
(NEC) 또는 기타 국가의 표준 배선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사
용자의 장비 및 자산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
으며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
습니다.

참고:
모델 번호에 따라 주변 단자 라벨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컨트롤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와이어를
미사용 단자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참고:
아날로그 입력 1과 switched dc/오픈 컬렉터
출력부 사이에 절연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참고:
최대 와이어 크기 종단 및 토크 등급:
•	0.0507 ~ 3.30 mm2 (30 ~ 12 AWG) 단일 와이
어 종단 또는 두 개의 1.31 mm2 (16 AWG)
• 0.8 Nm (7.0 lb.-in.) 토크

전원
걡ꈤC

98
99
CF
CD
CE

놹낅
놹낅

뺝댽

• 47 ~ 63 Hz
• 10VA 최대 전력 소비
		 저 전원
• 12 ~ 40VÎ (dc)
• 20 ~ 28VÅ (ac) Semi Sig F47
		 고 전원
• 85 ~ 264VÅ (ac)

놹낅

• 100 ~ 240VÅ (ac) Semi Sig F47

전원 공급 참고사항:
Switched dc와 프로세스 출력은 최대 전류 출력이 40mA인 공통 전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출
력 1 및 2에서 공급되는 전류(mA)는 20/20, 30/10, 40/0, 10/30 ...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아래 그림에서 각 입력부에 대한 슬롯 A 커넥터 라벨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참고:
2 와이어 RTD, 점퍼 S1 및 T1을 함께 사용할 경우
입력
아래 표시된 모든 입력은 입력 1 (유일한 입력)을 나타내고 PID 컨트롤의 슬롯 A에 연결됩니다.

뺹ꈑꫭ걙
놹꼊
-

RTD
2鿅鱉 3

S1

+ R1

S2
S3
S1

T1

출력
모든 출력은 슬롯 A에만 연결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출력 가용성은 PID 컨트롤 장치의 부품
번호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무접점 계전기
형식 A

꾩놹鲵
S1

險뭪

L1 ꗄL2

+ R1

저항 온도 검출기 (RTD)
• 백금, 100 Ω @ 0°C
• DIN 곡선으로 보정 (0.00385 Ω/Ω/°C)
• 20 Ω 총 리드 저항
• 일반적인 0.09 mA의 RTD 여기 전류 리드
저항의 각 옴(Ω)이 0.03°C 기준 판독에 영
향을 줄 수 있음.
• 3-와이어 RTD의 경우 S1 리드를 R1에 연결
해야 함.
• 최고의 정확성을 얻으려면 리드 길이 저항
을 보상하기 위해 3-와이어 RTD를 사용함.
전체 3개의 리드 와이어는 동일한 저항을
가져야 함.

dc +
Y1 ꗄ Y2

PM _ (C) _ C C - A A A A B _ _

PM _ (C) _ K K - A A A A B _ _

R1

기계식 계전기
형식 C

범용 프로세스
F1

넁鞮
a

S1

프로세스 전압 및 전류
• 4 ~ 20 mA @ 100 Ω 입력 임피던스
• 0 ~ 10VÎ (dc) @ 20 kΩ 입력 임피던스
• 확장 가능

dc W1 ꗄ W2

K1 ꗄ K2

S1

뺹ꈑꫭ걙
놹ꌍ
+ T1
-

Switched DC

L1
ꩶ겑闑ꗞ

G1

열전대 (Thermocouple)
• 최대 2 KΩ의 자체 저항
• >20 MΩ 입력 임피던스
• 3 mA 오픈-센서 검출
• 열전대는 극성에 민감함. 음극 리드는 반
드시 S1에 연결해야 함.
• 오차를 줄이려면 열전대의 연장 와이어가
열전대와 동일한 합금 재질이어야 함.

4

K1
險뭪

놹꼊+

a

J1
ꩶ겑붅ꭹ

H1
놹ꌍ+

PM _ (C) _ E _ - A A A A B _ _

PM _ (C) _ F _ - A A A A B _ _

NO-ARC 계전기
형식 A

오픈 컬렉터
놹낅
險鞾

L2

險뭪
X1
dc W1

K2

ꜵ뼍

PM _ (C) _ _ H - A A A A B _ _
PM _ (C) _ C _ - A A A A B _ _

기계식 계전기
형식 A
L2
K2

Switched DC
• 공급 전류 최대 40 mA. 위의 전원 공급 참
고 내용 참조.
• 단락의 제한 <50 mA
• 22 ~ 32VÎ (dc) 개회로 전압
• 외부 무접점 계전기 구동에는 dc- 및 dc+
사용.
• DIN-A-MITE 호환
- 단일 폴: 최대 병렬 4개 또는 직렬 4개
- 2 폴: 최대 병렬 2개 또는 직렬 2개
- 3 폴: 최대 직렬 2개
오픈 컬렉터
• 100 mA 최대 출력 전류 싱크
• 30VÎ (dc) 최대 공급 전압
• 모든 switched dc 출력이 공통 단자를 사용
할 수 있음.
• dc 부하 제어를 위해서는 외부 전원을 사
용하며, 이때 부하 양극은 전원 양극에, 부
하 음극은 오픈 컬렉터에, 그리고 공통부
는 전원 음극에 연결합니다.
Quencharc 참고 내용 참조.
기계식 계전기 형식 C
• 5 A: 240VÅ (ac) 또는 30VÎ (dc) 최대 유도
부하에서
• 20 mA: 24V 최소 부하에서
• 125 VA 파일럿 듀티: 120/240VÅ (ac)에서,
25 VA: 24VÅ (ac)에서
• 정격 부하에서 100,000 사이클
• 출력이 전원을 공급하지 않음.
• ac 또는 dc에서 사용하는 경우
Quencharc 참고 내용 참조.
기계식 계전기 형식 A
• 5 A: 240VÅ (ac) 또는 30VÎ (dc) 최대 유도
부하에서
• 20 mV: 24V 최소 부하에서
• 125 VA 파일럿 듀티: 120/240VÅ(ac)에서,
25 VA: 24VÅ(ac)에서
• 정격 부하에서 100,000 사이클
• 출력이 전원을 공급하지 않음.
• ac 또는 dc에서 사용하는 경우
Quencharc 참고 내용 참조.

NO-ARC 계전기 형식 A
• 15 A : 85 ~ 264VÅ (ac) 유도 부하에서만
해당
• 1/16 DIN 모델에만 해당
• NO-ARC 회로의 경우 정격 2,000,000
사이클
• 100 mA 최소 부하
• 최대 2 mA의 오프 상태 누전
• dc 부하를 사용하면 안 됨.
• 출력이 전원을 공급하지 않음.
무접점 계전기 형식 A
• 0.5 A: 20 ~ 264VÅ (ac)의 최대 유도부하
에서
• 20 VA 120/240VÅ (ac) 파일럿 듀티
• 광절연 방식, contact suppression 없음
• 최대 오프 상태 누전 105 mA
• 출력이 전원을 공급하지 않음
• dc 부하를 사용하면 안 됨.
Quencharc 참고 내용 참조.
범용 프로세스
• 4 ~ 20 mA -> 800 Ω 최대 부하
• 0 ~ 10VÎ (dc) -> 전압 1 kΩ 최소 부하
• 확장 가능
• 출력이 전원을 공금함 (위의 전원 공급
참고 내용 참조).
• 동시에 전압 및 전류 출력을 사용할 수
없음

9 10
11 12

Quencharc 참고사항:
기계식 계전기, 무접점 릴레이 또는 오플 컬렉터 출력 옵션을
사용하여 파일럿 듀티 유도 부하(릴레이 코일, 솔레노이드 등)
를 전환할 때는 R.C. Suppressor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M _ (C) _ _ J - A A A A B _ _

영역(Zone) 디스플레이:
2onE (공장 페이지에 있음)이
On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컨트
롤러 영역을 나타냅니다.
1 ~ 9 = 영역 1 ~ 9
A = 영역 10
E = 영역 14
b = 영역 11
F = 영역 15
C = 영역 12
h = 영역 16
d = 영역 13

키와 디스플레이
16th DIN PID 컨트롤러
상단 디스플레이:
작동 메뉴에서 프로세
스 값을 표시하거나, 또
는 하단 디스플레이에
있는 매개변수의 값을
표시합니다.

출력 활동:
숫자 표시등이 출력부 1 및 2
의 활동을 나타냅니다.
백분율 단위 표시등:
컨트롤러가 백분율 값을 표시
하거나 개방 루프 설정치가 표
시될 때 이것이 나타납니다.

®

하단 디스플레이:
설정치, 작동 중 출력값 또는 해
당 값이 상단 디스플레이에 나
타난 매개변수를 나타냅니다.
A/M 키:
A/M 버튼을 3초 동안 길게 누
르면 이 키가 C.M 프롬프트
(Off, MAn, AUto)의 현재값과
수동(Manual) 사이를 전환합
니다.
무한대 키: ˆ
알람을 지우거나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이 키를 누르면 한
레벨씩 뒤로 이동하고, 2초 동
안 누르고 있으면 작동 메뉴로
돌아갑니다.

온도 단위 표시등:
온도의 섭씨 또는 화씨 표시를
나타냅니다.

통신 활동:
다른 장치가 이 컨트롤러와
통신할 때 깜박입니다.
A

M

위 / 아래 방향 키: ¿ ¯
작동 메뉴에서 하단 디스플레이의
설정치를 조절합니다. 다른 페이지
에서는 상단 디스플레이의 값을 증
가/감소시키거나 매개변수 선택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전진 버튼: ‰
누르면 매개변수
프롬프트가 전진
합니다.

32nd DIN PID 컨트롤러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16th DIN PID 컨트롤러의 모든 키 기능이 32nd DIN PID 컨트롤러에도 적
용됩니다.
좌측 디스플레이:
작동 메뉴에서 프로세스 값을
표시하거나, 또는 좌측 디스플
레이에 있는 매개변수의 값을
표시합니다.

1 2

®

%

우측 디스플레이:
설정치, 작동 중 출력값 또
는 해당 값이 우측 디스플레
이에 나타난 매개변수를 나
타냅니다.

표시된 메시지에 대응하기 (16th 또는 32nd DIN)
활성 메시지는 표시 내용을 정상 설정치와 상
단 또는 좌측 디스플레이에 있는 활성 메시
지 그리고 하단 또는 우측 디스플레이에 있는
[Attn] 사이에 전환되도록 합니다. 대응 방식은
메시지와 컨트롤러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튜
닝(Tuning) 같은 일부 메시지는 프로세스가 진
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지울 수 있는 메시지
(예: [AL;h1])가 우측 또는 좌측 디스플레이에
생성될 경우, 간단히 무한대 키를 누르면 동작
이 실행됩니다. 메시지 지우기[CLr] 를 하거
나, 알람을 음소거 [sil] 하려면 단순히 무한
대 ˆ 키를 누르면 동작이 실행됩니다.

[AL;L1]
[AL;h1]
[AL;E1]
[Er;i1]
[tUn1]
[`rP1]

알람 낮음 1
알람 높음 1
알람 오류 1
오류 입력 1
튜닝
램핑

컨트롤 전원을 켜면 전진 키를 사용
하여 작동 메뉴의 다양한 프롬프트를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작동 메뉴에
서 기본 디스플레이로 돌아가려면 언
제든지 무한대 ˆ 키를 누릅니다.

작동 메뉴
[`AUt] 자동 튜닝 (Autotune)

‰

[`C;M] 제어 모드 (Control Mode)
[`h;pb] 가열 비례 대
(Heat Proportional Band)
[`h;pb] 냉각 비례 대
(Cool Proportional Band)
[``ti] 시간 적분 (Time Integral)

작동 메뉴

16th 및 32nd DIN PID 컨트롤러
디스플
레이

[o;tb2] 시간 기준 (Time Base)
[`A;lo] 알람 낮은 설정치
(Alarm Low Set Point)
[`A;hi] 알람 높은 설정치
(Alarm High Set Point)
[`i;Ca] 보정 오프셋
(Calibration Offset)

범위 (기본값을 굵은 글씨로 표시)

[`AUt]
[ AUt]

자동 튜닝 (Autotune)

[`C;M]
[ C.M]

제어 모드 활성 (Control Mode Active)
현재 제어 모드를 표시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항상 표시

[`off] 꺼짐 (Off)
[AUto] 자동 (Auto)
[MAn] 수동 (Manual)

[`h;Pb]
[ h.Pb]

가열 비례 대 (Heat Proportional Band)
가열 출력용으로 PID 비례 대를 설정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가열 알고리즘이 PID로 설정된 경우

0 ~ 9,999.000°F 또는 유닛
0 ~ 5,555.000°C
유닛, 25.0°F 또는 14.0°C

[`C;Pb]
[ C.Pb]

냉각 비례 대 (Cool Proportional Band)
냉각 출력용으로 PID 비례 대를 설정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냉각 알고리즘이 PID로 설정된 경우

0 ~ 9,999.000°F 또는 유닛
0 ~ 5,555.000°C
유닛, 25.0°F 또는 14.0°C

[``ti]
[ ti]

시간 적분 (Time Integral)
출력을 위해 PID 적분을 설정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가열 또는 냉각 알고리즘이 PID로 설정된 경우

0 ~ 9,999 초 / 반복
180.0

[``td]
[ td]

시간 미분 (Time Derivative)
출력을 위한 PID 미분을 설정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가열 또는 냉각 알고리즘이 PID로 설정된 경우

0 to 9,999 초
0.0 초

[o;tb1]
[o.tb1]

시간 기준 출력 1 (Time Base Output 1)
고정 시간 기준 제어를 위한 시간 기준을 설정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제어 알고리즘이 PID로 설정된 상태에서 출력 1이 가열 또는 냉
각에 설정됨.

0.1 ~ 60.0 초 (무접점 계전기 또는 switched dc)
5.0 ~ 60.0 초 (기계식 계전기 & NO-ARC 전원 제어)
1 초 [SSR & sw dc], 20.0 초 [기계식 계전기 & NO-ARC]

[o;tb2]
[o.tb2]

시간 기준 출력 2 (Time Base Output 1)
고정 시간 기준 제어를 위한 시간 기준을 설정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제어 알고리즘이 PID로 설정된 상태에서 출력 2이 가열 또는 냉
각에 설정됨.

0.1 ~ 60.0 초 (무접점 계전기 또는 switched dc)
5.0 ~ 60.0 초 (기계식 계전기 & NO-ARC 전원 제어)
1 초 [SSR & sw dc], 20.0 초 [기계식 계전기 & NO-ARC]

[`A;Lo]
[ A.Lo]

알람 낮은 설정치 (Alarm Low Set Point)
프로세스 - 낮은 알람을 트리거링하는 프로세스 값을 설정함.
편차 - 낮은 알람을 트리거링하는 폐쇄 루프 설정치에서 유닛의 범위를 설정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If 알람 유형 (A.ty)이 프로세스 또는 편차 알람으로 설정된 경우

-1,999.000 ~ 9,999.000°F 또는 유닛
-1,128.000 ~ 5,537.000°C
유닛, 32.0°F 또는 0.0°C

[`A;hi]
[ A.hi]

알람 높은 설정치 (Alarm High Set Point)
프로세스 - 높은 알람을 트리거링하는 프로세스 값을 설정함.
편차 - 높은 알람을 트리거링하는 폐쇄 루프 설정치에서 유닛의 범위를 설정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If 알람 유형 (A.ty)이 프로세스 또는 편차 알람으로 설정된 경우

-1,999.000 ~ 9,999.000°F 또는 유닛
-1,128.000 ~ 5,537.000°C
유닛, 300.0°F 또는 150.0°C

[`i;CA]
[ i.CA]

보정 오프셋 (Calibration Offset)
프로세스 출력의 오프셋 값을 설정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항상 표시

-1,999.000 ~ 9,999.000°F 또는 유닛
-1,110.555 ~ 5,555.000°C
0.0

[``td] 시간 미분 (Time Derivative)
[o;tb1] 시간 기준 (Time Base)

매개변수 이름 설명

자동 튜닝을 시작합니다. 활성 상태이면 상단 또는 좌측 및 하단 또는 우측 디스플레
이가 깜박임 tUn1 및 Attn.
다음 경우에 표시됨: 가열 또는 냉각 알고리즘이 PID로 설정된 경우

[``no] 아니오 (No)
[`yES] 예 (Yes)

13 14
15 16
설정 메뉴를 입력하려면 위/아래 화
살표 키를 약 3초 동안 길게 누릅니
다. 그런 다음, 녹색 전진 키를 눌러
선택할 프롬프트로 이동한 후 위/아
래 방향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범위
를 변경합니다. 작동 메뉴에서 설정
디스플레이로 돌아가려면 언제든지
무한대 ˆ 키를 누릅니다.

설정 메뉴

16th 및 32nd DIN PID 컨트롤러
디스플
레이
LoC
[LoC]

설정 메뉴

‰

[`loC] 잠금 메뉴 (Lockout Menu)
[`SEn] 센서 유형 (Sensor Type)
[`Lin] 선형화 (Linearization)
[`deC] 소수점 (Decimal)
[`C_F] 표시 단위 (Display Units)
[`r;lo] 범위 하한 (Range Low)
[`r;hi] 범위 상한 (Range High)
[`fn1] 기능 1 (Function One)
[`o;ty] 출력 유형 (Output Type)
[`fn2] 기능 2 (Function Two)
[`h;ag] 가열 알고리즘 (Heat Algorithm)
[`h;sC] 가열 히스테리시스
(Heat Hysteresis)
[`C;Ag] 냉각 알고리즘 (Cool Algorithm)
[`A;ty] 알람 유형 (Alarm Type)
[`A;hy] 알람 히스테리시스
(Alarm Hysteresis)
[`A;lA] 알람 래칭 (Alarm Latching)
[`A;bl] 알람 차단 (Alarm Blocking)
[`A;si] 알람 음소거 (Alarm Silencing)
[A;dsp] 알람 표시 (Alarm Display)
[``rp] 램프 동작 (Ramp Action)
[`r;rt] 램프 속도 (Ramp Rate)
[o;hi1] 전원 스케일 높은 출력 1
(Power Scale High Output 1)
[o;hi2] 전원 스케일 높은 출력 2
(Power Scale High Output 2)
[par1] 상단 또는 좌측 디스플레이
(Upper or Left Display)
[par2] 하단 또는 우측 디스플레이
(Lower or Right Display)
[`Ad;s] 영역 주소 (Zone Address)

[Sen]
[ SEn]

매개변수 이름 설명

잠금 메뉴 (Lockout Menu)
보안 허가 수준을 설정함. 사용자는 선택된 수준 및 그 이하의 모든 수준에 접근할 수
있음.
다음 경우에 표시됨: 항상 표시

센서 유형 (Sensor Type)
이 입력부에 연결된 장치에 맞게 아날로그 센서 유형을 설정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항상 표시

범위 (기본값을 굵은 글씨로 표시)
1~5
1 작동 메뉴 (읽기 전용, A/M 버튼 사용 불가)*
2 작동 메뉴 (A/M 버튼 사용 불가, 설정치 읽기/쓰기)*
3 작동 메뉴 (A/M 버튼 사용 가능, 제어 모드 읽기/쓰기)*
4 작동 메뉴 읽기/쓰기 액세스*
5 작동 메뉴 및 설정 메뉴 전체 읽기/쓰기 액세스
*사용자는 어떤 수준에서든 이 보안 수준을 변경할 수 있
음.
[``tC] 열전대 (Thermocouple)
[uolT] 전압 dc
[`MA] mA dc
[r0;1H] RTD 100 Ω

[Lin]
[ Lin]

선형화 (Linearization)
이 입력부에 연결된 열전대 유형에 맞게 선형화를 설정함.
예를 들어 K 유형 열전대를 위해서는 [```H] 를 선택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센서 유형이 열전대에 설정된 경우.

[`J]
[`H]
[`n]
[`S]
[`t]

J
K
N
S
T

[`dEC]
[ dEC]

소수점 (Decimal)
표시된 값의 정확도를 설정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항상 표시

[```0] 정수 (Whole)

[`C_F]
[ C_F]

표시 단위 (Display Units)
표시할 단위를 선택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항상 표시

[```F] °F

[r;Lo]
[ r.Lo]

범위 낮음 (Range Low)
설정치의 하한 범위를 설정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항상 표시

-1,999.000 ~ 9,999.000

[rhi]
[ r.hi]

범위 높음 (Range High)
설정치의 상한 범위를 설정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항상 표시

-1,999.000

[`fn1]
[ fn1]

출력 1의 기능 (Function of Output 1)
이 출력부를 구동할 기능을 선택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출력 1을 지정한 경우

[`oFF] 꺼짐 (Off)

[``0;0] 소수 첫째 자리
[`0;00] 소수 둘째 자리
[```C] °C

0.0

~

9,999.000

[CooL] 냉각 (Cool)
[hEAt] 가열 (Heat)
[ALM] 알람 (Alarm)

[`o;ty]
[ o.ty]

출력 유형 (Output Type)
프로세스 출력이 볼트로 작동할 것인지 암페어로 작동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A 프로세스 출력 (PM _ C _ F _-_ AAAB _ _)

[uoLt] 볼트 (Volts)
[`MA] 밀리암페어(Milliamps)

설정 메뉴를 입력하려면 위/아래 화
살표 키를 약 3초 동안 길게 누릅니
다. 그런 다음, 녹색 전진 키를 눌러
선택할 프롬프트로 이동한 후 위/아
래 방향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범위
를 변경합니다. 작동 메뉴에서 설정
디스플레이로 돌아가려면 언제든지
무한대 ˆ 키를 누릅니다.

설정 메뉴

16th 및 32nd DIN PID 컨트롤러
디스플
레이
[`fn2]
[ fn2]

설정 메뉴

‰

[`loC] 잠금 메뉴 (Lockout Menu)
[`SEn] 센서 유형 (Sensor Type)
[`Lin] 선형화 (Linearization)
[`deC] 소수점 (Decimal)
[`C_F] 표시 단위 (Display Units)
[`r;lo] 범위 하한 (Range Low)
[`r;hi] 범위 상한 (Range High)
[`fn1] 기능 1 (Function One)
[`o;ty] 출력 유형 (Output Type)
[`fn2] 기능 2 (Function Two)
[`h;ag] 가열 알고리즘
(Heat Algorithm)
[`h;sC] 가열 히스테리시스
(Heat Hysteresis)
[`C;Ag] 냉각 알고리즘
(Cool Algorithm)
[`A;ty] 알람 유형 (Alarm Type)
[`A;hy] 알람 히스테리시스
(Alarm Hysteresis)
[`A;lA] 알람 래칭 (Alarm Latching)
[`A;bl] 알람 차단 (Alarm Blocking)
[`A;si] 알람 음소거 (Alarm Silencing)
[A;dsp] 알람 표시 (Alarm Display)
[``rp] 램프 동작 (Ramp Action)
[`r;rt] 램프 속도 (Ramp Rate)
[o;hi1] 전원 스케일 높은 출력 1
(Power Scale High Output 1)
[o;hi2] 전원 스케일 높은 출력 2
(Power Scale High Output 2)
[par1] 상단 또는 좌측 디스플레이
(Upper or Left Display)
[par2] 하단 또는 우측 디스플레이
(Lower or Right Display)
[`Ad;s] 영역 주소 (Zone Address)

매개변수 이름 설명

출력 2의 기능 (Function of Output 2)
이 출력부를 구동할 기능을 선택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출력 2를 지정한 경우

범위 (기본값을 굵은 글씨로 표시)
[`oFF] 꺼짐 (Off)
[CooL] 냉각 (Cool)
[hEAt] 가열 (Heat)
[ALM] 알람 (Alarm)

[`h;Ag]
[ h.Ag]

가열 알고리즘 (Heat Algorithm)
가열 제어 방법을 설정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출력 1 또는 2가 가열로 설정된 경우

[`oFF] 꺼짐 (Off)

[`hSC]
[ hSC]

히스테리시스 (가열 & 냉각) (Hysteresis (Heat & Cool))
On-Off 제어를 위한 제어 스위칭 히스테리시스를 설정함. 이 설정은 이 프로세스 값이
“on” 영역 내부로 어느 정도 이동해야 출력부가 켜지는가를 결정합니다.
다음 경우에 표시됨: 가열 또는 냉각 알고리즘을 On-Off로 설정한 경우.

0 ~ 9,999.000°F 또는 유닛

냉각 알고리즘 (Cool Algorithm)
냉각 제어 방법을 설정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출력 1 또는 2가 냉각으로 설정된 경우

[`oFF] 꺼짐 (Off)

알람 유형 (Alarm Type)
알람의 설정치 추적 여부 방법을 선택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항상 표시

[`oFF] 꺼짐 (Off)

알람 히스테리시스 (Alarm Hysteresis)
알람의 히스테리시스를 설정함. 이 설정은 이 프로세스 값이 안전 영역 내부로 어느
정도 이동해야 알람이 지워지는가를 결정합니다.
다음 경우에 표시됨: 알람 유형이 프로세스 알람 또는 편차 알람으로 설정된 경우

0.001 ~ 9,999.000°F 또는 유닛

[`A;LA]
[ A.LA]

알람 래칭 (Alarm Latching)
알람 래칭을 켜거나 끕니다. 래칭된 알람은 사용자가 꺼야 합니다.
다음 경우에 표시됨: 알람 유형이 프로세스 알람 또는 편차 알람으로 설정된 경우

[nLAt] 래칭 안 함 (Non-Latching)

[`A;bL]
[ A.bL]

알람 차단 (Alarm Blocking)
알람 차단 시기를 선택함. 시동 후에 또는 설정치 변경 후에는 프로세스 값이 정상 범
위에 들어 가기 전까지는 알람이 차단됩니다.
다음 경우에 표시됨: 알람 유형이 프로세스 알람 또는 편차 알람으로 설정된 경우

[`oFF] 꺼짐 (Off)

알람 음소거 (Alarm Silencing)
사용자가 이 알람에 연결(구성)된 출력을 사용 불능화시킬 수 있도록 알람 음소거 기
능을 실행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알람 유형이 프로세스 알람 또는 편차 알람으로 설정된 경우

[`oFF] 꺼짐 (Off)

[`C;Ag]
[ C.Ag]

[`A;ty]
[ A.ty]

[`A;hy]
[ A.hy]

[`A;si]
[ A.Si]

[`Pid] PID
[on;of] 켜짐-꺼짐 (On-Off)
0 ~ 5,555.000°C
유닛, 3.0°F 또는 2.0°C

[`Pid] PID
[on;of] 켜짐-꺼짐 (On-Off)
[PR;AL] 프로세스 알람 (Process Alarm)
[dE;AL] 편차 알람 (Deviation Alarm)
0.001 ~ 5,555.000°C
유닛, 1.0°F 또는 1.0°C

[`LAt] 래칭 (Latching)

[`Str] 시동 (Startup)
[StPt] 설정치 (Set Point)
[both] 둘 모두 (Both)
[``on] 켜짐 (On)

17 18
19 20
설정 메뉴를 입력하려면 위/아래 화
살표 키를 약 3초 동안 길게 누릅니
다. 그런 다음, 녹색 전진 키를 눌러
선택할 프롬프트로 이동한 후 위/아
래 방향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범위
를 변경합니다. 작동 메뉴에서 설정
디스플레이로 돌아가려면 언제든지
무한대 ˆ 키를 누릅니다.

설정 메뉴

‰

[`loC] 잠금 메뉴 (Lockout Menu)
[`SEn] 센서 유형 (Sensor Type)
[`Lin] 선형화 (Linearization)
[`deC] 소수점 (Decimal)
[`C_F] 표시 단위 (Display Units)
[`r;lo] 범위 하한 (Range Low)
[`r;hi] 범위 상한 (Range High)
[`fn1] 기능 1 (Function One)
[`o;ty] 출력 유형 (Output Type)
[`fn2] 기능 2 (Function Two)
[`h;ag] 가열 알고리즘
(Heat Algorithm)
[`h;sC] 가열 히스테리시스
(Heat Hysteresis)
[`C;Ag] 냉각 알고리즘
(Cool Algorithm)
[`A;ty] 알람 유형 (Alarm Type)
[`A;hy] 알람 히스테리시스
(Alarm Hysteresis)
[`A;lA] 알람 래칭 (Alarm Latching)
[`A;bl] 알람 차단 (Alarm Blocking)
[`A;si] 알람 음소거 (Alarm Silencing)
[A;dsp] 알람 표시 (Alarm Display)
[``rp] 램프 동작 (Ramp Action)
[`r;rt] 램프 속도 (Ramp Rate)
[o;hi1] 전원 스케일 높은 출력 1
(Power Scale High Output 1)
[o;hi2] 전원 스케일 높은 출력 2
(Power Scale High Output 2)
[par1] 상단 또는 좌측 디스플레이
(Upper or Left Display)
[par2] 하단 또는 우측 디스플레이
(Lower or Right Display)
[`Ad;s] 영역 주소 (Zone Address)

설정 메뉴

16th 및 32nd DIN PID 컨트롤러
디스플
레이

매개변수 이름 설명

범위 (기본값을 굵은 글씨로 표시)

[A;dSP]
[A.dSP]

알람 표시 (Alarm Display)
알람 활성화 시에 알람 메시지를 표시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알람 유형이 프로세스 알람 또는 편차 알람으로 설정된 경우

[`oFF] 꺼짐 (Off)

[``rP]
[ rP]

램프 동작 (Ramp Action)
컨트롤러의 설정치가 정의된 끝 설정치로 램핑하는 시점을 선택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항상 표시

[`oFF] 꺼짐 (Off)

[``on] 켜짐 (On)

[`Str] 시동 (Startup)
[StPt] 설정치 (Set Point)
[both] 둘 모두 (Both)

[`r;rt]
[ r.rt]

램프 속도 (Ramp Rate)
설정치 램프 속도를 설정함. 램프 스케일 매개변수로 속도의 시간 단위를 설정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램프 동작이 시동 (Startup), 설정치 (Set Point) 또는 둘 모두 (Both)
로 설정된 경우.

1.0°F 또는 유닛
1.0°C

[o;hi1]
[o.hi1]

전원 스케일 출력 높음 1 (Power Scale Output High 1)
출력 1 범위의 최대값을 설정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출력 1 이 가열로 설정된 경우

0.0 ~ 100%

[o;hi2]
[o.hi2]

전원 스케일 출력 높음 2 (Power Scale Output High 2)
출력 2 범위의 최대값을 설정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출력 2 가 가열로 설정된 경우

0.0 ~ 100%

[PAr1]
[PAr1]

상단 또는 좌측 디스플레이 (Upper or Left Display)
표시할 매개변수를 선택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항상 표시

[PAr2]
[PAr2]

하단 또는 우측 디스플레이 (Lower or Right Display)
표시할 매개변수를 선택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항상 표시

[AC;SP]
[`A;hi]
[`A;Lo]
[none]

[`ad;s]
[ Ad.S]

영역 주소 - 표준 버스 통신 (Zone Address - Standard Bus Communication)
영역 주소를 1~16 사이에 설정함.
다음 경우에 표시됨: 항상 표시

1-16
1

100.0

100.0
[AC;Pu] 활성 프로세스 값 (Active Process Value)
[none] 없음 (none)
활성 설정치 (Active Set Point)
알람 높은 설정치 (Alarm High Set Point)
알람 낮은 설정치 (Alarm Low Set Point)
없음 (none)

제품 사양
라인 전압 /전력
• 모든 전압 수준은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나타냄
• 85 ~ 264V~(ac), 47 ~ 63Hz
• 20 ~ 28V~(ac), +10/-15 %; 50/60Hz, ±5 %
• 12 ~ 40VÎ (dc)
• 10VA 최대 전력 소비
• 전원 공급 차단 시 비 휘발성 메모리를 통
한 데이터 보존
• SEMI F47-0200, 그림 R1-1 순시 전압 저하
요건 충족: 24VÅ(ac) 이상에서
환경
• -18 ~ 65°C (0 ~ 149°F) 작동 온도
• -40 ~ 85°C (-40 ~ 185°F) 저장 온도
• 0 ~ 90 % 상대습도, 비응축
정밀도
• 보정 정밀도 및 센서 적합성: 범위의
±0.1 %, ±1°C : 보정된 주위 온도 및 정
격 라인 전압 기준
• 타입 S, 0.2 %
• 타입 T, -50°C 미만; 0.2 %
• 보정 주위 온도 @ 25°C ±3°C (77°F ±5°F)
• 정밀도 범위: 최소 540°C (1000°F)
• 온도 안정도: 대기중 최대 ±0.1°C/°C
(±0.1°F/°F) 상승
제품 인증
• UL®/EN 61010 등록
• ANSI/ISA 12.12.01-2007 Class 1 Division 2
Groups A, B, C, D, 온도 코드 T4A.
• UL® 50, NEMA 4X, EN 60529 IP66
• CSA C22.2 No. 24 File 158031
• RoHS, W.E.E.E.
• SEMI F47-0200
컨트롤러
•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열/냉각, on-off,
P, PI, PD, PID 또는 알람 동작
• 자동 튜닝 제어 알고리즘
• 제어 샘플링 속도: 입력 = 10Hz, 출력 = 10Hz
• 컨트롤러 유형 주문 정보에 따른 입력 및
출력 용량
직렬 통신
• 절연(Isolated) 통신
• 표준 버스 구성 프로토콜
배선 종단 - 터치-세이프(Touch-Safe) 단자
• 입력, 출력 및 컨트롤러 출력 단자는 터치세이프 형식의 탈착식 12 ~ 22 AWG임
• 75°C, Cu 도체만 사용함

부품 주문 번호

범용 입력
• 열전대, 접지 또는 비접지 센서
• >20MΩ 입력 임피던스
• 최대 2 KΩ의 자체 저항
• RTD 2선식 또는 3선식, 백금, DIN 곡선에 따
른 100Ω @ 0°C 보정 (0.00385 Ω/Ω/°C)
• 프로세스, 4-20mA @ 100Ω, 또는 0-10VÎ(dc)
@ 20kΩ 입력 임피던스; 확장 가능
기능적 작동 범위
• 유형 J: -210 ~ 1200°C (-346 ~ 2192°F)
• 유형 K: -200 ~ 1370°C (-328 ~ 2500°F)
• 유형 N: -200 ~ 1300°C (-328 ~ 2372°F)
• 유형 S: -50 ~ 1767°C (-58 ~ 3214°F)
• 유형 T: -200 ~ 400°C (-328 ~ 750°F)
• RTD (DIN): -200 ~ 800°C (-328 ~ 1472°F)
• 프로세스: -1999 ~ 9999 유닛
출력 하드웨어
• Switched dc, 22 ~ 32VÎ(dc), 최대 40 mA 공급
전류 가능.
• 오픈 컬렉터, 최대 싱크 전류 100 mA, @
30VÎ(dc)
• 무접점 계전기 (SSR), 형식 A, 0.5A @
24VÅ(ac) 최소, 264VÅ(ac) 최대, 광절연,
contact suppression 없음
• 전자기계식 계전기, 형식 C, 5A, 24 ~
240VÅ(ac) 또는 30VÎ(dc) 최대, 유도 부하,
정격 부하에서 100,000 사이클
• 전자기계식 계전기, 형식 A, 5A, 24 ~
240VÅ(ac) 또는 30VÎ(dc) 최대, 유도 부하,
정격 부하에서 100,000 사이클
• NO-ARC 계전기, 형식 A, 15A, 24 ~
240VÅ(ac), V 없음Î(dc), 유도 부하, 정격 부
하에서 2백만 사이클
• 범용 프로세스:
- 0 ~ 10VÎ(dc) -> 최소 1,000Ω 부하
- 4 ~ 20mA -> 최대 800Ω 부하
사용자 인터페이스
• 듀얼 4 자리, 7 세그먼트 LED 디스플레이
• 일반 디스플레이 업데이트 속도 1Hz
• 전진, 무한대, 위/아래 방향 키, EZ-KEY 키
(1⁄32 DIN에는 없음)
• EZ-KEY는 자동으로 자동/수동 전송 모드 기
능으로 프로그래밍됨.

PMXCXXX-AAAABXX

(부품 번호 자리수 1 ~ 14)

모든 모델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됨: *범용 센서 입력부, 표준 버스 구성 통신
*이중 라인 녹색/적색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패키지 크기 (자리수 #3)
3 = 1/32 DIN
6 = 1/16 DIN
8 = 1/8 DIN 수직형(향후 옵션)
9 = 1/8 DIN 수평형(향후 옵션)
4 = 1/4 DIN (향후 옵션)
기본 기능 (자리수 #4)
C = PID 컨트롤러, 범용 입력부 포함
전원 공급 (자리수 #5)
1 = 100-240 VAC
3 = 12-28VAC/DC
출력 1 및 2 하드웨어 옵션 (자리수 #6, #7)
출력 1
출력 2
CA = Switched dc/오픈 컬렉터
없음
CH = Switched dc/오픈 컬렉터
NO-ARC 15 Amp 전원 제어
CC = Switched dc/오픈 컬렉터
Switched DC
CJ = Switched dc/오픈 컬렉터
기계식 계전기 5A, 형식 A
CK = Switched dc/오픈 컬렉터
SSR 형식 A, 0.5 Amp
EA = 기계식 계전기 5 Amp 형식 C
없음
EH = 기계식 계전기 5 Amp 형식 C
NO-ARC 15 Amp 전원 제어
EC = 기계식 계전기 5 Amp 형식 C
Switched DC
EJ = 기계식 계전기 5 Amp 형식 C
기계식 계전기 5A, 형식 A
EK = 기계식 계전기 5 Amp 형식 C
SSR 형식 A, 0.5 Amp
FA = 범용 프로세스
없음
FC = 범용 프로세스
Switched DC
FJ = 범용 프로세스
기계식 계전기 5A, 형식 A
FK = 범용 프로세스
SSR 형식 A, 0.5 Amp
AK = 없음
SSR 형식 A, 0.5 Amp
KK = SSR 형식 A, 0.5 Amp
SSR 형식 A, 0.5 Amp
향후 옵션 (자리수 #8 ~ #11)
AAAA = 없음
메뉴 유형 (자리수 #12)
B = PM Express, 영어 설명서 (Limit 또는 PID)
추가 옵션 (자리수 #13, #14)
AA = 표준 EZ-ZONE 전면 플레이트
12 = Class 1, Div 2 (Limit 컨트롤러 또는 기계식 계전기 출력은 지원하지 않음)
다국어 사용자 설명서(PID 전용) 및 관련 Watlow 부품 번호: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한국어
- 독일어
- 프랑스어
- 이탈리아어
- 스페인어

0600-0065-0000
0600-0065-0001
0600-0065-0002
0600-0065-0003
0600-0065-0004
0600-0065-0005
0600-0065-0006
0600-0065-0007

21 22
23 24
놶뼞ꫦ 꽭

겑ꍡ댽 PM
1241 Bundy Blvd.
Winona, MN 55987 USA
껹ꅍ 뇑븽꾅 鲵뼍꾡 鲙넁隱 闎넩 꽭뼝:

ꜹꌍ:
뇊陞 놹꼊 ꗄ 늱볁ꯍ:
뇊陞 놹ꇚ ꭁꑝ:

냕ꆲ 덵꾢

ꚭꩡ
Watlow Electric Manufacturing Company
12001 Lackland Road
St. Louis, MO 63146
볅ꎙꜵꓭ: 1-800-WATLOW2
뇑눥 덵낅ꜵꓭ: 1-800-4WATLOW
넩ꐉ넱: info@watlow.com
낮 ꩡ넩뱭: www.watlow.com
ꖭ霢 ꗄ 롅驍鲙 넩뀭 덵꾢:
놹쀉: +1 (314) 878-4600
볞걙: +1 (314) 878-6814

Watlow Winona, Inc.

ꐺ렢:
ꑝ鴭 뿭:

鲮ꩡ 꾥ꄲ ꗞꙊ

겑ꍡ댽 PM (볝髅 녚뗞) (Series PM (Panel Mount))
PM (3 鿅鱉 6) (넹넍 ꓭ녅 鿅鱉 ꯠ녅) – (1, 2, 3 鿅鱉 4) (A, C, E, F 鿅鱉 K) (A, C,
H, J 鿅鱉 K) (넹넍 ꓭ녅 鿅鱉 ꯠ녅) – (넹넍 ꓭ녅 鿅鱉 ꯠ녅) (A, C, E, F 鿅鱉 K)
(A, D, J 鿅鱉 K) (넹넍 ꓭ녅 鿅鱉 ꯠ녅)
꿝鵹 뇑꽩, 렍 ꙉ늱 II, 꿙꾱 뇊鵹 2
100 ~ 240 V~ (ac 50/60 Hz) 鿅鱉 15 ~ 36 Vdc/ 24 Vac 50/60 Hz
뜑鲵 10 VA

驝ꖭ 덵꾢
Watlow de México S.A. de C.V.
Av. Fundición No. 5
Col. Parques Industriales
Querétaro, Qro. CP-76130
Mexico
놹쀉: +52 442 217-6235
볞걙: +52 442 217-6403

2004/108/EC 놹녅볁 놶뼞ꫦ 덵렝
2006

EN 61000-4-2
EN 61000-4-3
EN 61000-4-4
EN 61000-4-5
EN 61000-4-6
EN 61000-4-11
EN 61000-3-2
IEC 61000-3-31

1996
2006
2004
2006
1996
2004
2006
2005

A1, A2, 2001

A1, 2, 3, 2005

럖뇊, 뇑꽩, 꾥霡ꭁ 끞鵹넍 놹韥 녚ꟹ – EMC 끉阩 (ꩥ꽺 驩ꫦ,
먩ꅍ걙 B ꗞꩡ).
뇊놹韥 ꗞ놹 驩ꫦ
ꗞꩡ 놹녅녚 驩ꫦ
놹韥놶 ꠕꌭ 隱鵹뾹ꩶ/ 걙뱭 驩ꫦ
덵 驩ꫦ
놹鵹 驩ꫦ
놹꼊 闊뼍, ꯑ겑 뇊놹 ꗄ 놹꼊 ꙵ鶎 驩ꫦ
隕눥볁 놹ꌍ ꗞꩡ
놹꼊ꙵ鶎 ꗄ 뻁ꍡ뢙

1

韥陹겒 陹놹韥 ꜵ뼍넍 陲끥, 걙낹렢鷍鱉 ꜵ뼍 ꗄ ꭁ걙 넹뻱鴍걙꾅 黥ꄱ 뻁ꍡ뢙 끉阩냹 띞눦뼍韥 낹뼩 ꩡ넩먩 겑閹넩
뜑鲵 150뚽頁덵 꾥녚鷕 ꯍ 넽넁.

2006/95/EC 놵놹꼊 덵렝
EN 61010-1

2001

럖뇊, 뇑꽩, 꾥霡ꭁ 끞鵹넍 놹韥 녚ꟹ 껽놹 끉阩. 뇑 1ꜵ: 넱ꗍ 끉阩

Raymond D. Feller III

Winona, Minnesota, USA

鲵븑녅 ꫦꐺ

ꗑ뼾 녚ꭁ

뛒隹 뗺넹녅

2008髹 12낉

鲵븑녅 덶낹

ꗑ뼾 녚ꭁ

鲵븑녅 ꐺ

Watlow GmbH
Postfach 11 65, Lauchwasenstr. 1
D-76709 Kronau
Germany
놹쀉: +49 (0) 7253 9400-0
볞걙: +49 (0) 7253 9400-900
넩ꐉ넱: info@watlow.de
낮 ꩡ넩뱭: www.watlow.de
Watlow Italy S.r.l.
Viale Italia 52/54
20094 Corsico MI
Italy
놹쀉: +39 024588841
볞걙: +39 0245869954
넩ꐉ넱: italyinfo@watlow.com
낮 ꩡ넩뱭: www.watlow.it

鲙넁隱 闎넩 늵Ꙋꫦ냹 븑겑뼍韥 낹뼩 뼩鲮 븑늵냹 ꩡ끞뼍꾡 껹ꅍ넍 EU 덵렝넍 뻹ꯍ 끉阩냹 띞눦뼝.

EN 61326-1

Watlow France SARL
Immeuble Somag
16, Rue Ampère
95307 Cergy-Pontoise CEDEX
France
놹쀉: + 33 (0)1 30 73 24 25
볞걙: + 33 (0)1 30 73 28 75
넩ꐉ넱: info@watlow.fr
낮 ꩡ넩뱭: www.watlow.fr

껹겑껹 / 몑뵾꽆 덵꾢
Watlow Singapore Pte Ltd.
16 Ayer Rajah Crescent,
#06-03/04,
Singapore 139965
놹쀉: +65 6773 9488
넩ꐉ넱: info@watlow.com.sg

볞걙: +65 6778 0323
낮ꩡ넩뱭: www.watlow.com.sg

Watlow Ibérica, S.L.U.
C/Marte 12, Posterior, Local 9
E-28850 Torrejón de Ardoz
Madrid - Spain
놹쀉. +34 91 675 12 92
볞걙. +34 91 648 73 80
넩ꐉ넱: info@watlow.es
낮 ꩡ넩뱭: www.watlow.es
Watlow
Storgatan 24
302 43 Halmstad
Sweden
놹쀉: + 46 (0)35 27 11 66
볞걙: +46 (0)35 27 11 67
넩ꐉ넱: info@watlow.se
낮 ꩡ넩뱭: www.watlow.se
Watlow UK Ltd.
Linby Industrial Estate
Linby, Nottingham, NG15 8AA
United Kingdom
놹쀉: (0) 115 964 0777
볞걙: (0) 115 964 0071
넩ꐉ넱: info@watlow.co.uk
낮 ꩡ넩뱭: www.watlow.co.uk
꾶霢 뀭ꜵ 덵꾢:
놹쀉: +44 115 964 0777
볞걙: +44 115 964 0071

뼑霢꿵뱭ꈑᎎ
#1406, E&C 麑ꍱ멵낁, 46, 꾶麦붡鶎 3閵
꾶麦붡霡, 끭 150-103
鲵뼑ꖱ霢
놹쀉: +82 (2) 2628-5770
볞걙: +82 (2) 2628-5771
낮 ꩡ넩뱭: www.watlow.co.kr

Watlow Australia Pty., Ltd.
4/57 Sharps Road
Tullamarine, VIC 3043
Australia
놹쀉: +61 3 9335 6449
볞걙: +61 3 9330 3566
낮 ꩡ넩뱭: www.watlow.com

Watlow Malaysia Sdn Bhd
No. 14-3 Jalan 2/114
Kuchai Business Centre
Jalan Kuchai Lama
58200 Kuala Lumpur
Malaysia
놹쀉: +60 3 7980 7741

⪺⡍䱚⬉ᄤ⾥ᡔ˄Ϟ⍋˅᳝䰤݀ৌ
ЁϞ⍋ᏖᅮऎᅝҁᎹϮऎᮍ䏃 1118 ো
䚂㓪˖201203

䝵䔈爜榊㳮匰㦘棟⏻⚇
浧楓ゑⓜ摠●ₒ影ℛ恾壮㲢⃚
⍂䦮
榊崀

People’s Republic of China
⬉䆱˖ +86 21 39509510
⬉ᄤ䚂ӊ˖info@watlow.cn

Watlow Electric Taiwan Corporation
10F-1 No.189 Chi-Shen 2nd Road Kaohsiung 80143
Taiwan
놹쀉: +886-7-2885168
볞걙: +886-7-2885568

Ӵⳳ˖ +86 21 5080-0906
㔥キ˖www.watlow.cn

Watlow Electric Manufacturing (Shanghai) Company
1118 Fangyuan Road, Anting Industrial Park, Jiading, Shanghai,
PRC 201203
People’s Republic of China
㤸䞈: +86 21 39509510
䑝㏘: +86 21 5080-0906
㢨⮈㢰l: info@watlow.cn
㠭㇠㢨䏬: www.watlow.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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㔚䋺 03-3518-6630
㔚ሶ䊜䊷䊦䋺 infoj@watlow.com

䊐䉜䉾䉪䉴䋺 03-3518-6632
Web 䉰䉟䊃䋺 www.watlow.co.jp

Watlow Japan Ltd.
1-14-4 Uchikanda, Chiyoda-Ku
Tokyo 101-0047
Japan
놹쀉: +81-3-3518-6630
볞걙: +81-3-3518-6632
넩ꐉ넱: infoj@watlow.com
낮ꩡ넩뱭: www.watlow.co.jp

볞걙: +60 3 7980 7739

險넭 Watlow 볅ꎙ 鲵ꍡ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