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열림1온도설정.

-�설정온도(������)보다 현재온도가 높을때 동작.

ex)������=�30.0℃,������=�5.0℃,������=�1

2. :�닫힘1온도설정.

-�설정온도(������)보다 현재온도가 낮을때 동작.

ex)������=�-10.0℃,������=�5.0℃,������=�1

3. :�열림2온도설정.

-�설정온도(������+������)보다 현재온도가 높을때 동작.

ex)������=�10.0℃,������=�5.0℃로 설정

를 20℃로 설정하였다면(������+�20℃)의 설정온도가 된다.

-�������:�2로 설정시에만 나타남.

4. :�닫힘2온도설정.

-�설정온도(������+������)보다 현재온도가 낮을때 동작.

ex)������=�-10.0℃,������=�5.0℃로 설정

를 -10℃로 설정 하였다면 (������-10℃)의 설정온도가 된다.

-��������:�2로 설정시에만 나타남.

5. :�열림1동작 on�시간 설정.

-�1번항목인 의 조건을 만족 할 경우 출력on시간.

6. :�열림1동작 off시간 설정.

-�5번항목인 의 시간 경과후 출력 off시간.

7. :�닫힘1동작 on�시간 설정.

-�2번항목인 의 조건을 만족 할 경우 출력on시간

8. :�닫힘1동작 off�시간 설정.

-�7번항목인 의 시간 경과후 출력 off�시간

9. :�열림2동작 on시간 설정.

-�3번항목인 의 조건을 만족 할 경우 출력on시간

10. :�열림2동작 off시간 설정.

-�9번항목인 의 시간 경과후 출력 off�시간

11. :�닫힘2동작 on�시간 설정.

-�4번항목인 의 조건을 만족 할 경우 출력on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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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도설정 및 프로그램 설정 변경을 위한 Key

2.������:�시간설정 변경을 위한 Key

3.�������� :�각 설정값 Data를 변경을 위한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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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온도가 1단설정온도와 2단설정

온도 이상일때 2단제어가 우선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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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닫힘2동작 off시간 설정.

-�1번항목인 의 시간 경과후 출력 off시간

13. :�설정 Data�잠금 기능.

주 사용자 이외에는 각종 설정값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로써

ON으로 설정하였을 때 -�설정온도값을 제외한 모든 설정값 Lock�잠금

OFF로 설정하였을 때 -�설정온도값을 제외한 모든 설정값 Lock�해제

14. :�제어방법 선택

-�1:1단설정 및 1단제어만 함

-�2:1단설정/2단설정 및 1단제어/2단제어

현재온도가 1단설정온도와 2단설정온도 이상일때 2단제어가 우선시됨.

15. :�편차 온도 설정.

-�ON/OFF�제어에서는 ON/OFF간에 일정한 간격이 요구됨 (ON/OFF폭 설정)

-�ON과 OFF가 너무 자주 동작하게 되면 릴레이나 이외의 출력접점이 빨리 손상되거나

외부의 노이즈 등에 의하여 헌팅(발전현상,�채터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차온도를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기기의 접점이나

기타 등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16. :�현재온도 보정.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부에서 입력되는 센서에 발생하는 오차 및 기준온도(예,�수

은 온도계 또는 기존에 사용중인 온도계,�온도조절기)와 온도가 상이할시 보정하는 기능

17. :�출력ON시간단위선택.

-�SEC�:�초단위

-�Min�:�분단위

18. :�출력OFF시간단위선택

-�SEC�:�초단위

-�Min�:�분단위

※출력사항 :�250VAC 2A
반드시 파워릴레이나 마그네트를 사용하십시요.

온도설정 -55.0℃~+99.9℃ 10.0℃ 열림1온도

-55.0℃~-99.9℃ 10.0℃ 닫힘1온도

0.1℃~-99.9℃ 10.0℃ 열림2온도

-0.1℃~-99.9℃ -10.0℃ 닫힘2온도

시간설정 1~999 10 열림1동작 on시간

1~999 1 열림1동작 off시간

1~999 10 닫힘1동작시간 on시간

1~999 1 닫힘1동작시간 off시간

1~999 10 열림2동작 on시간

1~999 1 열림2동작 off시간

1~999 10 닫힘2동작시간 on시간

1~999 1 닫힘2동작시간 off시간

프로그램설정 /

1/2 1 1단/2단 제어선택

0.1℃~25.0℃ 1.0 =2설정시편차적용안됨

-10.0℃~+10.0℃

sec(초)/min(분) sec(초) 시간단위설정

sec(초)/min(분) min(분) 시간단위설정

-�잠금기능설정

-�잠금기능해제

단,�온도설정값은제외

표시온도와
실제온도차이를 보정설정

예)�
실제온도 :�10.0℃

→ :�0.0�⇒ -2.0으로 수정 → 10.0℃으로표시(수정된 현재온도)
표 시 창 :�12.0℃

-�문의 열림과 닫힘에 의해 온도를 조절하는 비닐하우스 설치

● 30℃에서 열리고,�10℃에서 닫히게 작동을 시키되 열리는 동작은 천천히 닫히는 동작은

빠르게 하고 싶다면?

(열림1온도)를 30℃로 설정하고 (닫힘1온도)를 10℃로 설정한다,�그리고 열리는

동작은 천천히 열려야 하므로 (열림1동작on시간)을 적게 설정하고 (열림1동작off

시간)을 많이 설정할수록 동작량은 줄어든다.

ex)� =1분,��������=3분설정시

동작:�1분간 열리고 3분간 멈췄다가 다시 1분간 열리고 3분간 멈춤을 반복하며 열린다.

을 더 증가 시키거나 을 감소시키면 더욱 천천히 열리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닫힘은 빠르게 닫혀야 하므로 (닫힘1on시간)을 많게 설정하고 (닫힘1off

시간)을 적게 설정할수록 닫힘 동작량이 많아진다.

ex)� =3분,��������=1분설정시

동작:�3분간 닫히고 1분간 멈췄다가 다시 3분간 닫히고 1분간 멈춤을 반복하며 닫힌다

(닫힘1on시간)값을 더 증가 시키거나 (닫힘1off시간)값을 더 감소시키면 더

욱 빠르게 닫히게 할 수 있다.

현재온도가 1단설정온도와 2단설정

온도 이상일때 2단제어가 우선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