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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이 문서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복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출판 당시의 지식과 양심에 입각하여 바르고 적절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TOOL-TEMP AG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며 사전 통보 없이 변경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문서의 원본은 독일어로 작성되었습니다. 번역본이 독일어 원본 텍스트와 다른 경우, 독일어 버전을 

따릅니다. 
 
© 저작권 2018 TOOL-TEMP AG 
 

주 의 

 

이 설명서는 온도 컨트롤러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만을 제공합니다. 

TOOL-TEMP 장치의 사용설명서에 있는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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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P-988 프로피버스 개요 

 

1 실제값 표시 2 설정값 표시 

3 유량 제어 
현재 유량값 표시 (리터/분), 영국이나 미국식 표기 (갤런/분) 

4 화살표 위로 설정값 올리기 

5 화살표 아래로 설정값 내리기 

6 프로그램 설정 버튼 

7 유량 제어 
유량 모니터링 켜짐 LED 녹색 
유량 경보 LED 빨간색 

8 LED 냉각 
냉각 계전기에 전원이 공급되면 켜짐 

9 LED 가열 
가열 계전기에 전원이 공급되면 켜짐 

10 LED 센서 파손 
센서가 단선되었을 때 켜짐 

11 LED 한곗값 
설정값과 실제값 사이의 편차가 너무 큰 경우 켜짐 

12 LED 최대 온도 
최대 온도에 도달하면 켜짐 

13 LED 외부 온도제어 
외부로부터 설정값이 지정될 경우 켜짐 

14 T1 = 온도 센서 1 -  실제 온도 (이 값에 조절됨) 
T2 = 온도 센서 2 - 유동 온도 (성능 측정에 중요함) 
T3 = 온도 센서 3 - 순환 온도 (성능 측정에 중요함) 

15 LED 수신 16 LED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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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 데이터 

2 88+89  유량 측정 –엔코더 신호 (공장 초기화로 지정됨) 
90 PE (공장 초기화로 지정됨) 

3 온도 센서 연결 
21+22  온도 센서 1 – + / - 주의 (공장 초기화로 지정됨) 
23+24 온도 센서 2 – + / - 주의 
25+26 온도 센서 3 – + / - 주의 

4 27+28 집단경보 10V 출력 (예약 29,30) 

5 14+15 출력 유량제어 평상시 열려있음 
14+16 출력 유량제어 평상시 닫혀있음 

6 31+32 아날로그 출력 4- 20mA 
32+33 아날로그 입력 0 - 10V 

7 41+42 아날로그 출력 0 - 10V 

8 4+5+6 입력 장치 ON/OFF (공장 초기화로 지정됨) 
7+8+9 온도 모니터링, 한곗값 경보 (공장 초기화로 지정됨) 
10+11 냉각(명령) (공장 초기화로 지정됨) 
12+13 가열(명령) (공장 초기화로 지정됨) 

9 전원 공급 
1 PE (공장 초기화로 지정됨) 
2 중성선 (공장 초기화로 지정됨) 
3 230V AC (공장 초기화로 지정됨) 

10 D-Sub 플러그 9-핀 (2개)     루핑된 프로피버스 인터페이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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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배선지침 

프로피버스의 경우 Sub-D 소켓은 내부에 루핑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입력이나 

출력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케이블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치를 서로 연결하려면 프로피버스 케이블 (보라색)을 

권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접지선이 소켓의 철재 부분에 바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터페이스를 배선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 차폐 인터페이스 케이블만 사용해야 합니다.  

• 전력 소비자 및 회로 차단기는 최대한 억제되어야 합니다. 

프로피버스 장치를 배선할 때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모든 열린 쪽과 첫 번째 장치 앞에 종단저항을 사용하십시오. 

 

 

저항은 아래 그림과 같이 배선되어야 합니다: 

 
 

• 스텁 라인 피하기  
신호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MP-988의 양쪽 프로피버스 플러그를 사용해야 하며, 이때 어느 
쪽이 입력 (마스터 측)이 되든, 출력(엔드 디바이스 측)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동시에 입출력으로 사용되는 
플러그가 사용되는 경우, MP-988의 두 번째 비어 있는 연결점에는 종단저항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각 
종단 저항기는 버스로부터 전력을 끌어냅니다. 저항이 너무 많으면 연결이 끊깁니다. 

 
• 접지 
라인이 긴 경우 컨트롤러와 프로피버스 케이블의 커넥터는 물론 반대 쪽(마스터 또는 다음 컨트롤러) 
커넥터도 올바르게 접지되어야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제어 중인 컨트롤러의 접지 연결을 프로피버스 
컨덕터에 최대한 가깝게 라우팅 되는 별도의 접지 케이블에 연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   의 

 

MP-988 프로피버스는 프로피버스 인터페이스만 포함합니다. 

컨트롤러 프로그래밍은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분리한 상태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설정값 생성기에 의한 설정값 입력 특수장치 

온도가 설정값 생성기를 통해 사전 지정될 수 있는 경우, 이것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프로피버스를 통한 설정값 지정은 아날로그 신호를 최소 또는 단자 

분리로 재설정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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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터페이스 – 핀 할당 

이 인터페이스는 프로피버스 표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연결은 표준 DP-V0을 기반으로 합니다. 
마스터는 소위 장치 마스터 파일 (.gsd)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필드 버스에 연결된 제어 장치를 
설명합니다. 이 파일의 다운로드는 TOOL-TEMP 웹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파일 설명 
입력 (마스터 → MP-988) 
주소 설명 파일 타입 단위/ 설명 비고 

0 모드 정수 16 수 값 아래 참조 
2 온도 설정값 정수 16 1/10 ºC  

 
출력 (MP-988 →마스터) 
주소 설명 파일 타입 단위/ 설명 비고 

0 상태 정수 16 수 값 아래 참조 
2 실제 온도 정수 16 1/10 ºC  
4 유량값 정수 16 1/10 l/min  
6 입력값 정수 16 %  
8 경보 부호 없는 정수 16 비트 코딩 아래 참조 

 
상태 
값 설명 
0 제어     정상작동 
1 누출 스토퍼     지원 안 됨 
2 흡입 (a)     지원 안 됨 
3 냉각 (k)     특수 적용 
4 제어 off (펌프는 계속 작동)  특수 적용 
5 제어 및 펌프 off   특수 적용 

 
모드 
값 설명 
0 장치 on – 정상작동 – 제어 
1 누출 스토퍼 (온도조절 장치에서 지원되지 않음) 
2 제어 off (펌프는 계속 작동) 
3 장치 off: 펌프 후행 온도로 냉각, 스위치 끄기 (프로그램 단계 P631에서 설정 가능) 
4 장치 off: 펌프 후행 온도로 냉각, 흡입, 스위치 끄기 (프로그램 단계 P630에서 설정 가능) 
5 장치 off: 안전한계점까지 냉각, 스위치 끄기 (프로그램 단계 P630에서 설정 가능) 
6 안전한계점까지 냉각, 흡입, 스위치 끄기 (온도조절 장치에서 지원되지 않음) 

 
경보 
 
Higherbyte 

7. Bit 6. Bit 5. Bit 4. Bit 3. Bit 2. Bit 1. Bit 0. Bit 
예약 예약 예약 예약 예약 예약 예약 예약 

 
Lowerbyte 

7. Bit 6. Bit 5. Bit 4. Bit 3. Bit 2. Bit 1. Bit 0. Bit 
예약 예약 예약 예약 최대 온도 집단경보, 펌프 

및 장치 정지 

유량 경보 센서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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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TEMP MP988 프로피버스 컨트롤러용 GSD-파일 – 버전 700 E / B부터 (2009년 6월부터) 
------------------------------------- 

DP-Slave로 연결 
마지막 수정날짜: 19.06.09 
 
#프로피버스_DP 
GSD_수정일 =  1 19.05.2005 
공급업체명: =  "Tool Temp AG" 
모델명: =  "TT MP988" 
개정  =  "V1.2" 
고유번호  =  0x0ABC 
프로토콜 ID  =  0  프로피버스 DP 
스테이션_유형  =  0  DP-Slave 
FMS_supp  =  0 
하드웨어_Release  =  "개정 B" 
소프트웨어_ Release =  "102" 
9.6_supp  =  1 
19.2_supp  =  1 
93.75_supp  =  1 
187.5_supp  =  1 
500_supp  =  1 
1.5M_supp  =  1 
3M_supp  =  0 
6M_supp  =  0 
12M_supp  =  0 
MaxTsdr_9.6  =  60 
MaxTsdr_19.2  =  60 
MaxTsdr_93.75  =  60 
MaxTsdr_187.5  =  60 
MaxTsdr_500  =  100 
MaxTsdr_1.5M  =  150 
MaxTsdr_3M  =  250 
MaxTsdr_6M  =  450 
MaxTsdr_12M  =  800 
정리 =  0 
리피터_Ctrl_Sig  =  2 TTL 
24V_핀  =  0 
수행_유형  =  "Asic" 
비트맵_디바이스 =  "TT_A1" 
Freeze_Mode_supp  =  0 
Sync_Mode_supp  =  0 
Auto_Baud_supp  =  0 
Set_Slave_Add_supp  =  0 
Min_Slave_Intervall  =  10 
모듈_스테이션  =  1 
Max_모듈 =  1 
Max_Input_Len  =  244 
Max_Output_Len  =  244 
Max_Data_Len  =  432 
모듈_Offset  =  0 
Fail_Safe  =  0 
Slave_Family  =  5  컨트롤러 
Max_Diag_Data_Len  =  10 
Module="MP988 - IO"\  
 0xE0,\  IN: Modus (INT16) 
 0xE0,\  IN: Target (INT16, 1/10 Deg. Celsius) 
 0xD0,\  OUT: Status (INT16, 1/10 Deg. Celsius) 
 0xD0,\  OUT: Cur_Temp (INT16, 1/10 Deg. Celsius) 
 0xD0,\  OUT: Cur_Flow (INT16, 1/10 l/min) 
 0xD0,\  OUT: Cur_Out (INT16, %) 
 0xD0  OUT: Cur_경보(INT16) 
EndModule 
End of G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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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트롤러 프로그램 개요 

미국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파라미터는 분당 미국 갤런 및 화씨로 설정됩니다. 

 
유량 컨트롤이 없는 온도 조절장치 

프로그램 새 모델 기존 모델 

T 41 US  T 41 TT-180, TT-181 TT-155, TT-156, TT-157 E, TT-162 E,  
TT-162H 

T 42 US  T 42 TT-170 L, TT-100 K-E, TT-100 KB-E TT-162 E/PHE, TT-162 H/PHE,  
TT-162 E/A, TT-162 H/A, TT-154 E, TT-
113 K, TT-103 K FeKo 

T 43 US  T 43  TT-130, TT-131, TT-132, TT-133,  
TT-134, TT-139 

T 44 US  T 44  TT-220, TT-230, TT-240, TT-245 

T 45 US  T 45  TT-260, TT-270, TT-280, TT-280/2 

T 46 US  T 46  TT-360, TT-370, TT-380, TT-380/2,  
TT-380 / 48 kW 

T 47 US  T 47  TT-300, TT-301, TT-302, TT-303,  
TT-304, TT-305, TT-500, TT-700 

 
유량 컨트롤을 포함한 온도 조절장치 

프로그램 새 모델 기존 모델 

T 71 US  T 71 TT-OIL300  

T 72 US  T 72 TT-DW160  9 kW / 18 kW  

T 73 US  T 73 TT-1358  

T 74 US  T 74 TT-1398 TT-148 

T 75 US  T 75 TT-108 E / 6 - 18 kW / Pt-100  

T 76 US  T 76 TT-108 K / 18 - 45 kW / Pt-100  

T 77 US  T 77 TT-1000  

T 78 US  T 78 TT-137 B/BP, TT-138 B/BP  

T 79 US  T 79 TT-188, TT-168 E 특수장치 
1,5 – 35 l/min 

 

T 80 US  T 80 TT-188, TT-168 E, TT-168 H  

T 81 US  T 81 TT-168 E/A, TT-168 H/A,  
TT-168 E/PHE, TT-168 H/PHE,  
TT-168 E/A/PHE, TT-168 H/A/PHE 

 

T 82 US  T 82 TT-118 K, TT-1038 K, TT-108 K FeKo  

T 83 US  T 83 TT-1548 E  

T 84 US  T 84 TT-137 N-B, TT-138 N-B,  
TT-142 N-B, TT-142 B/BP 

TT-143 

T 85 US  T 85 TT-288, TT-288/2  

T 86 US  T 86 TT-1368  

T 87 US  T 87 TT-388, TT-388/2, TT-390, TT-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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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88 US  T 88 TT-388 / 48 kW, TT-608 Z TT-380 / 48 kW 유량측정 포함 

T 89 US  T 89 TT-508 X, TT-510 X TT-500유량측정 포함 

T 90 US  T 90 TT-708 Y TT-700유량측정 포함 

T 91 US  T 91 TT-248  

T 92 US  T 92 TT-407 Z, TT-409 Z TT-408 

T 93 US  T 93 TT-410 X  

T 94 US  T 94 TT-30/160 (고온서클)  

 
가열 및 냉각 장치 

프로그램 새 모델 기존 모델 

W 09 US  W 09 TT-13‘502  10 - 90°C  

W 10 US  W 10 TT-13‘502  10 - 40°C  
 
유량 컨트롤이 없는 수냉각 장치 

프로그램 새 모델 기존 모델 

W 11 US  W 11 TT-29‘000, TT-54‘000, TT-54‘000 WK,  
TT-54‘000 OT, TT-108‘000,  
TT-108‘000 WK, TT-108‘000 OT,  
TT-216‘000, TT-216‘000 WK, 
TT-216‘000 OT, TT-14‘000 E/LC 

TT-4‘500, TT-5‘000, TT-9‘500,  
TT-11‘000, TT-11‘000 WK,  
TT-12‘000, TT-12‘000 WK,  
TT-14‘000, TT-14‘000 WK,  
TT-20‘000, TT-23‘000,  
TT-23‘000 WK,  TT-25‘000,  
TT-28‘000, TT-28‘000 WK,  
TT-29‘000 WK, TT-40‘000,  
TT-41‘000, TT-57‘000,  
TT-57‘000 WK, TT-70‘000,  
TT-80‘000, TT-80‘000 WK,  
TT-95‘000, TT-95‘000 WK,  
TT-110‘000, TT-110‘000 WK,  
TT-160‘000, TT-160‘000 WK 

W 12 US  W 12 TT-5‘000 H, TT-14‘000 H,  
TT-28‘000 H, TT-5‘000 E/LC 

TT-4‘500 H, TT-9‘500 H,  
TT-11‘000 H, TT-12‘000 H , 
TT-14‘000 H, TT-20‘000 H,  
TT-23‘000 H, TT-25‘000 H 

 
유량 컨트롤을 포함한 수냉각 장치 

프로그램 새 모델 기존 모델 

W 13 US  W 13 TT-5‘500 E, TT-14‘500 H,  
TT-14‘500 H/WK 

 

W 14 US  W 14 TT-28‘500, TT-28‘500 WK,  
TT-28‘500 OT, TT-54’500,  
TT-54’500 WK, TT-54‘500 OT,  

 

W 15 US  W 15 TT-29‘500 WK, TT-58‘500 WK  
 
스패셜 프로그래밍이 포함된 모든 장치 

프로그램 새 모델 기존 모델 

T 100  스패셜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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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트롤러 프로그램 설정하기 

컨트롤러가 시작하면 먼저 프로그램 (P80)이 표시됩니다. 

최적화된 컨트롤러 작동을 위해 파라미터 설정을 조정해야 하므로 각 장치 모델에는 해당 컨트롤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치를 켜면 디스플레이에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컨트롤러 프로그램 T72  

 
버튼 2번 누르기 

 

   
화살표 버튼으로 원하는 프로그램 선택하기 

(컨트롤러 프로그램 개요 참조) 

 
버튼을 1번 눌러서 저장하기 

 
 

4. 설 정 

컨트롤러가 시작되면 설정된 프로그램이 표시됩니다. 
컨트롤러 버전 (708) / 컨트롤러 하드웨어 (E) /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C), 
인터페이스 (RS485), 통신 프로토콜 (프로피버스) 및 장치 주소 (1)가 옵니다. 
인터페이스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OFF / OFF (1)"이 표시됩니다. 

 
 
 

5. 컨트롤러 조정하기 

컨트롤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로 바꾸기: 
 
• 컨트롤러의 메인메뉴에 들어가려면 메뉴가 나타날 때까지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 메인메뉴에서 „3.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프로그램 버튼으로 확인하세요. 
• 양쪽 화살표를 사용하여 원하는 파라미터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버튼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파라미터 값 설정하기: 
아래 위 화살표 버튼으로 원하는 파라미터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설정 저장하기: 
• 파라미터 설정을 저장하고 메인메뉴로 되돌아오려면 흐름 제어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 제어기능으로 되돌아오려면 카테고리에서 „1. 계전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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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패셜 프로그래밍 P100을 포함한 모든 장치: 
 
파라미터가 변경되면 시작 시 P100이라고 표시됩니다. 
아직 이 장치에 컨트롤러 프로그램이 할당되지 않은 경우 컨트롤러의 
레이블과 장치의 작동 지침에 파라미터가 표시됩니다. 

 
 

주       의 

 

인터페이스 케이블이 분리된 상태에서만 컨트롤러 프로그래밍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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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라미터 – 개요 

6.1. 일반 사항 

 기능 초기 설정 

사
용
자

 
에
이
전
트

 
TO

O
L 

TE
M

P 설명 

P100 언어선택 0: 영어 
1: 독일어 
2: 프랑스어 
3: 이탈리아어 
4: 스페인어    

여기에서 원하는 언어를 설정합니다. 

P101 온도 단위 1: °C 
2: °F 

   

실제값/설정값을 표시하는 온도 단위 
및 온도 관련 파라미터. 
(내부적으로 온도 값은 항상 기본 
단위 °C로 저장됨) 

P102 유량 단위 0: 유량 꺼짐 
1: 충격 (Hz) 
2: 리터/분 
3: 미국 갤런/분 
4: 영국 갤런/분 

   유량 단위 표시 
1 미국 갤런 = 3.785 리터 
1 영국 갤런 = 4.546 리터 

P110 설정 범위 
(부터) 

장치에 따른 설정 
(-50.0...399.0°C)  
(-58.0...750.2°F) 

   이 온도 값은 설정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제한함. 

P120 설정 범위 
(까지) 

장치에 따른 설정 
 (-49.9...400.0°C) 
(-57.8...752.0°F) 

   이 온도 값은 설정할 수 있는 최대 
온도를 제한함. 

P150 성능측정계수 0.0 꺼짐 
0.6 오일 
1.0 물 
(0.0...10.0) 

   

성능계산: 
P=k * (TX2-TX3)*Q 
P:  성능 kcal/h 
k:  성능계수 
TX: 센서 온도 
Q 유량 l/h 

P151 성능측정단위 0: 성능측정 꺼짐 
1: W 
2: kW 
3: kcal/h    

성능측정 단위 

P160 디스플레이 대비 62 
(45…80)    

디스플레이 대비 설정 

P170 제어 파라미터 0.5 
(0.0…5.0)    

공장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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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입력 

 
 기능 초기 설정 

사
용
자

 
에
이
전
트

 
TO

O
L 

TE
M

P 설명 

P200 온도 센서 장치에 따른 설정 
FeKo  Typ J 
NiCr  Typ K 
Pt 100  2-와이어    

온도 센서 선택은 3개의 모든 온도 입력에 
적용됨. 

P201 Pt 100에서 
온도균형 맞추기 

0.7°C / 33.3°F 
(0.0...130.0°C) 
(0.0...234.0°F) 

   센서 케이블이 매우 길 경우 Pt 100으로 
케이블의 저항을 보정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비교 측정이 필요함. 
예: 측정 온도: 100 °C, 표시 온도: 108 °C. 
→ 8°C (차이) 설정 

P210 수동입력 1: 전압 0-10V 
2: 전류 0-20mA 
3: 전류 4-20mA 

   수동으로 설정값 입력하기 
0-10V               (스위칭 임계 <0.1V)  
0-20mA  (스위칭 임계 <0.5mA) 
4-20mA  (스위칭 임계 <0.1mA) 

P212 수동입력 0V에 
대한 온도 

0.0°C / 32°F 
(-50.0...399.9°C) 
(-58.0...751.8°F) 

   전압 수동입력의 낮은 스케일 포인트 
0V는 0°C에 해당함 

P213 수동입력 10V에 
대한 온도 

400.0°C / 752°F 
(-49.9…400.0°C) 
(-57.8…752.0°F) 

   전압 수동입력의 높은 스케일 포인트 
10V는 400°C에 해당함 

P214 수동입력 4mA에 
대한 온도 

0.0°C / 32°F 
(-50.0...399.9°C) 
(-58.0...751.8°F) 

   전류 수동입력의 낮은 스케일 포인트 
4mA는 0°C에 해당함 

P215 수동입력 20mA에 
대한 온도 

400.0°C / 752°F 
(-49.9…400.0°C) 
(-57.8…752.0°F) 

   전류 수동입력의 높은 스케일 포인트 
20 mA 는 400°C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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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컨트롤러 

 기능 초기 설정 

사
용
자

 
에
이
전
트

 
TO

O
L 

TE
M

P 

설명 

P301 센서 번호 
센서 실제값 

장치에 따른 설정 
 (1...3) 

   어떤 센서 입력을 제어에 사용할 것인지 
알려 줌. 

P302 냉난방 성능의 관계 0 
(1...50) 

   냉각 성능 조절 
0: 2-포인트 냉각(표준) 
1:  냉각성능 최대 
50: 냉각성능 최저 

P310 P-밴드 가열, 
기본 파라미터 

장치에 따른 설정 
 (1.0...100.0°C) 
(1.8...180.0°F) 

   비례 밴드 내에서는 PID-알고리즘으로 
제어함 

P320 강화 요소 
I-부분(KI), 
기본 파라미터 

장치에 따른 설정 
(1...100%) 

   PID 제어의 적분 상수 
컨트롤러의 감도 / 반응성을 제어함 

P330 차동요소 
가열 및 냉각, 기본 
파라미터 

장치에 따른 설정 
(0...100%) 

   PID-제어의 차동요소 
컨트롤러의 최대 제어속도를 제어함 

P340 통합속도 제한 밴드, 
기본 파라미터 

장치에 따른 설정 
(0.0...5.0°C) 
(0.0...9.0°F) 

   온도가 오버슈트 되는 것을 방지함 

P350 델타-W – 냉각 장치에 따른 설정 
(-9.9...9.9°C) 
(-17.8...17.8°F) 

   냉각 시작점. 
설정 온도가 이 값을 초과하면 냉각이 
시작됨. 

P351 히스테리시스 냉각 장치에 따른 설정 
(0.2...25.0°C) 
(0.4...45.0°F) 

   냉각기능 on/off 사이의 간격. 
온도조절장치와 수냉각장치의 경우 
컨트롤러 설정표를 따라 설정함 

P360 주기 시간,  
기본 파라미터 

15s 
(6...255s) 

   PWM 출력을 위한 컨트롤러 타임 베이스 
설정치의 재조정까지 제어 시스템 분석 
기간 

P361 가열의 최소 
스위칭시간,  
기본 파라미터 

2s 
(1...9s) 

   가열 계전기의 최소 스위칭시간. 

P362 냉각의 최소 
스위칭시간,  
기본 파라미터 

1s 
(0.5...9s) 

   냉각 계전기의 최소 스위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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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유량 

 기능 초기 설정 

사
용
자

 
에
이
전
트

 
TO

O
L 

TE
M

P 

설명 

P400 유량 측정기능 0: 꺼짐 

1: 자동 

2: 수동 

   자동 유량 측정이 활성화되면 측정된 

유량은 참조 값으로 저장되고 시작 

시간 15초(장치 시작 후)에 

모니터링이 활성화됨.  

녹색 LED가 켜짐. 

P401 유량 측정 
교정표 

0 = 수동 
1 = 소형 장치 1 
2 = 중형 장치 
3 = 대형 장치 
4 = 예약 
5 = 소형장치 2 
6 = 예약 

   유량 측정을 위한 교정표 선택 

P410 경보 임계 유량 8.0 l /min 
(0.1...999.9 l/min) 

   (P400) 수동으로 설정 
설정값보다 낮아질 경우 경보가 울림. 

P420 경보 임계 
하윗값(P431) 

30%    자동 모드(P400 = 1)에만 적용되며 
경보 포인트를 계산 

P421 경보 임계 
상윗값(P435) 

10%    자동 모드(P400 = 1)에만 적용되며 
경보 포인트를 계산 

P431 유량측정기 
측정 포인트 1 

x Hz y l/min    P401에 따른 유량측정을 위한 
중요한 교정표 

P432 유량측정기 
측정 포인트 2 

x Hz y l/min    P401에 따른 유량측정을 위한 
중요한 교정표 

P433 유량측정기 
측정 포인트 3 

x Hz y l/min    P401에 따른 유량측정을 위한 
중요한 교정표 

P434 유량측정기 
측정 포인트 4 

x Hz y l/min    P401에 따른 유량측정을 위한 
중요한 교정표 

P435 유량측정기 
측정 포인트 5 

x Hz y l/min    P401에 따른 유량측정을 위한 
중요한 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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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출력 

 기능 초기 설정 

사
용
자

 
에
이
전
트

 
TO

O
L 

TE
M

P 

설명 

P510 출력 기능 0: P511, P512 

1: 10V=100% 

2: 5V=0% 

3: 유량 

   전압 아날로그 출력 

0 : 실제값 P511…P512 -> 0…10V 

1 : 설정크기 0…100% -> 0...10V 

2 : 설정크기 -100…0...100% -> 

0..5...10V 

3 : 유량 0...P435 -> 0...10V 

P511 수동출력 0V에 
대한 온도 

0.0°C / 32.0°F 
(-50.0…399.9°C) 
(-58.0…751.8°F) 

   전압 수동입력의 낮은 스케일 포인트 
0V는 0°C에 해당함 

P512 수동출력 10V에 
대한 온도 

400.0°C / 752°F 
(-49.9…400.0°C) 
(-57.8…752.0°F) 

   전압 수동입력의 낮은 스케일 포인트 
10V는 400°C에 해당함 

P520 계전기 1 기능 1: 최대온도 
2: 한곗값 1 
3: 한곗값 2 (실행되지 않음) 
4: 한곗값 1 혹은 2 
5: 순방향 역방향 흐름 차이 
6: 흡입 
7: 장치 ON/OFF 
8: 유량 경보 

   계전기 1은 여러 가지 신호에 따라 
켜지도록 프로그래밍 가능함 
표준: 장치 ON/OFF 

P530 계전기 2 기능 1: 최대온도 
2: 한곗값 1 
3: 한곗값 2 (실행되지 않음) 
4: 한곗값 1 혹은 2 
5: 순방향 역방향 흐름 차이 
6: 흡입 
7: 장치 ON/OFF 
8: 유량 경보 

   계전기 2는 여러 가지 신호에 따라 
켜지도록 프로그래밍 가능함 
표준: 한곗값 1 혹은 한곗값 2 

P560 계전기 5 기능 1: 최대온도 
2: 한곗값 1 
3: 한곗값 2 (실행되지 않음) 
4: 한곗값 1 혹은 2 
5: 순방향 역방향 흐름 차이 
6: 흡입 
7: 장치 ON/OFF 
8: 유량 경보 

   계전기 5는 여러 가지 신호에 따라 
켜지도록 프로그래밍 가능함 
표준: 유량 경보 

 
계전기 3 (냉각)과 계전기 4 (가열)는 프로그래밍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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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한곗값 

 기능 초기 설정 

사
용
자

 
에
이
전
트

 
TO

O
L 

TE
M

P 

설명 

P600 최대 온도 장치에 따른 설정 
(0.0...400.0°C) 
(32.0...752.0°F) 

   최대 온도를 초과하면 가열 및 냉각이 
비활성화되고 컨트롤러의 최대 값 LED가 
켜짐. 

P602 안전 온도 
컨트롤러 T2 

0°C / 0°F 
(0...50.0°C) 
(0…90.0°F) 

   0 = T2 비활성화 
아래의 상세한 설명 참조. 

P610 시동억제 1: Ein 
0: Aus 

   한곗값 온도의 활성화는 시동 후 온도가 
설정값에 처음으로 도달한 후에 이루어짐. 

P611 한곗값 제어 
(온도의 
설정값과 실제값 
사이의 편차) 

5.0°C / 9.0°F 
(0…20.0°C) 
(0…36.0°F) 

   한곗값은 설정값으로부터의 최대 허용 
편차를 결정함. 실제 온도가 설정값 밖에 
있으면 경고음이 울리고 한곗값 LED가 
켜짐. 시동억제 (P610)가 켜져 있는 경우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한곗값 컨트롤이 
활성화됨. 설정값을 변경하면 시동억제가 
시작됨. 

P630 안전온도 50.0°C / 122.0°C 
(-50.0...400.0°C) 
(-58.0...752.0°F) 

   인터페이스 모드: 인터페이스를 통해 해당 

명령이 수신되면 이 온도로 조절됨. 

P631 후행온도 70.0°C / 158.0°F 
(-50.0...400.0°C) 
(-58.0...752.0°F) 

   인터페이스 모드: 인터페이스를 통해 해당 

명령이 수신되면 이 온도로 조절됨. 

P640 흡입시간 30s 
(5...120s) 

   목표 온도 도달 후 흡입시간 

 
 
최대 온도 P600 (Tmax): 제어 센서(T1)로부터 감지된 온도가 이 파라미터값보다 높아짐과 동시에 가열 
및 냉각 계전기가 열립니다. 감지된 온도가 이 온도보다 낮아지면 정상 제어 작동이 재개됩니다. 
 
안전 온도 컨트롤러 P602:  
이 파라미터 602에 설정된 값은 설정값에 대한 추가 측정 포인트 (온도 센서 2)의 최대 허용 온도 
한계를 정의합니다. 이 파라미터의 설정 범위는 0...50.0ºC (각각 0...90°F).온도 센서 2는 이 기능을 
위해 원하는 체크 포인트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 1:  T1은 이중벽 용기에서 제품 온도를 측정하고,  

 T2는 장치 내의 온도를 측정하며, P602는 3°C로 설정함 -> T2가 설정값보다 3°C 

 이상 높아지면 가열 명령이 중단됨. 

 

예 2:  T1는 장치 내의 온도를 측정하며, T2는 장치 외부에 있는 공구 온도를 측정함 

 P602는 3°C로 설정함 -> T2 가 설정값보다 3°C 이상 높아지면 가열 명령이 중단됨. 
 
만약 이 안전 온도 컨트롤러가 응답하면 디스플레이에 오류 메시지 „Max T2 xx°C“가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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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램프제어기  

이 컨트롤러로 온도 곡선을 시간의 함수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곡선은 25점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으며 8개의 곡선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제어 방법에서는 유량 및 한곗값 모니터링이 활성화됩니다. 
 
램프 제어기 설정을 위한 컨트롤러 작동: 

• 메인 메뉴에 들어가려면 메뉴가 뜰 때까지 프로그램 버튼을 계속 눌러야 합니다. 

• 메인 메뉴 „2. 램프제어기“를 선택하고 프로그램 버튼으로 확인합니다. 

• 화살표 버튼을 이용하여 메뉴 선택란으로 이동합니다. 

 
 

 
 

   
 
시작:  램프제어 시작하기 (선택한 커브를 시작하기) 

 

프로그램 버튼으로 제어를 중지하거나 램프제어 메뉴로 되돌아올 수 

있음. 
 

 

 
 

 
 

 
곡선:  램프제어 곡선 1...8 선택하기 

 

화살표 버튼으로 원하는 커브로 이동 

 

흐름 제어 버튼으로 확인하고 화살표 버튼으로 "Start"로 돌아가 램프 

제어 시작하기. 

 

 
 

   
 

 
 

 
변경하기:  선택한 커브 편집하기 

 

 

화살표 버튼으로 커브 점 1 ... 25를 선택하고 편집할 수 있음. 

목표 곡선은 설정값 및 시간을 사용하여 정의할 수 있음. 

 

 

프로그램 버튼으로 선택하기 

 

 

화살표 버튼으로 값 편집 

 

 

흐름 제어 버튼으로 확인하고 화살표 버튼으로 "Start"로 돌아가 램프제어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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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램프제어 모드 선택 

 
화살표 버튼으로 „Cycle“ 이나 „Timehold“ 모드 선택: 
 
Cycle:  커브가 사이클 곡선으로 반복됨 (Cycle: On)  
 커브가 한번일 경우 이동(Cycle: Off)이 후미 온도 

P631로 제어됨 
 

Timehold: 온도가 유지되어야 할 경우 Timehold가 중요함.  
 입력된 설정값에 도달한 후부터 온도유지 시간이 계산됨. 
 파라미터 P791은 설정값에 도달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초과시간을 정의함. 
 "미준수"의 경우 디스플레이의 명암변화로 시각화됨. 
 
프로그램 버튼으로 원하는 모드 „On“ / „Off“ 설정 가능 
 
 
흐름 제어 버튼을 눌러 다시 램프제어 메뉴로 갈 수 있음 

 
 

 

 
 

   
 
 
 
 
 
 
 
 
 
 
 
 
 
 
 
 
 
 
 

 
 
 

 
 

램프제어 떠나기: 
• 파라미터 설정을 저장하고 메인메뉴로 되돌아오려면 흐름 제어 버튼을 누르면 됨. 
• 다시 제어기능으로 돌아가려면 메인메뉴에서 „1. 계전기“ 선택. 

 

 
 

 
 
 
램프제어 사례 
 

 
 
곡선 8이 호출되었고 프로그램 버튼으로 시작할 
수 있음. 

 
 
실제값이 그려짐. 아랫부분에 온도한계 (35.5°C; 
곡선의 하단 라인), 작동 모드, 실제 유량값을 
보여줌. 
윗부분에 온도한계 (271.4°C; 곡선의 상단 라인), 
설정 온도, 실제 온도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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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파라미터는 램프제어장치에만 해당됨. 
 
 기능 초기 설정 

사
용
자

 
에
이
전
트

 
TO

O
L 

TE
M

P 설명 

P722 냉난방 성능의 관계 장치에 따른 설정 
 (0...50) 

   0:  PID 가열 제어,  
 2포인트 냉각 
1…50 PID 가열/냉각 제어 

P723 P-밴드 가열, 
기본 파라미터 

장치에 따른 설정 
 (1.0...100.0°C) 
(1.8...180.0°F) 

   비례 밴드 내에서는 PID-알고리즘으로 
제어함 

P724 강화 요소 
I-부분(KI), 
기본 파라미터 

장치에 따른 설정 
(1...100%) 

   PID 제어의 적분 상수 
컨트롤러의 감도 / 반응성을 제어함 

P725 차동요소 
가열 및 냉각, 기본 
파라미터 

장치에 따른 설정 
(0...100%) 

   PID-제어의 차동요소 
컨트롤러의 최대 제어속도를 제어함 

P726 통합속도 제한 밴드, 
기본 파라미터 

장치에 따른 설정 
(0.0...5.0°C) 
(0.0...9.0°F) 

   온도가 오버슈트 되는 것을 방지함 

P727 델타-W – 냉각 장치에 따른 설정 
(-9.9...9.9°C) 
(-17.8...17.8°F) 

   냉각 시작점. 
설정 온도가 이 값을 초과하면 냉각이 
시작됨. 

P728 히스테리시스 냉각 장치에 따른 설정 
(0.2...25.0°C) 
(0.4...45.0°F) 

   냉각기능 on/off 사이의 간격. 
온도조절장치와 수냉각장치의 경우 
컨트롤러 설정표를 따라 설정함 

P730 주기 시간,  
기본 파라미터 

15s 
(6...255s) 

   PWM 출력을 위한 컨트롤러 타임 베이스 
설정치의 재조정까지 제어 시스템의 
분석 기간 

P731 가열의 최소 
스위칭시간,  
기본 파라미터 

2s 
(1...9s) 

   가열 계전기의 최소 스위칭시간. 
P722가 0이면, 냉각 계전기에 중요함. 

P732 냉각의 최소 
스위칭시간,  
기본 파라미터 

1s 
(0.5...9s) 

   냉각 계전기의 최소 스위칭시간. 
P722가 0보다 클 경우에만 작동함. 

P791 설정값에 
도달하기까지의 
최대 지연시간 

10 min 
(1...120 min) 

   입력된 시간 이내에 설정값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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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커뮤니케이션 

 기능 초기 설정 

사
용
자

 
에
이
전
트

 
TO

O
L 

TE
M

P 

설명 

P800 Interface 
물리적 인터페이스 

0:  꺼짐 
1:  RS232 
2:  RS485 
3:  Current Loop 
4:  CAN 

   물리적 인터페이스가 정의됨. 

P801 ComProtocol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xx: 프로피버스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이 정의됨. 
장치를 켜거나 끌 때 자동으로 
20으로 되돌아감. 
 

P802 ComAdress 
장치 주소 

1 
(1…253) 

   여러 장치의 경우 숫자를 증가시켜야 
함. 

P830 Reserve - Bit 
표준 인터페이스 

1 
(0…3) 

   Can 인터페이스 내지프로피버스 
인터페이스의 전송 속도 

P840 CAN – 전송 속도 Nr. 
0: 
1: 
2: 
3: 
4: 
5: 
6. 

CAN 
125 
250 
500 
615 
625 
750 

1000 

 
kBit/s 
kBit/s 
kBit/s 
kBit/s 
kBit/s 
kBit/s 
kBit/s 

   CAN-인터페이스의 전송 속도 

 

7. 커뮤니케이션 – 인터페이스 개요 

온도 컨트롤러 MP-988 프로피버스에 아래의 파라미터가 입력됨: 
 
 - P-800 2 (RS-485 / 프로피버스) 
 - P-801 프로피버스 TT 
 - P-802 장치 주소– 사출 성형기의 스크린과 일치해야 함. (1-253) 
 - P-840 전송 속도는 장치에서 자동 감지되므로 설정하지 않아도 됨.  
   허용 전송 속도: 1.5MBit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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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로피버스 배선도 – 커뮤니케이션 연결 

프로피버스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