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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확인 사항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본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보시고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설명서는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언제라
도 볼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 제품의 개선을 위해 사용설명서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 및 사용설명서에 대한 문의나 오류 등을 발견하시면 본사 또는 해당 영업

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

습니다.
1) 제품 확인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주문한 사양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신 후 외관상의 결함
이나 Touch Panel의 파손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
사양이 다르거나 외관상의 결함,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사 또는 해당 영업소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모델 구성 및 외형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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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제품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본 사용설명서의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헤 따라

본 제품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 사용설명서의 지시에 위반된 사용 또는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성 및 제품 파손등과 같은 손실에 대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품 내부를 개조 및 변조 또는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감전, 화재 및 오동작의 원인이 되는 임의 분해, 수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전원 케이블의 피복이 손상되어 있을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전원이 입력된 상태이거나 운전 중에는 배선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 제품의 입력 전원에 극성과 정격에 맞게 배선하여 주십시오.
❖ 접지를 하여 주십시오.
❖ 노이즈의 원인이이 되는 기기나 배선을 본 제품 주변에 배치하지 마십시오.
❖ 제품을 수직으로 세워 설치해 주십시오.
❖ 젖은 손으로 설치 및 조작하지 마십시오.
❖ 제품의 내부에 나사 및 금속성 물질, 물, 기름 등의 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 주변 온도가 10℃이하 저온일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충분한 워밍업 후 사용해

주십시오.
❖ 발열이 심한 기기를 제품 주변에 비치하지 마십시오.
❖ 하기에 기록된 장소에는 설치 및 보관하지 마십시오.

- 먼지나 습기 및 염분이 많은 장소
- 기계적인 진동이나 충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장소
- 부식성 가스나 연소성 가스에 노출된 장소
-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장소
- 온도 변화가 많은 장소
- 화재 발생시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
- 전자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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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순서
1) 금형에 장착된 Connector의 배선 상태와 T/C Type을 확인합니다.
2) Connector의 T/C와 Heater의 배선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Heater, T/C 순서로 배선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중계선 사양[Connector 크기, 핀 수]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4) Heater 저항, 절연 상태 및 T/C의 단선 유무를 확인합니다.
5) 금형을 사출기에 장착한 후 중계선을 연결합니다.
6) Controller의 Main 전원 Switch가 Off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Off되어 있지 않으면 Off합니다.
7) 입력 전원(220/380 Vac)과 Controller의 설정 전원이 동일한지
확인하여 동일한 경우에 전원선을 연결합니다.
(Controller의 전원은 Controller Case 후면에 붙어 있는 라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일 입력 전원이 라벨에 표기된 전원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전원과 Controller전원이 일치하지 않으면 Unit 파손과 오동작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주의하여 주십시오.)
8) Controller의 전원 Cable중 접지선은 반드시 접지 시켜 주십시오.
※ 접지선을 연결하지 않으면 Noise가 Controller에 유입되어 Fuse 및
Triac의 파손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누전 및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Controller의 Main 전원 Switch를 On합니다.
10) 화면에서 Password을 입력하고 Mold File을 Loading합니다.
11) 운
 전하고자 하는 Zone의 On/Off룰 확인하고 Off되어 있다면 On으로
변경합니다.
12) 필요한 설정 온도(SV)값을 입력합니다.
13) 운전을 실행 합니다.
14) 지시온도가 설정 온도에 도달하여 온도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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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화면 개요

채널설정

Zone의 On/ffo 상태를 설정.

고급설정

센서 Type, SV, 상한, 하한, 소비전압을 설정.

저장/호출

Mold File 저장, 호출 설정.

경보이력

경보 내역 표시 화면.

언어선택

언어 선택이동.

메인화면

메인 화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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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화면 개요

SET : SV값 설정 버튼.
ALL : Zone 전체 설정 버튼.
설정상태 : Zone별 설정상태 변경 버튼.
그래프 : Zone별 온도 그래프 버튼.
START : Zone 가동 시작 버튼.
STOP : Zone 가동 멈춤 버튼.
TEXT : 현재 가동중인 Zone SV, PV 상태 표시 버튼.
시스템 설정 : 채널, 고급설정, 저장호출 화면이동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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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
1) 채널설정

❖ 사용하고자 하는 Zone을 ON으로 설정한다.
❖ Zone 설정 후
❖

(이전메뉴 이동) 버튼을 클릭한다.

버튼을 누르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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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급 설정

❖ 사용하고자 하는 Zone 선택 또는 전체선택.
❖ 항목설정 항목에서 센서 Type을 선택후 확인 클릭한다.
항목설정 default
전투상한 : 16A, 전류하한 : 0.05A, 알람상한 : 50, 알람하한 : -50
❖ MAIN 클릭 후 온도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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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도 설정

❖ 가동하고자 하는 Zone 선택 또는 ALL 선택후 온도를 설정한다.
❖ 온도 설정후

버튼을 누르면 가동

번튼을 누르면 멈춘다.

● 각 Zone을 선택하면 현제 설정 상태를 상세히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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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MODE
❖ 각 Zone의 현제 상태를 TEXT로 볼수있다.
❖ TEXT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한다.

●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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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장/호출
❖ 저장 호출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로딩 화면이 뜬다.

● 호출 : 저장된 파일을 클릭 후 호출을 누른다.
❖ 호출 후

메인버튼을 누르면 호출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T-5000 - 13

Temperature Controller
● 저장 : 동작중인 현재 상태를 저장한다.
❖ 저장 버튼을 누르고 파일명 기입 후 확인을 누르면 저장된다.

❖ 메모는

누르면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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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보 이력
❖ 경보(에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래프
❖ 가동중인 Zone의 온도를 그래프로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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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C ZONE 쇼트
❖ 변경하고자 하는 ZONE 선택 후 ZONE TC 변경을 누른다.

❖ ZONE TC 변경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번호입력란이 나온다.
❖ 변경 ZONE 번호를 누른후 그림과 같이 확인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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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Unit 구조
❖ Unit 전면 LED 표시내역
1. 녹색 LED : TX (TRANMITTER)
2. 주황색 LED : RX (RECEIVER)
3. 적색 LED : 전원
4. 노란 LED : J-Type (Sensor)
5. 파란 LED : K-Type (Sensor)
7. 적색 LED : 히타 출력상태

❖ Unit 슬롯 단자 표시내역

FUSE 교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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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ntroller 사용시 문제점 및 조치요령

9) 그외 다른증상

18 - T-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