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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버튼 설명: 
 

MENU  파라메타 그룹을 선택할 때 사용되어진다. 
 

FUNC: 표준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아래 디스플레이를 수정할 때 사용되어지는 
버튼입니다.( 다른 명령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디스플레이로 컨트롤의 
출력%를 표시한다.) 

 
MAN:  표준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사용되어질때는  MAN 을 누르면 한번 두면 

누르면 작동 또는 불작동하게 하는 매뉴얼 기능입니다. 
 
Press ⇑ Key  파라메타를 수정할 때 파라메타의 값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선택되어지는 버튼입니다. 
 

Press ⇑ Key  매뉴얼 모드일때는 출력값을 증가를 위한 버튼입니다 
 

Press ⇓ Key   파라메타를 수정할 때 파라메타의 값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선택되어지는 버튼입니다. 

  
Press ⇓ Key  매뉴얼 모드에서는  출력값을  감소시키기 위한 버튼입니다. 

 
Press  TST+MAN  TST을 잡고  MAN  버튼을 누르면 번오프 기능이 

시작되어집니다.*   
 

Press  TST+FUNC  Hold TST을 잡고 FUNC  버튼을 누르면 프로브테스트 
기능이 시작되어집니다.∗ 

 
Test + MENU 램프테스트 기능을 시작할 때 사용되어진다.(표준 디스플레이에서 

버튼을 눌러 내린 명령이 수행되면 손을 때더라도 5초간 유지가 됩니다. 
 
Press TEST + FUNC  파라메타의 값을 증가감 수정할 때 누르면 더 높은 비율로 

값이 이동을 합니다.. 
 
Press  TEST+MAN  파라메타를 수정할 때 누르면 프로그램가능한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 Two conditions apply: First, the burnoff  function must be configured and second, it  must be at 
least 10 minutes from the last burnoff, for the test to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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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1) 이전페이지에서 설명되어진 모든 활동은 두개 또는 그이상의 버튼을 누르면 
정확하게  연속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2) 파라메타를 수정할 때 30초 동안 아무런 입력값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표준 
디스플레이 모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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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지시 
 
FUNC을 누르면 아래 디스플레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나타납니다.. 
 

mV 아래 디스플레이에서 센서의 출력값 (in mV) 을 보여주면서 불이 
들어옴. 

TP 아래 디스플레이에서 센서의 온도값(TP)을 보여주면서 불이 
들어옴.  

CP/DP DP  표시등은 컨트롤 모드 % 의 지시를 보여줍니다. 
CP 노점 컨트롤 모드에서 불이들어오면서 보여줍니다. 

COF 아래의 디스플레이에서 CO 값을 보여주면 표시등이 들어오게 
됩니다.(내부적으로 CO를 컨트롤할 때만 사용되어집니다.) 

H2F 아래의 디스플레이에서 H2F 값을 보여주면서 아래의 값에 
표시등이 들어옵니다. (노점을 컨트롤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KΩ 프로브의 저항값을 아래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면서 불이 들어옴 

SEC 센서의 반응시간을 아래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면서 불이 들어옴.

LT 마지막 테스트에서 프로브의 온도를 아래 디스플레이에서 불이 
들어옴. 

 
다른 LED 디스플레이들: 
 
1 – 불이 들어올 때: 

- Out 1 컨트롤 출력으로 사용될 때, 그것이  ON 조건입니다. 
- 알람 1 알람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 
깜박거림은 알람 1에 알람상황이나  인지하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2 – 불이 들어올 때: 

- Out 2  컨트롤 출력으로 사용되는 조건일 때 ON  됩니다. 
- 알람 2  알람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깜박거림은 알람 2에 알람상황이나 인지하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3 – 불이 들어올 때: 

- Out 3 컨트롤 출력으로 사용되는 조건일 때  ON  됩니다. 
- 알람 3이 알람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깜박거림은 알람 3에 알람상황이나 인지하지 못하였을 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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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Setpoint(PS) 수정방법: 
 
장치가 표준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AUTO 모드 일 때 

 2초이상  ⇑  or ⇓ 을 누르면, 그러면 SP가 변하기 시작할것이다. 
 원하는 Set point 을 수행하고 나서 2초가 지나면 빠져나오면서 새로운 setting 가 
깜박거리고 지시된 대로 수행하도록 변화될것이다. 

 
 
 
CO Factor 수정 방법 (카본 컨트롤  모드로 운용되고 있을 때): 
 
When the device is in AUTO MODE and in Normal Display Mode 

 Manu 버튼을 누르면 – (Gr. 1 이  노란색으로 디스플레이 되어진다.) 
 FUNC 을 두번 누르면  - COF 가 아래창에 디스플레이 되고, 중간창에 값이 
표시된다.(Set Point 창) 

  ⇑   or ⇓  키를 사용하여 파라메타 값을 조정하여야 한다. 
 원하던 값을 수행한 후에 당신은 반드시  FUNC 버튼을 눌러 변화된 값을 수락해야 
한다.   

 위의 방법은 30초가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원하는 
값을 수정하기 위하여는 여러 차례 MENU을 눌러야 한다.  

 FUNC 버튼을  당신이 원하는 COF 디스플레이가 나올 때 까지 누르면 당신이 
변화시킨 COF값을 볼수 있을 것이다. 

 
 
 
H2F 값 수정방법 (노점 컨트롤 모드로 사용되어질 때): 
 
장치의 표준디스플레이 모드가 AUTO MODE 일때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MENU 버튼을 누른다. – (Gr. 1 노란색으로 디스플레이 되어진다.) 
 FUNC 버튼을 세차례 누른다.  – 아래 창에 H2F 가 디스플레이 되면서 중간창에 값이 
보여진다.(Set Point 창) 

 ⇑   or ⇓ 키를 이용하여 파라메타 값을 조정한다. 
 원한던 값을 수행한 후에는 FUNC 버튼을 한번 눌러서 변경된 값을 수락해야한다.   
 30초가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거나 MENU 버튼을 눌러서 원상태로 
복귀할수 있다.  

FUNC 버튼을  아래창에  H2F가 표시될 때 까지 누르면, 당신이 변경하고 자 했던 값을 
확인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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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오프 타이머를 변경하기 위하여: 
 
장치가 표준디스플레이 모드에서  AUTO Mode 일때 

 MENU 버튼을 누른다 – (Gr. 1 노란색으로 디스플레이 될것이다.) 
 MENU 버튼을 노란색으로 표시된 Gr. 8   도달할때까지 누른다. 
 FUNC 버튼을 누르면 파라메타를 통하여 스크룰 된다 (파라메타가 설명되어진 운영자 
매뉴얼에 언급되었다.) 

 원하던 set points을 수행한 후에, FUNC 버튼을 눌러야만 모든 변화된 값이 
수락되어지게 할수 있다.   

 여기서 30초간 다른 입력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표준디스플레이 모드로 돌아거거나  
MENU 버튼을 여러차레 눌러서 표준 디스플레이 모드로 돌아가야 한다. 

 
 
 
Probe Burn-off의 번오프를 수행하기 위하여 
 

 TST 버튼을 잡고 MAN 버튼을 누른다. 
번오프를 시작하여 그후 번오프가 끝나면 표준디스플레이 모드로 돌아갈 것이다. 

 
 
 
Probe Test 의 수행 
 

 TST 버튼을 잡고, FUNC 버튼을 누른다. 
 ProbeTest가 시작되고, 완료된 후에 다시 표준 디스플레이 모드로 돌아갈 것이다.  
 테스트 결과값을 디스플레이 하기 위하여는  FUNC 버튼을 눌러서  SEC (센서 반응 
시간)을 보거나, and KΩ (프로브 저항)을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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