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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스펙

온도컨트롤러 (TC-2)

TC-2

제품 설명

적용제품 에어 쿨러 (VT-serise)

※ 주의사항 ※

1. 사용 설치 전 손에 물기를 제거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압축공기 배관 전, 콤프레셔의 정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3. 눈, 비, 바람 등 외부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실내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온도 : 20℃ 준수)

4. 작동이상 시 전원을 즉시 차단하고 사용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5. 내부 배선 변경 및 개조를 엄금하며, 이로 인한 고장에 대해서 보증/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용 전력 : 220v
사용 압축공기 온도 : 1℃~60℃
컨트롤러 설치 외부 온도 : 20℃
최대 사용 압력 : 10bar
권장 사용 압력 : 7bar 이내

온도컨트롤러(TC-2)는  사용자가 상한 작동온도와 하한 제동온도 (반대도 작/제동 가능)을 
조절하여 제품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주고, 별도의 솔레노이드와 디스플레이, 컴퓨터  없이도 
간단하게 설치 할 수 있어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  기타 사양은 문의 바랍니다.

VT-100M VT-100 VT-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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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방법

Sv : 희망 온도 AL1.H : 설정온도 상위편차 값

※-10℃를 희망온도로 맞춰두고 -5℃가 
  되면 다시 작동되게 셋팅 한 예시 입니다.

 현재온도가 -8℃ 이므로 작동 되고있는 상태
입니다.
*AL1.H 편차보다 작기 때문에 AL1.H 
작동 신호가 들어옵니다.
(AL1, OUT 점등됩니다.)

 제동 된 상태에서 온도가 -5℃까지 올라가면
다시 작동 됩니다.
*AL1.H 편차가 5가 되는 순간부터 3초후
 작동됩니다. 

AL2.L : 설정온도 하위편차 값

MODE상태에서 증가키를 눌러 AL1.H  
설정을 합니다. 
AL1.H설정 값은 희망온도 보다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작동되는 
역할을 합니다.

(예 :-10℃기준온도에서 5의 상위 편차
       =  -5℃ 까지 올라갔을 때 작동 .)

 MODE상태에서 증가키를 눌러 AL2.L  
설정을 합니다. 
AL2.L설정 값은 희망온도까지 도달
했을 때 제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10℃기준온도에서 0의 하위 편차
       =  -10℃ 까지 도달했을 때 제동 .)

MODE를 2초간 눌러 희망 온도를 
설정합니다.
쉬프트, 증가, 감소키를 사용하여 희망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0℃~100℃)

※ 설정 중에는 에어의 공급을 잠시 중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설정 중에도 계속 카운트 (동작) 됩니다.

※ 새로운 설정 값은 다음 신호부터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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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의 기능 및 명칭

 

동작표시등

AT: PID 오토튜닝 시 점등
OUT: 제어출력 동작 시 점등
AL1: 경보1 동작 시 점등
AL2: 경보2 동작 시 점등
LBA: 루프단선경보 동작 시 점등

MODE

SHIFT DOWN UP

지시값
(운전화면에서 현재온도 표시)

설정값 
(운전화면에서 설정온도 표시)

명  칭 내   용

모드키
운전화면-사용자 설정모드-
운용자 설정모드 간 이동.

쉬프트 키
설정값 행 이동. 운전화면-사용자 
설정모드-운용자 설정모드 간 이동.

감소키
설정값 감소, 
파라미터 설정모드 이동.

증가키
운전화면 변경, 설정값 증가, 
파라미터 설정모드 이동

-10℃ 에 도달하고  약 3초 후 제동 
됩니다.
*AL2.L편차가 0이 되었기 때문에 
제동 신호가 들어옵니다.
(OUT 멸등,AL2 점등됩니다.) 

STEP 1 STEP 2

STEP 3 Example 1

Example 3Example 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202번길 40(도당동)
 40, Oksan-ro 202beon-gil, Buche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EL: +82-32-652-4735(Rep.) / FAX: +82-32-652-8583 / 
 E-mail: atc86@atcompany.co.kr

부분 명칭

AIR IN AIR OUT압력게이지

설정창 작동스위치 주전원

상세 설정

※출처 한영넉스(관련제품 모델명 A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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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모드 (Operation mode)
결선을 마친 후 전원을 투입하면 현재온도를 표시합니다.   키를 누를 때마다 설정값(SV)창에 설정온도와 출력량을 번갈아 표시합니다.

█ 사용자 설정모드(User setup mode)
 사용자 설정모드란 사용자가 자주 설정값을 변경하는 경보설정값 및 루프 단선경보(LBA) 관련 설정값을 설정하는 모드입니다. 운용자 설정모드의 
파라미터를 사용자 설정모드에도 표시토록 하여 쉽게 설정하 수 있도록 설정레벨을 구분하였습니다.

기 호 (PV표시) 항 목 내 용 표시조건 초기값 (SV표시)

        온도설정값(SV) EU 0 ~ 100 % 상시 EU 0%

 경보 1 하한값

EU 0 ~ 100 % 또는

EUS 0 ~ 100 %(온도단위)

RLYn에 ALn이 

설정 되었을 때.

EU 0%

경보 1 상한값 EU 100%

경보 1 불감대 EUS 0%

 경보 2 하한값 EU 0%

경보 2 상한값 EU 100%

경보 2 불감대 EUS 0%

루프단선경보 시간 0 ~ 7200초

RLYn에 LBA가 

설정 되었을 때.

480

루프단선경보 온도 0 ~ 100 ℃ (℉) 2

루프단선경보 불감대 0 ~ 100 ℃ (℉) 2

키 잠금

   : 잠금기능 없음

상시 0     : 운용자 설정모드 잠금(오토튜닝 금지)

   : 운용자 설정모드 잠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