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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D62  Heating  Controller

에스비티㈜ HVAC Products

비례제어용비례제어용비례제어용비례제어용 온도조절기온도조절기온도조절기온도조절기
For comfort control in HVAC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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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입입입 •출력출력출력출력

PI 제한 기능
원격 설정치 조정
설정치 보상
여름/겨울모드 변환
순차제어기능
냉방/제습을 위한 우선순위

02(0~10Vdc)출력

1(day/night)2(주,보조)입력

디지털아날로그

보조입력: 다음과같이적용될수있다.

주입력 : °C, °F, % 또는단위없이설정할수있다.

독립된디지털입력 : 낮/밤모드변환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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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1출력여부 (0..10V = 0..100% range) 

• Y2출력여부 (0..10V = 0..100% range) 

•낮/밤설정(절약) 모드 (¤ = day,  = night)

•입력 X1의온도 (°C)

구성구성구성구성 및및및및 조작법조작법조작법조작법

선택 버튼

LCDLCDLCDLCD창
조작 버튼

각 PS 모드(1~4)로 들어감

값을고치고저장

다음페이지를보거나값을증가

이전페이지를보거나값을감소

서비스모드

(PS1~PS4)

값을입력하거나저장

파라미터를보거나조정

(버튼 2개를동시에 5초이상누르면
서비스모드로들어감)

평상시모드

동작모드

(GS)

선택버튼조작버튼

주화면표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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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설정법설정법설정법설정법

GSGSGSGS
(General Screen)

PS4PS4PS4PS4
(Program Screen)

PS2PS2PS2PS2
(Program Screen)

주 루프주 루프주 루프주 루프

- 스위칭 차, 스위칭 지연시간
- 비례대, 적분시간
- 최소, 최대 출력
- 낮/밤 설정치
- 겨울/여름 설정치

보조 루프보조 루프보조 루프보조 루프

- 최대/최소 제한
- 비례대, 적분시간
- 시작/끝점 온도 보상
- 겨울/ 여름 온도 변환
- 시간지연

단위, x1, x2정의단위, x1, x2정의단위, x1, x2정의단위, x1, x2정의

- oC, oF, %, 단위없음
- 센스 타입, 센싱 범위
- 시간 지연

주 화면주 화면주 화면주 화면

- 입출력 상태 모니터링
   (x1, x2, Y1, Q1)
- 적용 방식(application no.)모니터링
- 난방 온도 설정
- 냉방 온도 설정

적용방식 정의적용방식 정의적용방식 정의적용방식 정의

- Application no.를 선택할 수 있다.

낮/밤 설정
겨울/여름 설정

5초이상 
동시에 누름

2초이상 누름

또는

PS1PS1PS1PS1
(Program Screen)

PS2PS2PS2PS2
(Program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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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적용적용적용 : Application

Application no.의 첫숫자는출력방식을나타내고,  끝숫자는보조입력에의한
제어방식을나타낸다.

예) 1개의온도시그널을받아온수제어를위한아날로그출력은 Application no. 는
10이다. (급탕급탕급탕급탕제어용제어용제어용제어용)

예) 1개의온도시그널을받아환기온도제어를위한아날로그출력은 Application no. 는
40이다. (냉방모드냉방모드냉방모드냉방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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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이상 누름

입력파라미터 설정(선택    )입력파라미터 설정(선택    )입력파라미터 설정(선택    )입력파라미터 설정(선택    )

X1 설정X1 설정X1 설정X1 설정

UNT(단위선택) : oC
       (oF, oC, %, 단위없음)

X1LS(입력단위) : Ni1000Ω
       (0~10Vdc, Ni1000Ω  , Pt1000 Ω )

∆X1(Offset∆X1 설정) : 0 K

X1L(sensor범위 최저) : -50 oC
X1H(sensor범위 최대) : 150 oC

Y1설정Y1설정Y1설정Y1설정 XP(비례밴드)  : 4 K
TN(적분시간) : 256 s

MAX(최대출력) : 100 %
MIN(최소출력) : 0 %

주 화 면 PS1PS4

PS2PS4

초기화면 2번

NEXT PS

NEXT PS

출력파라미터 설정(선택    )출력파라미터 설정(선택    )출력파라미터 설정(선택    )출력파라미터 설정(선택    )설정치 설정설정치 설정설정치 설정설정치 설정

평상모드평상모드평상모드평상모드(day) 난방 온도 설정

  :  25 oC 

절약모드절약모드절약모드절약모드(night) 난방 온도 설정

  : 16 oC  

EXIT PS

SP--h¤  25oC

SP--h   16oC

application no.20

선택(   )후 저장(   )

PS1으로 이동

Application no.10 에에에에대한대한대한대한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설정법설정법설정법설정법
(급탕제어용급탕제어용급탕제어용급탕제어용)

※온도설정치는주화면에서설정이가능함 (        5초이상누르지않음)

※아래의값들은 default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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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이상 누름

입력파라미터 설정(선택    )입력파라미터 설정(선택    )입력파라미터 설정(선택    )입력파라미터 설정(선택    )

X1 설정X1 설정X1 설정X1 설정

UNT(단위선택) : oC
       (oF, oC, %, 단위없음)

X1LS(입력단위) : Ni1000Ω
       (0~10Vdc, Ni1000Ω  , Pt1000 Ω )

∆X1(Offset∆X1 설정) : 0 K

X1L(sensor범위 최저) : -50 oC
X1H(sensor범위 최대) : 150 oC

Y1설정Y1설정Y1설정Y1설정 XP(비례밴드)  : 4 K
TN(적분시간) : 256 s

MAX(최대출력) : 100 %
MIN(최소출력) : 0 %

주 화 면 PS1PS4

PS2PS4

초기화면 2번

NEXT PS

NEXT PS

출력파라미터 설정(선택    )출력파라미터 설정(선택    )출력파라미터 설정(선택    )출력파라미터 설정(선택    )설정치 설정설정치 설정설정치 설정설정치 설정

평상모드평상모드평상모드평상모드(day) 난방 온도 설정

  :  25 oC 

절약모드절약모드절약모드절약모드(night) 난방 온도 설정

  : 16 oC  

EXIT PS

SP--h¤  25oC

SP--h   16oC

application no.20

선택(   )후 저장(   )

PS1으로 이동

Application no.40 에에에에대한대한대한대한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설정법설정법설정법설정법
(냉방모드냉방모드냉방모드냉방모드)

※온도설정치는주화면에서설정이가능함 (        5초이상누르지않음)

※아래의값들은 default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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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도결선도결선도결선도

N1 : RWD 제어기

X1 : 주온도센서

X2 : 보조온도센서

S1 : 타이머또는스위치

Y1, Y2 : 벨브조작기/뎀퍼조작기

PC : 데스크탑또는노트북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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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치수치수치수 (단위단위단위단위:mm)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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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법설치방법설치방법설치방법 (Mounting)

A : 길이가 120mm 이상의 DIN 레일위에설치

B : 2개의나사를가진 wall mounting

(나사의길이는최소 40mm -φ3.2mm가되어야됨)

C : 기본도구를사용한전면설치

(예. 1개의 150mm DIN 레일,  2개의 6각너트, 워셔,나사)

D : 하우징 ARG62.21/ARG62.22 내부에설치 (Option)

주의주의주의주의 : 전기전기전기전기충격을충격을충격을충격을피하기피하기피하기피하기위해서위해서위해서위해서단자와단자와단자와단자와판넬간의판넬간의판넬간의판넬간의간격은간격은간격은간격은최소최소최소최소 8mm 이상이상이상이상유지유지유지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