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품질보증 및 A/S 사항
 주문하신 제품 사양과 일치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운송 도중 파손이나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하십시오,

APC-SPT
Series

MODEL

 본 제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 1년간입니다.
 유상 서비스 규정 및 항목
- 당사의 디지털전력조정기의 PCB 내부 고장이 아닌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 및 잘못된 수리(혹은 비전문가 수리)로 고장 발생시
- 정격 전압 / 정격 전류를 초과하여 발생한 고장(과대 고조파 포함)
- 당사 미 지정 부품 사용으로 인한 고장
- 사용자 설명서 내용의 미 준수로 인한 고장

디지털전력조정기 가동 환경의 준수사항
 잘못된 설치 장소는 제품의 성능 저하 및 불안정한 제어를 발생 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장소는 피하여 주십시오.
- 습기가 많고 공기 유동이 잘 안 되는 곳
- 먼지나 불순물이 쌓이는 곳
- 주변 분위기 온도가 높은 곳
- 기계적 진동이 심하거나 기계적 충격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곳
- 주변에 부식성 가스,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 천정에 누수가 되거나 이슬이 맺히는 곳
- 물, 기름, 약품, 증기, 염분, 철분 등에 직접 영향을 받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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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적 유도 전류에 의한 장애가 큰 곳
- 직사광선 및 복사열 등에 의한 열 축척이 발생하는 곳

A/S 문의 : +82-53-355-3621

APC-SPT 시리즈 전력조정기 제품 명판의 설명

SPT 시리즈 정격사양 및 기능

APC–SPT–25–N
② ③ ④

①

• APC-SPT 시리즈 전력조정기는 산업현장의 단상 220V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부하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며,
아래의 부하에 적용 할 수 있다.

⑤

- 유도성 부하 (인덕터 혹은 변압기 1차 측 코일)
- 저항성 부하 (저항 변화계수가 낮거나 높은 저항성 부하 포함)
- 근적외선 히터 부하

① 제품의 분류
▷ APC : ACTIVE POWER CONTROLLER / 전력조정기
② 주 전원의 분류
▷ SP : SINGLE-PHASE AC / 단상 전기

• APC-SPT 시리즈 전력조정기 정격사양
항 목

③ Semiconductor-TYPE
▷ T : TRIAC
④ 최대 정격전류 표기
▷ 25A / 35A

⑤ OPTION
▷ N : NORMAL
▷ Z : ZERO BASE SETING (OPTION)

외형 치수 (적용 모델 : SPT)
W
D
W1

H
H1

내

용

정격 전압

단상 AC 220V

최대 정격 전류

25A, 35A

입력 신호

DC 4-20mA, DC 1-5V
DC 0-20mA, DC 0-5V, DC 0~10V
DC 0~24V, 접점입력 ON-OFF

용 도

Heater control

제어 방식

위상각 제어 (Phase_Angle)
제로 크로싱 제어 (Zero_Crossing)

비 고
±10%

출하시
DC 4~20mA

출하시
위상각 제어 설정

항목

치수 (mm)

H

150

적용 부하

저항성 부하(히타),
유도성 부하(트랜스1차 제어)

H1

138

정격 주파수

50 / 60㎐

자동감지

W

67

기동 방식

Soft Start / Stop , Soft up / down

0.3 – 30sec

W1

50

출력 범위

입력전압의 0 - 97%

D

75

분위기 온도

가동 : 0 to +40C ( +32 to +104 F )
보관 : -40 to +80C ( -40 to +176 F )

설치 혹은 보관함
내부온도

고정볼트

4

절연 저항

20㏁ 이상 (DC 500V)
입력/출력 및 부하 전압/방열판

2500V(RMS)

냉각 방식

자연 냉각 ,강제냉각(OPTION)

주변 온도관리

제어 기능

OPTION : ZERO BASE SETING(off-SET)설정
(출력 특성 도표 참고)

0~50%범위내

※취부 시 상하는 50mm이상 좌우는 20mm이상 공간을 확보 하세요.
상기 치수는 제품의 성능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SPT 명칭 및 결선도

DIP S/W SETING

LED LAMP 표시

•

정상적으로 운전이 안될 시에는 입력신호와
DIP S/W., VR 설정을 확인 하세요.

* Zero Crossing제어시에는 출력과 동일하게 ON됩니다..
*** 안전을 위해서 필히 입력 단에 속단 퓨즈를 장착하시길 권장 합니다. ***

운전 방법 및 결선

출력 특성 도표

비례신호에 의한 자동 운전

•

4~20mA와 같은 비례신호를
1번핀(+) 2번핀(-)를 결선하시고
5번핀과 6번핀에 접점 신호를 인가하면
입력신호에 따른 비례출력 제어가
됩니다.
**입력신호 별 DIP S/W 설정하세요.
( DIP S/W SETTING 참고)
•
•

비례신호에 의한 자동 운전
외부볼륨으로 MAX출력량 조정가능
4~20mA와 같은 비례신호를
1번핀(+) 2번핀(-)를 결선하시고
5번핀과 6번핀에 접점 신호를
3,4,5핀에는 외부VR(10㏀)결선하시면
VR로 MAX출력량이 조정됩니다.
**입력신호 별 DIP S/W 설정하세요.
( DIP S/W SETTING 참고)
**DIP S/W 3 ON으로 설정하세요.

•

볼륨으로 출력량을 수동 조정 시
3번핀과 4번핀을 연결하세요.
5번핀과 6번핀에 접점 신호를 인가하면
P.W VR설정으로 출력량이 조정 됩니다.
* RUN 상태에서 최소출력량을 0%~50% 까지
SET VR 설정으로 임의로 조정가능

•

외부볼륨으로 출력량을 조정
3,4,5핀에는 외부VR(10㏀)결선하시고
5번핀과 6번핀에 접점 신호를 인가하면
VR설정으로 출력량이 조정 됩니다.

* S.S VR 의 설정으로 출력량의 증가 감소 시간을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