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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上のご注意 

(사용 앞에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부기】 

●미쓰비시전기(三菱電機) 및 미쓰비시전기(三菱電機) 지정이외의 제삼자에 의해 수리·분해·개조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관해

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우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 이 안전상의 주의 및 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할 수 있으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파모테크(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국제유통 555-9번지 23동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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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개 요 

1.1 기능과 특징 

LD-30FTA 텐션 콘트롤러는, 적산 두께 검출 방식이라고 불리는 권경 연산 제어에 의한 오픈 루프식의 반자동 장력 제어장

치입니다. 

이 방식은, 제어장치에 대해서 미리 초기지름과 재료 두께를 설정해 두어, Winding 축의 1 회전 마다 초기지름으로부터 재료 

두께를 감산(Unwinding) 또는 가산(Winding)하여 현재의 Diameter를 연산합니다((Winding축에는 회전 검출용의 근접 센서를 

설치합니다). 

연산 결과는 액츄에이터로 파우다클러치/브레이크 혹은 히스테리시스 클러치/브레이크에 대해서 0~24V 전압 출력을 발생하

거나 써보모터용 앰프에 대해서 0~5V 지령 전압을 발생하기 위해서 이용됩니다. 

 

간단한 조정 및 조작으로, 장력 제어가 가능 

●장력 설정과 재료두께, 초기지름의 설정만으로 자동 제어가 가능 

● AC100V~240V의 와이드 레인지 대응 

●재료 두께나 초기 지름을 광범위하게 설정 가능 

●전원을 꺼도, 현재 Diameter를 기억하는 정전 보관 유지 기능 

● AC 서보등의 다양한 종류의 액츄에이터에 대응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기능 모드 

●WInding 테이퍼 제어도 가능 

●가감속시 관성 보상 기능 

●파우다클러치·브레이크의 토르크 비선형의 보정 기능 

●메카로스 보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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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일본어 문장/영문 표시와 그림 문자 표시 

●다이얼 조작에 의한 수치 설정 

●고기능/간단 모드 변환 기능 

● 8종류의 재료 기억에 의한 편리한 조작성 

  운전 정수(재료 두께·초기지름·테이퍼율등)의 설정을 8 종류까지 기억 가능 

●오조작 방지나 무효 기능의 표시를 금지하기 위한 키 락 키의 채용 

 

초음파 센서나 터치 레버 사용 가능 

옵션의 아날로그 입력 보드(LD-30 FTA-1 AD)를 장착하면, 초음파 센서나 터치 레버의 입력이 가능해집니다. 재료 두께·초기

지름의 설정이 불필요해져, 볼륨에 의한 장력 설정만으로 자동 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제어에 최적입니다 

●일정 장력에서도 거친 제어로 좋다 

●재료는 무겁지 않지만 치수가 일정하지 않다 

●장력 검출기을 부착할 장소가 없다 

●수동 조정이 귀찮다 

●별로 코스트를 들일 수 없다 

 

소재 가공 기계 

●인쇄·스크린 인쇄  ●포장·충전 

●슬릿·컷팅·라미네이트 ●압출기·표면 처리 

●접착·도장  ●Twist Wire 

●세정·건조  ●섬유·봉제·염색 

●Press·천공  ●압연·연장선 

●권 교체·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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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판넬의 구성 

 

 

1.3 DIP 스위치의 역할 

판넬을 열면, 그 뒷면에 8극의 DIP 스위치가 마련 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전원OFF→ON시 스위치의 설정 상태가 읽어 동작됩니다. 

 

① 제어 축 : Unwinding / Winding 를 설정합니다.  

② 두께 단위 :【1μm】/【0.1μm】를 설정합니다.  

③ Diameter 입력 : 옵션 보드를 장착하고, 사용여부를 설정합니다.  

④ 출력 리모트 : 외부 접점신호 [REM]에서 출력을 ON/OFF할지 않을지를 설정합니다.  

⑤ 기능 없음 : 사용하지 않습니다.  

⑥ 메모리 초기화 : 각종 파라메타 데이타를 제품의 출하 값 상태에 되돌립니다. 메뉴 내용을 포함시키고, 모든 설정 내용이 

초기화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⑦ 기능 모드 : 간단 모드/고기능 모드를 선택합니다.  

⑧ 조작 모드 : 운전 모드/조정 모드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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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부 및 배선 

2.1 취부 

위험 : ●나사 구멍 가공이나 배선 공사를 할 때에, 쇳조각이나 전선쓰레기를 떨어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품의 손상, 발연, 발화, 오동작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설치·배선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외부에서 차단 하고 나서 해주십시오.  

●배선 작업후 전원을 작동할 때는, 감전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제품에 부속의 단자 커버를 설치해 주십시오.  

주의 : ●기름, 전기 전도성 먼지, 부식성 가스가 있는 장소나 고온, 결로, 비바람에 노출되는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또 진동이나 충격이 가해지는 장소에는 직접 설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품의 손상, 오동작 혹은 열화를 초대할 것이 있습니다. 

 

텐션 Controller는 바닥, 벽면, 판넬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注意 

●바닥면이나 벽면에의 부착을 할 때, 본체/부착 발간 고정 나사는 부속의 물건을 이용해 주십시오.  

본체내부에서 접촉의 우려가 있으므로 10mm 이상의 길이의 나사는 쓸 수 없습니다.  

●판금부에서, 본체부착용 플레이트를 고정하지 않는 측의 나사 구멍을 이용해서 케이스의 D종 접지를 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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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접속용 단자대는, 전면을 열면 박스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선은 박스 하부의 배선 인출구를 이용해서 외부에 끌어 냅니다. 

 

 

 

 

 

 

2.2 LD-30FTA-1AD 옵션 보드의 부착 

(LD-30FTA-1AD는 별도 판매)  

[1]외부전원을 모두 차단후 전면 판넬을 열고, Flat Cable을 분리하고 박스 내부의 플레이트를 풉니다 (4개의 스터드의 첨단

을 집어서 뽑습니다).  

[2]옵션 보드를 콘넥터(Connector)에 삽입하고, 플레이트를 다시 설치합니다.  

 

2.3 배선 

●2.4항의 외부배선도 및 단자배열을 참조해서 배선해 주십시오.  

●압착 단자는 우측 그림의 치수의 물건을 사용하십시오.  

●단자의 체결 토크는 0.5∼0.8N·m입니다. 오동작의 원인이 안되게 확실히 조여 주십시오.  

●아날로그 신호의 입출력선 및 권축 펄스의 입력 선은, 실드선을 이용해 신호 수신측에서 D종접

지를 해 주십시오.  

●입출력선은 다른 동력선과 동일 덕트에 통과시키거나, 함께 결속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일반적으로는, 노이즈에 대한 안전을 고려해 길이를 10m 이내로 해 주십시오. 

 

위험 

●반드시 외부전원을 모두 차단하고, 설치·배선 작업을 행해 주십시오. 감전 또는 제품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의 어스 단자나 본체 판금부에는 2mm 이상의 전선을 이용해서 D종접지를 해 주십시오.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배선은 전류용량에 맞는 굵기의 전선을 사용해 주십시오. 전선이 가늘면 절연 피막이 녹아서 절연 불량이 되고, 감전·누전

의 우려가 있는 것 이외에,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주의 

●AC 전원은 지정된 단자에 정확하게 접속하고, 비어 있는 단자는 외부에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품손상의 우려가 있

습니다.  

●강전계와 약전기계의 배선은 분리하고, 공통 접지 하지 마십시오. 약전기계의 배선에 노이즈가 중첩하면, 오동작의 원인이 

됩니다.  

●배선이 길어서 여분의 선이 발생했을 경우, 오동작 방지를 위하여 Controller 케이스 내에 남는 선을 넣지 말아 주십시오.  

●오동작 방지를 위하여 판넬면에 AC 전원 케이블은 정리해 주십시오. 

 

【부기】본 제품은 마이크로 컴퓨터(CPU)를 내장한 전자기기이며, 본체 내에 전기 전도성 이물이 혼입하거나, 외부에서 이상

한 노이즈가 들어와서 CPU가 폭주했을 경우, 본 제품의 출력은 고정이 됩니다. 노이즈가 원인의 경우는 노이즈원을 제거한 

후에 전원을 OFF→ON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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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외부배선도. 단자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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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 

3.1 운전, 설정조작 

1. 통상운전-----------------------22페이지 참조 

(1) 스위치의 조작 

[1]전원 스위치 ①을 ON하면 전원 램프가 점등하고, 모니터 표시기 ⑪에 텐션 Controller의 버젼이 약2초간 점멸 표시됩니다.  

[2]출력 ON/OFF키 ⑬을 누를 때마다 제어 출력은 ON→OFF→ON으로 변화되고, 출력이 ON때에는 출력표시 램프가 점등합

니다.  

DIP 스위치로 출력 리모트를【사용】에 설정하면, [REM]의 ON/OFF에 의해 출력을 ON/OFF할 수 있습니다. (9페이지 참조)  

 

(주) 출력을 ON/OFF할 경우는, 전원 스위치 ①을 이용하지 않고, 출력ON/OFF키 ⑬ 또는 [REM]의 ON/OFF로 해 주십시오.  

          ·전원 스위치 사용 가능회수……2만회이하 

 

(2)수동제어 모드 

・수동제어 모드 키 ⑰을 누르면 수동 모드가 되고, 수동 모드 표시 램프가 점등합니다.  

수동 모드에서는 Pulser 다이얼 ⑯의 조정에 의해 0∼100%까지의 제어 출력을 발생하고, 그 값은 모니터 표시기 ⑪에 0∼

100%의 표시가 됩니다.  

(3)자동 제어 모드 

·자동 제어 모드 키 ⑭를 누르면 자동 모드가 되고, 자동 모드 표시 램프가 점등합니다.  

자동 모드에서는 장력설정 볼륨 ⑮에 의해 0∼100%의 장력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100% 장력과는 100%의 제어 출력 (약24∼33V)발생시 액추에이터의 Reel Diameter 환산 토크를, 파라메타의 최대지름

설정으로 설정된 권경의 1/2(최대반경)로 나눈 값을 나타냅니다.  

(4)모니터 표시 

[1]모니터 표시기 ⑪의 표시 내용은 표시 전환 키 ⑫로 바꿀 수 있어, 표시되어 있는 수치의 단위는 단위표시 램프(φ:권

경, %:출력)로 표시됩니다.  

[2]펄스 모니터 램프 ⑩은 근접 스위치 신호의 ON/OFF에 따라서 점멸합니다.  

 

2. 재료의 두께·초기경의 설정----------12∼16페이지 참조 

(1)권경입력 사용하지 않을 때 DIP 스위치로 권경입력을【미사용】에 설정했을 경우.  

[1]재료의 두께 설정 키 ⑦을 누르면, 재료두께 설정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재료두께 단위표시【μm】가 점멸하고, 

현재의 설정 두께가 재료 두께 표시기 ⑤에 표시됩니다 (소수점 위치는 DIP 스위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Pulser 다이얼 ⑯을 좌우로 돌려서 수치를 변경합니다. 변경후의 값이 유효가 되어 두께의 설정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경 설정 키 ⑥을 누르면 단위표시【μm】은 점등하고, 초기경 설정용 단위표시【φ】가 점멸합니다.  

[2]초기경설정 키 ⑥을 누르면, 초기경 설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초기경 단위표시【φ】가 점멸하고, 현재의 설정 초기 

경이 초기경 표시기 ④에 표시됩니다.  

Pulser 다이얼 ⑯을 좌우로 돌려서 수치를 변경합니다. 변경후의 값이 유효가 되어 초기경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료 두께 설정 키 ⑦을 누르면 단위표시【φ】는 점등하고, 재료두께 설정용의 단위표시【μm】가 점멸합니다.  

[3]권경 초기화 키 ③을 1초 이상 누르면, 연산중의 현재 권경은 상기에서 설정된 초기경의 값에 Preset 됩니다.  

(2)권경입력 사용시-------------DIP 스위치로 권경입력을【사용】에 설정했을 경우.  

[1]권경입력 사용시는, 재료두께나 초기경의 설정은 불필요해서, 표시나, 키 조작도 필요없습니다. 18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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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라메타의 설정--------------12∼16페이지 참조 

 [1]설정 전환 키 ⑧을 누르면 설정 항목표시기 ⑤는 파라메타 항목을 표시, 설정 데이타 표시기 ④는 파라메타 데이타를 표

시합니다 (초기경설정 키 ⑥, 재료두께 설정 키 ⑦, 설정 변경 키 ⑧은 나중에 누른것이 우선으로 표시기 ④, ⑤의 내용이 변

화됩니다).  

[2]설정 전환 키 ⑧을 누르면, 15페이지에 기재의 순서로 파라메타 항목이 표시됩니다.  

[3]표시된 파라메타 데이타는 Pulser 다이얼 ⑯에 의해 수치의 증감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후의 값이 유효가 되어 데이타의 

설정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4]키락 키 ②을 5초이상 누르면 키락 표시 램프가 점등하고, 다시 5초간이상 누르면 이것이 소등합니다. 이 키락에 의해 사

용하지 않는 파라메타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거나, 운전중에 잘못해서 재료두께나 초기경의 설정 변경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3.2 기능·동작 

 1. 출력 리모트------- [REM]입력 단자, DIP 스위치로 출력 리모트를 【사용】에 설정했을 경우.  

[1][REM]을 ON하면, 판넬면의 출력ON/OFF 키 ⑬에 관계없이 제어 출력이 발생합니다.  

[2][REM]을 OFF하면, 판넬면의 출력ON/OFF 키 ⑬이 유효가 되고, 출력ON/OFF 키 ⑬을 누를 때 마다 제어 출력은 ON→

OFF→ON으로 변화되고, 제어 출력이 ON때에 출력 표시 램프가 점등합니다.  

[3]고기능 모드의 경우, 제어 출력이 OFF의 조건일 때에 파라메타로 설정된 약여자 출력이 됩니다. 

 

 

(주) 출력을 ON/OFF하는 경우는, 전원 스위치를 이용하지 말고 , 출력 ON/OFF 키 또는 [REM]의 ON/OFF로 해 주세요. 

          ·전원 스위치 사용 가능 회수……2만회 이하 

 

2. 권경 Preset----- [RSD]입력 단자 

·판넬면의 권경 초기화 키 ③을 1초 이상 누른 후 또는 [RSD]가 ON시, 현재의 권경을 초기경의 설정 값에 Preset 합니다. 

Preset후는 Preset된 값으로부터 권경의 연산을 시작합니다.  

3. 권경의 연산 

(1)간단 모드의 경우 

·항상, 근접 스위치 신호에 의한 권경연산을 실시합니다 (권경연산의 정지 기능은 없습니다).  

(2)고기능 모드의 경우 [RUN]입력 단자 

[1] [RUN]을 ON하고 나서 스톱 타이머 완료까지 근접 스위치 신호에 의한 권경 연산이 행하여 집니다.  

[2]DIP 스위치로 권경 입력을【사용】으로 설정했을 경우는 근접 스위치 신호에 의한 권경 연산은 실시하지 않고, 외부권경

입력 신호에 의해 권경를 검출합니다.  

4. 정전/역전--------- [BWD]입력 단자 

[1] [BWD]= OFF 정전(통상의 권경 연산을 실시합니다.)  

[2] [BWD]= ON 역전(권경 연산의 가산, 감산을 반대로 실시합니다.)  

[3]고기능 모드의 때는 [RUN]이 OFF일 때만 정전/역전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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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기능 모드-------고기능 모드＂의 경우, 아래의 기능이 유효가 됩니다.  

(1)가감속시의 동작-------가감속시의 권테두리 관성보상용 

[1]가속 Gain [ACC]입력 단자 

 [ACC]가 ON시, 보통의 제어 출력(권경연산 결과에 근거하는 출력)의 소정의 배율의 출력을 발생합니다. 배율은 파라메타에

서 설정해 0.05∼4배 (5∼400%)의 사이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출력의 상한치는 최대제어 출력 (100% 출력, 약24∼33V)로 제한됩니다.  

보통, Unwinding 때는 출력을 내리는 설정, Winding 때는 출력을 올리는 설정으로 합니다.  

[2]감속 Gain [DCC]입력 단자 

 [DCC]가 ON시, 보통의 제어 출력의 소정의 배율의 출력을 발생합니다. 배율은 파라메타에서 설정해 0.05∼4배 (5∼400%) 

의 사이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출력의 상한치는 최대제어 출력으로 제한됩니다.  

보통, Unwinding 때는 출력을 올리는 설정, Winding 때는 출력을 내리는 설정으로 합니다.  

(2)정지시의 동작---------정지시의 권테두리 관성보상용 

 [1]스톱 타이머 [RUN]입력 단자 

 [RUN]이 OFF후, 소정의 시간 스톱 타이머가 동작합니다. 타이머 시간은 파라메타에서 설정하고, 0∼100초 의 사이에 설정

할 수 있습니다.  

[2]스톱 게인 

스톱 타어머가 작동중, 보통은 제어 출력의 소정의 배율의 출력을 발생합니다. 배율은 파라메타에서 설정해 0.05∼4배 (5∼

400%) 의 사이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3]스톱 바이어스 

스톱 타이머가 작동중, 제어 출력에 최대제어 출력의 0∼50%의 출력 전압을 가산합니다. 파라메타에서 설정합니다.  

[4]스톱 타이머 작동중의 제어 출력 

 스톱 타이머 작동중의 제어 출력은 아래식에서 나타내집니다. 단, 출력의 상한치는 최대제어 출력으로 제한됩니다.  

제어 출력= S1× SPG + SPB(%)   S1=통상의 제어 출력(%) 

SPG =스톱 Gain(배율) 

SPB =스톱 바이어스(%) 

(3)약여자 기능 

·제어 출력이 정지의 조건일 때(9페이지의『출력 리모트』항 참조)에는 파라메타로 설정된 약여자 출력이 됩니다.  

(4)메카로스 설정 

·파라메타로 메카로스 설정 값을 설정하면, 제어 출력에 대하여 항상 메카로스 설정 값이 가산됩니다.  

(5)Taper 텐션 제어-------Taper 설정을 하면 권경 증가에 따라 목표장력을 내릴 수 있습니다.  

[1]Taper 설정이 100%의 때는 장력운전이 됩니다.  

[2]Taper 설정을 내리면, 권경=0mm의 가상의 권경 때의 장력을 100% (설정 장력)로서, 파라메타에서 설정한 최대권경에 있

어서의 장력이 그 비율에 따른 목표장력이 됩니다.  

(주1)클러치·브레이크를 액츄에이터로 이용하고 있을 때에는, 제어 출력 대 액추에이터 토르크의 비선형성에 의해, 아래 그림

과 같은 이상적인 제어는 행하여 지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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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비선형보정 기능 

·Powder 클러치/브레이크나 히스테리시스 클러치/브레이크의 인가전압 대 토르크 특성의 비선형성을 보정합니다.  

·17페이지의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파우다 클러치/브레이크·히스테리시스 클러치/브레이크에 대응한 보정 번호를 설정합니다.  

·보정후의 제어 출력은, 권경에 비례한 신호에 보정이 적용된 출력이 됩니다 (제어 출력은 권경에 비례하지 않게 됩니다).  

·수동제어 모드 때는 비선형보정 기능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Unwinding 제어의 예】 DIP 스위치를 고기능 모드로 했을 때 

 

 

파라메타---------------설정 방법은 12∼1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A2/A1=가속 Gain--------0.05∼4.0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만 100% 출력으로 제한됩니다.  

D2/D1=감속 Gain--------0.05∼4.0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만 100% 출력으로 제한됩니다.  

S2= S1× SPG + SPB ---- 100% 출력 이하에 제한됩니다.  

SPG =스톱 Gain---------0.05∼4.0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SPB =스톱 바이어스------최대제어 출력의 0∼50%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SPT =스톱 타이머--------0∼100초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LSC =약여자설정---------최대제어 출력의 0∼50%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MLS =메카로스 설정-------Winding에 사용합니다. 제어 출력에 대하여 항상 이 메카로스 설정 값이 가산됩니다. 최대제어 

출력의 0∼50%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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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설정항목 일람표 

 

주: ● 설정 관리의 [메뉴]가 ○의 항목은, 메뉴 등록 값으로서 취급되는 파라메타입니다.  

●설정 관리의 [시스템]이 ○의 항목은, 조정 모드로만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메뉴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또, 고기능 모드에 있어서 [RUN]입력 단자가 ON때는 설정 값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항목번호(1)∼ (9)의 파라메타는 DIP 스위치를 고기능 모드로 했을 때만 유효가 됩니다.  

●항목번호(B)은 재료 두께설정 키 ⑦, (C)는 초기경 설정 키 ⑥으로 읽을 수 있으며, 재료 두께 표시기 ⑤ 및 초기경 표시기

④에 설정 값이 표시됩니다.  

● (B), (C)이외의 항목은 설정 전환 키 ⑧로 읽을 수 있으며, 항목 및 설정 값이 설정 항목표시기 ⑤, 설정 데이타 표시기 

④에 표시됩니다.  

※1●비선형보정을 하지 않을 때는 설정을 반드시 [0]로 해 주십시오.  

※2●권경 입력을 [사용하지 않음]에 설정했을 때는 최대경 설정의 최소값은 1이 됩니다. 

4.2 설정치의 종류 

 

[1] 키락에 의한 표시/비표시, 설정 변경의 사용 4.4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2]조정 모드의 초기 상태에서는 키락이 걸리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서 키락을 해제해 주십시오.  

[3]시스템 설정 항목은, 고기능 모드에 있어서 [RUN]입력 단자가 ON때는 설정 값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4.3 메뉴의 선택 

[1]메뉴 변경 키 ⑨의 좌·우 조작에 의해, 메뉴 선택 표시 램프를 1로부터 8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2]미리 이 메뉴 번호에 대응한 각종 파라메타를 설정해 두면, 메뉴 번호의 선택에 의해 운전 재료에 따른 운전 정수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3]고기능 모드의 경우, [RUN]입력 단자가 ON 때는 메뉴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4]간단 모드의 경우, 운전 모드로 키락을 걸면 메뉴 변경을 할 수 없어집니다.  

[5]고기능 모드, 간단 모드의 어느쪽의 경우도 제어 출력이 OFF인 때는 메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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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키락 기능 

키락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파라메타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거나, 운전중에 잘못해서 재료두께나 초기 경

의 설정 변경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1. 키락으로 할 수 있는 기능----------수동출력 조정은 키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조정 모드 때 

[1]조정 모드에 있어서 키락으로 할 수 있는 항목 

·Taper 설정  ·스톱 타이머 설정  ·스톱 Gain 설정 

·스톱 바이어스 설정  ·감속 Gain 설정  ·가속 Gain 설정  

[2]조정 모드에 있어서는 키락의 유무에 관계 없이, 모든 파라메타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3]조정 모드에 있어서 키락 아래 항목은, 운전 모드에서 그 항목은 표시하지 않게 되고, 설정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4]조정 모드의 초기 상태에서는 키락이 걸리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서 키락을 해제해 주십시오.  

(2)운전 모드 때 

[1]운전 모드에 있어서 키락에서 할 수 있는 항목 

·재료두께  ·권경설정(초기경) 

·상기(1)- [1]의 항목으로 조정 모드에 있어서 키락 하지 않고 있는 항목.  

[2]운전 모드에 있어서 키락 아래 항목은 표시는 됩지만,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간단 모드의 경우, 운전 모드로 키락을 걸면 메뉴 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고기능 모드의 경우는 운전 모드로 키락 해도 

메뉴 변경은 가능합니다).  

  

2.키락의 방법조정 모드에 있어서 키락 항목은 조정 모드, 운전 모드에 있어서 키락 항목은 운전 모드에 있어서 하기의 조작

을 실시합니다.  

[1]키락을 실시할 경우 ·해당 항목을 설정 항목표시기 ⑤에 표시하고, 키락 키 ②을 약5초간 누름니다.  

   → 키락 표시 램프가 점등하고, 해당 항목이 키락 됩니다.  

[2]키락을 해제할 경우 ·해당 항목을 설정 항목표시기⑤에 표시하고, 키락 키 ②을 약5초간 누름니다.  

   → 키락 표시 램프가 소등하고, 키락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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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설정조작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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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파라메타 설정 

●재료 두께(厚) 설정--------재료 두께 설정 키 ⑦을 누르면 그 설정 값이 재료 두께 표시기 ⑤에 표시

됩니다.  

재료 두께 설정 단위는 DIP 스위치에 의해【1μm】또는【0.1μm】에 설정합니다.  

0.1μm】에 설정하면 재료 두께 표시기 ⑤에 소수점이 표시됩니다.  

재료 두께 설정을 권경연산 도중에 변경했을 경우, 재료 두께 설정의 변경에 따라 권경연산도 변화됩니다. 이것에 의해 재료 

두께 설정으로 연산 권경과 실제의 권경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선(Wire)과, 1층에 다수의 재료가 감아 있을 경우의 설정은 다음 식에 의해 설정합니다.  

       재료 두께 설정 값= (1층의 두께/1층의 권수) 

●초기경 설정--------초기경 설정 키 ⑥을 누르면 그 설정 값이 초기경 표시기 ④에 표시됩니다.  

초기경 설정 값은 권경초기화 키 ③을 1초 이상 누른 후, 또는 [RSD]단자입력이 ON시 유효가 되고, 권경연산 값의 초기 값

으로서 권경연산의 시작 경이 됩니다. 재료 교환후 등에 실시해서 권경연산 값을 리셋 합니다.  

설정 변경 키 ⑧을 누를 때 마다, 설정 항목표시기 ⑤에 설정 항목이 아래의 순서로 나타납니다.  

●장력설정 모니터---------- TNS. P (Tension Set. Persent)장력설정 값의 모니터. 장력설정 볼륨의 

설정 퍼센트를 표시합니다.  

Taper율을 승산 하기 전의 값이 표시됩니다.  

1.Taper 설정-------------- TAP (Taper)고기능 모드의 때, Taper 설정 값이 100%을 일정 장력운

전으로서 Taper 제어를 실시합니다. Taper 제어의 특성은 Unwinding ·Winding 제어와도 동일해서 권경 증가에 따른 장력은 

저하합니다 (10페이지의 『Taper 텐션 제어』참조).  

설정 장력을 100%로 했을 때의 현재 권경에 있어서의 장력(%)은 현재 장력=100- (100-Taper 설정 값%)×(현재 권경/최대

권경)이 됩니다.  

2. 스톱 타이머 설정------ SPT (Stop Timer)고기능 모드에서의 정지시의 권테두리 관성보상용 스톱 

타이머의 설정. [RUN]입력이 ON→OFF이 되고 나서 이 설정 시간의 사이, 제어 출력에 스톱 Gain과 스톱 바이어스가 유효

가 됩니다. 0.0∼100.0초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스톱 Gain 설정------ SPG (Stop Gain)고기능 모드에서의 스톱 타이머중의 제어 출력의 배율을 

설정합니다. 권테두리 관성보상용. 5% ∼400%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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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톱 바이어스 설정---- SPB (Stop Bias) 

고기능 모드에서의 스톱 타이머중의 제어 출력의 바이어스를 설정합니다. 권경이 작아 제어 출력도 

작을 때에, 권테두리 관성에 의해 재료의 장력이 변동할 경우에 설정합니다. 최대제어 출력의 0∼

50%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감속 Gain 설정---------- DEG (Deceleration Gain) 

고기능 모드에서의 [DCC]입력이 ON하고 있는 사이의 제어 출력의 Gain을 설정합니다. 권테두리 

관성보상용. 5∼400%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가속 Gain 설정---------- ACG (Acceleration Gain) 

고기능 모드에서의 [ACC]입력이 ON하고 있는 사이의 제어 출력의 Gain을 설정합니다. 권테두리 

관성보상용. 5∼400%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7. 메카로스 설정------------ MLS (Mechanical Loss) 

제어 출력의 메카로스 보상용 바이어스의 설정. Winding 제어에 사용됩니다. 0∼50%의 범위에서 설

정할 수 있습니다.  

 

8. 약여자전류설정---------- LSC (Low Supply Current) 

고기능 모드의 때에 유효. 제어 출력이 정지 조건일 때 (9페이지의『출력 리모트』항 참조)에서도 완

전히 출력을 제로로 하지 않고, Powder 클러치/브레이크에 약여자가 걸리도록 합니다. 저회전시의 

토크의 상승이나, 기동시의 정 토크의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재료를 분리할 경우에도 권축이 회전하는 정도에 약여자를 조정합니다 (통상5∼10%).0∼50%의 범위에서 설정가능.  

 

9. 권축 펄스수 설정-------- PLS (reel Pulse) 

고기능 모드의 때에 유효. 권축 1회전당의 권축 펄스를 늘려서 1회전당의 권경연산 회수를 늘립니다. 

예를 들면, 권축 펄스수를 8에 설정했을 경우, 권테두리축이 1회전중에 8회 권경연산을 실시하고, 제

어 출력의 급변을 방지합니다. 1, 2, 4, 8중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료 두께가 두꺼우면 1회전당의 권축 펄스수를 늘립니

다.  

F. 최소경설정-------------- DMI (Diameter Minimun) 

LD-30FTA-1AD 옵션 카드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권경신호를 입력할 때에 최소경을 설정합니다. DIP 

스위치로 권경입력을 【사용】에 설정했을 때만 표시됩니다. 이 설정을 입력 후, 외부에서의 권경신

호를 입력해서 teaching 조작을 행하는 것으로 최소경를 자동인식합니다. 터치 암과 초음파 센서에서는 신호 전압과 권경의 

관계가 반대입니다, 최대경 teaching 전압과의 판단에 의해 자동판별합니다.  

 

0. 최대경설정-------------- DMA (Diameter Maximum) 

기계의 최대경를 설정합니다. 이 설정을 기준에 제어 출력의 연산을 실시합니다. 장력설정 볼륨 최대

의 때, Taper율 100%로, 최대경의 때의 제어 출력을 100% (약28V)로 합니다.  

 

A. 비선형보정 설정---------- TNC (Torque Non-linear Compensation) 

Powder 클러치/브레이크나 히스테리시스(hysteresis) 클러치/브레이크의 인가(印加) 전압대비 토크 

특성의 비선형성을 보정합니다. 17페이지의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Powder 클러치/브레이크·히스테리

시스 클러치/브레이크에 대응한 보정 번호를 설정합니다. 보정을 행하지 않을 때는 설정을 반드시 [0]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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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토르크 보정번호표 

 

※표시 기종의 정격 전류는 LD-30FTA 의 정격 출력 전류(3A)을 넘으므로, [TOUT]- [AOC]단자에 각 기종의 정격 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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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권경입력 사용시 티칭 

【터치레버】나 초음파 센서등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권경신호를 입력할 경우, 아래의 조작으로 신호 전압과 권경의 관계를 

Teaching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전원을 OFF해 DIP스위치를 조정 모드로 하고 전원을 ON 합니다.  

[2]설정 변경 키 ⑧을 누르면, 설정 항목표시기 ⑤에 최소경 설정의 항목이 표시됩니다.  

[3]pulser 다이얼로 설정 데이타 표시기 ④의 표시가 최소경의 값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4]터치 레버를 최소경의 위치에서 초음파 센서에 대하여 최소경의 권테두리를 맞춥니다.  

[5]판넬면의 권경초기화 키 ③을 누름니다.  

[6]설정 변경 키 ⑧을 다시 누르면, 설정 항목표시기 ⑤에 최대경 설정의 항목이 표시됩니다.  

[7]pulser 다이얼로 설정 데이타 표시기 ④의 표시가 최대경의 값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8]터치 레버를 최대경의 위치에서 초음파 센서에 대하여 최대경의 권테두리를 맞춥니다.  

[9]판넬면의 권경초기화 키③을 누릅니다. 

 

이상의 조작으로 teaching이 완료합니다.  

우도는 최소경 φ100의 때의 권경입력 전압이 7.0V 이며, 최대경 φ500의 때의 권경입력이 2.0V 이었을 경우의 입력 전압대

권경의 특성 예를 표시한 것입니다.  

텐션 controller는 teaching 된 이 특성을 기억하고, 실제의 입력 전압에 따른 권경을 연산하고, 이것에 따른 제어 출력을 발

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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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검, 시운전, 조정 

5.1 초기 점검-----모든전원= OFF 

 1. 선정 확인 

(1) 운전전에 텐션 controller나 액추에이터, 센서류가 정확하게 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텐션 콘트롤러의 출력 전류용량은 DC24V/3A 이하이며, 이것을 넘는 클러치/브레이크인 경우는 파워앰프를 사용해 주십시오.  

(2) 액추에이터의 용량은〔line speed×운전 장력〕의 수치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텐션 controller에서는 이것을 넘는 장력의 설정도 가능해서, 이 경우에는 액추에이터를 소손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액추에이터】의 열용량으로부터, 운전가능한 상한장력이 얼마일지에 대해서 기계의 오퍼레이터에 지시되어 있

는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주십시오.  

(3) 또, 장력설정이 너무 적을 경우, 기계의 기동·정지에 대하여 불안정이 되므로, 적절한 하한값을 정해서 기계의 오퍼레이

터에 지시해 주십시오.  

2. 운전 시퀸스 

 운전 시퀸스나 긴급정지 시퀸스를 체크해 주십시오.  

특히, 액추에이터로 서보 모터가 사용되고 있을 경우, 재료절단이 발생하면 모터가 폭주합니다.  

재료 절단시는 모터의 속도 제한입력을 제로로 해 주십시오.  

3. 배선 체크 

(1) 전원단자의 오접속(모터에서는 상 순서도 주의), DC 입출력 배선과 전원배선의 오배선, 출력 배선의 단락 등은, 중대한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 투입전에, 전원과 어스의 접속, 입출력 배선이 정확하게 했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2)메가 테스트(절연 저항 측정)을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4. 텐션 controller의 내부설정 

 판넬 배면에 있는 DIP 스위치 7개를 설정합니다.  

5.2 파라메타의 설정--------텐션 controller 전원= ON 

DIP 스위치의 조작 모드를【조정】으로 해서 12∼16 페이지의 방법으로 파라메타 설정을 실시합니다. 간단 모드의 경우라도, 

권경입력 사용하지 않을때도 최대권경 설정은 반드시 해 주십시오.  

또, 권경입력 사용시에는 최대경·최소경 설정과 teaching을 해 주십시오.  

5.3 기계의 시운전-------------모든전원= ON 

텐션 controller를 수동 모드로 해서 적당한 출력을 주고, 모터의 회전 방향등 기계로서의 정상 동작을 확인해 주십시오.  

특히, 서보 모터가 이용되어 있을 때는, servo amplifier의 파라메타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주십시오.  

(servo 루프 형식은 토르크 모드에서 회생 옵션 지정을 합니다. 5V 지령시에 정격 토크가 되게 설정합니다.)  

5.4 자동운전의 확인----------모든 전원= ON 

텐션 controller의 전원을 OFF로 하고, DIP 스위치의 조작 모드를【운전】으로 하고 나서 다시 전원을 ON 합니다.  

8페이지에 기재된 방법으로 자동운전을 실시합니다.  

운전중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키락 기능을 활용해 주십시오.  

단, 메뉴 선택은 반드시 기계의 정지중에 해 주십시요(고기능 모드에서는 [RUN]단자입력이 ON되어 있는 사이는, 메뉴의 변

경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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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이상점검 

시운전 조정중이나, 운전시의 텐션 controller의 이상점검은 하기의 요령에 따릅니다. 

항목 현상 대책 

전원 스위치를 ON  

해도, 전원 램프가 

점등하지 않는다 

① [L]- [N]단자간의 전원전압은 AC100∼240V (-15% ∼+10%) 50/60Hz가 투입되는지 점

검하고, 옳은 배선으로 합니다.  

② 이물의 혼입이나 이상부하에 의한 퓨즈의 단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퓨즈는 단지 교환한다고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미쓰비시전기(三菱電機) system 

service(주)까지 상담해 주십시오.  

전원관계 

부하단락 

수동 모드로 

pulser 다이얼을 

돌려도 제어 출력

이 발생하지 않는

다. 

① 판넬면의 출력ON/OFF 키를 조작해도 제어 출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클러치·브레이

크의 기종(정격 전류3A 이하)이나 접속이 옳은가 (단락이 없는지등)을 점검해 주십시오.  

② 부하 단락의 경우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전원을 몇 분간 OFF하고 나서 다시 전원을 

ON하면 회복합니다.  

③ [TOUT]- [AOC]단자를 이용하고 있을 시, 부하 저항이 1KΩ이상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자동 모드에서 

충분한 제어 출력

이 나오지 않는다.  

파라메타의 최대경 설정이 적절하지 않으면 충분한 출력이 얻을 수 없습니다. 또, Taper 설

정을 지나치게 작게하면, 권경이 작을 때에 제어 출력이 지나치게 감소하게 됩니다 (10페

이지의 Taper 특성참조).  

자동 모

드에서의 

동작이상 

권경변화에 대하

여, 적절한 제어 

출력이 얻을 수 없

다. 

① 권경입력 사용하지 않을 때 

 권축 펄스가 입력되어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권축【펄스 모니터】⑩의 점멸의 유무로 확

인해 주십시오. 펄스 신호가 입력되지 않고 있으면, 적절한 근접 스위치가 이용되어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 배선은 옳은가, ON 시간폭이나 OFF 시간폭이 지나치게 짧지 않는지등

을 체크해 주십시오.  

또, 권축 펄스의 [SPA]- [SIC]입력 단자간의 전압은, 입력ON때 1V 이하, 입력OFF때 9V 

이상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② 권경입력 사용시 최소경·최대경의 설정이나 티칭이 행하여 지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최소경부터 최대경까지의 변화에 대하여, [AID]- [AIC]입력 단자간의 전압변화가 적절한지 

체크해 주십시오.  

텐션 controller 내부에서는 0V∼10V의 아날로그 값을 0∼4095단계의 디지털 값으로 다루

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최소경부터 최대경까지의 입력 전압의 변화량이 1V 의 경

우에는, 409단계의 분해능이 됩니다. 

5.6 보수 점검LD-30FTA 텐션 controller는 단기적인 수명요인이 되는 소모품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기점검으로서 이하의 사항에 대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① 발열체나 직사광선등에 의해, 반내 온도가 매우 높아지지 않고 있는가?  

② 가루(먼지)나 전기 전도성 먼지가 반내에 침입하지 않고 있는가?  

③ 배선이나 단자의 느슨해지고, 그 밖의 이상은 없는가?  

【참고】●Powder 클러치·브레이크는 그 제품 메뉴얼에 근거하여, Powder의 교환, 동작면의 청소, 베어링의 교환, 냉각 수

로의 청소(수냉식), 통풍로의 (공냉식)청소 등이 필요합니다.  

●서보 모터에서는 냉각 팬, 베어링의 교환, servo amplifier에서는 평활 condenser나 내장 릴레이류의 교환 등이 필요합니다. 

위험      기계의 비상정지 회로는 텐션 controller를 통하지 않고 외부에서 설계해 주십시오.  

텐션 controller가 오동작 했을 경우에 기계가 폭주해서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주의      ● 젖은 손으로 스위치나 키를 조작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본체문, 단자 커버 등을 연 채로 전류를 흘려 운전을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고전압부가 노출하고 있을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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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근접 스위치의 경우 

재료의 전송을 멈추고 타공를 한 후 이송되는 Winding의 제어 예입니다.  

순차적인 이송이지만 Winding 모터는 연속 회전하고 있어, 클러치가 슬립 하면서 장력을 계속해서 겁니다. 

 

1. DIP 스위치의 설정---------간단 모드로 사용(초기 설정시만 보통 운전시는 조작 불필요) 

 

 

2. 최대경 설정--------초기 설정시만 보통 운전시는 조작 불필요 

(1)설정 전환 키 ⑧에서 최대경를 선택하고, pulser로【φ500】을 입력한다.  

(2)DIP 스위치의 조작 모드를【운전】에 변경하고, 전원을 다시 ON한다.  

 

3. 설정 조작----------재료변경시 설정 

(1)재료 두께설정 키 ⑦을 누르고, pulser에서 재료 두께를【200μm】에 설정한다.  

(2)초기경 설정 키 ④을 누르고, pulser에서 권경을【φ92】에 설정한다.  

(3)권경초기화 키 ③을 누른다.  

 

4. 시운전 조작--------초기 설정시만 보통 운전시는 불필요 

(1)수동제어 키를 누르고, 출력 ON/OFF 스위치를 ON.  

(2)모터나 시퀸스등 각종의 기능을 체크한다.  

 

5.자동운전 조작 

(1)자동 제어 키를 누른다.  

(2)장력설정 볼륨으로 적당한 장력에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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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초음파 센서 사용의 경우-------터치 레버를 사용할때도 동일 

피복 공정 전에 전선이 늘어지지 않는 정도의 장력을 걸면서 Unwnding 합니다.  

Open Loop 제어 때문에, 트라버스(traverse)에 대하여 펀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음파 센서로 권경을 검출하고 있어, 초기경과 선의 굵기 설정이 불필요합니다. 

 

1. DIP 스위치의 설정---------간단 모드로 사용(초기 설정시만 보통 운전시는 조작 불필요) 

 

2.teaching 조작----------초기 설정시만 보통 운전시는 조작

 

 불필요 

)설정 전환 키 ⑧에서 최소경을 선택하고, pulser에서 최소경

)설정 전환 키 ⑧에서 최대경를 선택하고, pulser에서 최대경

)DIP 스위치의 조작 모드를【운전】으로 변경하고, 전원을 

. 수동운전 조작-----------초기 설정시만 보통 운전시는 불필요 

누른다.  

 장력에 조정한다.  

(1

을【φ80】에 설정하고, 최소경의 권테두리(φ80)을 설치해서 

권경초기화 키 ③을 누른다.  

 

(2

을【φ300】에 설정하고, 최대경의 권테두리(φ300)을 설치해서 

권경초기화 키 ③을 누른다.  

 

(3

ON한다.  

 

3

(1)수동제어 키를 누르고, 출력 ON/OFF 스위치를 ON.  

(2)모터나 시퀸스(order)등 각종의 기능을 체크한다.  

4. 자동운전 조작 

(1)자동 제어 키를 

(2)장력설정 볼륨으로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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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 타 

7.1 수동 토크 조정 

[1]수동제어 모드가 선택되어서 자동→수동에 바뀌면, 수동제어 출력은 바뀌는 직

전의 자동 제어출력 값이 되고, 그 값은 모니터 표시기 ⑪에 표시됩니다.  

여기서, pulser 다이얼 ⑯을 좌우로 돌리면, 이 출력 값을 기점으로서 제어 출력이 

증감합니다.  

[2]수동→자동변환은, 변경 직전의 수동제어 출력으로부터 서서히 권경에 대응한 

출력으로 바뀝니다.  

[3]자동→수동변환의 각종설정 데이타는 모두 메모리에 기억되고 있어, 다시, 수동→자동에 바꿔도 기억 값이 읽어냅니다.  

 

7.2장력설정과 최대 장력 

[1]장력설정 볼륨 ⑮의 눈금 0∼10의 설정에 대하여, 설정 장력은 0∼100%에 변화

됩니다.  

[2]설정 값은 설정 변환 키 ⑧에 의해 설정 항목표시기 ⑤에 장력설정 모니터(TNS. 

P)을 표시하면 설정 데이타 표시기 ④로 모니터됩니다.  

[3]100% 장력과 100%의 제어 출력 (약24∼33V)발생시의 【액츄에이터】의 권축환

산 토크를, 파라메타의 최대경설정으로 설정된 권경의 1/2(최대반경)로 나눈 값을 

나타냅니다.  

 

7.3표시 램프, 권경·출력 모니터의 점멸 

1. 단위 표시 램프  

[1]재료 두께설정 키 ⑦를 눌러서, pulser 다이얼에 의해 재료두께의 설정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단위표시【μm】가 점

멸합니다. 초기경설정 키 ⑥을 누르면 단위표시【μm】는 점등하고, 권경 설정용의 단위표시【φ】가 점멸합니다.  

[2]초기경설정 키 ⑥을 눌러서, pulser 다이얼에 의해 초기경 설정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단위표시【φ】가 점멸합니다. 

재료 두께 설정 키 ⑦을 누르 단위표시【φ】는 점등하고, 재료 두께 설정용의 단위표시【μm】가 점멸합니다.  

2. 수동운전 모드 표시 램프 

수동제어 모드의 때, 초기경설정 키 ⑥ ·재료 두께 설정 키 ⑦ ·설정 전환 키 ⑧등을 누르면 수동운전 모드 표시 램프가 점

멸해서 수동출력은 직전의 값에 고정되어, pulser 다이얼에 의해 설정 키에 근거하는 파라메타의 설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수동제어 모드 키 ⑰를 누르면 수동운전 표시 램프는 점등하고, pulser 다이얼에 의한 수동출력 조정이 가능합니다..  

3. 자동운전 모드 표시 램프 

 자동 제어 모드시 자동운전 표시 램프 ⑭가 점등합니다.  

단, 고기능 모드에서는 [RUN]입력이 ON시 점등하고, [RUN]입력이 OFF일 때는 점멸합니다.  

또, 스톱 타이머 동작중은 자동운전 표시 램프는 일시 꺼집니다.  

4. 권경 모니터  

연산한 권경의 결과가 φ2000mm 이상의 때는 [φ2000]가, 0mm 이하의 때는 [-0.0.0.]이 권경 모니터 표시기 ⑪에 점멸 표

시됩니다.  

5. 출력 모니터 

 제어 출력이 OFF시 모니터 표시기 ⑪에 [OFF]가 점멸, 약여자 출력중에는 모니터 표시기 ⑪이 점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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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입출력 사양 

 

※ [AID]- [AIC]에 외부 권경신호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LD-30FTA-1AD 옵션 보드가 필요합니다. 

TL-G3D-3 근접 스위치(도랑형) 

유효각도 300도로 프리 회전 방식(좌우의 스토퍼는 없음) 

 Baumer electric 제 

 

 

8.2 추천 센서 

근접 스위치     옴론제 E2E-X □ E1 근접 스위치(원통형) 

터치레버용      CPP-452kΩ 포텐션메타 

포텐션메타      

초음파 센서    

UNAM30U9103 최대검출 거리 100∼600mm 

 

파모테크(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국제유통 555-9번지 23동 311호
http://www.famotech.com   http://www.apexgear.co.kr  Tel:031-468-2400  Fax:031-468-6900  Mobile:010-8289-2400



8.3 환경사양 

사용 주위온도 ·0∼+40도 

사용 주위습도 ·35∼85% RH(결로 하지 않는 것) 

내진동 ·JIS C0040에 준거…10∼55Hz  0.5mm (최대4.9m/S2)…3축방향 각2시간 

내충격 ·JIS C0041에 준거 98m/S2 3축방향 각3회 

전원 노이즈 내량 ·노이즈 전압 1000Vp-p 노이즈 폭 1μsec 주파수 30∼100Hz 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의한 

내전압 ·AC1500V 1분간… 모든단자와 어스 단자간에서 측정 

절연 저항 ·DC500V 메가에 의해 5MΩ이상… 모든단자와 어스 단자간에서 측정 

접지 ·D 종접지(강전계와의 공통 접지는 불가) 

사용 환경 ·부식성·가연성 가스·전기 전도성 먼지가 없고, 먼지가 지독하지 않은 것 

전원 스위치 동작회수 ·2만회이하 

 

8.4 외형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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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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