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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1.1 제품의 개요 

LM-10PD 텐션 미터는, LX- □□□ TD형 장력 검출기나 왜게이지식 센서와 병용 되어 1~2000N 또는×10N의 Full-

Scale 장력의 표시, 장력 신호의 출력(기록계, 외부부착 장력계, PLC등에) 혹은 소정 장력의 검출 신호(2점 검출)를 하

기 위한 것입니다. 

1.2 판넬의 구성 

 

 

① 전원표시 LED : 전원이 들어가면 점등합니다.  

②장력 레벨 Meter/파라메타 표시 LED : 장력 Monitor Mode에서는 장력의 수준 Meter, 파라메타 설정 모드에서는 파

라메타 번호를 표시합니다.  

③장력【레벨메타 스케일】: 장력 레벨 Meter의 스케일입니다.  

④마이너스 표시 LED : 장력/출력/설정 값이 마이너스일 때 점등합니다.  

⑤LED 표시기 : 장력 Monitor Mode에서는 장력/출력, 장력교정 모드/파라메타 설정 모드에서는 설정 값을 표시합니다.  

⑥×10N 단위표시 LED : LED 표시기에 장력이 표시되어, 장력단위가 ×10N에 설정되었을 때, ⑦의『N』과 동시에 점

등합니다.  

⑦ N 단위표시 LED : LED 표시기에 장력이 표시되어, 장력단위가 N에 설정되었을 때 점등합니다. 

⑧ 출력 %표시 LED : LED 표시기에 출력 표시를 할 때 점등합니다.  

⑨ 출력/장력표시 내용 LED : LED 표시기에 표시되는 내용을 내보입니다.  

⑩『UP』key : 파라메타 번호나 설정 수치를 증가합니다.  

⑪『AUTO ZERO』키 : 장력 Monitor Mode에서는 3초 동안 누르면 오토 제로 조정을 실행, 장력교정 모드에서는 

one-shot에서 오토 제로 조정을 실행합니다.  

⑫『ENTER』키 : 설정 파라메타 번호나 설정 값을 확정합니다.  

⑬『DOWN』key : 파라메타 번호나 설정 수치를 감소합니다.  

⑭『SHIFT』키 : 다른 키와 ２중 시프트에 의해 파라메타 번호나 설정 수치 자리수의 변경합니다.  

⑮『DISP』키 : 장력 Monitor Mode에 있어서 LED 표시기의 표시 내용이 변경됩니다.  

⑯장력교정 모드 표시 LED : 장력교정 모드의 때의 설정 상태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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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착·배선 

2.1 부착 

 우측 그림의 판넬 컷트를 하고, 부속의 부착용 

클램프·나사를 이용해서 부착합니다.  

 

 

 

2.2 배선 

 아래의 외부배선도 및 단자배열을 참조해서 

선해 주십시오.  

배

배선은 M3용 압착 단자를 사용하고, 단자의 체

결 토르크는 0.5∼0.8 N·m입니다. 오동작의 원인이 안되게 확실하게 조여 주십시오.  

2.3 외부배선도·단자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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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 

3.1 조작 모드 

 1. 조작 모드의 종류 

(1)장력 Monitor Mode 

·현재 장력을 모니터 합니다.  

·장력의 피크 값을 기억하고, 모니터 할 수 있습니다.  

·장력검출기의 제로점 조정(오토 제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파라메타 설정 모드 

·12페이지에 표시된 각종의 파라메타를 설정합니다.  

(3)장력교정 모드 

·장력검출기의 제로점 조정(오토 제로 조정), 스팬(span) 조정(오토 스팬 조정)을 실시합니다.  

·장력신호에 대하여 표시의 제로점이나 기울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2. 조작 모드의 전환 

(1)장력 Monitor Mode 

·[DISP]키를 누르면 『장력 Monitor Mode』가 됩니다.  

(2)각 모드간의 이동 

·각 모드간의 이동은 [AUTO ZERO]키 또는 [DISP]키와 [ENTER]키를 동시에 누르면 아래와 같이 모드가 변화됩니다.  

·[AUTO ZERO]+ [ENTER]--장력 Monitor Mode』→『장력교정 모드』→『파라메타 설정 모드』의 순서대로 변화됩니

다.  

·[DISP]+ [ENTER]-----장력 Monitor Mode』→『파라메타 설정 모드』→『장력교정 모드』의 순서대로 변화됩니다. 

 

 의 조작은 2개의 키를 동시에 눌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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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용방법 

(1)장력 Monitor Mode의 조작 

(a)표시의 변경 방법 

·[▲] 또는 [▼]을 누를 때마다 장력/출력 표시 내용LED이 아래 그림과 같이 바뀝니다. 

 

·OUTPUT ---장력신호 출력을 %에서 표시합니다. 

·LEFT ----왼쪽장력검출기 (1∼2단자에 접속)의 검출 장력을 표시합니다. 

·TOTAL ----좌우의 장력검출기의 합계 장력을 표시합니다. 

·RIGHT ----오른쪽장력검출기 (5∼6단자에 접속)의 검출 장력을 표시합니다. 

(b)장력 피크 값의 기억 

[1]전원이 ON 되어 있는 사이의 장력의 피크 값이 기억되어, [SHIFT]+ [▲]을 누르고 있는 사이만 기억된 장력 

피크 값이 표시됩니다.  

[2]장력 피크 값의 기억은, 전원을 OFF, 장력 Monitor Mode이외의 모드에의 바꾸고, 또는 [SHIFT]+ [▼]키를 

미는 것에 의해 크리어 됩니다.  

 

(주) [SHIFT]+ [▲] 또는 [SHIFT]+ [▼]의 조작은 2개의 키를 동시에 굳이 관 반찬(하기의 조작도 동일).  

 

(2)파라메타 설정 모드의 조작 

(a)항목의 선택 

[1]레벨 Meter에 파라메터 번호가 10의 자리수와 1의 자리수의 2개의 LED에서 표시되며, LED표시기에 현재의 

파라메타 설정 값이 표시됩니다.  

[2]파라메타 번호에 대응한 파라메타 표시LED의 점멸 상태는 파라메타 번호의 선택 상태를 나타냅니다. [▲] 

또는 [▼]키를 누르면 파라메타 번호의 1의 자리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고, [SHIFT]+ [▲] 또는 [SHIFT]+ [▼]

을 누르면 파라메타 번호의 10의 자리수가 증가 또는 감소합니다.  

[3]파라메타 표시LED가 점멸 상태로 [ENTER]키를 누르면 설정 파라메타가 확정되어서 파라메타 표시LED가 

점등함과 동시에 LED 표시기에 파라메타 번호에 대응한 설정 값이 표시됩니다. 계속해서 한번 더 [ENTER]키를 

누르면 1자리가 점멸해서 1자리의 입력 대기 상태가 됩니다.  

(b)수치의 설정 

[1]수치입력 대기 상태로 [▲] 또는 [▼]키를 누르면, 입력대기 자리수의 수치가 [▲] 또는 [▼]키에 의해서 1

회 누를 때마다 수치가 “1”증감합니다 (길게 누르면 오토 증감의 기능은 없습니다).  

[2]수치입력 대기 상태로 [SHIFT]+ [▲] 또는 [SHIFT]+ [▼]을 누르면 입력대기의 자리수가 올라가거나 내려갑

니다.  

[3] [ENTER]키를 누르면 입력 수치가 확정되고, 수치입력 대기 상태가 해제되어서 다시 조정 항목의 선택 상태

로 변화됩니다 (파라메타 번호에 대응한 LED가 점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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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력교정 모드의 조작 

(a)항목의 선택 

[1]장력교정 모드로 [▲] 또는 [▼]키를 누르면 장력/출력 표시 내용LED와 장력교정 모드 표시LED 점등이 아

래 그림과 같이 변화되고, 조정 항목이 『오토 제로』→『오토 스팬(span)(AUTO SPAN)』→『표시 오프셋 좌측

(DISP. OFFSET LEFT)』→『표시 오프셋 우측(DISP. OFFSET RIGHT)』→『표시 스팬(span) 좌(DISP. SPAN 

LEFT)』→『표시 스팬(span) 우(DISP.  SPAN RIGHT)』→『오토 제로』로 변화되고, 조정 항목에 대응한 현재 

값이 LED 표시기에 표시됩니다. 

 

 

[2] [ENTER]키를 누르면 조정 항목을 확정하고, LED 표시기의 1자리째가 점멸해서 수치입력 대기 상태가 됩니

다.  

(b)수치의 설정 

[1]수치입력 대기 상태로 [▲] 또는 [▼]키를 누르면, 입력대기 자리수의 수치가 [▲] 또는 [▼]키에 의해서 1

회 누를 때마다 수치가 “1”증감합니다 (길게 누르면 오토 증감의 기능은 없습니다).  

[2]수치입력 대기 상태로 [SHIFT]+ [▲] 또는 [SHIFT]+ [▼]을 누르면 입력대기 자리수가 증가 또는 감소됩니

다.  

[3] [ENTER]키를 누르면 입력 수치가 확정되고, 수치입력 대기 상태가 해제되어서 다시 조정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수치를 확정 후, 다시「ENTER」키를 누르면 조정이 확정됩니다.  

(4)【Resume】기능 

[1]출하 상태에 있어서 전원을 ON하면, 『TOTAL』장력 Monitor Mode로부터 시작합니다.  

[2]전원ON후 처음으로 파라메타 설정 모드로 했을 경우는 파라메타 1(Pr No. 01)로 부터 시작합니다.  

[3]전원ON후 처음으로 장력교정 모드로 했을 때는 오토 제로 조정의 선택 상태가 됩니다.  

[4]전원을 OFF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드를 바꾸었을 경우, 이전에 선택하고 있었던 상태가 됩니다.  

[5]전원을 OFF→ON 하면, 전원을 OFF한 상태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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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정·조정  

1. 초기 설정---파라메타 설정 모드로 초기 설정을 실시합니다.  

(1)센서 형식, 장력단위, 장력 풀 스케일 값, 장력소수점의 초기 설정은 아래와 같이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설정해 주십시오.  

(a) PrNo. 01: 센서 형식------ LX-TD 형태장력검출기  

(b) PrNo. 02: 장력단위------- N  

(c) PrNo. 03: 장력 풀 스케일 값—500       풀 스케일 값=500N  

(d) PrNo. 04: 장력소수점------1 

(2)장력표시 필터 

LED 표시기에 장력을 표시할 경우의 필터입니다. 초기 설정에서 부적합 할 경우는 변경해 주십시오.  

Pr No. 20 : 장력표시 필터--초기 설정 값=0.5s  

(3)장력신호 출력을 사용할 경우는 파라메타 설정 모드로 하기의 설정을 행해 주십시오.  

(a)출력 모드의 설정---- Pr No. 10의 장력이 0∼풀 스케일 설정 값에 있어서의 장력출력 신호의 출력 범위를 

설정합니다.  

전압출력의 경우--- [8]- [10]단자간을 사용.   설정은 0∼5V, 0∼10V, 1∼5V  

전류출력의 경우--- [9]- [10]단자간을 사용.   설정은 4∼20mA 

(주)전압출력을 사용시는 전류출력 단자를 사용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전류출력을 사용시는 전압출력 

단자를 사용 하지 말아 주십시오.  

(b)출력 바이어스의 설정—Pr No. 11장력출력 신호에 가산하는 바이어스 값을 설정합니다.  

(c)출력 gain의 설정--- Pr No. 12로 장력출력 신호에 승산 하는 gain 값을 설정합니다.  

(d)출력 필터의 설정—Pr No. 21필터 때 정수를 설정합니다. (초기 설정 값=0.5s) 

출력 바이어스, 출력 gain은 의도적으로 장력에 대한 출력에 바이어스를 더하거나 gain을 걸거나 할 경우에 설정합니

다. 설정후의 출력은 아래 식에서 나타내집니다. 

 

α --출력 gain(초기 설정 값=100%)  

β--출력 바이어스(초기 설정 값=0%)  

Fout -출력 신호 값 

Fs --장력 풀 스케일 설정 값 

F ---현재의 장력값 

Vf --풀 스케일 장력시의 출력 설정 값 

Vo --장력 제로시의 출력 설정 값 

 

(4)외부 장력계 ([12]- [11]단자간)을 사용할 경우.  

(a)LED 표시기와 외부 장력계의 표시가 맞지 않을 때는 파라메타에서 보정을 행합니다.  

·외부 장력계 보정------------ Pr No. 15(초기 설정 값=100%)  

(b) 필요에 따라 필터 시정수의 설정을 행합니다.  

·외부 장력계 출력 필터의 설정----- Pr No. 23(초기 설정 값=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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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록계용 출력 ([13]- [12], [14]- [12], [15]- [12]단자간)을 사용할 경우는 필요에 따라 필터 시정수의 설

정을 행합니다.  

(a)기록계 출력 필터의 설정--- Pr No. 22(초기 설정 값=0.5s)  

(6)장력의 상하한검출 기능 ([20]- [19], [21]- [19]단자간,)을 사용할 경우, 파라메타 설정 모드로 검출 값의 

설정을 행합니다.  

(a)장력 하한검출값 설정------ Pr No. 13(초기 설정 값=0) 

설정 값이하로 출력 ([20]- [19]단자간)이 ON합니다.  

(b)장력 상한검출값 설정------ Pr No. 14(초기 설정 값=0) 

설정 값이상으로 출력 ([21]- [19]단자간)이 ON합니다.  

어느쪽의 출력도 설정 값이 제로의 때는 항상 OFF가 됩니다.  

2. 조정 

(1)장력검출기의 제로점 조정----검출용 롤러나 베어링등의 중량하중의 보정을 행합니다. 조정은 검출용 롤을 달

아 붙이고, 재료를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시합니다.  

(a)장력 Monitor Mode의 경우 

[1] [AUTO ZERO]을 3초간 누르면 오토 제로 기능이 동작해 장력이 제로에 교정됩니다.  

[2]조정을 실행 후, 이상이 없을 경우는 다시 오토 제로 조정 준비 상태가 됩니다.  

[3]이상이 있을 경우는 알람 코드가 7세그먼트에 표시됩니다. 알람이 표시된 상태에서 아무키를 누르면 알람 

표시 상태를 해제하고, 다시 오토 제로 조정 준비 상태가 됩니다. 알람 코드에 대응한 조치을 한 후에 다시 

오토 제로 조정을 해 주십시오.  

(b)장력교정 모드의 경우  

[1] 어느 장력교정 모드라도 [AUTO ZERO]키를 누르면 장력교정 모드 표시LED는 3개모두 점등해 오토 제로 

조정 준비 상태가 됩니다. 

 장력교정 모드 표시LED  

[2]다시 [AUTO ZERO]키를 밀면 오토 제로 조정을 실행합니다.  

[3]조정을 실행 후, 이상이 없을 경우는 다시 오토 제로 조정 준비 상태가 됩니다.  

[4]이상이 있을 경우는 알람 코드가 7세그먼트에 표시됩니다. 알람이 표시된 상태로 어느 것인가의 키가 밀린

다고 알람 표시 상태를 해제하고, 다시 오토 제로 조정 준비 상태가 됩니다.  

 

장력검출기가 좌우 어디든지 한 쪽만 접속되어 있을 경우는 (장력검출기를 1대만 사용할 경우), 제로 조정 완료 

후, 알람『AL04』(제로조정 전압 언밸런스)가 표시되지만, 아무 키를 누르면 알람이 꺼져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제로점 조정으로 장력표시가 완전히 제로가 안될 때는, 다시 제로점 조정을 실시해 주십시오.  

 

장력검출기를 1대 사용할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측의 녹색, 흰색용 접속 단자간 ([5]- [6]단자간 또는 [1]- [2]

단자간)을 단락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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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력검출기의 스팬(span) 조정----재료장력에 의한 장력검출기의 하중은, 검출기의 부착 방향이나 재료의 

각도에 의해 다릅니다.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스팬(span) 조정을 실시합니다.  

[1]장력교정 모드에 있어서 [▲] 또는 [▼]키를 눌러서 [AUTO SPAN]표시 LED를 점등시켜서 [ENTER]키를 

누르면 오토 스팬(span) 조정 준비 상태로 합니다.  

→ LED 표시기의 1자리가 점멸해서 수치입력 대기 상태가 됩니다. 

오토 스팬(span) 표시LED  

[2]검출용 롤에 하중W (N)을 파악하고 있는 weight를 달아 맵니다. 될 수 있는 한 풀 스케일 장력값에 가까

운 정지 하중으로 해 주십시요(장력 풀 스케일의 1/3∼1의 정지 하중이라고 가정해서 풀 스케일 장력시 장

력검출기의 정격 하중에 대하여 20∼80%의 범위가 되게 설정해 주십시오). 

 

[3]하중W (N)에 상당하는 수치를 입력해서 [ENTER]키를 눌러 입력 수치를 확정합니다 → LED 표시기의 수

치가 점멸로부터 점등으로 변하고, 수치가 확정됩니다.  

(예)질량 10kg의 추를 달아 맸을 경우, 중력가속도의 9.8m/s2을 곱해서 98(N)을 입력합니다.  

[4]다시 [ENTER]키를 누르면 LED 표시기에 『SPAN』이 몇 초간 표시되어 장력검출기의 스팬(span) 조정이 

실행됩니다.  

[5]이상이 있을 경우는 알람 코드가 7세그먼트에 표시됩니다. 알람이 표시된 상태로 [ENTER]키를 눌러 알람 

표시 상태를 해제하고, 다시 오토 스팬(span) 조정 준비 상태가 됩니다. 알람 코드에 따라 조치 한 후에 다시 

오토 스팬(span) 조정을 해 주십시오.  

 

장력검출기가 좌우 어느쪽 이든지 한 쪽만 접속되어 있을 경우는 (장력검출기를 1대만 사용할 경우), 스팬(span) 조

정 완료후, 알람 『AL09』 (스팬(span) 하중 언밸런스)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만, 아무키를 누르면 알람이 꺼져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스팬(span) 조정으로 장력표시가 상기에서 설정한 장력값(추의 질량에 상당하는 값:오토 스팬(span) 목표장력)

이 안될 때는, 다시 스팬(span) 조정을 실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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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표시를 늦추고 싶을 경우 

·제로 조정, 스팬(span) 조정 완료후, 아래의 항목을 장력교정 모드로 설정하는 것으로, 장력신호 출력에 대하

여 표시의 제로 점이나 표시의 경사를 ずら것이 가능합니다.  

(a)표시 오프셋(DISP. OFFSET)--오른쪽 또는 왼쪽의 표시에 오프셋을 가산합니다.  

(b)표시 스팬(span)(DISP.  SPAN)-----오른쪽 또는 왼쪽의 표시에 계수를 승산 합니다.  

·설정 방법  

[1]장력교정 모드에 있어서 [▲] 또는 [▼]키를 눌러서 『표시 오프셋 좌(DISP. OFFSET LEFT)』, 『표시 

오프셋 우(DISP. OFFSET RIGHT)』, 『표시 스팬 좌(DISP. SPAN LEFT)』, 『표시 스팬 우(DISP. SPAN 

RIGHT)』를 선택한 후 [ENTER]키를 눌러 항목을 선택합니다.  

→ LED 표시기에 선택한 항목에 따라 장력설정 값이 표시되어, 설정 값의 1자리째가 점멸해서 수치입

력 대기 상태가 됩니다.  

[2]수치를 입력해서 [ENTER]키를 누르면 입력 수치를 확정합니다.  

→ 수치가 확정되면 점멸 후 점등으로 변하고, 대응하는 항목의 장력이 표시되고, 다시 조정 항목의 선

택 상태가 됩니다.  

·표시 오프셋, 표시 스팬(span) 설정후의 표시는 하기식에서 나타내집니다. 

 

Sp ----표시 스팬(span)(초기 설정 값=100%)  

Of ----표시 오프셋(초기 설정 값=0N) 

Fo ----장력신호 출력에 상당하는 장력값 

3.3 알람 표시 

알람번호 알 람 내 용 상    세 

AL01 과대 입력왼쪽 모니터 표시 모드로 왼쪽 입력 전압이 과대가 되었다 

AL02 과대 입력 오른쪽 모니터 표시 모드로 오른쪽 입력 전압이 과대가 되었다 

AL03 제로 입력 전압 범위 오버 제로 조정시 입력 전압이 오버했다 

AL04 제로 조정 전압 언밸런스 제로 조정시 좌우의 전압의 언밸런스가 30%를 넘었다 

AL05 스팬 하중소 왼쪽 스팬 조정시 입력 전압이 작고 좌측 스팬 조정에 실패했다 

AL06 스팬 하중소 오른쪽 스팬 조정시 입력 전압이 작고 우측 스팬 조정에 실패했다 

AL07 스팬 하중 오버 왼쪽 스팬 조정시의 왼쪽 입력 전압이 과대했다 

AL08 스팬 하중 오버 오른쪽 스팬 조정시의 오른쪽 입력 전압이 과대했다 

AL09 스팬 하중 언밸런스 스팬 조정시 좌우의 전압의 언밸런스가 30%를 넘었다 

과대입력 알람(AL01, AL02)의 표시는 파라메타의 설정으로 아래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Pr No. 05=0에 설정-----『AL01』또는『AL02』의 표시를 유지합니다. 과대입력을 해제하고, 아무키를 누르면 

장력표시 모드로 되돌아갑니다.  

·Pr No. 05=1에 설정-----과대입력을 해제하면 자동적으로 장력표시 모드에 되돌아갑니다.  

AL01, AL02는 Pr No. 35∼38의 알람 이력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주)과대입력 알람은 장력검출기에 과대하중(정격 하중의 약1.5배이상)이 가해졌을 때에 표시되어, 이 상태로 사용하면 

장력검출기가 고장 날 수 있습니다. Pr No. 05의 설정이 [0] 또는 [1]에 관계 없이, 과대입력 알람이 표시되었을 경우, 

반드시 과대입력의 원인을 제거 한 후 사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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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양 

4. 입출력 사양 

 

4.2 환경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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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각종 설정치(파라메타) 

 

※1 센서 형식의 표시      :H = LX-TD 형태장력검출기, L =찌그러진 게이지식 센서 

※2 장력단위의 표시       :0= N, 1= X10N 

※3 과대입력 알람의 보존  :0=보존, 1=비보존 

※4출력 모드의 표시는 [0-5, 0-10, 1-5, 4-20]이 됩니다.  

·오토 스팬(span) 목표장력은 오토 스팬(span) 조정 모드로만 변경 가능합니다. 또, PrNo. 03의 장력 풀 스케일을 변

경하면, 오토 스팬(span) 목표장력은 변경후의 장력 풀 스케일 값에 갱신됩니다.  

·표시 오프셋/스팬(PrN. 31∼34)은 장력교정 모드로만 변경 가능합니다.  

·알람 이력은 발생순서 PrNo. 35→36→37→38과 같이 순서대로 보내고 기억됩니다.  

·필터의 단위(s)은 표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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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의 조작에 의해, 설정 값이 출하 상태에 되돌아옵니다.  

   ① [SHIFT]과 [ENTER]을 동시에 누르면 LED 표시기에 『inti』가 3초동안 표시됩니다.  

   ②『inti』의 표시 기간 동안에 [▲]과 [ENTER]을 동시에 누릅니다.  

·공란은 설정 없음(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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