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각 부의 명칭

3. 사양

4. Scale Type 조작방법

1. 장치를 완성시킨다.

2. 척에 임펠라로드를 연결한다.동작도중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한다.

3. 뒤쪽의 코오드를 콘센트에 연결한다.

4. 전원스위치를 ON한다.

5. 볼륨을 돌려 원하는 속도를 설정한다. (Scale계열)

6. 실험이 끝난후엔 반드시 볼륨을 Min.에 위치시키고 전원코오드를 분리시킨다.

Torque의 표시등이 3개가 깜빡이면 Motor측에 부하가 많이 걸림을 표시합니다.

깜빡거린후 약10초후에 자동정지됩니다.

원인을 찾아 제거후 다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Auto reverse

99hr 59min - 99hr 59min

Ø1 ~ 10mm

99hr 59min - 99hr 59min -

- -

1.Right

2.left 2.left 2.left

1.Right

-

1.Right

-

Digital Scale Digital

1.Right

3.Auto reverse 

2.left

3.Auto reverse 3.Auto reverse

Digital

80 ~ 2,000rpm 50 ~ 1,000rpm 35 ~ 600rpm 25 ~ 300rpm

Scale Scale

Feed-back control

Digital Scale

BL603

80ℓ 100ℓ

BL620D BL610 BL606 BL606D BL603D

2.9㎏ㆍ㎝ (28N㎝) 5.8㎏ㆍ㎝ (57N㎝) 9.7㎏ㆍ㎝ (95N㎝) 19.5㎏ㆍ㎝ (191N㎝)

20ℓ 40ℓ

Brushless DC motor 60W

-

Dimensions (WxDxH)

Weight

Chuck range

78 x 180 x 170

2.8㎏

AC220V 50/60㎐

Speed display

Speed controller

Speed range

Motor (out put)

Torque (Max.)

Electrical supply

Timer

Stirring motion

Viscosity (Max.)

Stirring capacity (H2O)

MODEL
BL620

Electronic overhead stirrer (BL600 series)

10,000mpas (low) 20,000mpas (low,med) 50,000mpas (medium) 100,000mpas (high)

BL610D

Digital

Chuck              

(Ø1~Ø10m/m)

Power   

switch

Digital     

display

control      

part

Scale

Chuck              

(Ø1~Ø10m/m)

Power   

switch

Torque

Speed      

control    

(scale)

TOPS

Lab.stirrer

TOPS

Lab.stirrer

Scale

Chuck              

(Ø1~Ø10m/m)

Power   

switch

Torque

Speed      

control    

(scale)

TOPS

Lab.stir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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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ND Display 표시 (명칭및 기능)

★ 설정 RPM , Time 표시화면

★ 실제 RPM , 각 기능 의 명칭표기(영문약자)또는 Parameter의 기호 표시화면

6. 각 부의 명칭

7. S/W TYPE별 역할 (각 제품사양에 따라 A-Type과 B-Type으로 바뀜)
A-Type B-Type

  1. 행열key : 설정입력시 숫자행 이동시 사용.

정상상태에서 Motor구동시 살짝 누르면 남아있는시간->설정RPM순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2. Mode key : 모든 입력설정시에 사용.

정상상태에서 정지시 살짝씩누르면 정회전->역회전->자동기능순으로 바뀜.

  3. UP key : 설정치 증가시에 사용.

  4. Down key : 설정치 감소시에 사용. 5. Start/Stop key : Motor 구동시나 정지시 사용.

Time작동시(초당점멸)

Torque표시

(OVER될경우

3개가 점멸함)

표시숫자가 소수점일경우

START      

STOP

MODE

Time,설정RPM 표시화면

실제RPM,Parameter                       

기호 표시화면

행열 key

Start/Stop key

Up key

MODE key

Down key

점등:정회전표시

점멸:정회전시간표시등

점등:정,역회전표시

점멸:정,역회전시간

점등:역회전표시

점멸:역회전시간표시등

SW2

MODE S/W

SW3

UP S/W

SW4

DOWN S/W

SW1

행렬 S/W

SW5

운전 S/W

SW2

MODE S/W

SW1

행렬 S/W

SW3

UP S/W

SW4

DOWN S/W

SW5

운전 S/W

② 실제RPM,Parameter           

기호 표시화면
① Time,설정RPM 표시화면

90% ~ 99%

60% ~ 89%

30%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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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 기능의 설명 (각 PARAMETER)

9. 동작방법

  1.정회전운전모드

   1)모드S/W를 눌러 정회전운전 선택후 운전S/W를 눌러 운전시킨다.
   2)UP/DOWN S/W를 눌러 rpm을 운전중에 조절할수 있다(최대rpm까지)
   3)운전중에 행렬S/W를 눌러 남은시간을 볼수있다.
   4)설정시간이 00:00일경우 연속하여 운전한다.(연속운전 시간제한 없슴)
   5)운전정지시 행렬S/W를 눌러 정지직전까지의 운전시간을 볼수 있다.(분단위)

  2.역회전운전모드

   1)모드S/W를 눌러 역회전운전 선택후 운전S/W를 눌러 운전시킨다.
   2)UP/DOWN S/W를 눌러 rpm을 운전중에 조절할수 있다.(최대rpm까지)
   3)운전중에 행렬S/W를 눌러 남은시간을 볼수있다.
   4)설정시간이 00:00일경우 연속하여 운전한다.(연속운전 시간제한 없슴)
   5)운전정지시 행렬S/W를 눌러 정지직전까지의 운전시간을 볼수있다.(분단위)

  3.자동운전모드

   1)모드S/W를 눌러 자동운전선택후 운전S/W를 눌러 운전시킨다.
   2)정/역 회전의 운전시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경우 에러-1을 발생하며 운전되지 않는다.
   3)자동운전중에는 rpm조절을 할수없다.
   4)운전중에 행렬S/W를 눌러 운전 남은시간 및 반복횟수(정/역회전 반복횟수)를 볼수있다.
   5)반복횟수설정이 00:00일 경우 연속하여 반복 운전한다.(연속운전 제한시간 없슴)
   6)운전 정지시 행렬S/W를 눌러 정지직전까지의 운전시간및 반복횟수를 볼수 있다.(분단위/횟수)

0

* 아무곳에서나 MODE key를 3초이상 누르면 정상상태로 돌아간다.(설정된 수치기억)

MODE key

E

MODE key

MODE key

MODE key

MODE key

P O M

MODE key

0 0 0

0 0

A T -

0 0 0

b A - T

0 0 0

b A - r

0 0 0

F o - T

F o - r

0 0 0

MODE key를 3초이상 누른다

① 설정RPM
정상상태

② 정지중

1

* 전원을 켜면 직전사용의 RPM표시가 되어있슴(정회전상태)

0 0 0

S T O P

*역회전표시등 점멸,Time표시등 점멸(초단위)

*단위는 시간:분.(00:00~99:59),00:00설정시 무한동작함(자동제외)

*ATE(자동정,역회전 반복횟수)

*0000일 경우 무한반복.초기값은 0000.

*POM.(Power On Memory) Data 정전보상기능

*ON->사용함   OFF->사용안함  ,초기값은 OFF.

* 4번 행열key와 5번 상승key,6번 하강key를 이용하여 변경 가능하게 한다.

*정회전표시등 점멸,Time표시등 점멸(초단위)

*FOT.(Forward Time) 정회전시 Time

*최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정회전표시등은 점멸상태

*FOR.(Forward RPM) 정회전시 RPM,초기값은 최소rpm

*단위는 시간:분.(00:00~99:59),00:00설정시 무한동작함(자동제외)

*BAR.(Backward RPM) 역회전시 RPM,초기값은 최소rpm

*최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역회전표시등은 점멸상태

*BAT.(Backward Time) 역회전시 Time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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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작설명
* 전원을 켜면 직전사용의 RPM표시가 되어있슴.(정회전상태)

정회전 가동시 역회전 가동시
예)  FOR  900  ,   FOT   00:01   setting 예)  FOR  900  ,   FOT   00:01   setting

      BAR  500  ,   BAT   00:05   setting       BAR  500  ,   BAT   00:05   setting

정상동작 (정회전) 정상동작 (역회전)

자동회전 가동시 -1 자동회전 가동시 -2
예)  FOR  900  ,   FOT   00:01   setting 예)  FOR  900  ,   FOT   00:01   setting

      BAR  500  ,   BAT   00:05   setting       BAR  500  ,   BAT   00:05   setting

      ATE  0000                       setting       ATE  0005                       setting

정상동작 정상동작

11. 각 PARAMETER 영문별 표시창 표기방법

역회전표시등 점등

행렬key를 누르면 남아있는 시간-->설정RPM순으로

반복표시

Motor --> 역회전으로 속도 500RPM으로 돌다가 5

분후 정지.

Time 작동시

Display 

자동회전표시등 점등(정회전일땐

정회전표시등,역회전일땐 역회전

표시등점등)

Motor --> 정회전으로 속도 900RPM으로 돌다가 1

분후 정지.

Display 정회전표시등 점등

Time 작동시 초당점멸(display부위)

행렬key를 누르면 남아있는 시간-->설정RPM순으로

반복표시

Display 

정,역회전 시간표시등 점멸(Motor동작시)

행렬key를 누르면 남은시간-->남은횟수-->설정RPM순으로 반

복표시

Motor -->정회전900rpm으로 1분간 동작,5초후 역회전900rpm

으로 1분간 동작,5초후 다시 정회전…정회전+역회전 5회후

정지

Time 작동시
행렬key를 누르면 남아있는 시간-->설정RPM순으로

반복표시

Motor -->정회전900rpm으로 1분간 동작,5초후 역

회전900rpm으로 1분간 동작,5초후 다시 정회전……

무한반복

자동회전표시등 점등(정회전일땐 정회전표시

등,역회전일땐 역회전표시등점등)
Display 

초당점멸(display부위)

Error-1 Error-2

ATE(자동총횟수) POM(정전보상)

POW(모터정격) STOP(정지중)

M-R(모터최대RPM) PERCENT(%)

ON OFF

FOT(정회전Time)

BAR(역회전RPM) BAT(정회전Time)

RAT(Ratio)
PAU

(Pause일시정지)

RPM(최대RPM) SAT(Soft start time)

FOR(정회전RPM)

http://www.mtops.co.kr misung@mtops.co.kr MISUNG SCIENTIFIC  CO



12. 기타사항 [각 key에 대한 설명및 운전설정에 대한 부가사항]
  1. 각 S/W에 대한 설명
    1) S/W1 : 행렬 S/W

     2) S/W2 : MODE S/W
  ①정지중에 누를경우:역회전=>자동운전=>정회전순으로 반복표시한다.

    3) S/W3,S/W4 : UP/DOWN S/W
  ①정지중에는 기능없슴
  ②정회전 또는 역회전(자동제외)운전중에 설정rpm을 높이거나 내릴수 있다.
  ③rpm조절 범위는 최저rpm에서 최고rpm까지이다.
  ④운전중에 rpm을 조절하였어도 정지를 시킬경우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rpm으로 바뀐다.

    4) S/W5 : 운전/정지 S/W
   ①운전중일경우 정지시키고 정지중일경우 운전을 시킨다.

  ②자동모드시 정/역회전의 운전시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에러-1을 발생시킨다.(에러항목참조)
  ③모든 에러에 대하여는 운전을 시키지 않는다.

13. 각 에러표시에 대한 설명및 해제방법
  1. 에러-1 : 설정시간에러

1)자동운전시 정역회전의 운전시간이 설정되어있지 않을때 발생한다.

2)에러발생시 운전시간을 설정하면 에러는 해제된다.

  2. 에러-2 : MOTOR과전류 에러(PROGRAM감시)
1)모터 출력이 91%이상으로 연속하여 10초간 운전시 발생한다.

2)각 MOTOR별,RPM별로 정격출력이 다르다.

3)에러발생시 해제방법은 전원을 OFF후 다시 ON시키면 에러는 해제된다.

  3. 에러-3 : 최소RPM에 도달하지 못함
1)운전시작후 10초내에 최소RPM에 도달하지 못할경우 발생한다.

2)회전자=100RPM(출력RPM=100/기어비율)

3)에러발생시 해제방법은 전원을 OFF후 다시 ON시키면 에러는 해제된다.

  4. 에러-4 : MOTOR회전중에 정지되었을때 발생한다.
1)운전시작후 회전이 감지된후부터 감시를 한다. 즉,회전중일때만 감시한다.

2)감지지연시간은 설정RPM도달전에는 10초이며 설정RPM에 도달한후에는 0.2초이고 설정RPM이

500(MOTOR의 RPM)이하일 경우는 설정RPM에 도달한후에 5초이다.

3)운전초기부터 회전이 발생하지 않을경우 에러-3에 적용된다.

4)에러발생시 해제방법은 전원을 OFF후 다시 ON시키면 에러는 해제된다.

  5. 에러-5 : MOTOR내부의 센서에러
1)MOTOR센서의 출력에 이상이 있을시에 발생한다.

2)에러발생시 해제방법은 전원을 OFF후 다시 ON시키면 에러는 해제된다.

  6. 에러-6 : MOTOR과전류 에러(HARDWARE감시)
1)FET(MOTOR출력소자)의 고장 또는 MOTOR내부이상으로 발생한다.

2)감지 즉시 에러를 발생한다.

3)에러발생시 해제방법은 전원을 OFF후 다시 ON시키면 에러는 해제된다.

4)연속하여 에러발생시 MOTOR 또는 PCB의 검토가 필요하다.

14. 추가사항

5.초기정상상태에서 MODE key를 살짝 누르면 정회전->역회전->자동순으로 넘어가며 led가 들어온 상태에서 Start key를

눌렀을때 그 설정에서 동작한다.

6.과부하시 Toque표시는 90%이상이 될경우 3EA가 동시 점멸하다가 약5초후 출력을 차단한다.

1.각 MODE나 PARAMETER에서 60초이상 아무 입력이 없으면 정상상태로 돌아간다.

동작상태 운전모드 동           작           내           용 비고

자동모드
정회전운전시간==>역회전rpm==>역회전운전시간==>정역운전반복횟수

==>정회전rpm표시 (반복)

운전중

정회전모드 남은시간표시==>설정rpm표시 (반복)

역회전모드 남은시간표시==>설정rpm표시 (반복)

자동모드
정회전(역회전)남은시간==>정/역회전반복남은횟수==>

정회전(역회전)남은시간 (반복)

7.각 수치의 변경은 상승일경우 0->1->2->3…8->9->0->1순으로 변경된다.하강일경우 역순으로 동작.

2.정상동작상태에서 상승,하강key를 누르면 설정RPM변경가능(최대RPM적용)

 --> 단,자동운전중일경우엔 조정 불가함.설정Time은 변하지 않는다.

3.자동동작상태에서는 행열key를 살짝 누르면 AUTT시간->설정RPM순으로 변경표시된다.

4.각 PARAMETER설정의 입력저장은 MODE key를 3초이상 길게 누름과 동시에 저장된다.

정지중

정회전모드

 -->이때,도달후 5초전에 다시 90%이하로 내려올경우 정상동작.전원을 껏다가 다시 켜면 RESET.

정회전운전시간==>정회전설정rpm표시 (반복)
정지직전의 운

전시간및 정/

역반복횟수를

표시한다.

역회전모드 역회전운전시간==>역회전설정rpm표시 (반복)

http://www.mtops.co.kr misung@mtops.co.kr MISUNG SCIENTIFIC  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