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410, B400 컨트롤러 사용자 퀵 매뉴얼

프로그램 설정 방법

프로그램 설정 방법 설명
[MENU]  버튼을 누른 후 조그를 돌려 
[PROGRAMM EINGEBEN]이 표기되면 프
로그램을 저장합니다. 

조그를 돌려서 비어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한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프로그램 이름: 
이름변경은 → 버튼을 누르면 변경이 가능합
니다. 
이름을 변경하지 않으려면 →버튼을 돌립니다. 

세그먼트[S01]을 눌러서 확정합니다. 세그먼
트 번호가 메뉴 목록에 나타납니다. 
*세그먼트 번호는 녹색으로 표기됩니다

필요한 경우 세그먼트의 시작온도[TA]를 돌
려서 선택합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것은 첫
번째 세그먼트에서만 필요합니다. 눌러서 선
택 버튼을 누릅니다.  

첫번째 세그먼트의 목표온도는 조그를 돌려
서 선택가능하며. 원하는 온도에 설정후 버
튼을 누릅니다  

돌려서 시간 [TIME] 또는 승온속도[Rate,]를 
선택하십시오. 눌러서 선택을 확정합니다. 

미리 입력된 이름 (예: P01)을
변경하려면 기호가 깜박일때 돌리다가, 
원하는 기호가 나오면 버튼을 눌러
확정합니다. 버튼을 2초 이상 누르면
종료되고, 첫번째 세그먼트가 나타납니다. 

P01-S01의 의미: 프로그램 01[P01]의 
첫번째 세그먼트[S01] 라는 의미입니다. 
프로그램은 다수의 세그먼트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시작온도[TA]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임의의 선택 온도입니다. 보통 
현재 온도에서 작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TIME]은 시간 분(hh:mm). 비율
[RATE]는 시간 당 온도(℃/h) 입니다. 

1. 디스플레이
2. ▶  “시작/정지/멈춤” 버튼
     ▤  “메뉴” 버튼
     (돌아가는 화살표) “전 메뉴로 돌아가기” 버튼
     (소문자 i) 장비 정보 확인 버튼

3. 조그 다이얼
4. USB 장착 슬롯
5. 수동 설정이 가능한 과열방지기 (옵션항목)



프로그램 설정 방법 설명
세그먼트의 소요시간 [TIME] 및 승온속도
[Rate,]를 선택하십시오. 눌러서 선택을 확
정합니다. 

프로그램 저장: 조그를 2초 이상 누릅니다. 프로그램을 저장하지 않으려면 [NO]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돌아가기’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 과정

진행 과정

조그다이얼을 짦게 눌러 메인 화면로 돌아갑
니다. 

시작 버튼을 2초 이상 누르면 가동중인 프로
그램이 종료됩니다. 

조그를 돌려서 프로그램 선택합니다.

버튼을 눌러서 선택합니다.

눌러서 지연 시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NO]

시작 버튼으로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로딩 및 시작

프로그램 중지 방법

프로그램 중지 방법
1. 조그다이얼을 돌릴 때 가볍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그 컨트롤러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2. 컨트롤러를 사용하기 전 장비가 완전히 멈취있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장비가 작동 중이라면
          버튼을 길게 눌러 장비를 완전히 멈춘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