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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s best

DIGITAL PID CONTROLLER

인간중심의 가치창조를 위한 기술개발



세계 최고의 제어 알고리즘

세계 최초 가변샘플링(50~250ms)제어

디지털 PID 온도조절계 타사제품 성능비교 테스트

  템코라인은 온도조절계 전문 제조기업

으로서 센서, 산업용로봇, 비행체, RF기술 

등에서 축적된 정밀전자 기술 및

제어기술로 국내의 온도조절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이미 반도체장비, 식품

기계, 압출성형기 등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 업체들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용 온도조절계 분야의 명가

템코라인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Super 2 degree of freedom PID Controllers

T26 시리즈

N50 시리즈

2          템코라인 온도조절계의 특징

Auto-Sampling Time Control

  무조건 샘플링 시간이 빠른 것이 최적의 제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온도 제어는 

변화가 늦기 때문입니다. 실제 온도는 변하지 않았는데 샘플링만 빠를 경우 오히려 최적의 제어를 할 

수 없습니다. 템코라인은 PID 제어 알고리즘에 가변 샘플링 시간을 접목하여 제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

다. 템코라인 제품은 어떤 조건하에서도 최적의 제어를 실현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실제 비교 시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30 시리즈

T50 시리즈



DIGITAL PID CONTROLLER
산업용 온도조절계산업용 온도조절계
DIGITAL PID CONTROLLER

템코라인 산업용 온도조절계는...

완전 자동화 검/교정 시스템

템코라인 온도조절계의 특징         3

타 업체에서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제어 특성

제품의 교정 완전 자동화 검/교정 자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

템코라인만의 앞선 디지털 필터링 기술

다양한 입/출력 지원 (멀티 입/출력)

높은 신뢰성 및 내 노이즈 (EMS)

템코라인의 모든 제품은 국내에선 아직도 구현이 안된 2자유도 PID보다 한 단계 앞선 새로운 개념의 

SG-PID(슈퍼 2자유도) 적용으로 높은 제어 안정도와 Overshoot 및 Undershoot을 최소화 하면서도

빠른 응답특성을 자랑합니다. 다른 어떤 PID 온도조절계와도 결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온도조절계를 비롯한 제어 계측 제품은 교정 및 검사공정이 제품의 품질 결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

니다. 템코라인의 모든 제품은 PCB 검사, 전기적 검사, 에이징, 교정, 파이널 검사 등의 모든 공정이 완전 

자동화로 이루어집니다. 

작업자의 실수나 피로 누적으로 인한 품질의 불균일성, 작업 불량 등을 원천 봉쇄하여 언제나 최상의 품질

을 보증합니다. 또한 A/S 및 불량수리 등도 전용 자동 장비로 이루어져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유지 보

수와 함께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불량의 재발방지 및 제품개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 전 약 2시간 이상 에이징이 

진행됩니다.

검/교정 및 최종 검사 완료 후,

제품 포장 전 약 48시간 동안 

부하시험을 거쳐 경시변화 및

품질 문제 요소가 전혀 없는 완벽

한 제품만 출하됩니다.

템코라인이 자랑하는 완전 자동

검/교정 장비입니다. 특히, 교정

오차와 관련 있는 JIG PIN 등의 

접촉부위는 작업 전 초음파세척

과 함께 정기적으로 교체되어 최상

의 교정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제품별 모든 데이터 및 검사성적

서 관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정기적인 데이터 통계와 함께 제

품 개선 및 공정개선이 이루어

지므로 제품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템코라인의 모든 제품은 비행체 및 로봇 등에서 사용되는 지능형 디지털 필터링 기술이 적용되어 

특히,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매우 안정적인 제어동작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타사의 일반적 방법인

단순한 이동평균 방법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템코라인의 모든 제품은 입력과 출력이 멀티플하게 설계되어 있어 제품의 선택 및 대응이 매우 빠릅니다.

템코라인의 모든 제품은 국제규격의 EMC시험과 자체의 37가지의 혹독한 환경 및 신뢰성 시험에 통과된

제품만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고급기능/고정밀제어 및 Modbus통신, 중 고급형 고 정도 온도조절계 

T50 시리즈는 중 고급형 온도조절계로 각종 고급 편리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특히 국내 사용되는 대부분의 프로토콜(Modbus 2종 외 4종)을 지원하고

세계 최고의 제어 알고리즘인 SG-PID 제어 방식과

앞선 디지털 필터링 기술로

높은 제어 안정도를

실현하였습니다.

T50 시리즈의 통신 옵션 사용 시 기

본으로 제공되는 원격 멀티 감시제

어 소프트웨어는 그래픽 온도기록계

기능이 매우 강화되었으며 정밀 제어

장비의 검수 또는 실험실, 정밀 온도

감시 및 분석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유용한 소프트웨어 툴 등이 무

상으로 제공됩니다.

멀티 입/출력(입력 24종, 출력 4종)

슈퍼 2자유도(Super 2 degree-of-freedom) PID 알고리즘

새로운 개념의 가변 샘플링(50~250ms)제어

S-Fuzzy, 3-Zone PID, 램프(Ramp)기능, Quick-AT, Easy-Menu, 히터 운전시간 정보

20종의 경보 및 이벤트 출력 3점, 히터단선경보(HBA), 전송출력, 멀티 SV1~3 설정기능

완전 독립 절연구조의 RS-485 통신(PC/TL-Link, Modbus-ASCII/RTU 외 2종)

SYNC 통신지원, Sync-Master/Slave 설정으로 최대 250개까지 동기통신 가능

온도기록 및 통합관리 기능이 강화된 원격감시제어 및 데이터 뷰어 소프트웨어 기본제공 

4            T50 시리즈 온도조절계

주요특징

정격 및 사양



DIGITAL PID CONTROLLER
산업용 온도조절계산업용 온도조절계
DIGITAL PID CONTROLLER

T52/T53

T57

T59

T54

T52/T53 제품 구성

T57 제품 구성

T59 제품 구성

T54 제품 구성

T52/T53 단자 결선도

T57 단자 결선도

T59 단자 결선도

T54 단자 결선도

T50 시리즈 온도조절계           5



간단 조작과 고정밀 제어 및 빠른 응답성, 일반 표준형 고 정도 온도조절계

T30 시리즈는 일반 표준형 온도조절계로 경제적으로 고 정도의 제어를 실현할 수 있으며, 

각종 편리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특히 국내 사용되는 온도조절계 중

가장 빠른 제어 응답성을 자랑합니다.

멀티 입/출력(입력 24종, 출력 4종)

슈퍼 2자유도(Super 2 degree-of-freedom) PID 알고리즘

새로운 개념의 가변 샘플링(50~250ms)제어

2-Zone PID, 외부입력에 의한 SV1,2 변경기능, 입력 디지털 필터 기능

20종의 경보 및 이벤트 출력 3점, 경보출력 지연 타이머, 제어루프 단선경보(LBA), 전송출력

입/출력 오조작 방지 및 확인기능

6           T30 시리즈 온도조절계

주요특징

정격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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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2/T33

T37

T39

T34

T32/T33 제품 구성

T37 제품 구성

T39 제품 구성

T34 제품 구성

T32/T33 단자 결선도

T37 단자 결선도

T39 단자 결선도

T34 단자 결선도

T30 시리즈 온도조절계           7



냉동기 전용 온도조절계 

T26 시리즈는 냉동기 전용 온도조절계로

냉동기 제어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특히 기존 시장의 저가 저급 제품에서 벗어나

고급화된 디자인과 신뢰성 및 견고성에서

매우 월등한 제품입니다.

T26C-00

T26C-10

T26N

- 냉동기 전용의 기본 모델
- 가열 및 냉각제어
- 콤프레샤 지연 기능
- 자릿수 이동키 채용으로 빠른 설정
- SG 디지털 필터 및 각종 안전기능

- 냉동기 전용의 종합제어 기능
- 국내 최초 AC 디지털 입력 스위치 적용
- 수동 및 자동제상, 송풍지연, 펌프다운기능
- 자릿수 이동키 채용으로 빠른 설정
- SG 디지털 필터 및 각종 안전기능

- 범용 디지털 온도 조절계
- 가열 및 냉각제어
- 경보 및 타이머 출력 기능
- 자릿수 이동키 채용으로 빠른 설정
- SG 디지털 필터 및 각종 안전기능

77x35x72 mm

77x35x72 mm

77x35x72 mm

T26C-00 단자 결선도

T26C-10 단자 결선도

T26N 단자 결선도

8           T26 시리즈 온도조절계

정격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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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형 온도조절계

N50 시리즈는 중 고급형 온도조절계 T50 시리즈를

원 보드화 한 제품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 성능의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파워풀한 통신 기능과 제어 성능으로

국내 최대 반도체 회사인 H사, S사의 반도체 정밀제어

장비에 독점 공급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N50
메인보드: 110x70 mm

디스플레이 보드: 80x70 mm

N50 단자결선도

멀티 입/출력(입력 24종, 출력 4종)

슈퍼 2자유도(Super 2 degree-of-freedom) PID 알고리즘

새로운 개념의 가변 샘플링(50~250ms)제어 

S-Fuzzy, 3-Zone PID, 램프(Ramp)기능, Quick-AT, Easy-Menu, 히터 운전시간 정보

20종의 경보 및 이벤트 출력 3점, 히터단선경보(HBA), 전송출력, 멀티 SV1~3 설정기능

완전 독립 절연구조의 RS-485 통신(PC/TL-Link, Modbus-ASCII/RTU, SYNC-Master/Slave)

온도기록 및 통합관리 기능이 강화된 원격감시제어 및 데이터 뷰어 소프트웨어 기본제공 

N50 시리즈 온도조절계           9

정격 및 사양

주요특징

[단위: mm]



1. 사용 전 기본 확인사항

2. 초기 설치 및 운전시 최소 작동 방법

1) 제품 출하시 초기 설정값

1) 외부 결선도 및 사양 확인(전원공급 및 단자 배열)

2) 입/출력 사양 확인

① 입력설정

2)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표기

3) 전원 투입시 형명표시(T54 Series기준)

입력 : K-Type(선택번호 1)     출력 : SSR 모드(선택번호 1)

T50 및 T30 Series는 전제품 입/출력 멀티 제품
입니다. 반드시 입력 종류와 출력을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T54-S00, T34-S00 기본형(무옵션)

모델의 경우만 SSR(1), SCR(2) 출력모드

선택시 경보1(ALARM1)은 MAIN RELAY로

출력됩니다.

옵션(Option) 표시

모델(Model)명 표시

PV(Process-Value) 현재값

SV(Set-Value) 목표 설정값

펌웨어(Firmware) 버전 표시 출력종류(Output) 표시

입력종류(Type) 표시

반드시 입력 종류 설정을 가장 먼저 하고 다른 설정값들
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력 종류를 변경하면 
모든 파라미터(설정값)들이 공장 초기 상태로 변경됩니다.     

①T50 밑면의 점퍼커버를 제거
  하거나 후면 케이스를 벗긴다.

②점퍼를 핀셋 등으로 빼서 좌측
  1-2 핀으로 옮겨 끼운다.

③위 그림과 같이 완료되면 제거
  한 점퍼커버를 붙이면 완료된다.

※ 1~5V(4~20mA)입력 (INP 30) 사용시 내부 점퍼스위치 변경 방법 
MULT-IN MODE IN 1~5V ONLY MODE

입력 범위 및 설정값

T50 SERIES T30 SERIES

10       T50/T30 시리즈 간단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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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력 설정 및 설정 번호
T50 및 T30 Series는 전제품 입/출력 멀티 제품입니다.
반드시 입력 종류와 출력을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1 : PID 제어의 SSR 출력(전압펄스) [ 출력설정번호 : 1 ]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공장 출고시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 PID 제어의 SCR 출력(4~20mA 전류출력) [ 출력설정번호 : 2 ]
   주로 전력제어 모듈(TPR)과 같이 사용되며, 정밀제어가 가능합니다.

3 : PID 제어의 릴레이 출력 [ 출력설정번호 : 3 ]
   가장 경제적으로 PID 제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로 마그넷 스위치
   (전자식 개폐기)와 같이 사용되고 접점 수명이 짧아질 수 있으며 빠른 응답을               
   요하는 곳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0 : ON/OFF 제어의 릴레이 출력 [ 출력설정번호 : 0 ]
    단순한 ON/OFF 제어로서 주로 냉동기 제어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히터 제어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T54-S00, T34-S00 모델만 해당됨! 

T54, T34(48×48) 기본형(무 옵션)의 경우는 경보(ALARM)출력 사용시 주의를 요합니다. 제어 출력을 RELAY로

사용시는 경보 출력이 SSR(전압펄스) 출력으로 출력됩니다. 이 경우 SSR을 사용하거나, 경보(S10,S20,S30) 옵션

추가 모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설정메뉴 안에서    키를 3초이상 길게 누르면

기본 운전 메뉴로 복귀합니다.

또한, AT(Auto-Tuning) 완료 후에는 입/출력 설정메뉴 

진입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만약, 재설정 및 해제가 필요할 때는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T50 SERIES T30 SERIES

출력 설정 방법

출력 설정 번호

T54, T34(48×48) 기본형(S00)의 경보(ALARM)출력

T54 단자결선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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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알람(ALARM) 종류와 설정번호

T50 및 T30 Series의 경보출력은 2개의 독립된 경보출력을 갖고 있으며, 단순한 경보기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조출력(Event)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목표 설정값 (SV) = 100 ℃ 이면 

경보출력 1 설정 및 사용예

경보출력(ALARM) 종류 및 선택번호

T50 SERIES T30 SERIES

상한절대 (정접)

상한절대 (역접)

상한절대 (정접,홀드기능)

상한절대 (역접,홀드기능)

하한절대 (정접)

하한절대 (역접)

하한절대 (정접,홀드기능)

하한절대 (역접,홀드기능)

상한편차 (정접)

상한편차 (역접)

상한편차 (정접,홀드)

하한편차 (정접)

상한편차 (역접,홀드)

하한편차 (역접)

하한편차 (정접,홀드)

하한편차 (역접,홀드)

상.하한편차

상.하한편차 (홀드)

상.하한편차 범위내

상.하한편차 범위내 (홀드)

히터단선경보(HBA) 설명 참조! (ALARM1 만 해당됨)

T30 SERIES 경우는 제어루프단선경보(LBA)로 설정됩니다.

코드번호 경보 종류 경  보  동  작

01

09

1 1

19

02

10

12

20

03

05

13

15

04

06

14

16

07

17

08

18

21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온도

온도

온도

온도

온도

온도

온도 하강시

온도 상승시

ON

ON

경보설정값

경보설정값

경보설정값

경보설정값

경보설정값

경보설정값

경보설정값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히스테리시스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OFF

OFF

OFF

OFF

온도 하강시

온도 하강시

온도 하강시

온도 상승시

온도 상승시

온도 상승시

< 음의 온도값 설정 시>

< 음의 온도값 설정 시>

-경보 목표온도

-

< 양의 온도값 설정 시>

< 양의 온도값 설정 시>

OFF

목표온도

-경보설정값목표온도

-

목표온도경보

온도 하강시

온도 상승시

목표온도

온도 하강시

온도 상승시

목표온도

히터단선 경보 (HBA1)

히스테리시스

히스테리시스

히스테리시스

히스테리시스

히스테리시스

ON

ON

ON

ON

ON ON

ON

ON

ON

ON

ON

ON

ON

ON

ON

ON

ON

ON

ON

ON

ON

ON

ON

ON

ON

히스테리시스 히스테리시스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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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PID CONTROLLER
산업용 온도조절계산업용 온도조절계
DIGITAL PID CONTROLLER

경보출력(AL1, AL2) 설정메뉴 진입 방법

오토튜닝 설정 방법

동시에 3초이상
길게 누른다

3초이상 길게 누른다

3초이상 길게 누른다

경보(ALARM) 설정메뉴

경보(ALARM) 값 설정메뉴

※ 설정메뉴 순서는 설정된 입력종류 또는 사용 옵션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오토튜닝(AT) 동작 지시램프

경보(ALARM) 종류 및 지연
히스테리시스 설정메뉴

경보종류 설정
(번호 1 ~ 21)

경보종류 설정
(번호 1 ~ 21)

짧게

짧게 짧게

짧게 5번

1

5

T50 SERIES T30 SERIES

④ 오토튜닝(Auto Tuning) 
PID 온도조절계는 최초 사용전 기본적으로 P, I, D 값의 튜닝을 하여야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부하상태 및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튜닝을 하여 최적의 값을 찾아주는 기능을 오토튜닝(AT)이라 합니다.

<1> 원하는 목표 온도값(SV)을 설정한다.

<2> 오토튜닝(AT)을 시작한다. 

<3> AT 표시램프가 자동으로 꺼질때까지 놓아 두어야 한다. 

오토튜닝(AT) 동작 시작 :      +     동시에 0.5초 이상 누른다. 

오토튜닝(AT) 강제 정지 :      +     동시에 0.5초 다시 한번 누르면 정지한다.

         메뉴가 나올때 

까지 반복해서 누른다

경보종류 설정 경보값 설정

오토튜닝을 시작하면 AT 램프가 0.5초 간격으로 점멸합니다.

만약, 오토튜닝 중에 설정값(SV)을 변경하면 오토튜닝 실행 전

설정값으로 튜닝을 진행합니다.

T50/T30 시리즈 간단 사용설명서       13



3. 전체 동작 흐름도 (파라미터 구성)

T50 SERIES

+ 0.5 초

+ 3 초

3 초

3 초

3 초

기본운전메뉴

AUTO TUNING...+     0.5초

전체 동작 흐름도는 편의상 T50/T30 Series의 모든 조작 및 설정 메뉴를 표시한 것으로 실제 사용에서는 옵션 및 운전모드 

상태에 따라 자동적으로 현 조건에서 꼭 필요한 메뉴만 사용자에게 보여줌으로 기능에 비해 간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운전 메뉴 외의 설정 메뉴로 진입 후 약 50초 동안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기본 운전 메뉴로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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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PID CONTROLLER
산업용 온도조절계산업용 온도조절계
DIGITAL PID CONTROLLER

T30 SERIES

기본운전메뉴

이상 동작에 필요한 최소 작동 방법만 설명하였습니다.

그 외 통신 및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시려면 반드시 제품에 포함된“취급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운전 메뉴 외의 설정 메뉴로 진입 후 약 50초 동안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기본 운전 메뉴로

복귀합니다.

AUTO TUNING...+     0.5초

T30 시리즈 전체 동작 흐름도         15

입/출력 설정 메뉴 진입

+     3초 이상 길게



www.temcoline.com

주식회사 템코라인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17-1 미성빌딩 6층  152-865
Tel. : 02-3667-5521    Fax : 02-2632-5549   E-Mail: sales@temcoline.com
고객지원: 1588-5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