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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000 Compact Engine Controller
기능 FUNCTION
H2000 은 디젤발전기엔진을 완벽하게 제어합니다. 시동을
자동이나 수동으로 쉽게 할 수 있고 시동/동작중인 엔진을
감시하며 보호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와 관련된 모든 상태를
앞면의 LED 로 나타냅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제어되며
타이머, RELAY, 보조입력등을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내부에 TACHO DETECTOR 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발전기 전압의 주파수로 엔진의 회전수를 감지하여 크랭크분리,
OVERSPEED, UNDERSPEED 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외부의 TACHO RELAY 가 필요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별도로 위의 세가지 TACHO LEVEL 을 감지하는 외부의 접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단자가 살아있을 때 켜집니다. SAFETY ON TIMER 가 끊난
후에도 동작합니다 입력이 들어오면 적색 LED 가 켜집니다.
BATTERY
밧데리 챠저의 D+신호 입력입니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알람을
나타낼 것인지 AUTO STOP 시킬 것인지는 설정할 수 있습니다.
BATTERY CHARER 가 충전이 안되면 적색 LED 가 켜집니다
H2000 의 기본기능외에 사용자가 별도로 필요한 입력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입니다. 계속 동작할 것인지 아니면 SAFETY TIME
DELAY 가 끝난후에만 동작할 것인지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력이 들어왔을 때 AUTOSTOP RELAY, AUX RELAY, ALARM
RELAY 중 어느 것들을 동작시킬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들어오면 적색 LED 가 켜집니다.

동작 OPERATION
Manual Start
시동할 때 push button 을 누릅니다.
Auto/Off/Man. Function change over rotary switch 로 동작방식을
선택합니다.
“Man'- start 는 1 회 시도되며 앞면의 push button 을 누릅니다.
“Off”'- start 기능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각 감시채널은 계속
동작합니다.
“Auto”- start 는 3 회 시도되며 start signal 은 입력단자에서
받아들입니다.
Reset(Lamp Test)
selector switch 를 off 로 두고 start push button 를 누르면 auto
stop 과 alarm 이 reset 됩니다. controller 앞면의 모든 LED 가
reset 됩니다.

CRANK DISCONNECT
엔진의 RPM 이 크랭크를 분리해도 되는 정도에 다다랐을 때를
나타내는 외부신호를 위한 입력입니다. 크랭크 RELAY 를
분리시킵니다.MANUAL, AUTO 모드에서 가능합니다.
UNDER SPEED
UNDER SPEED 용 입력입니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알람을
동작시킬 것인지 AUTO STOP RELAY 를 동작시킬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들어오면 적색 LED 가 켜집니다.
엔진회전중에 이 신호가 완전히 사라지면 LED 는 빠르게
반짝이며 SHUTDOWN 이 동작합니다. 일반적으로 TACHO
LEVEL 은 세가지이지만, 두 가지 레벨을 가진 TACHO RELAY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자 11 과 12 를 연결하여야 합니다.
OVER SPEED
OVER SPEED 용 입력입니다. 입력이 들어오면 AUTO STOP
REALY 를 동작시키며 적색 LED 가 켜집니다.

DESCRIPTION
POWER SUPPLY
단자 1 과 2 는 전원 단자입니다. 연결가능한 전압은
12/24V 입니다. 그렇지만 9V~36V 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원이 제대로 연결되면 POWER 황색 LED 가 켜집니다.
SAFETY ON
시동동작중에는 일부 알람은 차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SAFETY ON TIME DELAY 가 사용됩니다. 이 DELAY 는
크랭크분리와 전체감시를 시작하는 그 사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TIME DELAY 가 끝나면 녹색 LED 가 켜집니다.
FAIL TO START
START 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났을 때 적색 LED 가 켜집니다.
REMOTE START
단자 3 은 REMOTE START 를 할 경우에 사용하는 입력입니다.
입력이 들어오면 HORN RELAY, 연료 RELAY, 크랭크 RELAY 가
동작합니다. AUTO 모드에서만 동작합니다.
REMOTE STOP
단자 4 는 REMOTE STOP 을 할 경우에 사용하는 입력입니다.
입력이 들어오면 HORN RELAY, 연료 RELAY, 크랭크 RELAY 의
동작을 해제합니다. AUTO 모드에서만 동작합니다.
LOW LUB. OIL PRESSURE
단자 5 는 저유압신호용 입력입니다. 입력이 들어오면 AUTO
STOP 을 동작시킵니다. SAFETY ON TIMER 가 끊난 후에도
동작합니다 입력이 들어오면 적색 LED 가 켜집니다.
HIGH WATER TEMPERATURE
단자 6 은 엔진고온신호입력입니다. 입력이 들어오면 AUTO
STOP 을 동작시킵니다. 수온이 높다는 신호가 들어오고

ACOUSTIC ALARM
시동동작중에, TACHO 주파수가 크랭크분리 RPM 이하인 경우에
HORN RELAY 가 동작합니다. 이 RELAY 는 시동동작이 끝날
때까지 혹은 STOP 신호가 들어올 때 까지 계속 동작합니다.
시동동작은 ACOUSTIC-ALARM TIMER 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설정범위는 0~10 초이며, TIMER 동작중에는 녹색 LED 가
반짝이며, 시동동작을 시작할때는 LED 는 켜진채로 있습니다.
TACHO FREQUENCY
단자 14 와 15 는 내부의 TACHO 전압감지 RELAY 를 위한
입력입니다.AUTO, MANUAL 모드에서만 가능합니다.
RPM 이 공칭 RPM 의 115%이상이면 SHUTDOWN 이 동작합니다.
RPM 이 90%이하이면 UNDER SPEED 알람이 동작합니다.
알람이나 AUTO SHUTDOWN 은 이 경우를 위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RPM 이 40% 이하이면 SHUTDOWN 이 동작합니다.
HORN RELAY 단자 16~18
AUTO-STOP RELAY 단자 19~21
ALARM RELAY 단자 22~24
보조 RELAY 단자 25~27
크랭크 RELAY 단자 28
연료 REALY 단자 30
EMERGENCY STOP / POWER SUPPLY FOR CRANK AND FUEL
RELAY
단자 29 에는 크랭크 RELAY 와 연료 RELAY 에 필요한
전원전압이 연결됩니다. 외부의 갋 MERGENCY STOP 비상정지"는
이 단자에의 전원전압을 분리시킵니다. 이 단자에서 전압이
사라지거나 H2000 이 이상을 나타내며 AUTOSTOP 되면 적색
LED 가 동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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