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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도값이 표시되고 있는 상태에서    키를 5초이상 누르면 "      "이 표시되면서 특수모드로 진입합니다.
    키를 누를 때 마다 모드가 전한되며,       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변경하십시시오.설정후 그냥두면 자동으로 저장 됩니다.

5.특수기능 설정방법

현재 습도값이 표시되고 있는 상태에서    키를 한번 눌렀다 떼면 설정습도값이 점멸됩니다. 이때       키를 눌러 습도설정
값을 조정합니다.    키를 다시 누르거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억장치에 기억 됩니다.
 (초기 습도설정값 : 40%    습도설정범위 : 10% ~ 90%)

4.습도 설정방법

특수모드메뉴 기능 초기값 비고조정범위

DH-2341A(습도계)  사 용 설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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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표시값의 오차보정

습도값의 편차설정1% ~ 20%

±19%

습도 편차제어

제어방식 선택모드

현재 습도값 보정

작동기계

마그네트

A1 A2

AC220V 입력

ON

8 9

AC220V/3A
Output Relay

11 12

AC220V
입력전압습도센서

31 2

A Com B

K1DH-2341A

%

★설치시 주의사항★ 

-. 센서선을 연장시에는 동력선과 같이 사용하지 마시고 동력선과 최대한 멀리 하십시오.
-. 센서선은 최대 100M 이내로 하십시오.
-. 분진 및 습도가 높은 곳은 피해주십시오.
-. 인명사고 및 재산상 패해가 우려되는 기기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하십시오. 
-. 충격 및 강한 고주파노이즈를 피해주십시오.

 : 습도센서 배선의 단선 또는 합선 유무 및 사용습도 범위초과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기억장치 에러(전원차단 후에 전원을 공급해서 초기화 되어있는 각 모드메뉴의 데이터 설정상태 확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203-15번지
Tel : 051)808-5212(제품상담 및 A/S 문의)
Fax : 051)808-5213
Homepage - http://www.dhesy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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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설명>>

: 현재습도가 표시되는 상태에서    키를 5초동안 누르면 "      "가 표시되고    키를 한번더 누르면 "  "또는
  "  "표시가 점멸 됩니다. 이때,    키를 누르면 "  "가 선택되고    키를 누르면 "  "가 선택됩니다.

: "      "설정후    키를 한번더 누르면 "      "가 표시되며, 한번더 누르면 습도편차 설정모드가 선택 됩니다.
  이때,       키를 이용하여 습도 편차값을 설정하십시오. (편차범위 : 1% ~ 20%)
  -.가습시 동작조건 : 현재습도값이 설정습도값 - 편차습도값 보다 낮으면 출력릴레이 동작.
  -.제습시 동작조건 : 현재습도값이 설정습도값 + 설정습도값 보다 높으면 출력릴레이 동작.

: "      "설정후    키를 한번더 누르면 "      "이 표시되며, 한번더 누르면 습도값을 보정하는 모드가 선택
  됩니다. 이때,       키를 이용하여 습도값을 보정하십시오.(보정범위 : ±19%)

★메뉴가 종료되면 "_._._." 표시가 되면서 설정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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