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OGUE SPEED CONTROLLER
2-M4 or 2- ∅4.5

PANEL
2-M4 BOLT

DKM Motor Co.,Ltd.
본사/공장
404-825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2동
223-38 인천테크피아 나동 4층
TEL. 032) 574-7788 FAX. 032) 578-7787
www.dkmmotor.com
Head Office / Factory
4F., Incheon Techpia Na-Bldg., 223-38,
Seoknam2-dong, Seo-gu, Incheon, Korea
TEL. +82-32-574-7788 / FAX. +82-32-578-7787

SPEED VOLUME
'ON'LED
SCALE ADJUST
VOLUME
RUN/STOP
SWITCH
CONTROLLER

<취부방법>
설명서에 표시된 주의사항은 중요도에 따라 위험, 경고, 주의 심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위 험

지키지 않을 경우,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는 결과를 낳는 절박한 위험
상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경 고

지키지 않을 경우, 사망 또는 중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주 의

지키지 않을 경우, 경미한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1) 취부 PANEL 에 왼쪽 그림과 깉이 홀을 뚫어주십시오.
2) CONTROLLER 본체와 취부 PANEL을 조합하여
M4의 나사와 NUT를 사용하여 고정하십시오.

위 험
<운전방법>

입.출력 단자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신체 및 통전물이 절대로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경 고

*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의 주변, 부식성 물질, 물이 튀는 장소, 가연성 물질 근처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 감전,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 설치, 접속, 운전 및 조작, 점검 및 고장진단 작업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실시하여
주십시오. 화재, 감전,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 통전상태로 이동, 설치, 접속, 점검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전원을 차단한 후에 사용하십시오.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 과열보호장치가 부착된 모터의 검사 및 기타 작업을 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전원을
꺼 주십시오. 과열보호장치가 장착된 모터는 온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모터가 갑자기 재가동 되므로 부상, 장치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 리드선을 무리하게 굽히거나, 잡아당기거나, 끼우지 마십시오.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 제품에 손이 닿지 않도록 보호기기를 설치해 주십시오. 제품에 손이 닿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접지를 설치하고, 보호접지용 단자를 이용해 확실하게 접지하여 주십시오.
* 전원을 끈 후 30초간은,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전류전압에 의한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

주 의

CW

■ 분리형 CONTROL UNIT와 CONTROL MOTOR의 UNIT제품입니다.
■ MOTOR와 CONTROL UNIT를 전용 CONNECTOR로 결속하고 AC단자를 POWER SOURCE
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MOTOR의 속도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 가변속 범위는 50Hz : 90~1400rpm, 60Hz : 90~1700rpm으로 광범위하게
변속 가능합니다.

CCW

MOTOR

MOTOR

T.G

T.G

1) 컨트롤러 유니트와 모터 리드선커넥터를 접속합니다.
2) RUN/STOP 스위치를 'STOP'에 위치하고 ④,⑤ 단자에
AC전원을 인가합니다.
3) 전원을 투입하면 'ON LED'가 점등됩니다.
4) 정방향 (CW) - ② COM,③ CW 단자연결
역박향 (CCW) - ② COM, ① CCW 단자연결
순시 정역회전은 불가합니다. 일단 전원(SW)을 끄고
MOTOR가 완전히 정지한 후에 회전방향을 교체하여 주십시오.
5) RUN/STOP 스위치를 'RUN'에 위치하고 SPEED VOLUME 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모터의 회전수가 빨라지고 반대로
돌리면 속도가 늦어집니다.
50Hz : 90~1400rpm, 60Hz : 90~1700rpm
의 범위에서 모터의 속도설정이 가능합니다.
6) RUN/STOP 스위치를 'STOP'에 위치하면 모터는 정지합니다.
이 스위치는 전원의 On/Off가 아니므로 모터를 장시간
정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원 스위치를 장치하여 주십시오.

■ 스위치를 RUN측으로 하면 설정한 회전 속도로 운전을 하며,
* 젖은 손으로 조작하지 마십시오.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
*
*
*
*
*
*
*
*

모터는 확실하게 고정시킨후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부상, 장치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회전부(출력축, 냉각팬)를 만지지 마십시오.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이상이 발생했을 시에는 즉시 전원을 차단하여 주십시오. 화재, 감전,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모터 표면온도가 90℃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 중 또는 정지 후 한동안 모터를 만지지 마십시오.
감전 또는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전원을 접속하기 전에 반드시 스위치를 STOP위치로 설정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정지할 경우에는 전원을 OFF하여 주십시오.
기계와의 결합전에 회전방향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부상, 장치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모터와 제어장치는 지정된 조합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보호장치는 모터에 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부하보호장치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과부하보호장치 이외의 보호장치(누전차당기등)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STOP측으로 하면 정지가 됩니다.

형

명

AC 220~240V 50/60Hz

전압변동률

±10 %

허용전류

5A 이하

제어방식
설정범위
* 형식, 출력, 전압등 주문하신 것과 동일한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MOTOR와 SPEED CONTROLLER는 별도 포장이므로 적용 MOTOR에
사용가능한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진동, 충격이 심한곳, 먼지가 많은곳, 인화성 GAS, 부식성 GAS등이
발생하는 장소는 피하여 주십시오.
* 사용 주위 온도 범위 -10℃ ~ 40℃ 습도 85% 이하의 장소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는 직사광선이 닿는곳, 수분이나 기름기가 있는곳은
피하여 주시고 이러한 장소에서 사용시는 COVER등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 MOTOR와 CONTROLLER는 가능한한 가까이 설치하여 최단거리(2m 이하)에서
배선하여 주십시오.
* 고용량의 전기로에서 제어된 기기와 병렬 운전을 하면 오동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 회로의 전원으로 분리해서 배선하십시오.

DSA-□□

정격전압

위상제어

60Hz : 90~1700r/min

속도설정

VOLUME에 의한 설정

속도변동률

±5%(표준치)
6W~180W

사용주위온도

-10C°~40C°

사용주위습도

35-85%RH

절연저항
내 전 압

<연장선>

50Hz : 90~1400r/min

AC1500V 1분간(전원단자와 외부단자간)

품 명

길이 (L)

DEW0.5M

0.5m (기본)

DEW1.0M

1.0m (옵션)

DEW1.5M

1.5m (옵션)

DEW2.0M

2.0m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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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rts declared in the manual are classified to Danger,
Warning and Caution by their criticality

DANGER

DANGER indicates an imminently hazardous situation which,
if not avoided, will result in death or serious injury

!

WARNING

WARNING indicates a potentially hazardous situation which,
if not avoided, could result in death or serious injury

!

CAUTION

CAUTION indicates a potentially hazardous situation which,
if not avoided, may result in minor or moderate injury

!

DANGER

!

<Installation>
1) Make holes on the panel as like the drawing.
2) Fix the controller and front cover with screws and nuts.

There is a danger of occurring electric shock in the input/output terminals so
please never let your body or conductive substance is touched.

!

WARNING
CW

* Do not use the product in an explosive or flammable atmosphere. fire may occur.
* Only qualified installers should be assigned to the work of installation,
Connection, running, operation and inspection.
This is intend to prevent fire, electric shock and injury.
* Before starting the work, turn off the speed controller power.
Otherwise, electric shock may occur.
* The motor and speed controller must be properly grounded.
Otherwise, electric shock may occur.

Otherwise, fire and electric shock may occur.
signal connection terminal. Otherwise, fire or electric shock may occur.

!

CAUTION

* Do not use the motor and speed controller in excess of ratings.
Otherwise, electric shock, injury of the operator and damage
of the equipment may occur.
* Do not grip the motor output shaft or lead wires.
Otherwise, injury may occur.
* Do not place combustibles around the motor and speed controller.
Otherwise, fire may occur.
* Do not put any object into the openings of the speed controller.
Otherwise, fire, electric shock or damage of the equipment may occur.
* The rotating part(output shaft) of the motor should be provided with a cover.
Otherwise, injury of the operator may occur.

■ The unit type is the combination of a speed controlled motor and a
Control unit. It is one touch connector.
It is very useful for remote treatment.
(Does not have a function of instantaneous stop)
■ They are all assembled that speed control circuit, condenser for motor,
speed regulator etc..(There is a condenser for external installation)
Connection of between motor and control unit is made easy
by a special connector, and required.
■ Use of optional extension cable allows for remote control of motor
from a distance of up to 2.0m.
■ Variable speed range : 50Hz - 90~1400rpm, 60Hz - 90~1700rpm

Model

CCW

MOTOR

MOTOR

T.G

T.G

1) Connect control unit and lead wire
connector of motor.
2) Press stop button before connecting AC power to
④, ⑤ terminals.
3) When AC power input, LED lights on.
4) CW Direction - Connect ② COM, ③ CW
CCW Direction - Connect ② COM, ① CCW
5) If turns 'speed volume' of control unit to
CW direction, motor rotation is getting faster and
if turns opposite direction if is getting slower.
The range for 50Hz : 90 ~ 1400rpm, for
60Hz : 90 ~ 1700rpm
6) If operate 'RUN/STOP' switch to STOP, motor is stopped
Make sure this switch is not same as power ON/OFF.
(When motor has to stop for a long time, extra power
switch should be installed.)

DSA-□□
AC 220~240V 50/60Hz

Ambient
voltage range
Allowable
current

Control

±10 %
Below 5A
Phase control

<EXTENSION CABLE>

50Hz : 90~1400r/min
* Ambient temperature is -10℃ ~ +40℃, ambient humidity is Max. 85%.
Avoid direct ray of light and install a cover.
* Avoid the place have vibration, deep impact, lots of dusty,
inflammable gas and corrosive gas.
* Housing cover and knob are made of resins therefore never put around
organic solvent which are methyl alcohol.
* It can be possible to be wrong operation if it runs as a parallel
operation with welding thyristor controller under large quantity.
* Do not catch only lead wire when it is carried, It can be snapped.
* Make sure to protect the motor shaft. A tube is on it.

controlled

60Hz : 90~1700r/min
Operate with volume

Changing rate
of speed

±5%(Standard)
6W ~ 180W

Ambient
temperature
Ambient
humidity
Insulation
resistance
Dielectric
strength

-10C°~ 40C°
35-85%RH
Over 100MΩ(Base on 500VDC mega)
1500VAC 50/60 for 1minute

ITEMS

LENGTH (L)

DEW0.5M

0.5m(STANDARD)

DEW1.0M

1.0m(OPTIONAL)

DEW1.5M

1.5m(OPTIONAL)

DEW2.0M

2.0m(OPTIO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