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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EXIT

–

+

100 - 300 °C

대기 온도

화면 밝기 조절ZS TL(정화기) /
로봇 출력

★설정온도 선택★ 온도 변환

대기 시간

–

+

1 - 99 min
설정된 시간 동안

미 사용시 자동으로

대기 온도에 맞추어 집니다. 

＊온도 버튼      또는     을 눌러

STANDBY 기능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대기 시간이 지난 후

맞추어질 대기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잠금 기능

잠금기능(LOCK) 활성시

설정된 온도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온도의 ±만큼 변경 가능.

ex) 현재 200℃, ±20℃ 설정

: 180~220℃ 까지만 변경 가능.

자동 종료 시간

설정된 시간 경과 후 자동 종료 됩니다.

*Cooling 표시와 함게 50℃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 off가 됩니다.

온도조절 버튼을(         )

동시에 누르면 다시 On 됩니다.

※ 대기 시간 설정과는 별도로

진행 됩니다.

비밀번호 설정 가능
비번 분실시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picacow@dhscorp.co.kr

051)325-0777

–

+

1 - 999 min

–

+

1 - 99°C

–

+

0 - 100 %

–

+

1 - 999

온도 보정

설정 온도와 실제 온도의

편차를 조절하는 기능

ex) 설정 온도 200℃,

인두팁 측정 실제 온도 180℃ :

OFFSET 값을 +20℃설정

–
+

-40 - +40 °C°C / °FFE / rob

WT 1(80W)/ WT 1H(150W)

Simple Maunal

까지

ON/OFF ※제품을 사용 하지 않을 때 온도를 낮추거나 종료시킴으로서
   히터와 제품 수명 연장에 도움을 줍니다.

MENU 2

3 
sec

★ 메뉴 버튼을
3초간 눌러주세요.

♣ 공장초기화

※ 윈도우 기능을 사용하려면
잠금기능(LOCK)과 FE/rob 기능을

On 시켜야 합니다.

3 
sec

 

2가지 온도 설정 가능

♣ 호환 가능한 핸들

WT 1 max. 90 W:
WSP 80, WP 80, WTP 90, WP 65, WST 82, WSB 80, WHP 80, WTA 50,
LR 21, MPR 80, WMP, FE 75

WT 1H max. 150 W(200 W):
WSP 80, WP 80, WTP 90, WP 120, WSP 150, WP 200*,
WP 65, WST 80, WSB 80, WSB 150, WHP 80, WTA 50, LR 21, MPR 80, WMP, FE 75
＊Maximum power 150 Watt

온도 조절 버튼을 동시에 눌러 기기를 on/off 시킬수 있습니다.

PrE 기능을 On하면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2가지 온도 선택 기능이 활성화 됩니다.
PrE 기능을 Off하면

1가지 온도 선택 기능이 활성화 됩니다.

SENSITIVITY

옵 션             설 명

1   둔감함 – 무거운 (긴)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2  

3   표준(공장초기셋팅)

4  

5   민감함 - 작은(짧은)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1

3
2

5
4

제품 및 A/S 문의처

DHS ☎051)325-0777

http://www.weller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