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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Temp-KI-1 (OSC-027)

개요1.
SemiTemp 은 타입 열전쌍을 사용하는 온도-KI K

컨트롤러로서 제어 제어가On/Off , P, PI, PD, PID

가능한 장치로서 방식의 통신을 채택하여 마이I2C

컴이나 컴파일사의 에서 제어가 용이하도록CuBloc

고안 되었습니다 최대 의 히터를 무접점 방식. 2kw

으로 구동할 수 있는 소자를 내장하고 있어TRIAC

히터용 외부 회로가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를 위한 라인 단자와 레일에 부Display 2 FND DIN

착이 용이하도록 레일 홀더를 제공합니다DIN .

일반사항2.
전원 사양 회로구동 전원 단상1) : 5V DC( ), 220V AC

소비 전류 디스플레이시 모듈추가시2) : 50mA , 150mA( )

통신 방식3) : I2C(5V, GND, SDA , SCL)

출력 방식 채널 출력 최대 히터4) : 1 TRIAC , 2kW (10A)

통신 방식 멀티 드롭으로 최대 개까지 동시 연결이 가능하며 스위치를 통한 주소설정5) : I2C ( 8 DIP )

온도 제어 방식6) : On/Off, P, PI, PD, PIDF, PIDS

오토 튜닝 기능 지원 안함7) :

에러 출력 방식 특정 데이터 값 및 레지스터 플래그8) : (0x7FFF, 0x7FFE)

온도 센싱 범위9) : 0~450℃
사용 센서 타입 열전쌍10) : K (Thermocouple)

※ 절연타입센서이거나 절연타입이 아닐 경우 컨트롤러가 피가열체와 절연되어 있어야합니다 이것은 컨트.

롤회로의 라인이 피가열체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Ground .

디스플레이 가능 라인 디스플레이 지원11) : (2 FND )

주의사항3.
반드시 정격 성능 범위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1) / .

가연성 가스 폴발성 가스 습기 직사광성 복사열 진동 충격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2) , , , , , ,

온도센서 연결시 단자의 극성을 확인한 후 배선을 정확하게 연결 바랍니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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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및 치수4.

히터 출력용 단자#1.

출력용 전원 입력 단자#2. AC

번 단자는 온도 센서의 보정을 위한 가변저항으로서 출고 시 조절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조절하지 마십시오#3,4 .

열전쌍 을 연결하는 단자로서 극성은 에 인쇄 되어 있습니다#5. (Thermocouple) PCB .

스위치 입력 점단자로서 각 점당 핀씩 총 핀 단자입니다 핀을 서로 연결함으로서 신호 입력이 가능합니다 컨트롤러 내부 레지#6. 2 2 4 . 2 .

스터인 에 논리 로서 기록됩니다T_Con_Reg 1 .

출력용 단자로서 라인 인 를 사용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제품문의는 전화문의 바랍니다#7. Display 3Pin 2 FND TSD-5A Pv, Sv . TSD-5A .

#8. I2 용 단자입니다 의 메인 통신 단자로서 선식 통신 방식으로 회로구동전원인 와 함께 으C . SemiTemp-KI-1 2 SDA, SCL 5V, GND 4Pin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 I2 통신 주소 설정용 스위치입니다 번을 제외한 번으로 주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주소 설정편을 참조하세요C Dip . 1 2,3,4 . .

스위치 입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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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제어 용어 정의 및 기초 이론5.

온도제어에 있어서는 최적 제어를 하기위해 온도조절기와 제어대상 열적 특성에 대해 충분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어 대상의 허용 가능한 온도 범위 제어대상의 열용량 히터의 가. , ,

열 능력 히터의 가열에 따른 피가열체의 열 응답특성 및 가열초기의 급상승 특성 그리고 외란의 영,

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제어ON/OFF◇

현재온도 가 설정치 보다 낮을 때는 출(PV) (SV)

력이 높을 때는 출력이 하는 방식으로On, Off

초기 전원 투입시 설정치를 넘는 양을 오버슈트

라 하며 일정한 주기를 갖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헌팅이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제어에서는On/Off

주기와에 따라서 헌팅이 지속됩니다 따라On/Off .

서 정밀 제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조절감도 히스테리시스( )

제어에서 설정치에서만 동작을On/Off On/Off

하면 현재온도가 설정치 부근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때 동작이 빈번히 발생해 히터나 출력On/Off ,

용 릴레이에 무리를 줄 수 가 있어 이런것을 방

지하기위해 가 되는 구간을 두어 이것을On/Off

조절감도 또는 히스테리시스라고 합니다.

비례 제어◇ (Proportional Control)

비례대 내에서 설정치와 현재 온도의 편차에 비

례하는 조작량을 출력하는 제어 동작입니다.

비례대라는 것은 그림과 같이 설정온도와 현재온

도와의 편차에 비례하여 출력량을 조절하는 영역

을 말합니다 현재온도가 지점을 넘어서면서. A

비례량에 따라 출력이 조절됩니다 현재온도가.

설정치에 도달하면 조작량은 가 되는 것을50%

참고 그래프에 도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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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의 경우 설정치에서 출력량SemiTemp-KI

이 기본 에서 히터의 용량이나 기본적인 대50%

기온도에 의한 외란의 영향에 따라 까지1~100%

조절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에 나오는 OutRate At Sv 레지스터 값을 조절하면

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비례대를 넓게 설정할 경우:

설정치보다 훨씬 낮은 온도 또는 높은 온

도에서 비례제어가 시작됨으로서 현재온도

가 설정치에 도달하는 시간 길어지게 되며

오프셋 또한 커지게 됩니다.

비례대를 좁게 설정할 경우:

설정치에 근접해서 제어출력이 동작On/Off

을 하므로 현재온도가 설정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고 오프셋도 작아지지만 헌팅현상

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오프셋(Offset)

비례제어 동작에서는 제어대상의 열용량 히터,

용량 등에 의해 제어온도가 안정 상태에 도달하

여도 설정치에 대하여 일정한 오차가 위 또는 아

래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오차를 정상 오프셋이.

라 부르며 비례제어에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비례주기 제어주기( )

비례주기 또는 제어주기라는 것은 조량량을 출

력하는 경우 현재온도의 변화에 따른 조작량이

갱신되는 주기를 말하며 출력은 비례주기 내에서

일정시간동안 을 유지하고 가 되어 출력량On Off

을 조절하게 됩니다.

의 경우 비례주기를 까SemiTemp-KI 1~120s※

지 가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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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 제어(Integral Control)

비례제어에서는 제어 온도가 설정치까지 근접할

수 있으나 정상 오프셋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

을 유저가 직접 리셋볼륨을 이용하거나해서 제거

해주어야 하나 이것을 적분제어를 통하여 자동으

로 오프셋을 제거해줍니다.

그러나 외란의 영향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대

해서는 제어온도가 안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적분시간을 짧게 할 경우: 오차에 대해 적분

동작이 잦아져 오프셋을 빠른 시간 내 없앨

수 있지만 오히려 헌팅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적분시간을 길게 할 경우: 적분동작 주기가

길어져 수정 동작이 약해지며 오프셋을 없

애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미분제어◇ (Derivative Crontrol)

온도변화의 기울기에 비례하는 수정동작을 행합

니다 따라서 외란에 의한 급격한 온도변화에 대.

한 빠른 응답이 가능하며 단시간 내에 제어를,

안정시킵니다.

미분시간을 짧게 할 경우: 수정 동작이 약해

져서 급격한 온도변화에 대한 응답이 늦어

집니다.

미분시간을 길게 할 경우 수정 동작이 강해:

져 온도변화에 때한 응답이 빨라지게 됩니

다 또한 급격한 온도상승을 억제하는 움직.

임이 강해지기 때문에 온도상승시간을 길어

지지만 오버슈트를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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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PID◇

제어는 비례제어 적분제어 미분제어를 합친 것으로 지연시간을 가진 제어대상에도 뛰어난 제어결과를PID , , ,

나타냅니다 간단히 말하면 비례제어 에서 오버슈트나 헌팅이 없는 부드러운 제어를 행하고 적분동작 으, (P) , (I)

로 오프셋 을 자동적으로 수정하고 미분동작 으로 외란에 대한 응답을 빠르게 할 수 있으므로(offset) , (D) PID

제어를 이용하면 이상적인 온도제어를 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온도제어에 관련된 간단한 기초 이론을 알아보았습니다 파라미터 값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의. PID

열 특성과 히터의 특성 주변 온도 등의 요소에 의해 적절히 선택되어져야하며 또한 설정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도 파라미터 값은 적절히 변경 설정되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도에 맞춰진 파라미터 값은 도를 유지하기위해서는 또다시 설정이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100 200 .

은 오직 통신을 통하여 제어되는 구조이기에 다음과 같은 내부의 레지스터를 갖고 있습니다 사SemiTemp-KI .

용자는 통신을 통하여 레지스터에 값을 기록함으로서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I2C PID .

다음장을 참고하여 온도 컨트롤러의 레지스터구조와 통신을 위한 통신 방법과 그리고 모듈의 어드레스 설I2C

정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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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터6.

해당 모듈은 개의 레지스터를 갖고 있으며 각 레지스터의 명칭 및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16 .

레지스터 번지 레지스터 명 설 명

0x00 Temp Module ID 모듈 타입
0x01 Pv 현재 온도 바이트low 도 단위0~450 (1 )℃
0x02 현재 온도 바이트high

0x03 T_Con_Reg

컨트롤러의 상태및 제어에 관련된 비트가 존재하는 레지스터입니다 각각.
의 비트들은 읽기 쓰기 전용성격이 부여되어있으며 읽기전용의 비트는 기/
록을 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7 6 5 4 3 2 1 0

R R R R R R R R/W

None Err2 Err1 SW2 SW1 Heat/Cool None PID_Enable

T_Con_Reg

번 비트는 읽기 쓰기용 비트로서 이 기록될 경우 컨트롤러의 루틴이 동작0 / 1 PID
번 비트는 모드 표기로서 히팅 쿨링 을 뜻 합니다2 Heating/Cooling 0: , 1: . 설정은 참조( DIP SW )
번 비트는 모듈 내에 과 단자의 입력상태를 과 로 표현하는 비트입니다3,4 SW1 SW2 0 1 .

스위치 입력 시 논리 이 기록됩니다 호스트 측에서 주기적 권장 으로 스캔하시On 1 . ( 100ms)
면 됩니다.
번 비트인 은 센서 단선 및 단락 측정범위 초과 에러입니다5 Err1 , .
번 비트인 는 보드 동작온도 범위 초과 에러입니다 과열에러6 Err2 .( )

1: Enable
0: Disable

R : Read Only

W : Write Only

R/W: Read/Write

0x04 Sv 설정 온도 바이트low Range: 0~450℃
0x05 설정 온도 바이트high
0x06 Control Period 제어 주기 단위 초( ) 단위 초0~120s ( : )
0x07 OutRate at Sv 온도에서 출력량Sv 0, 1~100%

으로 설정시 는 제어에서0: ON/OFF 1)

0x08

P_Band_Width
비례대 하위 바이트 Range: 0~999 ℃

로 설정할 경우 출력량이 로 규정되었을 때100 50%℃
에서 도가 비례대입니다 로 규정되었을 때에는Sv ±50 . 30%

위로 도 아래로 도로 비례대가 형성됩니다sv 30 70 .
제어 일 경우 조절감도 역할On/OFF 1)

0x09 비례대 상위 바이트
0x10 Integral 적분시간 하위 바이트 단위 초0~3600s ( : )

으로 설정시 적분제어는 동작안함00x11 적분시간 상위 바이트
0x12 Derivative 미분시간 하위 바이트 단위 초0~3600s ( : )

으로 설정시 미분제어는 동작안함00x13 미분시간 상위 바이트
0x14 Reserved 예약됨
0x15 Reserved 예약됨

각 레지스터는 데이터구조이며 형식의 데이터는 상하위 바이트로 나뉘어 저장 되어있습니다8bit Word .․
제어ON/OFF 1) 제어로 설정을 원하실 경우 위 비례대를 조절감도 히스테리시스 로 생각하시어 적절히 필요한 만큼: On/Off ( )

설정하시고 출력량은 적분시간은 미분시간 으로 설정하시면 제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Sv 0%, 0, 0 On/Off .

예를 들어 도에 조절감도 도 일 경우 비례대 출력량 적분시간 미분시간 으로 설정하면 도에서 히터 출력 도에서50 2 , 2, Sv 0%, 0, 0 48 On 50

히터 출력 가 됩니다O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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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레스 설정법 설정법7. (DIP Sw )
Sw1 Sw2 Sw3 Sw4 R/_W Base Address : 0x90

쿨링(ON)
/

히팅(OFF)

설정시On
출력이
냉각모드로
동작합니다.

형식 비트7 Bit Address +R/_W

7(MSB) 6 5 4 3 2 1 0(LSB)

주소Base Sw1 Sw2 Sw3 R/_W

1 0 0 1

기본 주소는 으로서 에 위 를 진수 가중치 가중치 가중치 로 생각하셔0x90 0x90 DIP-SW 2 SW2( 8),Sw3( 4),Sw4( 2)

은 는 으로 환산하해서 더하시면 그것이 바로 모듈의 실제 주소가 됩니다ON 1,OFF 0 .

예를 들어 의 주소 설정 법은 로 설정하시면 됩니다0x92 (Write) Sw2(OFF),SW3(OFF),SW4(ON) . I2 주소C 7Bit

체계에서는 의 의 경우 비트로서 의 경우 의 경우 명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8Bit LSB R/_W 1 Read, 0 Write .

의 주소는 설정은 와 같으며 호출시 주소에 하여 입니다0x92 Read Dip 0x92 0x92(Write) +1 0x93 .

일반적으로 온도 값을 읽어 오는 에 관해서 설명하자면 먼저 읽어오고자 하는 레지스터의 값을Transaction

모듈에 알려주고 모듈로부터 그 값을 읽어오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다음과 같다.

I① 2 신호를 보낸다C Start .

모듈에 가 인 모듈어드레스가 일 경우 을 보낸다LSB(R/_W Bit) 0 0x90( 0x90 ) .②

모듈에 읽고자 하는 레지스터의 시작 번호를 보낸다 번부터 받으려면.(1 1)③

I④ 2 신호를 보낸다C Restart .

모듈에 가 인 을 보낸다LSB(R/_W Bit) 1 0x91 .⑤

모듈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들인다⑥

읽고자하는 레지스터까지 읽었으면 신호를 보낸다Stop .⑦

통신 방식에 대해서는 원칩솔루션스 홈페이지 기술 자료실의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I2C The I2C-bus Specification Version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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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구동의 예 주소 의 경우8. ( 0x90 )
번 레지스터 온도 하위바이트 와 번 레지스터 온도 상위바이트 의 값을 읽어 변수에 담기1)1 ( ) 2 ( ) temp

int8 t_lo,t_hi;

int16 temp;

i2c_start(); 컨디션//Start

i2c_write(0x90); 어드레스// +0

i2c_write(0x01); 시작레지스터 번호//

i2c_start(); 컨디션//Restart

i2c_write(0x91); 어드레스// +1

t_lo=i2c_read(); 회 읽기//1

t_hi=i2c_read(0); 회 연속 읽기//2

i2c_stop(); 컨디션//Stop

temp=((int16)t_lo<<8)+t_hi; 비트 변수에 담는다//16

번 예제에서는 읽고자하1

는 시작 레지스터 번호를

지정하고 읽고자하는 레지

스터까지 연속 읽어,

라는 변수temp 16bit(word)

에 담는다

예제PIC CCS-C 1

번부터 번 레지스터까지 차례대로 읽어오는 경우2) 0 3

i2c_start(); 컨디션//Start

i2c_write(0x90); 어드레스// +0

i2c_write(0x00); 시작레지스터 번호//

i2c_start(); 컨디션//ReStart

i2c_write(0x91); 어드레스// +1

buffer[0]=i2c_read(); 회 읽기//1

buffer[1]=i2c_read(); 연속 읽기//

buffer[2]=i2c_read(); 연속 읽기//

buffer[3]=i2c_read(0); 연속 읽기//

i2c_stop(); 컨디션//Stop

번지를 지정하고 번지부0 0

터 차례대로 번 읽기를4

수행함으로서 레지스터 3

번까지 읽어왔습니다.

예제PIC CCS-C 2

제어 신호 보내기3) PID Enable

i2c_start(); 컨디션//Start

i2c_write(0x90); 어드레스// +0

i2c_write(0x03); 시작레지스터 번호//

i2c_write(0x01); 비트//PID Enable On

i2c_stop(); 컨디션//Stop

제어를 통괄 하PID On/Off

는 의 번 비T_Con_Reg 1

트를 셋시켜 시킨Enable

다.

예제PIC CCS-C 3

컨트롤러의 플래그및 스위치 플래그가 담겨져있는 읽어오기4) Error T_Con_Reg

int8 state;

i2c_start(); 컨디션//Start

i2c_write(0x90); 어드레스// +0

i2c_write(0x03); 시작레지스터 번호//

i2c_start();

i2c_write(0x91); 읽기주소 어드레스// : +1

state=i2c_read(0);

i2c_stop(); 컨디션//Stop

번 레지스터를 읽고자 지3

정하고 한바이트를 읽는

다.

예제PIC CCS-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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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온도 제어주기 초 비례대 도 출력 적분 시간 초 미분시간 초로 설정하는 예5) 70, 2 , 100 , 30%, 60 , 30

int8 P_time=2;

int8 Out=30;

int16 sv=70;

int16 P_Width=100;

int16 I_time=60;

int16 D_time=30;

i2c_start();

i2c_write(0x90);

i2c_write(0x04); 하위바이트 번호//SV

//--------------sv------------

레지스터i2c_write((int8)sv); // 4

i2c_write(sv>>8); 레지스터// 5

//--------------p_time---------

i2c_write(P_time); 레지스터// 6

//--------------Out-----------

i2c_write(Out); 레지스터// 7

//--------------p_width--------

i2c_write((int8)P_Width); 레지스터// 8

i2c_write(P_Width>>8); 레지스터// 9

//--------------i_time---------

i2c_write((int8)I_time); 레지스터// 10

i2c_write(I_time>>8); 레지스터// 11

//--------------d_time---------

i2c_write((int8)D_time); 레지스터// 12

i2c_write(D_time>>8); 레지스터// 13

i2c_stop();

번 예제에서는 레지스터3

번을 읽고 레지스터 번3 0

을 읽는 경우로서 순서에

상관없이 일고자하는 레지

스터 번호를 지정하고 그

레지스터의 값을 읽을 수

있다.

예제PIC CCS-C 5

참고※

위 예제는 컴파일러 예제입니다 타 의 경우도 위와 같은 시퀀스로 명령을 보내시면 됩니다1) CCS-C(PIC) . MCU .

컴파일사의 의 경우 큐블록 자체의 명령어 특성으로 인하여 연속읽기 번 예제 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2) Cubloc (2 ) .

하시고 원칩솔루션스 홈페이지 기술자료 게시판의 어플리케이션 노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onechip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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