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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반 메뉴 시스템
Delomatic 메뉴 시스템은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작동합니다. 이 메뉴를 통해 모든 프로그램 가능 설정값/타이머에 대한
액세스, 시스템 선택 및 선택한 측정값의 판독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장치의 레이아웃이 하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Go
E.
N X
2
DIESEL GEN X Pri
G
0.00Hz
0V
G
0kW
0KVAR
SETUP V0 V1 V2 V3 V4

디스플레이 장치에는 사전 정의된 기능을 가진 다수의 푸시버튼이 있습니다. 좌측에서부터

INFO[정보]

JUMP[점프]
STOP[중지]
START[개시]
CB OFF
CB ON
CTRL
LOG

경보 정보 창을 엽니다
경보 혼을 인식합니다
운영자가 선택 가능한 창으로 점프하기 위해 점프 창을 엽니다
중지 명령 발령
개시 명령 발령
CB Off 명령 발령
CB On 명령 발령
현재 디스플레이에 마스터 컨트롤을 호출합니다
(이중 또는 삼중 디스플레이를 가진 시스템만 해당)
최근 150개의 로그 기록을 엽니다
메뉴의 좌측으로 포커스 이동
메뉴의 아래쪽으로 포커스 이동
메뉴의 위쪽으로 포커스 이동
메뉴의 우측으로 포커스 이동

뒤로
1차 우선 순위

(엔터)
이전 위치로 이동
1차 시작 우선 순위를 위해

DG를 변경합니다

STOP, START, CB OFF 및 CB ON은 “반자동" 모드에서만 활성화됩니다.
메인 뷰(상기 참조)에서 운영자는 설정 메뉴 또는 하기의 다섯 뷰 스크린 중 하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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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V0)
– SCM 0의 측정치를 보여주는 다양한 창을 나타냅니다
1(V1) – SCM 1의 측정치를 보여주는 다양한 창을 나타냅니다
2(V2) – SCM 2의 측정치를 보여주는 다양한 창을 나타냅니다
3(V3) – SCM 3의 측정치를 보여주는 다양한 창을나타냅니다
4(V4) – PMS와 관련된 측정치를 보여주는 다양한 창을 나타냅니다

“뷰 "

창의

구성은

프로젝트

구성할 수 없습니다

사양에

따라

DEIF에

의해

수행됩니다

.

디스플레이를

통한

창을

.
메뉴에서 디스플레이 조작

메뉴 검색은 첫 창의

4번째 라인에서에서 시작하며 화살표, 엔터 및 백 푸시 버튼을 이용하여 수행합니다.

43xxxx Vx.xxx RXXXXX
2013-11-15
11:07:40
SE TUP M ENU
SETUP V0 V1 V2 V3 V4

, 번째 라인에 날짜 및 시간을 세 번째 라인에
상기의 창은 첫 번째 라인에 프로젝트 번호, 소프트웨어 버전 및 출시 번호를두
-4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를 표시합니다. 네 번째 라인에서 “설정" 메뉴 또는 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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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메뉴

– 다음 하위 메뉴에 액세스합니다.
보호 설정(PROT), 제어 설정(CTRL), 입력/출력 설정(INPUT), 시스템 설정(SYST), 하기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화살표 푸시 버튼

PROTECTION SETUP
P R O T C TRL I NP U T S Y S T

밑줄

푸시 버튼 엔터

설정 메뉴로 이동하기 위해
선택하십시오

다음을 누릅니다
설정 메뉴에는

•
•
•
•

,

화살표 푸시 버튼을 이용하여

“설 정 " 아 래

커스를 움직여서

“설 정 "을

.
.

4개 의

(엔 터 ).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

PROT(보 호 )
CTRL(제 어 )
INPUT(입 력 /출 력 )
SYST(시 스 템 )
“설정” 메뉴를 입력한 경우, “정보
-메시지" 기능(1부의 3장을 참조하십시오)이 불능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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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PROT)
“보호 설정" 메뉴 아래에서 모든 보호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PROT 메뉴에 들어가기 위해 화살표푸시 버튼으로
PROT를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십시오. 다음 디스플레이가 표시됩니다.

CH 1010 DIESEL GEN
TRIP REVERSE POWER 1
Set Point
-5%
SP DEL FC

각각의 보호 기능에는 정의된 한계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는 설정점(SP), 타이머(DEL) 및 오류 등급(FC) 등이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설정을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변수는 암호로 보호됩니다.
제어(CTRL)
“제어" 메뉴는 동기화 및 제어 관련한 모든 변수,한계치 및 지연 값 메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수, 한계치 및 지연
값은 정의된 한도 내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설정을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변수는 암호로 보호됩니다.
입력(INPUT)
“입력" 메뉴는 다양한 입력값 및 출력값과 관련한 모든 변수, 한계치 및 지연 값 메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수, 한계치
및 지연 값은 정의된 한도 내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설정을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변수는 호로
암
보호됩니다.
시스템(SYST)
“시스템" 메뉴는 다양한 입력값 및 출력값과 관련한 모든 일반 변수, 한계치 및 지연 값 메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수,
한계치 및 지연 값은 정의된 한도 내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설정을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변수는 암호로
보호됩니다.

3분

이내에 입력하지 않으면

,

암호 입력 창이 비활성화되면

스크린이 메인 뷰로 돌아갑니다

,

새로운 입력 창이 필요합니다

.

또한

.
경보 기능

Delomatic 유닛은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발생하는 활성화된 경보를 감지하고 표시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활성화된 경보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상단 우측 코너에 있는 점멸하는 적색 경보 LED로 표시됩니다. 경보가 확인되었지만 여전히 활성화된
경우, 경보 LED는 안정적인 적색으로 변경됩니다. 경보를 열기 위해, 디스플레이 장치에 있는 “인포" 푸시 버튼을
” 또는 “
” 푸시 버튼을 이용하여 경보 목록를
누르십시오. 하나 이상의 경보가 활성화된 경우, 디스플레이에 있는 “
통해 상호 교체할 수 있습니다. 경보 정보창은 경보가 확인되었든 아니든 한 번에 하나의 경보만 표시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경우, ACK로 커서를 움직인 후,
목록에서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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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기능
로그가 자동으로 저장되는데 로그가 꽉 찰 경우 기존 것을 덮어쓰면서
있는 “로그" 푸시 버튼을 눌러서 열 수 있습니다.디스플레이에 있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0개까지 저장합니다. 로그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또는

푸시 버튼을 이용하여 목록에서 바꿔

“전원 가동" 및 “최초 가동"은 동일한 ID를 가진 두 가지 이벤트입니다 시스템의 전원이 가동되거나 다운로드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ID는 000입니다.
특별 기능
랙에서 단일 경보 또는 모든 경보 활성화
테스트 모든 메뉴 번호 4300(“점프"를 누르거나, 메뉴 4300으로 이동)에서, 단일 경보 또는 모든 경보가 발령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통신을 검사할 때 매우 간편합니다. 랙에 있는 모든 경보는 몇 시간 내에 쉽게
시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메뉴
타이머, 입력장치 및 출력장치의 상태가 서비스 메뉴 번호
타이머

4980에서 모니터링될 수 있습니다.

ID를 선택한 후, 잔여 시간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예시:

ID
1 DIESEL GEN 2
TRIP REVERSE POWER 1
Remaining time 10.00
UP DOWN

DEIF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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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를 선택한 후, 각 입력장치/출력장치의 상태가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예시:

DGU ID No.:
2
Input Card 00
01A0 0000 0000 0000
UP DOWN

DGU ID No.:
2
Output Card 00
0100 0000 0000 0000
UP DOWN

채널 0에 대한 바이너리 입력신호는 좌측에 보이는 첫째 자리를 표시합니다.
낮은 상태는 0으로 표시되고, 높은 상태는 1로 표시됩니다. 입력 채녈이 아날로그로 표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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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로 표시됩니다.

페이지 8 / 10

DM-4 Land/DM-4 Marine

4189341048A

2부: 일반 메뉴 시스템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버전 메뉴
메뉴 번호

6000을 선택하면 소프트웨어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시:

43xxxx Vx.xxx Rxxxxx
PROJECT NO
43XXXX
APPL VerX.XXX RXXXXX
APPL BASIS

43xxxx Vx.xxx Rxxxxx
BASIS SW Ver. X.XX.X
Boot
SW Ver. X.XX.X
APP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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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버전 번호는 주 “설정 메뉴" 보기에도 표시됩니다.

43xxxx Vx.xxx Rxxxxx
2013-11-25
03:25:18
SETUP MENU
SETUP V0 V1 V2 V3 V4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 번호를 살펴보십시오. 최적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번호를 물어볼
것입니다. 번호를 알지 못하면, 지원자가 정확한 프로젝트 및 소프트웨어를 알지 못해 문제/해결책을 찾도록 운영자를
적절한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DEIF A/S는 상기 내용을 변경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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