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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난방을 위한 온도조절기

4 이벤트 시계 온도 조절기
최고로 안락한 온도와 최소의 에너지
소비가 필요한 바닥 전기 난방을 위한 시계
온도조절기.
• 쉬운 메뉴 탐색과 5개국어로 된 프로그램.
• 적응 제어는 안락한 온도를 요구하는
시간에 제공함을 확신합니다.
• 자동 컴포트 와 세트백 온도를 위해 내장된
시계기능.
• 엷은 시계온도조절기는 설치가 용이
합니다.
• 사용이 가능한 내장된 예정. 공장 설정
상태로 제공됩니다.
•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 백라이트.

제품 프로그램
유형

제품

ICD3-1999 방 센서와 바닥 제한 센서가 내장된 시계온도조절기.

온도조절기 제어
바닥 외부 또는 온도 조절기 내에 센서를 부착하여 온도를 조
절하는 전자온도조절기. 또한 ICD3는 레귤레이터 모드에서
도 작동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바닥 센
서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수리를 위해서 유용합니다.
전력 백업 기능을 포함한 시계와 달력이 내장
이 기능은 자동으로 편안한 온도 및 세트백 온도를 위해 내장
된 4개의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가능합니다.
그래픽 디스플레이
새로운 그래픽 메뉴와 탐색기능에 기반한 버튼 등을 포함한
고유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프로그램 및 데이터 확인을 쉽
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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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 관찰
총 전원을 켠 시간의 퍼센트 및 비용 계산을 최종 2일, 30일,
360일 동안 확인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 전체 에너지 소비
량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1-5일

방

바닥

이벤트 시간

온도

온도

1

06:00-08:00

컴포트 섭씨 20도 섭씨 25도

2

08:00-16:00

세트백 섭씨 15도 섭씨 20도

3

16:00-22:30

컴포트 섭씨 22도 섭씨 25도

4

22:30-06:00

세트백 섭씨 15도 섭씨 20도

6-7일

방

바닥

이벤트 시간

온도

온도

1

08:00-23:00

컴포트 섭씨 22도 섭씨 25도

4

23:00-06:00

세트백 섭씨 15도 섭씨 20도

개별 이벤트 프로그램:
공장에서 설정한 기간 및/혹은 온도는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프로그램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4 이벤트 5일 동안 및 2 이벤트 6일과 7일
• 4 이벤트 6일 동안 및 2 이벤트 7일
• 하루에 4 이벤트

기술적 재원
공급 전압

230 V AC ± 10 % 50/60 Hz

대기 소비 전력

1 와트

출력 릴레이 SPST

16 A 3600 W 저항 부하 혹은 1A 유도성 부하

온도 범위

섭씨 +0/+30도

온도 제한

섭씨+5/+55도

시계 기능	1 미리 장착된 프로그램과 28개의 옵션 프로
그램들

편안한 모드
단일 이벤트로 인해 방 온도가 일시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온도 조절기는 예정된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되돌아
갑니다.
수동 모드
예정된 이벤트 프로그램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
휴일 혹은 서리 방지를 위한 온도 설정 시(예 섭씨 5도 까지).
수정 모드가 취소되기 전까지 새로운 설정 값이 유지됩니다.

주위 온도

섭씨0/+30도

온/오프 격차

섭씨 0.4도

규제 원칙

PWM / PI

하우징

IP20

센서 유형

NTC (12 KΩ) 3 m.

크기 (높이/너비/깊이)

86/86/48 mm

디스플레이

100x64 pixel STN-백라이트

승인:
BEAB

© 2016 OJ Electronics A/S

3.5.5-10.16-ICD3-1999-KR ·수정을 전제로 ·® OJ 상표는 OJ Electronics A/S가 가지고 있는 등록된 상표입니다.

공장 설정 이벤트들
온도조절기는 아래 내용과 같이 공장 설정 상태의 프로그램
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