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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드 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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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화면 안내도

1: 현재 코드 번호
2: 현재 EC값
3: 현재 pH값

C : 다음화면 이동 버튼
+ : 올림 버튼
- : 내림 버튼

1 2 3

mS/F1      pH/F2

C0   0.1   6.8

C0 : 현재 EC, pH값
C1 : EC, pH 주입 비율(%) -현재진행중인 경우의 표시
C2 : 1번 탱크 프로그램의 EC, pH 설정 값
C3 : 2번 탱크 프로그램의 EC, pH 설정 값
C4 : 3번 탱크 프로그램의 EC, pH 설정 값
C5 : 1번 탱크 프로그램의 EC, PH 공급 비율
C6 : 2번 탱크 프로그램의 EC, pH 공급 비율
C7 : 3번 탱크 프로그램의 EC, pH 공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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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드 별 설명

프로그램 C0, C1 두 개의 코드는 같은 현황의 일관된 내용을 나타낸다. 

C0   0.1   6.8

EC센서 값 현황 pH센서 값 현황

※ C0는 각 개별 센서를 통해 조회되는 EC, pH값의 현황을 나타낸다.
만약 기능적 오류가 발생한다면 오류가 발생한 코드와 프로그램의 번호를 나타내며 간헐적 오류, 
그리고 그 이유(높고 낮은 EC값 또는 pH값)를 기록한다.

C1   21   33
주입되고 있는
비료의 비율

주입되고 있는
산의 비율

※ C1은 가장 높은 비율의 주입되는 는 비료의 비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산의 주입되는 비율을
나타낸다.



C6      50   50

C2 . 1.5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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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프로그램 설정

코드들은 C2에서 C7까지 사용된 모든 프로그램과 원하는 EC, pH값은 물론
두 비료의 주입 관계도 나타낸다.

※ C2, C3, C4는 프로그램 1, 2, 3이 활성화 될 때 원하는 설정 EC값을 설정한다.
(EC, pH 값은 0~9.0까지 값 설정 가능)

※ 설정 값 00은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설정 EC값
(프로그램 1번)

설정 pH값
(프로그램 1번)

활성화된 프로그램

※ C5, C6, C7은 3개 프로그램의 모든 비료 사이의 원하는 비율을 설정한다.

1번 비료의 비율
(프로그램 2번)

2번 비료의 비율
(프로그램 2번)

비 활성화된 프로그램



C0    A1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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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능적 오류 및 해결 방법

만약 EC 또는 pH에 대한 설정 비율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LCD 화면에 오류의
내용이 기록되며, 자동적으로 프로그램과 비료 주입이 중단된다.
C0의 현황에 오류의 이유가 표시된다.
※“C”버튼을 누구지 않으면 기능적 오류가 해제 되지 않고 다시 프로그램이
작동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C”버튼을 눌러줘야 한다.

경보의 프로그램
번호 표시
(예:1번 프로그램)

경보 표시 이유기록
(예: pH 때문 경보)

활성화된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