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PC (Unitary Protocol Converter)는 다중 장비 프로토콜 
변환을 위한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한다. 이것은 2개의 
개방형 프로토콜간에 변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odbus에
서 BACnet으로 또는 독점적인 프로토콜에서 개방형 프로토
콜에 연결하여 거의 모든 BAS의 프토콜과의 통합을 가능케 
한다. XPC의 특징 중 하나는, DIP 스위치의 간단한 플립과 
함께 사용하려는 개방형 프로토콜을 선택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BACnet, Modbus, N2 Bus 또는 LonWorks 중
에서 선택 가능하다. XPC는 시스템 안에서 모든 포인트를 
볼 수 있는 선택 사양 인 백라이트 LCD 디스플레이 / 키패드
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모든 기능이 합리적
인 가격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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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및 장점 

•내장형 프로토콜 지원 : BACnet (ARC156, MS / TP 및
PTP), Modbus(RTU 및 ASCII), N2 및 LonWorks

•DIP 스위치 구성 및 내장형 프로토콜 선택

•Eikon 그래픽 프로그래밍 툴을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의 프로
그래밍이 가능. Eikon에서는 오프 라인 (Eikon의 시뮬레이션
툴 사용)에서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장비에서 그래
픽으로 볼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최고의 진단 툴로서 그래픽
제어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다.

•OEMCtrl의 사용자 정의 구성 가능한 키패드 / 디스플레이
장치 - BACview6 또는 BACview5 에 대한 지원. 최대 2 개
의 키패드 / 디스플레이 장치를 원격으로 장착할 수 있다.

•로컬 액세스 포트 제공한다.

XPC 

to help you make smart decisions. 

WebCTRL® 빌딩 자동화 시스템은 빌딩 운영을 이해하고 결과 

를 분석 할 수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WebCTRL은 환경, 에너 

지, 보안 및 안전 시스템을 하나의 강력한 관리 도구에 통합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편안함을 극대화하며 지속 

가능한 건물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빌딩 관리자는 언제든지 HVAC, 조명, 중앙 플랜트 및 중 

요한 프로세스를 구내 또는 원격으로 제어하고 액세스 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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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진단을 위한 모뎀을 지원한다.



XPC 
사양 

통신 포트 : 

배터리 : 

전체 
가로(W) :  4-1/8 in. (5 cm) 
세로(H) :  5-3/16 in. (12 cm) 
깊이(D) :  1-3/4 in. (4.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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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표시 : 

보호장치 : 

인증 : 

작동 환경 : 

Port 1a : ARC156 또는 EIA-485 통신을 위해 점퍼 구성 가능. ARCNET에서 모드에서 포트는 
BACnet (156kbps)을 말한다. EIA-485 모드에서 통신 프로토콜 및 요구되는 baud 레이트는 
BACnet MS / TP, Modbus RTU 또는 N2 안에서 DIP 스위치 선택 가능 
Port 2 : EIA-485 모드 또는 EIA-232에 점퍼 구성 가능. 통신 프로토콜인 BACnet MS / TP, 
BACnet PTP, Modbus (RTU 또는 ASCII), N2, 
또는 LonWorks (SLTA를 통해)지원 
RNET : 로컬 노트북 및 / 또는 BACview 액세스 포트 
참고 : 최대 500개의 BACnet 객체와 15 개의 컨트롤 프로그램을 지원 

 배터리 CR123A는 10년간 720 시간의 지속적인 사용 

전원, 네트워크 통신, 실행 및 오류를 표시하는 LED 

내장된 서지 및 과도 보호 장치 내장. 컨트롤러는 전원 입력 및 네트워크 연결 시내부 솔리드 상태의 
Polyswitches에 의해 보호된다. "trip"에서 정상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자체적으로 리셋이 가능하므로 
놓는 Polyswitches는 교체할 필요가 없다 

FCC, UL, cUl, CE 

-20 ° ~ 140 ° F (-29 ° ~ 60 ° C); 10 ~ 95 % RH, 비응축

24 Vac ± 10 %, 50 ~ 60 Hz, 10 VA 전력 소비 (BACview 부착 시 16 VA) 
26 Vdc (25 V min, 30 V max) 단일 클래스 2 소스 전용, 100 VA 이하 

견고한 GE C2950 Cycoloy 플라스틱. 

전원 : 

외형 : 

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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