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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고, 주의 및 공지 
 

3PR 컨트롤은 안전 및 정확성을 위해서 출고 전에 공장 테스트가 이뤄진다. 그러나 제품 수명은 매뉴얼에 

설명된 올바른 사용과 적절한 예방 및 유지 보수에 따라 달라 진다.  

장비는 아래 리스트에 있는 안전 장비를 준수하며, 이러한 장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진동 혹은 소음의 원인이 되지 않으며, 날카로운 모서리 또한 갖고 있지 않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 표준 EN 392 와 97/23/CE 지침을 참조 한다. 

 
경고! 

매뉴얼 상에 경고 문구는 잠재적인 위험, 즉 부상, 사망 및 재산에 물리적 

손상을 포함한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제공 된다. 이 문구는 개인의 안전과 

장비의 올바른 작동을 유지 하기 위해 항상 준수해야 하며, 장비 작동 전에 

반드시 설명서를 준수하고 이해해야 한다. 

 
전기 위험 

이 기호는 높은 전압으로부터 사람 혹은 장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 

기호이다. 모든 현장에서 배선 작업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배선의 부적절한 연결은 화재 또는 감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전기 규정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폭발 위험! 

 

이 기호는 가압 설비 또는 전기 설비에서 파열로 인한 손상 및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 기호이다 (전자 회로 기판은 부품이나 혹은 부상이 

발생될 수 있다).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케이블, 배선, 회로 기판 

단자 또는 전원 플러그를 분리하지 않는다.  

 
PPE 보호 장비! 

이 기호는 설치 또는 해당 지역/또는 국가에서 안전 규정에 대한 개인 보호 

장비(PPE)를 요구 하며, 이는 전기적, 기계적 또는 화학적 위험이 장비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해당 보호 장비 사용을 나타낸다. 

 
공지! 

이 기호는 장비 작업, 문제 해결 및 또는 유지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하는 기호이다.  

 
참고 

이 기호는 본 매뉴얼에서 포함되지 않는 다른 문서에 대한 참조를 나타낸다.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로 연락 합니다. 

 

FRIGEL FIRENZE S.p.A. 

Via Pisana, 316 

50018  Scandicci (FI) – ITALY 

http://www.FRIGEL.com 

  

http://www.frig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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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리얼 및 모델 

3.1 명판 

3PR 장비 명판은 컨트롤 캐비닛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공지! 

장비의 시리어 번호 및 전기 규격은 장비 우측에 있는 접착 라벨에 표기되어 

있으며, 이 시리얼 번호는 부품 주문시에 필요로 한다. 

  

 
Figure 1: Adhesive label 

3.2 모델 번호 및 코딩 구조 

                    
  

  N3PRSMN 1 2 3 4       

    
 

  
    

  
 

  

  1 

 

E Ecodry Control   

    W Ecodry + Booster Water Recovery Control   
          

  2 C Central Chiller Control   

    
 

 
  

    
  

  3  M Multistage Chiller Control   

    
 

 
  

    
  

  4 
Fan type 

0 110-220V/50-60Hz   

  
 

U 110-220V/50-60Hz – Electrical panel UL   

    
 

 
  

    
  

예:  

N3PRSMN W 0 M U 
Ecodry 컨트롤 + Booster water recovery 에 설치된 3PR 컨트롤 판넬과 멀티형 냉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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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개 및 일반 정보  
 

이 매뉴얼은 Frigel Aquagel Series 3PR 컨트롤 판넬에 대한 작동, 문제 해결 및 유지 보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원격 제어 판넬은 인터페이스 터치 스크린으로 제작 되어 시스템에 변수가 있을 수 있는 

Frigel Ecodry, central air 및 냉각 장비와 시스템 제어와 장비들의 안전성과 최적 성능을 하나의 중앙 제어 

시스템으로 통합 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이 매뉴얼은 Frigel Aquagel Series 3PR 컨트롤 판넬에 대한 작동, 문제 해결 및 유지 보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원격 제어 판넬은 인터페이스 터치 스크린으로 제작 되어 시스템에 변수가 있을 수 있는 

Frigel Ecodry, central air 및 냉각 장비와 시스템 제어와 장비들의 안전성과 최적 성능을 하나의 중앙 제어 

시스템으로 통합 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Figure 2: 사용자 인터페이스 홈 화면 

 

3PR 컨트롤 판넬은 제어 기능이 가능하다 (일반 사양): 

• 최대 총 240 개의 팬을 가진 시스템  

o Ecodry 의 프로포셔널 (infinitely variable) 팬 속도 제어 

o 최대 물 설정 값을 기준으로 최소 물 소비량에 대한 아디아바틱 & 부스터 모드 제어 

o 최소 물 소비량에 대한 water recovery system 

• 최대 4 개 펌프 회로를 포함:  

o 시스템 흐름 유지를 위한 압력 컨트롤 및 펌프 에너지 절감: 

• 최대 8 개 펌프에 On/Off 설정 알고리즘  

• 최대 6 개 펌프 모드 버스를 통해 다양한 속도 드라이브 통합 

o 회로 탱크 레벨 경고, 알람 및 자동 보충 제어  

o 회로 차단 밸브 제어 

o 유지 임계 값 경고와 차압 필터의 인-라인 모니터링 

 

• 이중 펌프 자체 배수 시스템에 대한 Ecodry 재순환 펌프 스키드 (SDP) 제어. 

• 이중 펌프 자체 배수 시스템에 대한 차압을 통해 냉각기 유체 유량 표시. 

• 자동 Ecodry 배수 및 자체 배수 동결 보호를 위한 바이 패스 밸브 관리. 

• 최대 6 개 냉각기에 대한 RS485 네트워크로 중앙 냉각수 시스템 제어하는 마스터/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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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용되는 압축 공기로 다양한 용량 제어 및 최적의 온도 제어 및 에너지 절감. 

• 마스터/슬레이브 중앙 공기 냉각수 시스템 관리 및 최대 6 대 3GM 혹은 EFX 냉각기에 대한 RS485 

네트워크로 ON/OFF 제어.  

o 사용되는 압축 공기로 다양한 용량 제어 및 최적의 온도 제어 및 에너지 절감 

• 중앙 냉각기와 멀티 시스템 (즉, 3 방향 밸브)에 프리 냉각 밸브 제어 

• 타이머를 통해 시스템 원격 연동, 비상 정지 (다른 사람에 의해 원격 제어)등 디지털 입력  

• 내장 메모리에 중요한 작업 상태는 지속적으로 저장되고 또한 다운로드가 가능 하며 데이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o 시스템 작업 내역 

o 알람 시간에 이르기까지의 데이터를 갖고 문제 해결 및 고장 문제 분석  

5 설치 

5.1 사전 설치 

• 장비 검사 

o 장비를 받는 즉시, 서류와 명판의 있는 정보들을 확인 하고, 외관상 손상 혹은 장비들이 

서류와 다를 경우에는 대리점으로 문의 한다. 대리점에서 승인이 있을 때까지, 손상된 

장비들은 설치를 계속 하지 않는다.  

• 저장 장비 

o 설치 전에 확장된 저장 장비는 먼지, 습기 혹은 자외선 지역에서 보호될 수 있는 실내에 

위치해야 한다. 

5.2 장비 

 
공지! 

상기 장비는 실내에만 설치 되도록 제작 되었다.  

5.2.1 일반 

3PR 컨트롤 판넬: 

• 추후에 연결될 장비에서 최대 1000 미터(3280 ft.)  내에 거리까지 설치될 수 있으며, 거리가 더 

멀어질 경우에는 대리점으로 문의 한다. 

• 작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 전자파 방해 또는 장비 진동 등의 잠재적인 요소가 있는 위치에 가까이 두지 않는다. 

• 부식 및/또는 산화를 방지 하기 위해, 오염 있는 환경 (황, 암모니아 가스, 염분 안개 및 연기 등)에 

노출되어 있지 않도록 한다. 

• 공장 안전을 위해, 지역 규정 혹은/ 또는 NEC 에 실행된 필요한 모든 전기 장치를 설치한다. 

• 아래와 같이 대기 조건을 준수한다. 

o 저장: –10-50 °C (14-122 °F); 

o 기능 장비: 5-40 °C (49-104 °F); 

o 90 % 이하에 상대적인 습도 

5.2.2 위치 및 공간 거리 

장비는 설치 및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인력이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주고 설치해야 하나, 설치 

지역에서 권장하는 사항들은 이러한 권고 사항들 보다 우선시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장비는 작업자들이 

쉽게 읽고 조작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즉, ~ 1600mm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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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MR 

positioning 

 

Figure 4: PMR dimension (mm) 

5.3 전기 

 

5.3.1 일반 사항 

PMR 은 단상 전원을 사용한다. 모든 배선 및 전기 물품은 반드시 지역 코드 및 국가 전기 코드 (NEC)를 

준수해야 한다. 다른 전압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와 다른 장비에 관한 전기 데이터는 명판에 나타나 있으며 

발주한 서류들과 확인 하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모든 전기 데이터 및 제어 상호 연결에 대한 것은 배선 

도면을 참고 한다. (주변 방치 및 프로브 등은 단락 3 참조). 최대 전압 오차 허용 값은 +/-10% 이며, 전원 

공급 장치의 부적절한 연결은 장비의 심각한 고장을 초래할 수 있다. 장비 연결을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른다.  

 
참조 

전기 다이어그램 및 권장되는 케이블 사이즈 및 종류를 포함한 상호 연결을 

위해 제공된 배선 지침서를 참조한다 .  

 
참조 

전기 다이어그램 및 권장되는 케이블 사이즈 및 종류를 포함한 상호 연결을 

위해 제공된 배선 지침서를 참조한다.  

 
전기 위험! 

원격 연결선과 함께 있는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전에 적합한 잠금/ 태그 

아웃 절차를 따른다. 모든 배선 작업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현장 배선의 부적절한 설치는 화재 및/또는 감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역 전기 

규정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 

 
공지! 

30V 이상으로 실행되는 컨텍터가 병렬로 떨어져 있을 경우, 도관 또는 12” 

이하의 낮은 전압/컨트롤 배선 (센서, 컨트롤 및/혹은 디지털 I/O 케이블)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고장은 예기치 않는 전자파 방해의 위험이 있다! 

 
공지! 

항상 실드 케이블을 사용하고 모든 아날로그 I/O 와 통신 배선 (센서 

및/혹은 제어 배선)의 접지용 실드를 연결한다 (한쪽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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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연결 배선 

다양한 구성에 따라, 3PR 은 바이탈 시스템 작업 데이터를 얻기 위해 프로브/ 센서 및/혹은 주변 장치와 

통신을 위한 원격 I/O 모듈의 많은 수를 연결한다. (Digital, 110VAC) I/O, Analog I/O 혹은 시리얼 

통신을 분리 될 수 있는 여부에 따라, 연결 랜딩 할 때 아래에 절차에 따라 진행 한다.  

• 배선 검사를 종료 할 때, 단자 블록에 각 연결이 적절하게 고정 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 아날로그 I/O 배선은 전원 공급 및 디지털 I/O 케이블/배선으로부터 전자기의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 디지털 I/O 배선/ 케이블은 전원 공급 장치 및 아날로그 I/O 케이블/전자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분리 되어 있어야 한다. 

• 전원 공급 케이블로 같은 전선관에 센서, 컨트롤, 및/혹은 디지털 입력 케이블을 설치 하지 

않는다.  

• 아날로그 I/O 주변 장치는 피복된 케이블로 최소 단면적 1 mm²으로 사용된 만큼 3PR 에서 최대 

1000 미터 (3280ft.) 거리에서 설치 할 수 있다. 

• 모든 시리얼 통신 장비 배선(즉, 모든 프리겔 혹은 모드버스 네트워크 1-4, 등에 있는 다른 주변 

장비들) 은 반드시 전원 공급  및 디지털 I/O 케이블/배선을 전자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분리 

되어 있어야 한다.  

5.3.3 통신 네트워크 

5.3.3.1 MODBUS 개요 

Modbus® 은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PLC)를 사용하는 Modico 에 의해 도입된 직렬 통신 프로토컬 

이다. 사용이 용이한 Modbus 프로토컬은 통신 네크워크의 마스터 컨트롤러와 슬레이브 장치의 다양성을 

통합하고, 열러개의 슬레이브 장치와 미스터 장치를 포함한 멀티 드롭 네트워크를 만들때, 일반적으로 

RS485 가 사용된다.   

 

 

Figure 5: Interconnecting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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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 3PR MODBUS MASTER-SLAVE 주변 장비 통신 네트워크 

3PR 시스템 컨트롤 판넬은 Modbus RTU 를 RS485 네트워크를 통해 네트워크 드롭으로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가능한 주변 장비를 통신한다. 3PR 은 주변 장비와 통신하기 위한 전용 네트워크 4 Modbus RTU 

(RS485)를 갖고 있다 ( 위에상호연결 다이어그램 참조). RS485 네트워크는 마스터 장비 (3PR) 와 

주변장비 (HMI, Ecodry unit, pumping station(s) 등) 간의 양방향 통신 장비이다. 각각의 네트워크은 통신 

네트워크의 모든 장비가 “daisy chain” 구성에 연결되어 있는 차폐 연선 (Belden 3106A 혹은 동급)에 

연결로 ISO/IEC 8482.1993 를 준수해야 한다. 3PR 에서 HMI 로 배선 연결은 HMI 원격이 장착되어 있는 

옵션을 구매하지 않는 이상, 공장 설치시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 모든 Modbus 주소, 주변 장비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 데이터 수집 및 제어는 공장에서 스탠다드로 프로그래밍 된다. 다른 장비가 추가되어 

3PR 에 의해서 제어되는 경우에는, 모든 Modbus 데이터 포인트 및 주소는 시스템 시작 전에 요구되어 

지며 프리겔 직원에 의해서만 프로그래밍 되어 진다.  

5.3.3.2.1.1 MODBUS MASTER-SLAVE 통신 네트워크 1 

다음은 3PR Modbus 네트워크 1 에 연결된 장치에 대한 표준 네트워크 구성을 요약한 표이다. 아래 테이블 

에 명시된 각 장비 (addresses 1-10) 은 3PR daisy chain Modbus Network 1 내에 있는 어느곳에도 연결 

할 수 있다. 각 장비의 주소는 원격 I/O 보드의 딥 스위치를 구성하여 선택할 수 있다 (특정 주변 장치의 

설명 참조). 기본 Modbus 파라메터는 다음과 같다.  

• Baud Rate: 19,200 

• Parity: 2 

• Data Bits: 8 

• Stop Bits: 1 

 

Field Board 

Address 
Duty Description 

1 

Circuit A - 

Ecodry Water 

System 

최대 8 개의 on/off 펌프 알람 상태 모니터링, 6 개의 직렬 연결된 VFD 펌프, 

monitor supply 및 리턴 온도, 탱크 레벨, 급수 압력, 필터 inlet/outlet 압력, 

리필 밸브 on/off 및  circuit A water system 에 대한 리턴 라인 shut off 밸브 

open/ close 를 제어함.  

2 

Circuit B - 

Chilled Water 

System 

최대 8 개의 on/off 펌프 알람 상태 모니터링, 6 개의 직렬 연결된 VFD 펌프, 

monitor supply 및 리턴 온도, 탱크 레벨, 급수 압력, 필터 inlet/outlet 압력, 

리필 밸브 on/off 및  circuit B water system 에 대한 리턴 라인 shut off 밸브 

open/ close 를 제어함. 

3 

Circuit C - 

Evaporator 

Water Supply 

최대 8 개의 on/off 펌프 알람 상태 모니터링, 6 개의 직렬 연결된 VFD 펌프, 

monitor supply 및 리턴 온도, 탱크 레벨, 급수 압력, 필터 inlet/outlet 압력, 

리필 밸브 on/off 및  circuit C water system 에 대한 리턴 라인 shut off 밸브 

open/ close 를 제어함. 

4 

Circuit D - 

Multistage 

Water System 

최대 8 개의 on/off 펌프 알람 상태 모니터링, 6 개의 직렬 연결된 VFD 펌프, 

monitor supply 및 리턴 온도, 탱크 레벨, 급수 압력, 필터 inlet/outlet 압력, 

리필 밸브 on/off 및  circuit D water system 에 대한 리턴 라인 shut off 밸브 

open/ close 를 제어함. 

5 

SDP – Self 

Draining 

System 

최대 8 개의 on/off 펌프 알람 상태 모니터링, Ecodry  리턴 온도 확인, 탱크 

레벨, 공급수 압력 및 Ecodry Self Draining Pump Circuit 리필 밸브 On/Off. 

6 N/A N/A 

7 
Central 

Chiller(s) 

최대 6 개의 직렬로 연결된 중앙 냉각기 (3GM, 3HL, EFX)를 모니터링, 주변 / 

콘덴서, 공급 및 리턴 온도 제어 및 모니터링 가능 및 중앙 냉각 시스템에 free 

cooling valve open/close. 

8 
Multistage 

Chiller(s) 

6 직렬로 연결된 멀티 냉각기를 모니터 및 제어 가능, 최대 3 개 제품의 리턴, 

공급, 주변/응축 온도 모니터링 가능 및 시스템에 free cooling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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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close , 프로세스의 heat exchanger bypass valve Open/off 및 냉매 

시스템을 차단하는 프로세스의 부하에 대하 디지털 입력 모니터링. 

9 

Ecodry 

[MASTER] 

Row 

Ecodry 의 마스터 행에 있는 10 개 직렬로 연결된 팬 모니터링 가능.  

RS485 서브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row 의 adiabatic valve, 3 booster stages, 

simple self draining vent valve & bypass valve, BWR pump, BWR drain, 

outler 및 주변 온도, adiabatic 및 booster pressures, booster supply 

pressure, Ecodry inlet 및 outlet 압력 및 booster 공급 압력 모니터 및 제어 

가능. 

10 

Ecodry 

Secondary 

Row 

Ecodry (사용 가능할 경우) 시스템에 2 번째 행에서 최대 10 개 직렬로 연결된 

팬을 모니터 및 컨트롤 가능하다. RS485 sub 네트워크 외에도, 이 열의 

adiabatic valve, 3 booster stages, simple self draining vent valve & bypass 

valve, BWR pump, adiabatic 및 booster pressures 과 booster supply 

pressure 을 모니터 및 제어할 수 있다. 

5.3.3.2.1.2 MODBUS MASTER-SLAVE 통신 네트워크 2 

다음은 3PR Modbus 네트워크 2 장치에 연결된 기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요약한 표이다. 아래 표 (주소 

11-20)에 지정된 각각의 장치는 3PR daisy chain Modbus Network2 내에 어디서든 연결 할 수 있다. 각 

장치의 주소는 remote I/O board (specific peripheral 주변 장비 매뉴얼 참조)에 dip switch 을 구성하여 

선택할 수 있다.  

• Baud Rate: 19,200 

• Parity: 2 

• Data Bits: 8 

• Stop Bits: 1 

 

Field Board 

Address 
Duty Description 

11-20 

Ecodry 

Secondary 

Row 

Ecodry (사용 가능할 경우) 시스템에 2 번째 행에서 최대 10 개 직렬로 연결된 

팬을 모니터 및 컨트롤 가능하다. RS485 sub 네트워크 외에도, 이 열의 

adiabatic valve, 3 booster stages, simple self draining vent valve & bypass 

valve, BWR pump, adiabatic 및 booster pressures 과 booster supply 

pressure 을 모니터 및 제어할 수 있다. 

5.3.3.2.1.3 MODBUS MASTER-SLAVE 통신 네트워크 3 

다음은 3PR Modbus 네트워크 3 장치에 연결된 기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요약한 표이다. 아래 표 (주소 

21-30)에 지정된 각각의 장치는 3PR daisy chain Modbus Network3 내에 어디서든 연결 할 수 있다. 각 

장치의 주소는 remote I/O board (specific peripheral 주변 장비 매뉴얼 참조)에 dip switch 을 구성하여 

선택할 수 있다.  

• Baud Rate: 19,200 

• Parity: 2 

• Data Bits: 8 

• Stop Bits: 1 

 

Field Board 

Address 
Duty Description 

21-30 

Ecodry 

Secondary 

Row 

Ecodry (사용 가능할 경우) 시스템에 2 번째 행에서 최대 10 개 직렬로 연결된 

팬을 모니터 및 컨트롤 가능하다. RS485 sub 네트워크 외에도, 이 열의 

adiabatic valve, 3 booster stages, simple self draining vent valve & bypass 

valve, BWR pump, adiabatic 및 booster pressures 과 booster supply 

pressure 을 모니터 및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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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1.4 MODBUS MASTER-SLAVE 통신 네트워크 4 

다음은 3PR Modbus 네트워크 4 장치에 연결된 기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요약한 표이다. 아래 표 (주소 

32)에 지정된 각각의 장치는 3PR daisy chain Modbus Network4 내에 어디서든 연결 할 수 있다. 기본 

Modbus 파라메터는 다음과 같다.  

• Baud Rate: 38,400 

• Parity: 0 

• Data Bits: 8 

• Stop Bits: 2 

 

Field Board 

Address 
Duty Description 

32 HMI HMI (사용자 인터페이스) 에 통신을 제공하는 시리얼 링크. 

 

5.3.3.3 3PR MODBUS SLAVE-BUILDING 자동화 시스템 (BAS) 네트워크 

3PR 시스템 제어 패널은 다음과 같은 기본 파라메터를 사용하여 Ethernet TCP / IP 네트워크에서 Modbus 

RTU 를 통해 높은 건물, 넓은 감시 시스템에 연결 가능 하다.  

• Baud Rate: 38,400 

• Parity: 0 

• Data Bits: 8 

• Stop Bits: 2  

 

3PR 의 Modbus 의 BAS 에 허용 된 테이블에 나타난 코드 및 설명을  Frigel 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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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 장비 인터페이스 터치 스크린 (HMI) 

6.1 네비게이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터치 스크린 LCD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다. 홈 화면에서 운영자는 시스템의 작동 

개요 및 활성화 되고 있는 주변 장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하며, 일반적으로 그날 작업 상태를 

보여준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활성화 되어 있는 장비들의 알람 히스토리, 설정 메뉴 및 자세한 내용들은 

터치 스크린 화면을 통해 검색 및 확인 가능하다. 작업자는 홈 화면에 “button’을 누르면 각 장비들의 

섹션을 확인 할 수 있다. 활성화 되어 있는 장비 혹은 옵션 장비들만 검색할 수 있다. 활성화 될 장비들은 

색깔로 구분이 되며, 비활성화 될 경우에는 연한 회색으로 표시 된다.  

 

 

Figure 6: User interface home screen 

# Legend Description 

1 Ecodry 

홈 화면에 Ecodry 부분에는 Ecodry 상태 (Off, Dry, Adiabatic, Booster ),  

Delivery Temperature (TsA or TsE, depending on control sensor); Fan Speed 

Demand; Ecodry current set point (Act.); Minimum allowable Ecodry set point 

(Min.); Maximum allowable Ecodry set point (Max.); Free cooling set point (F.C.). 및 

(사용가능한 녹색일 경우) 버튼은 Ecodry P&ID Screen, Ecodry Performance Zoom 

Screen, Self-Draning Screen (self-draining system 가능한 경우), Spray System 

Screen (spray system 가능한 경우)로 탐색 기능을 제공한다. 

2 
Process 

Circuits 
N/A 

3 Central Chiller N/A 

4 Multistage N/A 

5 
Alarm History 

Button 

알람 이력 버튼: 작업자는이 버튼으로 알람 / 경고 화면으로 언제든지 이동 할 수 있다. 

이 버튼의 색상은 알람 또는 경고 상태에 따라 변경된다. 일반적인 작업 상태 (알람 및 

경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랑색이며, 경고 및 알람이 발생할 경우에는 버튼은 

노란색으로 깜박거린다. 

6 Power Button 
시스템 전원 버튼은 전원이 꺼져 있을 경우에는 빨강색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표시된다. 시스템이 작동되거나, 종료 하는 동안에는 버튼은 노랑색으로 

1 

3 

6 

5 

2 

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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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다. 우발적으로 시스템이 작동 및 정지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해당 버튼이 

눌러진 후에 일어난다.  

7 Menu Button 설정 메뉴 버튼은 운영자가 설정 메뉴로 들어간다. 

8 Date and Time  표시 날짜 및 시간, 형식 YYYY-MM-DD, HH:MM:SS 

6.1.1 주변 장비 화면 SECONDARY PERIPHERAL DEVICE SCREENS 

홈 화면에서 사용자는 활성화된 주변 장비를 탐색하여 자세한 작동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터치 스크린 

HMI 를 통해 가능하며, 홈 화면에 연결된 장비 쪽에서 활성화된 “button” (위에서 지정한 색으로 구분됨)을 

가볍게 터치한다 (아래 참조). 작업자가 홈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이동한 후에는, “HOME”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훔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  

6.1.1.1 ECODRY P&ID 화면 

EcoDry P & ID 화면에는 Ecodry 제어와 관련된 모든 센서, 펌프 및 밸브에 관한 실시간 측정 값과 상태가 

표시된다. 또한 Ecodry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센서, 밸브, 기타 장비 (즉, adiabatic, booster valve, filter, 

shutoff valve, 공급 및 리턴 온도 등) 들을 대략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현재 비활성화 되어 있는 모든 

장비들은 밝은 회색 (예: 아래 회로 A)으로 나타나며, 동시에 작업자는 화면을 터치하면 값과 범례값 간을 

전환 할 수 있다. 

 

  
Figure 7: Ecodry P&ID Screen [Legend] 

 

# Legend Description 

1 

Ecodry Demand, 

PinE, TrE, PoutE, 

TsE, and Tae 

P & ID 부분에는 실제 팬의 속도 요구량 (0 ~ 100 %), Ecodry 장비로 유입, 반입 

되는 유체 압력 (PinE, PoutE), 온도 (TrE, TsE), 주변 공기 온도 (TaE)를 

나타낸다. 사양 제어에 관한 부분은 Ecodry Fluid Cooler 를 참조한다.  

2 

Booster Solenoid 

Valve(s) & Pb1E, 

Pb2E (if Booster 

Control Enabled) 

P & ID 섹션에서는 부스터 밸브 스테이지 1-3 의 상태가 표시된다. ON (밸브 

열림)일 경우에는 초록색, OFF (닫힘) 경우에는 진한 회색으로 나타난다. Booster 

valve 각 단계마다 “spray stream”을 개방한다. 이는 마지막에 열린 밸브가 

파랑색으로 바뀌어 해당 booster 단계에서 스프레이되는 것을 나타낸다. b1E & 

Pb2E 는 모든 Ecodry 행에서 최저 booster manifold pressure 을 (booster 의 세 

번째 단계까지는 컨트롤에 의해 켜진다)을 나타낸다. 제어사양에서 Adiabatic 

Booster Mode 를 참조한다.   

2 

3 

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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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iabatic Valve(s) 

status, and 

Capacity, PaE (if 

Adiabatic Control 

Enabled) 

P & ID 섹션에서는 Adiabatic valve 상태가 나타난다. ON (밸브 열림)일 경우에는 

초록색, OFF (닫힘) 경우에는 진한 회색으로 나타난다. 밸브가 Open 및 Close 에 

따라 “mist” 구름모양은 adiabatic chamber 에 스프레이가 작동함을 나타나기 

위해 파랑색으로 바뀐다. PAE 는 모든 Ecodry 행에서 최저 adiabatic supply 

pressure (adiabatic read ~0 단계까지는 컨트롤에 의해 켜진다)를 나타낸다. 

Adiabatic 수요량 (즉, 0 %, 20 %, 40 %, 60 %, 80 %)은 adiabatic 단계에서 

제어하는 곳을 나타낼 것이다. 제어 사양에 대한 Adiabatic Mode 를 참조한다.  

4 

Recovery (BWR) 

Pump, filter and 

drain status, PsE, 

and LtE (if BWR 

Control Enabled) 

P & ID 섹션에서는 BWR 펌프와 배수 밸브의 상태가 나타난다. ON (펌프 on, 

valve open)일 경우 초록색, OFF (펌프 off, valve closed)일 경우에는 회색으로 

나타난다. Recovery tank (LtE)와 booster pump supply pressure (PsE)에서 수량 

또한 나타낸다. 제어 사양에 대한 Water Recovery (BWR)을 참조한다.  

5 Button(s) Ecodry P & ID 에서 사용 가능한 버튼은 "HOME"버튼이다.  

6.1.1.2 ECODRY PERFORMANCE ZOOM 화면 

Ecodry Performance 화면은 Ecodry 장비와 연결된 모든 장비의 실행 데이터를 보여준다. 즉각적으로 

나타난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며, 곡선들은 지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추세를 

표시한다. 사용자는 곡선 #1 을 터치하면 Ecodry fan speed 수요 곡선 (파랑색 선)을 숨기거나, 볼 수 

있다. 

 
Figure 8: Ecodry Performance Screen;  

# 
General 

Description 
Legend 

1 

Plot showing fan 

speed and Ecodry 

Modes Demand.   

Blue Line  팬 속도 요구량 %, 우측에는 scale 

Black Line 

Ecodry Mode 및 수요 (Adiabatic 및 Adiabatic Booster %), 

그래프로 된 단계 값 (Adiabatic mode 는 0, 20, 40, 60, 

80 이 될수 있다). 

2 

Plot showing 

Ecodry control 

temperature 

Yellow Line 
Delivery temperature / Ecodry control 에 대한 feed back 

(TsA 또는 TsE); 온도는 자동으로 좌측에 측정됨. 

Yellow Dotted Line Delivery temperature 에 대한 실제 설정 포인트. 

3 
Ecodry Fan 

Speed Data 

Fans Speed 

Demand 

실시간 값, 팬 요구 속도 퍼센트 (0 ~ 100 %), 팬 꺼진 부분 = 

0 %와 팬 최대속도 = 100 %.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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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Fan 

Speed 

모든 fan 의 실제 속도에 대한 최소값 및 해당 row 에 실제 

값을 실시간으로 나타냄.  

Maximum Fan 

Speed 

모든 fan 의 실제 속도에 대한 최대값 및 해당 row 에 실제 

값을 실시간으로 나타냄. 

4 
Ecodry Fan Power 

Data 

Total Fans Power 

Consumption 
실시간 값, 시스템의 팬 총 소비 전력. 

Total Fans Current 실시간 값, 시스템 팬의 총 amp draw 표시. 

Minimum Fans 

Current 

모든 fan 의 실제 amp draw 에 대한 최소값을 실시간 표시 및 

어떤 row 에 위치해 있는지 나타냄.  

Maximum Fans 

Current 

모든 fan 의 실제 amp draw 에 대한 최대값을 실시간 표시 및 

어떤 row 에 위치해 있는지 나타냄. 

5 Temperatures 

Actual Set Point Ecodry 제어를위한 현재의 온도 설정 값. 

Delivery 

Temperature (TsA 

or TsE) 

Delivery temperature / Ecodry 제어를 위한 피드백 (TSA 또는 

TSE) 

Ambient Dry Bulb 

Temperature (TaE) 
주변 Dry Bulb 온도 (3DK/ EDK 설치된 공장) 

6 Buttons 
Ecodry Performance 화면에서 가능한 버튼은 “HOME” 과 “RESET” 이다. “RESET” 

버튼은 plots (#1 & 2 above)을 재설정하는데 사용된다.  

6.1.1.3 ECODRY SPRAY SYSTEM 화면 

The EcoDry P&ID 화면은 Ecodry Spray System control 에 관련된 모든 펌프, 밸브 및 센서 상태 및 실시간 

리딩 값을 나타내며, 스프레이 시스템 센서, 밸브 및 다른 장비들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화면에 표시된다. 

또한 현재 비활성화된 장비는 밝은 회색으로 나타난다.  

 
Figure 9: Spray System Screen  

# Legend Description 

1 

Booster 

Solenoid 

Valve(s) & 

Pb1E, Pb2E (if 

Booster Control 

Enabled) 

P&ID 섹션에서 booster valve stages 1-3 의 상태를 나타내며, ON (valve 열림), OFF 

(닫힘)일 경우에는 진한 회색으로 나타난다. dark grey if off (closed). Booster valve 

의 각 단계에 “spray stream”가 열리며, 마지막 켜진 밸브는 부스터 단계에서 분사를 

나타내기 위해 파란색으로 바뀐다. booster control 의 상태 ( Off, Paused, Running, 

등) 또한 왼쪽 상단에 표시된다. 컨트롤 사양서에 Adiabatic Booster Mode 참조.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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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iabatic 

Valve(s) status, 

and Capacity, 

PaE (if 

Adiabatic 

Control 

Enabled) 

P&ID 섹션에서 adiabatic valve 의 상태를 나타내며, ON (valve 열림), OFF (닫힘)일 

경우에는 진한 회색으로 나타난다. 밸브가 Open 및 Close 에 따라 “mist” 구름모양은 

adiabatic chamber 에 스프레이가 작동함을 나타나기 위해 파랑색으로 바뀐다 

Adiabatic 수요량 (즉, 0 %, 20 %, 40 %, 60 %, 80 %)은 adiabatic 단계에서 

제어하는 곳을 나타낼 것이다. 컨트롤 사양서에 Functions 에서 Adiabatic Mode 참조.  

3 

Recovery (BWR) 

Pump, filter and 

drain status, 

PsE, and LtE (if 

BWR Control 

Enabled) 

P&ID 섹션에서 BWR pump 와 drain valve 의 상태를 나타내며, ON (pump on, valve 

열림), OFF (pump off, valve 닫힘)일 경우에는 진한 회색으로 나타난다. recovery 

tank(s) (LtE)에 수량과 booster pump supply pressure (PsE) 또한 표시된다. ayed. 

컨트롤 사양서에 Functions 에서 Water Recovery (BWR) 참조.  

4 

Ecodry Spray 

System’s Row 

Pressures 

이 차트는 각 활성화된 Ecodry row 에서 PsE, PaE, PbE1 및 PbE2 에 대한 압력 값을 

보여준다. 이 데이터로 BWR kit  필터 전체의 압력 차 (∆P)를 계산하고 표시해 준다. 

각 셀의 배경색은 빨강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며, 빨강은 값이 알람 설정값 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시스템이 분사를 시작할 때, 값 (압력)은 알람 설정치 보다 오를경우 

오랜지 색으로 변경 된다.  

5 Settings BWR kit 에 중요한 운영 설정은 작업자 참조를 위해 여기에 표시된다.   

6 Button(s) Spray System 화면에서 가능한 버튼은“HOME” 버튼이다.  

 

6.1.2 설정 메뉴 

시스템 설정 메뉴는 HMI 홈화면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으며, 누르는 즉시 패스워드 입력 메세지가 표시 

된다. 3 단계 사용자 레벨이 있는데 (customer, installer, 및 manufacturer), 사용자가 시간, 날짜, 언어, 

측정 단위 등의 파라메터 를 탐색, 보기 및/ 혹은 설정할 수 있다.   

 

Customer Level Password: 없음. 

 
Figure 10: Menu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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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알람/경고 화면 

알람 화면은 HMI 홈 화면을 통해서만 접근 할 수 있으며, 모든 알람 히스토리를 나타낸다 (리셋 버튼으로 

지우지 않는 이상). 알람이 발생시, 알람 화면은 컨트롤러에 의해 자동으로 탐색한다. 알람은 시간순으로 , 

최신것을 위에서 부터 정렬되어 나타난다. 알람/경고를 reset 하는 방법에는 자동, 수동 및 암호로 하는 

수동으로 되어 있다. 수동으로 재설정해야 하는 알람은 먼저 알람을 누르고 알람 조건을 해제해야 하며, 

“CHECK-MARK” 를 누르면 알람이 재설정된다. 

 

  

Figure 11: Alarm/Warning Screen 

 

# Legend Description 

1 
Active 

Alarm/Warning 

활성화된 알람은 노란색으로 표시된다. 알람/경고 이름, 일반적인 설명 및 사건 시간은 

화면에 나타난다. 추가적인 알람/경고 정보에 대해서는, 사용자 alarm/warning 행을 

누르면 확인 할 수 있다. 참조 Alarm/Warning Troubleshooting.  

2 
Inactive 

Alarm/Warning 

알람/경고가 해제되고 재설정되면, 비활성화 상태로 되고 행은 회색으로 변경된다. 

알람/경고 이름, 설명 및 시간은 참고사항으로 계속 표시 된다. 알람/경고 이름 , 설명 및 

사건 시간은 추후 참조를 위해서 계속 표기된다. 추가적인 알람/경고 정보에 대해서는, 

사용자 alarm/warning 행을 누르면 확인 할 수 있다. 참조 Alarm/Warning 

Troubleshooting.  

3 
Alarm/Warning 

Reset Button 

사용자가 알람/ 경고의 원인을 확인하고 해지 하면, 수동 리셋이 요구되며 사용자는 

알람 리셋 버튼을 눌러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Clear All 

Alarms/ 

Warnings 

Button  

이 버튼은 사용자가 알람/ 경고 기록을 지울 수 있게 한다. (암호 필요). 

5 

Toggle 

Inactive/Active 

Button 

이 버튼은 알람 화면에서 모든 비활성화인 알람을 전환 할 수 있다.   

6 Home Button “HOME” 화면으로 다시 이동한다.    

1 

2 
4 

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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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 ALARM/WARNING 문제해결 

알람 발생시에는 알람 행에는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된다 (위 참조). 그러나, troubleshooting 팝업 기능은 

나타난 알람 열을 탭 하면 임의의 경보에 대한 가능한 알람 원인을 접근 할 수 있게 한다.   

 

 

Figure 12: Alarm/Warning Troubleshooting Screen 

# Legend Description 

1 
Troubleshootin

g Information 
알람/ 경고 발생시간, 알람/경고 이름 및 가능한 원인이 troubleshooting 팝업에 표시됨. 

2 

Close 

Troubleshootin

g Popup 

troubleshooting 팝업창을 닫기 위해서, 팝업 창을 살짝 터치한다. 

3 
Navigate to 

related screen 
이 버튼은 알람/경고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가장 중요한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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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2 ALARMS/WARNINGS 리스트 

6.1.3.2.1 SPRAY SYSTEM 

Name Type Reset Troubleshooting Actions 

Low 

PbE1/ 

PbE2 

WARNIN

G 
MANUAL 

가능한 원인:  

여러줄 사용시, 주요 공급수 스트레이너를 

점검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향 받은 줄에 

공급수 스트레이너를 점검한다. 영향 받은 

열에 부스터 솔레노이드 밸브가 올바르게 

작동되는지 점검한다. 시스템 화면을 확대 

하면 영향 받은 행을 식별한다.   

 

Low PaE 
WARNIN

G 
MANUAL 

가능한 원인: 

여러줄 사용시, 주요 공급수 스트레이너를 

점검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향 받은 줄에 

공급수 스트레이너를 점검한다. 영향 받은 

열에 Adiabatic 솔레노이드 밸브가 올바르게 

작동되는지 점검한다. 영향 받은 행을 

식별하기 위해 시스템 화면을 확대하여 

탐색한다.  

 

Filter 

Drop 

Warning 

- BWR 

WARNIN

G 
MANUAL 

가능한 원인:  

필터 오염,PsE/PaE 센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거나, 손상됨 (판독 오류)  

NAVIGATE TO SPRAY SYSTEM ZOOM 

SCREEN TO IDENTIFY AFFECTED ROW(S)  

 

Filter 

Drop 

Alarm - 

BWR 

ALARM MANUAL 

가능한 원인: 

필터 오염 및, PsE/PaE 센서 보드 연결 혹은 

손상 (판독 오류)  

NAVIGATE TO SPRAY SYSTEM ZOOM 

SCREEN TO IDENTIFY AFFECTED ROW(S) 

BWR 펌프 사용 불가, 

BWR 드레인 밸브 

오픈. 

Adiabatic 

Service 

WARNIN

G 
PW 해당 서비스 직원에게 유지 보수 작업 요청.  

Booster 

Service 

WARNIN

G 
PW 해당 서비스 직원에게 유지 보수 작업 요청.  

Low PsE 

Warning 

WARNIN

G 
MANUAL 

가능한 원인:  

파이프 고장 혹은 회로에 물 부족. 펌프 삼상 

전원 공급 공정 확인. 

NAVIGATE TO SPRAY SYSTEM ZOOM 

SCREEN TO IDENTIFY AFFECTED ROW(S)  

 

Low PsE 

Alarm 
ALARM MANUAL 

가능한 원인: 

파이프 고장 혹은 회로에 물 부족. 펌프 삼상 

전원 공급 공정 확인. 

NAVIGATE TO SPRAY SYSTEM ZOOM 

SCREEN TO IDENTIFY AFFECTED ROW(S) 

BWR 펌프 사용 불가, 

BWR 드레인 밸브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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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2.2 ECODRY ALARMS 

Name Type Reset Troubleshooting Actions 

3PR-ECODRY 

ROW # TB5 

COMMUNICATIO

N ERROR 

ALARM 
MANUA

L 

가능한 원인:  

직렬 통신 회선 끊김, 통신 네트워크 

배선 불량, 주변 환경에서 전자파 

방해. 

팬 스피드 0, 

ADAIBATIC & 

BOOSTER 밸브 닫힘, 

SD 펌프 OFF, SSD 

드레인 밸브 열림, SSD 

BYPASS 밸브 열림, 

BWR 펌프 OFF 

및 BWR 드레인 밸브 

열림. 

"SERIAL 

COMMUNICAITO

N ERROR 

WARNIN

G 

MANUA

L 

가능한 원인:  

직렬 통신 회선 끊김, 통신 네트워크 

배선 불량, 주변 환경에서 전자파 

방해. 

 

ECODRY ROW #, 

FAN # 

WARNIN

G 
AUTO 

가능한 원인:  

LOSS OF PHASE, 전압부족 및 

과전압, 팬 모터 오버 히팅, 팬 로커 

고정. 

 

HIGH TsE 

TEMPERATURE 

WARNING 

WARNIN

G 
AUTO 

가능한 원인: 

알람 상태인 팬(들)이 작동 되지 않음, 

TsE 센서 손상 (판독 오류), 시스템의 

과열 부하가 너무 높음, 메인 공정 

바이패스가 너무 멀리 열러 있음, 

ADIABATIC 및/혹은 BOOSTER 키트 

작동 오류 (즉, 물부족, 밸브 닫힘, 

스트레이너 닫힘) 

 

"ECODRY 

TEMPERATURE 

SENSOR TaE 

판독 오류 

ALARM AUTO 

가능한 원인: 

센서 배선이 OPEN 혹은 SHORTED. 

터미널 블록에 배선  및 상호 연결 확인 

및 센서 결함, 센서 교체. 

ECODRY 실제 

설정값을 최대 

설정값으로 변경. 

"ECODRY 

TEMPERATURE 

SENSOR TsE 

판독 오류 

ALARM AUTO 

가능한 원인: 

센서 배선이 OPEN 혹은 SHORTED. 

터미널 블록에 배선  및 상호 연결 확인 

및 센서 결함, 센서 교체. 

IF CONTROL ON TsE:  

팬 속도 0, ADAIBATIC 

& BOOSTER 밸브들 

닫기, SD PUMPS OFF, 

SSD DRAIN VALVE 

OPEN, SSD BYPASS 

VALVE OPEN, BWR 

PUMPS OFF 및 BWR 

DRAIN VALVE OPEN, 

및 중앙 칠러 FREE 

COOLING 밸브를 

SUMMER 로 설정. 

"ECODRY, 

TEMPERATURE 

SENSOR TrE 판독 

오류" 

WARNIN

G 
AUTO 

가능한 원인: 

센서 배선이 OPEN 혹은 SHORTED. 

터미널 블록에 배선  및 상호 연결 확인 

및 센서 결함, 센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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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DRY ROW 

#, PRESSURE 

SENSOR PinE 

판독 오류" 

ALARM 
MANUA

L 

가능한 원인: 

센서 배선이 OPEN 혹은 SHORTED. 

터미널 블록에 배선  및 상호 연결 확인 

및 센서 결함, 센서 교체. 

IF SD PUMPS 

CONTROL:  

팬 속도 0, ADAIBATIC 

& BOOSTER 밸브들 

닫기, SD PUMPS OFF, 

BWR PUMPS OFF 및 

BWR DRAIN VALVE 

OPEN, 및 중앙 칠러 

FREE COOLING 

VALVE 를 SUMMER 로 

설정. 

"ECODRY ROW 

#, PRESSURE 

SENSOR PoutE 

판독 오류" 

ALARM 
MANUA

L 

가능한 원인: 

센서 배선이 OPEN 혹은 SHORTED. 

터미널 블록에 배선  및 상호 연결 확인 

및 센서 결함, 센서 교체. 

IF SD PUMPS 

CONTROL:  

팬 속도 0, ADAIBATIC 

& BOOSTER 밸브들 

닫기, SD PUMPS OFF, 

BWR PUMPS OFF 및 

BWR DRAIN VALVE 

OPEN, 및 중앙 칠러 

FREE COOLING 

VALVE 를 SUMMER 로 

설정. 

"ECODRY BWR 

LEVEL 

TRANSREDUCER 

LtE 판독 오류" 

ALARM AUTO 

가능한 원인: 

센서 배선이 OPEN 혹은 SHORTED. 

터미널 블록에 배선  및 상호 연결 확인 

및 센서 결함, 센서 교체. 

BWR PUMPS OFF 및 

BWR DRAIN VALVE 

OPEN 

ECODRY ROW # 

PRESSURE 

SENSOR PsE 

판독 오류 

ALARM AUTO 

가능한 원인: 

센서 배선이 OPEN 혹은 SHORTED. 

터미널 블록에 배선  및 상호 연결 확인 

및 센서 결함, 센서 교체. 

BWR PUMPS OFF 및 

BWR DRAIN VALVE 

OPEN 

ECODRY ROW #, 

PRESSURE 

SENSOR PbE1 

판독 오류 

WARNIN

G 
AUTO 

가능한 원인: 

센서 배선이 OPEN 혹은 SHORTED. 

터미널 블록에 배선  및 상호 연결 확인 

및 센서 결함, 센서 교체. 

 

ECODRY ROW #, 

PRESSURE 

SENSOR PbE2 

판독 오류 

WARNIN

G 
AUTO 

가능한 원인: 

센서 배선이 OPEN 혹은 SHORTED. 

터미널 블록에 배선  및 상호 연결 확인 

및 센서 결함, 센서 교체. 

 

ECODRY ROW #, 

PRESSURE 

SENSOR PaE 

판독 오류 

WARNIN

G 
AUTO 

가능한 원인: 

센서 배선이 OPEN 혹은 SHORTED. 

터미널 블록에 배선  및 상호 연결 확인 

및 센서 결함, 센서 교체. 

 

BWR PUMP 

BREAKER FAULT 

ROW # 

ALARM MANUA

L 

가능한 원인:  

펌프 로터 잠금, 펌프 모터 과열, 펌프 

모터 전선의 접지, PHASE LOSS 혹은 

IMBALANCE, 과전압 혹은 전압 부족, 

콘텍터 손상, 회로 차단기 또는 관련 

보조 접점 손상. 

BWR PUMPS OFF 및 

BWR DRAIN VALVE 

OPEN 



7 FUNCTIONS 
3PR 원격 제어 판넬은 컨트롤링 하는 기능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표준 기능).  

• proportional (infinitely variable) 팬 스피드로 제어되는 Ecodry fluid cooler (참조 Ecodry Fluid 

Cooler).  

• Adiabatic solenoid valve(s), 주변 공기 및 팬 제어로 Ecodry 최대 설정 점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팬 한열이 사용된다. 컨트롤은 ON/OFF (참조 Adiabatic Mode) 이다. “DRY” 

3DK 또는 EDK 장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Adiabatic Booster Solenoid valve(s) (최대 3 단)는 Adiabatic valve(s)로 Ecodry 최대 설정 점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된다. 컨트롤은 ON/OFF 로 된다 (참조 Adiabatic Booster Mode). 

DRY” 3DK 또는 EDK 장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Water recovery system (BWR). adiabatic 또는 booster ON/OFF (Water Recovery (BWR)). 

모드로 증발되지 않고, adiabatic chamber water 에 재사용 하는데 사용된다. DRY” 3DK 또는 

EDK 장비에는 사용할 수 없다.  

7.1 ECODRY FLUID COOLER 

 

아래 정보는 Ecodry 컨트롤에 관한 정보이다. 3PR 컨트롤러는 한 개 혹은 병렬로 연결된 다수의 Ecodry 

장비를 관리한다. Ecodry 제어는 오직 주변조건 (Ta), 프로세스 로드 (요구량) 및 프로세스 공급 온도 설정 

점을 기반으로 한다. Ecodry 유체 냉각기는 외부 공기를 사용하여 finned-pack  열 교환기를 통해 폐쇄회로 

루프에서 프로세스 워터에서 감지 가능한 열을 제거한다. 프로세스 공급수 온도 (TC) 는 PID 알고리즘을 

통해 팬 속도를 변경하여 유지된다. Ecodry 가 최대 프로세스 공급수 설정 점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컨트롤은 adiabatic 모드로 전환된다. 마찬가지로, 최대 설정 점이 adiabatic 시스템을 유지 할 수 없을 

경우, 컨트롤은 adiabatic booster 모드로 전환된다.  

7.1.1 DRY MODE (DYNAMIC SETPOINT CONTROL) 

위에서 언급했듯이, Ecodry 유체 냉각기는 finned-pack 열 교환기를 통해 폐쇄회로 루프에서 프로레스 

워터를 냉각시키기 위해 주변 dry bulb air (온도는 Ta 로 나타남)를 사용한다. 제어된 온도 (실제 설정  값) 

은 외부 온도 (Ta)의 기능이며 컨트롤러에 의해 업데이트 된다.  

• 온도 제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ctual Set Point 은 TA + 5°C (9°F) 이다. 

• 실제 설정 값은 Minimum set point 와 Maximum set point  값 사이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공장 

도 설정 값이며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다. 기본 한계치는 Minimum set point = 25°C 

(77°F); Maximum set point = 35°C (95°F) 이다.  

• 이러한 제한은 또한 self-draining 기능 (Min) 및 Adiabatic kit 기능 (Max)과 관련 있다. 

• Free Cooling 이 불가능할 경우, Actual Set Point 가 공기 온도가 free cooling 가능할 만큼 충분히 

낮을 때마다, Free cooling set point 로 변경될 것이다. 또한, Minimum set point 는 고려되지 않고 

Free cooling set point 가 대신 사용된다. 기본 값은 chiller set point 아래인 12°C (54°F) 혹은 0.5 

°C 이다. 

컨트롤러로 사용하는 설정 값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위의 기본값을 가정으로 한다). 

 
참조 

필요한 경우, Ecodry 및/혹은 BWR 매뉴얼을 참조한다. 

 
공지! 

adiabatic booster mode 의 초과 사용 (outside of the operating envelope 

of 100 hours maximum use per year) 은 Ecodry coils 의 수명을 단축 

시킬 수 있다. Frigel 은 Ecodry 손상 가능성 혹은 냉각 용량 감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Frigel 에 

문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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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 = 15°C (59°F) → SET = 25°C (77°F) - Dynamic set point = Minimum set point = 25°C 

(77°F) 

• TA = 26°C (79°F) → SET = 31°C (88°F) - Dynamic set point = TA + 5°C (9°F) 

• TA = 36°C (97°F) → SET = 35°C (95°F) - Dynamic set point = Maximum set point 35°C (95°F) 

• TA = 10°C (50°F) → SET = 12°C (54°F) - Dynamic set point = Free cooling set point = 12°C 

(54°F) 

7.1.2 ADIABATIC MODE (MAXIMUM SETPOINT CONTROL) 

Ecodry 은 adiabatic solenoid valve(s)가 (“dry” 모델 제외) 장착 되어 있다. 팬에서 각 열당 한 개 밸브가 

Ecodry maximum set point 을 주변 공기 및 팬 제어로만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지정된 

한계에서 (Maximum set point), 시스템의 수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티워터는 dry bulb 온도를 낮추기 

위해 유체 냉각기의 air suction stream(adiabatic chamber) 쪽으로 분사 한다. 컨트롤은 adiabatic 

수요량을 계산할 것이며, ON/OFF 컨트롤을 이용하여 요구에 따라 adiabatic vales 를 연다. 활성화되면, 

컨트롤은 adiabatic 모드에 대한 팬 스피드 (공장 설정 값)을 고정할 것이며, adiabatic valve(s) 는 특정 

설정 시간 (현장 특성, Frigel 기술자가 시스템 셋업 중에 설정) 동안 열어둘 것이다. 그런 다음 수요에 따른 

계산된 수요만큼 밸브가 닫혀 있으며, 밸브의 꺼짐 시간은 0, 20, 40, 60, & 80% (Frigel 기술자가 시스템 

가동중에 최대 %를 설정함) 사이에서 점진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수요에 따라 계산된다.  

ON/OFF 계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Set ON time ( 프리겔 기술자에 의해 시스템 시작 동안에 설정) = 10 seconds; Demand = 20%; 

OFF time = 40 seconds 

• Set ON time = 10 seconds; Demand = 40%; OFF time = 15 seconds 

• Set ON time = 10 seconds; Demand = 60%; OFF time = 6.67 seconds 

• Set ON time = 10 seconds; Demand = 80%; OFF time = 2.5 seconds 

NOTES: 

• 지정된 시간 (공장도 설정) 의 adiabatic kit 사용 (실행 시간) 후에, 컨트롤러는 경고 메시지를 

나타낸다. 이것은 adiabatic system 과 필터 점검 (“dry” 모델 제외) 을 해야 함을 나타낸다. 이는 

경고 사항일뿐 경고 메시지를 지우기 위해서는 타이머를 다시 설정해야만 한다. 

• adiabatic 모드 컨트롤은 물을 절약하도록 설계되었으며, dry 모드에서 Ecodry maximum set 

point 가 활성화 될 수 없을 때에만 활성화 된다.  

• Adiabatic Kit 성능은 외부 dry bulb 온도 및 상대적으로 습도에 따라 다르다. 

7.1.3 ADIABATIC BOOSTER MODE (MAXIMUM SETPOINT CONTROL) 

3DK 는 adiabatic booster 를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기능이 활성화 되면, adiabatic booster 

solenoid valve(s)를 제어한다. 컨트롤은 3 단계에서 ON/OFF 이며, adiabatic valve(s) 만으로 Ecodry 최대 

설정 점을 유지 할 수 없을 때 활성화 된다. 활성화 되면, 컨트롤은 adiabatic booster 모드에 대해 팬 

스피드 (공장도 설정 값) 를 고정할 것이며, 컨트롤의 첫 단계에 대한 adiabatic booster valves 가 열린다.  

만약 최대 설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컨트롤은 2 번째 단계를 위해 adiabatic booster valves 를 열 

것이며, 3 번째 단계 또한 동일하다.   

 

NOTES: 

• 지정된 시간 (공장도 설정)의 adiabatic booster kit (실행시간) 후에, 컨트롤러에는 경고가 

발생된다. 이는 adiabatic booster system 을 나타내며, Ecodry 열 교환기 코일 및 필터가 점검 

되어야 한다 ( “dry” 모델 제외). 

• adiabatic booster 모드에서 물 소비는 매우 높습니다. BWR kit 는 adiabatic booster 모드에서 

최대한 많은 물을 회수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BWR kit 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크기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  ADIABATIC BOOSTER 시스템은 연간 최대 100 시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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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WATER RECOVERY (BWR) 펌프 및 TANK LEVEL CONTROL 

3DK Ecodry 장비는 물 회수 장비 (water recovery)를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다. 활성화된/설치된 3PR 이 

BWR 필터의 전반전인 압력 강화를 모니터링 할때, 탱크 내부에 있는 수위에 따라 adiabatic 펌프와 배수 

밸브를 제어한다. Ecodry 의 건조 작업 동안에, 배수 밸브는 항상 열러 있을 것이다.  

adiabatic 모드가 시작되면, 배수 밸브가 닫히고 recovery tank 가 adiabatic chamber 에서 증발 되지 

않은 물을 수집한다. 수위가 특정 지점 (Start Level)에 도달 하자 마자, 펌프는 시티 워터 공급이 

차단되는 동안에 증발되지 않는 물을 재사용 하기 위해 작동된다. 펌프는 물이 최소한의 허용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Ecodry 가 dry 모드로 전환 되는 즉시 차단된다. Ecodry 온도 설정점에 도달되고 

또는 되면, Ecodry 가 dry 모드로 돌아 가면 배수 밸스가 열리고 recovery tank(s)에 남아 있는 물이 모두 

비워진다. Ecodry 가 booster 모드로 있는 동안, 동일한 drain 밸브와 펌프 방법이 적용된다. 반면에 

booster 모드일 경우에는, 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수 시스템이 탱크내에 물이 최대 허용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recovery tank 가 넘치지 않도록 booster 밸브를 일시적으로 정지 (닫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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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지보수 

 
WARNING! 

이 장비 사용은 암호로 보호 되고 있으며, 컨트롤러는 다양한 시스템 제어에 

사용되는 특정 파라메터로 되어 있다. 이러한 파라메터의 값은 전체 시스템 

작동에 중요하다. 만약 설치자나 또는 제조업자 메뉴가 customer/user 

레벨에 의해 접근되어 지면, 파라메터의 어떠한 변경 없이 즉시 나오게 된다. 

manufacturer 레벨 이하의 파라메터는 프리겔만 사용 가능하면, 상기 

파라메터 중 하나를 변경하게 되면 이 기계로 제어되는 모든 장비의 보증은 

즉시 무효화 된다.  

 
WARNING! 

Frigel 은 언제든지 제품 개선을 목표로 기술적인 변경이 이뤄질 권리가 있다.   

 
WARNING! 

이 사용 설명서에서 제공된 지침 및/ 또는 설명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 할 수 없다.   

 
WARNING! 

이 설명서에서 다루는 특히 사람 및 / 또는 장비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장비나 기계들은 부분적으로 변경 또는 개조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이 장비 혹은 이 장비로 제어되는 기계의 필요로 하는 보안/ 안전 작동을 

설명된 것과 다르게 작동 혹은 무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 장비의 유지보수는 프리겔 공인 기술자 에게 맡겨야 한다. 이 제품의 특성과 3PR 내부에는 기계 부품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전기 연결과 전기 부품 및 연결된 장치의 센서 칼리브레이션에 대한 년간 검사 

외에 예방 조치 및 정기유지 보수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조 

이 장비의 시리얼 넘버는 부품 주문할 때에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부품 

설명 및 부품 번호는 3PR 배선도를 참조 한다.  

 
참조 

센서 데이터 및 칼리브레이션 정보에 대해 제공된 배선도 및 제어되는 

장비는 3PR 을 참조 한다.  

 
공지! 

adiabatic booster 모드 (연간 최대 사용 시간 100 시간의 작동 범위 외) 의 

과도한 사용은 Ecodry 코일의 수명을 단출 시킬수 있다. 프리겔은 Ecodry 

손상 가능성이나 냉각 용량 감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질문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Frigel 에게 문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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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또는 국가 코드,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한다. 

10 CE DECLARATION ANNEX 

11 REVISION INDEX 
• 00: First Release, PLC SW v0.0_20150211, HMI SW v0.1_20150213 

 
참조 

Refer to the CE declaration provided with the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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