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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확인 

1.1. 개요 
이 설명서는 기계의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자와 전문가에 의해 

제작 되었다.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 올바른 설치 방법  

• 기계 및 모든 부품의 기능 설명 

• 조작 및 작동 하는 방법 

• 올바른 유지 관리 및 실행 방법  

• 안전 법률 준수 
 
다음 용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위험 지역 
내부 지역 혹은 기계 근처에 노출 되어 있는 작업자들은 안전 및 건강상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 

위험에 노출된 사람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 

작업자 
기계를 설치, 작동, 유지, 청소 하는 사람 

검증된 기술자 
비 정기적 유지 보수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적절한 훈련을 받은 

권한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기계에 대해 요구 되어진 전문 지식, 작동 방법, 

안전 장치 및 그와 같은 장비들을 작동 할 수 있는 기술자 
 
중요 사항: 기계를 시운전 하기 전에, 매뉴얼에 있는 기술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그에 따른 것들을 준수 한다. 

이 메뉴얼과 부속 출판물들은 모든 사용자들이 사용 가능 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 둬야 한다. 
 

이 출판물에는 기술적으로 부정확한 내용이나 인쇄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정보는 정기적으로 변경 된다. 그러한 변경 사항은 이후 버전에 

통합 되며, 제품의 변경이나 개선점과 같은 기술된 프로그램들은 

언제든지 변경 될 수 있다. 
 
메뉴얼 상에서 아래에 기호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중요: 중요 지시 사항으로 반드시 준수 해야 함 
 
 
주의: 작업자를 위한 안전 규범들 
 
 
경고: 기계 혹은 부품들의 고장 가능성 
 
 
경계: 현재 작업상의 부가적 정보 
 
 
중요: MORETTO S.p.A. 의 기술적인 서비스 관련된 사항이거나 정품 

부품에 대한 내용. 

 

1.2. 제조사 표시 
장비에는 금속 ID 명판이 있다. 

A 제조사 이름과 주소 
B 기계타입 
C 일련번호 
D 모델명 
E 작동전압 
F 최대 전력값 
G 장비 중량 ( 이동 및 운반 목적에 요구 됨) 
H 주파수 
I 제조년수 
L CE 마크로 유럽 안전 2006/42/EC 에 의거하여 제작  

 

 
 
중요: 모든 기계들의 데이터를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판을 훼손 또는 

제거 하지 않는다. 
 

1.3. 사용자 준비 사항 
계약상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다음에 따른 것들은 사용자가 제공해야 

한다.  

• 보호도체(접지)를 포함한 전력 공급 시스템 

• 도구 및 소모품 재료 

• 장비 작동을 위한 윤활제 
 

1.4. 기술 지원 
 만약 고객이 전문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서비스 부서로 

연락한다. 이러한 문의 사항들은 전화 혹은 팩스를 통해 챕터 A1 에 

표기된 번호로 회사에 전달 되어 진다. 
 

1.5. 예비 부품 
예비 부품은 정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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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설명 

2.1. 도징 장비 설명 
자동화 산업 공정에서 프레스 피딩 시스템과 결합된 도징 장비의 기능은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도징 장비는 자동화 피드 파이프로 

인터페이스된 컨테이너/ 피더와 같이 설치할 수 있다. 

이 장비는 도징 시스템의 가장 약점 중이었던 적은 양의 재료가 도징 되는 경우에도 높은 정밀도를 보장한다.  
 

 

 
 

Figure 1 
 

2.2. 작동 원리 
도징 될 재료 (보통 마스터)는 containment hopper 내로 로드 된다. 스크류에서 픽업된 재료는 픽업 챔버로 떨어지고 가공 장비와 인터페이스된 미싱 부분에 

돌출되어 있는 스크류 단부로 이송된다. 이곳에서 도징된 재료는 플라스틱 챔버로 떨어지게 되고 만약 대신에, 도징 장비가 믹서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료는 믹싱 챔버로 보내지고 난뒤에 프로세싱 장비로 이동된다.  

프로세스 경우에는, 픽업 모드에서 도징 장비의 제어 랙에 연결된 (순수 접촉에 의해) 프로세스 장비에 의해 설정된 시간으로 동기화 된다. 

압출기의 경우에는, 설명된 기능은 압출기가 정지했을 경우에만 필요로 한다. 대안으로서는, DVK 도징 장비는 변속 압출기에 또한 사용될 수 있다. 
 

2.3. 도징 장비의 주요 장비 
이 단락에서는, 도징 장비의 기준 버전을 구성하는 기능적인 장비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2.3.1. Base unit 
프레스로 연결될 때, 필요한 구멍이 이미 뚫려 있기 때문에 DVK 도징 장비는 알루미늄내 믹싱 섹션에 바로 설치가 가능하며, 도징 장비가 베이스에 고정되어 

있을때에는 추가적인 서포터 장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2.3.2. Containment unit 
도징 장비는 호퍼에서 로드되어 지며, 호퍼 내부에 있는 도징 재료는 점차 소진 되어 진다.  

자동으로 다시 로딩될 경우에는, 재료부족은 도징 장비에 결합된 피더에 있는 알람에 의해 신호를 나타낸다.  

수동으로 다시 로딩할 경우에는, 마스터가 소진될 때까지 도징이 계속 진행 되며, 만약 수동 공급 시스템에 대한 경보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호퍼에 옵션 

부품을 설치 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호퍼에는 후크가 장착되어 있어 검사, 재료 변경 및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재료 변경을 위한 청소 등이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2.3.3. Motor unit 
필수 기술 사양 표에 주어진 모터는 영구 자석 모델 Brushless 이다. 모터 스피드 (rpm) 는 DVK 컨트롤 P.C.B에 의해 제어되는 P.C.B 작동 수단에 의해서 

조정된다. 모터는 전송 장비에 장착되어 있으며, 이는 병렬행 감속 기어 및 베벨 기어로 구성되어 있다. 
 

2.3.4. Dosing unit 
재료를 호퍼에서 plasticising 챔버로 이송하는 요소는 스크류이다. DVK에 사용된 스크류는 특허 받은 제품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특이 이러한 사용 목적에는 

매우 적합하며 수명면에서 20° 축에 설치가 된다. 스크류 뒷면에 서포터는 베이링 및 스크류에 축을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 부쉬인 전면부 서포터에 felt dust-

guard로 구성되어 있다. 핀이 변속기 쪽으로 베어링이 나올 때, 기어 축과 스크류 핀 중 다른 하나에 장착되어 있는 기어 중 후자 쪽으로 연결된다. 
 

2.3.5. Adjustment unit 
이 장비는 제어 및 조절 전자 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반드시 컨넥터 및 주 전원 연결용을 위한 사전에 설치된 플러그 소켓 에 의해 모터로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외부 트리거 신호 (참조 단락 5.7.1) 케이블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 그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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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특징 

3.1. 기술 데이터 
이 단락은 시스템의 주요 기술 데이터에 대해 나타 낸다. 
 

 

 
 

DVK 10 – DVK 25 
 

Model DVK 10 DVK 14 DVK 18 DVK 25 

Width (A) mm 492 

Depth (B) mm 293 

Height (H) mm 471 

(D) ø mm 145 

(d) ø mm M6 

(d1) ø mm 7 

(I) ø mm 230 

Weight Kg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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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W = Apparent Specific Weight) 
 
 

Model DVK 10 DVK 14 DVK 18 DVK 25 

Screw diameter mm 10 14 18 25 

Screw pitch mm 8 10 18 25 

Output in weight
 kg/h 
* (ASW = 0,7 kg/dm3) 

Slow 0,03 ÷0,8    

Fast kg/h 0,06 ÷2,1 0,15 ÷ 7,1 1,1 ÷ 30 2,8 ÷ 78 

Hopper  capacity dm3 16 
Loading system coupled 
with the dosing unit VTM20 – VTM30 

Power supply /Line 230V 50/60 Hz / 1F+N+T 

Motor power kW 0,13 

Absorbed current A 1,0 
Cable section mm² 1 

Room Temperature 5°C ÷ 40°C  (41°F ÷ 104°F) 
Transport and storage 
Temperature -25°C ÷ 55°C (-13°F ÷ 131°F) 
USB 
 Connector 
 Type 

 
A (Female) 

USB Flash Drive (USB 1.1 and USB 2.0) 
Index of Protection IP IP42 

User interface Display LCD - Touch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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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 
고용주는 직원에게 위험에 대한 부상, 보호장치 및 일반 법규 및 표준 

규범에 대해 숙지 시킨다. 

안전 법규와 기준뿐만 아니라 매뉴얼의 규정들이 적절한 문자로 표기 

되어야 한다. 장비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용 설명서 

전체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주의: 작업자는 시작 전에 모든 제어 장치와 안전 법규 및 기준을 준수 

해야만 한다. 

경고: 비공인된 부품으로 기계의 장비를 교체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부상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제조업자는 상기건에 

대해 민사 및 형사적 책임이 없다. 

주의: 기계를 다루는 작업자들의 의상은 아래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에 

관한 EEC 지침 n.89/686의 필수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 해야만 한. 

중요: 작업장은 작업자들의 작업 혹은 긴급 작업을 위해서 작업장은 

막혀있지 않아야 한다. 
 

4.1. (비)의도적 및 잘못된 사용 
장비는 열가소성 재료를 처리하도록 제작 되었다. 
 

Table of materials 
ABS ETP-TPU PC PHB PP SS 
ACS EVA PCT PI PPSU 
ASA EVOH PCTFE PKS PS 
CA FEP PE PMMA PSU 
CAB LCP PE black PMP PTFE 
CP OSA PEC POM PTMT 
CPE PA PEEK PP PUR 
CPET PA amorfo PEI PPA PUS 
EBA PAI PEM PPC PVB 
ECTFE PAR  PES PPEK PVC 
EFTE PAS PET inject. PPO SAN 
ETP-COP PB PET bott. PPS SMA 
ETP.PTO PBT PETG   

 
시스템은 반드시 옳바른 유지 보수 조건에 맞게 사용 되어야 하며, 유지 

보수의 의미는 유지 보수 단락에 설명된 방법과 시간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위에 설명된 것을 준수 하지 않은 어떠한 사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하며, 상해나 어떠한 고장에 관해 제조업자는 상기건에 대해 민사 및 

형사적 책임이 없다. 이러한 지침은 제품 사양을 얻기 위해 준수해야 한다. 

주의: 작업자는 안전 장치가 완벽한 상태에서만 작동 해야 한다. 
 

4.2. 위험, 보호 장치, 경고 및 주의  
채택된 조치들은 위험에 노출된 작업자들을 보호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EC 2006/42에 지정), 작업자의 부주의 혹은 운영의 부주의나 

무의식중에 야기 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 하는 것을 수반 하고 

있다. 

설계단계 동안에 채택된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작업 동안에도 

다음의 위험 요소들은 존재 한다. 

• 도징 장비의 추출 (10-25 DVK) 

도징 장비의 추출은 보여준 것과 같이 오프닝 클립을 해제하고 바깥쪽으로 

당겨 일어난다. 이 작업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미끄러짐은 무게 

분포에 편차를 야기 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만 한다.  도징 장비가 설치될 

때마다 제한된 평형 안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도징 장비의 첨가제의 

추가적인 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 시 고려되어야 한다. 

•  도징 장비의 재 포지셔닝 동안에 분쇄 

도징 장비가 추출된 후에, 이동 부분과 고정 부분 사이에는 공간이 생긴다. 

분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업자는 도징 장비를 닫을 때에 신체에 

일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도징 장비 칼리브레이션 및 배출 

이동 될 수 있는 스크류는 칼리브레이션 단계 및 배출 슬라이드 게이트 

개폐시에 직접 도달할 수 있다. 
 

• 호퍼 해체 

만약 호퍼가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스크류가 픽업 챔버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스크류가 이동하는 경우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중단 될 수 없다. 

따라서 도징 장비는 프레스 안전 장치와 통신되어 있어야 만 한다.  
 

4.3. 사고 방지 및 보호 방법 
채택된 사고 방지 보호에 관해서는 도징 장비를 정상 작동하는 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방법에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다. 
• Protection cases  
이동 가능한 모든 요소 (로터 및 리터션 장비 )는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부품들과 부주의한 접촉은 특정한 이유로만 제거가 가능한 고정된 

보호장비로 제한 되어 있다. 
 

• Electrical insulation 
컨트롤 판넬과 모터 전원 공급 사이에 연결선들은 일반적인 안전 기준을 

준수함을 보장한다. 

주의 : 사이즈와 다른 스위치의 사용으로 전압이 장비 부품과의 접촉에 

대한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는 관련자 사용을 권고한다. 

중요 : 장비는 반드시 제대로 접지되어야 한다. 
 
• Hopper protective grille 
보호하는 그릴은 containment 호퍼 내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스크류로의 

접근을 막고 있다.  

주의:  이는 피딩 호퍼 내로 신체 일부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다. 
 

 

번개 기호의 마크는 “전기 위험”을 표시하는 

마스터 스위치 위에 명판 (노랑색 배경에 

검정색 문자)가 있다. 

 

 
 

위험 기호와 “DISCONNECT POWER BEFORE OPENING”라는 문구는 

모든 패널에 명판이 있다. 
 

4.4. 인증서 
도징 장비는 2006/42/EC 지침의 사양을 충족 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적합성 관련 선언은 부속서 A2에서 찾을 수 있다.  
 

4.5. 작동 환경 조건 
장비의 효율성을 위해, 장비는 반드시 주변 환경이 5 에서 40 °C 에 

설치되어야 하며, 날씨 (비, 우박, 눈, 안개 등)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안전에 관해서는, 만약 도징 장비가 부식되는 환경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유지 보수 시간과 방법은 부품 혹은 장비의 과도한 마모로 인해 부적절한 

조건에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 업체 혹은 해당 

지역 대리점으로 연락한다. 

중요: PROTECTION GRADE: IP 42 

폭발 위험 환경 
주의: 도징 장비는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 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위험 및 잠재성이 있는 곳에서 사용을 금한다. 

조명 
장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두 개의 다른 조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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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작동을 위해서는 장비가 설치된 공간에는 컨트롤 판넬 특히 정지 

스위치는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일상적인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서는 조명은 반드시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적절한 조명을 제공하는 방법은 사용자가 현재의 법 및 표준 규범을 

준수하는 것에 달려있다. 

진동 
장비가 지시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진 않는다. 

경고: 만약 이상한 진동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용자는 장비를 반드시 정지 

시키고 대리점으로 문의한다. 

소음 
장비는 일반적인 사용의 경우에는 75 dB(A) 이하로 소음을 줄이도록 

제작되었다. 
 

4.6. 잔류물 및 환경 오염 
만약 재료들이 지정된 것과 같이 처리될 경우, EN626-1 에 명시된 

유해물질은 생성되지 않을 것이며 먼지 또한 대기로 방출되지 않는다. 
 

4.7. 도징 장비 철거 
피더는 단락 8 의 지침에 따라 해체한다. 철거의 경우에는 기기가 설치 

되어 있는 국가의 법규에 의해 현재 규정에 따른다. 
 

5. 설치 

5.1. 포장, 취급, 선적 및 운송  
이 단락은 장비를 올바르게 설치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고: 이러한 작업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수행 되어야 하고, 공급 업자에 

전문 기술자 이외에는 수행할 권한이 없다.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발생되는 물품 및 사람에 대한 상해에 대해 제조업자는 책임이 

없다. 

주의: 설치 단계를 올바르게 준수하는 것은 안전 조건을 보장하므로 

필수적인 요소이다. 
 

5.2. 포장된 장비의 외관 
도징 장비 DVK 는 운송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 및 외관상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되며, 아래 사항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나이론 포장 

• 폴리스티렌 상자 

• 안전주의 사항 준수에 관련된  마 크  
 

운송 후, 시운전은 아래의 지침 사항을 준수하며 실시해야 한다.  

외부에 부착된   마크는 EU 지침에 부합함을 보여준다. 
 

5.3. 하역 작업 
포장된 장비는 외부 포장에 나타난 기호에 따라 진행한다. 
 
주의: 도징 장비 및 컨트롤 랙은 나일론 및 상장에 포장되어 지며, 

하역작업은 반드시 수동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5.4. 개봉 
• 도징 장비 및 랙이 담긴 박스를 개봉하고 평평한 장소 및 위치에 

배치한다.  

• 제품 및 상태를 확인한다. 
 

도징 장비 및 그에 따른 액세서리들은 생산 라인에서 하나씩 테스트가 

완료 되었으며, 만약 제품이 운송 중에 손상되어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 한다. 

• 전기 박스에 손상 여부 

• 전원 케이블 (잘림 혹은 부식 등…) 손상 여부 

• 고정 후크가 닫혀 있는지 확인 

• 장비에 구조적인 손상 여부 
 
중요: 장비의 무단변경 혹은 손상에 경우에는 제조업체 혹은 해당 지역에 

대리점으로 즉시 연락한다. 
 
기술적인 부품, 특히 빠르고 간단한 부품은 미리 조립되어 있으며, 특정 

구성품들은 시스템과 별도로 공급될 수 있다. 
 
중요: 이경우, 배달 주문 자료를 확인한다. 
 
경고: 구매자는 해당 국가에서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포장 재료을 처리 

하도록 한다. 
 

5.5. 외관 
구성품 
아래의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장비의 구성품들을 그림으로 

나열하였다. 
 

 

 
 
 

 

Figure 2 
 
1. Electronic rack 

도징 장비를 제어하고 관리한다. 
 

2. TVX static mixer 
도징 장비가 적용되는 장비로 연결되도록 한다.  

 

3. Attachment Plate 
명판은 도징 장비 바디 부분과 static mixer 사이에 장착되며, 

가이드 레일에 따라 부분적인 제거가 가능하다. 그래서 교정 작업 

동안에 재료 수집이 가능하도록 한다. 
 

4. Unloading shutter 
도징 장비 바디 아래에 있으며, 도징 챔버로 재료가 떨어지는게 

가능하도록 한다. 
 

5. DVK dosing body 
알루미늄 바디가 고정되어 있다. 

 

6. Gear motor Unit 
브러시리스 모터와 기어 모터가 포함되어 있다. 

 

7. Hopper Shutter 
수동 셔터가 닫힐 때에는, 도징 장비 바디 내부로 들어 오는 것을 

막는다. 
 

8. Hopper 
도징될 재료를 담고 있으며, 자동으로 재 로딩을 위한 피더는 호퍼 

위에 설치 될 수 있다. 
 
 

 

9. Automatic loader (optional) 
자동 로더 시스템 (호퍼 로더, 컨테이너 등..) 은 호퍼로 논 스톱 

재로딩을 가능하게 한다. 
 

1 

2 5 

8 

4 

6 

9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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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w access-door 
전체 스크류 어쎔블리는 열릴 때 제거가 가능하다. 

 

Screw Assembly  
나사를 포함한 기계 부품에 조립된 장비는 스크류 액세스 도어를 

통하여 완전히 제거 될 수 있다. 
 

Level sensor (optional item) : 
레벨 센서는 레벨이 센서 아래로 떨어질때, 호퍼 내에 재료가 없을 

경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센서는 용량 혹은 회전 모델일 수 

있다. 
 

Cups for setting type B 
부피 설정으로 측정하기 위해 제공된 컨테이너 (Type B). 

 

5.6. 적절한 장소 선정 및 설치 
중요: 도징 장비는 정상적인 장비 제어와 정기적인 유지 보수 작업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만약 바닥이 경사일 경우에는, 정밀한 도징 작업이 수행될 수 없어, 설치 

기술자는 도징 장비를 제대로 설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장비는 반드시 아래 사항에 중족한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 설치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격에 적합한 기준 혹은 UNI 

10380에 준수되는 적절한 조명이 있는 장소. 

• 설치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격에 적합한 기준 혹은 IEC 

60364 에 준수되는 적절한 접지 시스템 .  

• 설치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격에 적합한 기준 혹은 IEC 

60364 에 준수되는 적절한 전기 시스템. 

• 장비 및 구성품들 주변으로는 적어도 50 cm 의 공간을 확보한다 .  
 

5.7. 고정 및 설치 
• 장비를 고정시킨다. 

• 자동 로더 고정 (옵션) 시킨다. 

• 메인 전원에 연결한다. 
 

주의: 올바른 설치 단계를 준수하는 것은 장비를 보호하는 안전 조건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5.7.1. Transforming 장비에 설치 
도징 장비를 가소화 챔버 공급 플랜지에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와 같이 진행한다.  

1. transforming 장비의 의 전원 스위치를 끈다. 

2. 장비에 있는 구멍 위치를 측정한다. 

3. 혼합 부분 베이스에 플랜지의 구멍을 만든다. 

4. 구멍이 있는 줄에 믹싱 부분을 놓고, 프로세싱 장비에 고정한다. 

5. 어댑터 플레이트에 도징 장비를 고정한다. 

6. transforming 장비에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치된 EXTERNAL 

ENABLE 케이블 2 개의 와이어를 연결한다. 이러한 신호는 no-

voltage clean-contact 타입이어야 한다. 전압에 있어야 하는 

신호는, 적절한 전압 코일과 릴레이가 설치되어야만 한다. 
 
주의: 도징 장비가 스크류 속도에 상응하는 0- 10V 아나로그 출력을 

가진 압출기에 설치될 경우에는, 이 신호는 shielded 2-wire cable 을 

사용하여 제어  보드 A2 (JP1) 의 터미널 IA- 와 IA+ 에 연결될 수 있다.  

(배선도 참조). 이젠 장비는 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5.7.2. 자동 로더 수리 (옵션) 
도징 장비는 VTM30 벤츄리 호퍼 로더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다른 

로더의 사용은 MORETTO 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증이 되지 않는다. 
 

중요: 도징 장비와 호퍼는 같이 사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한 스크류의 접근이 쉬워질 수 있다. 
 

5.7.3. 전기 전원 연결 
주의: 이 작업은 반드시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서 IEC 60364 표준 혹은 

설치되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준에 충족하여 설치해야 한다. 
 

전원 기기를 연결하기 전에, 아래 사항이 수행 되었는지 확인하다. 

• 설치되는 장소는 정격이 10kA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한된 최대 전류는 15 kA 를 초과 하지 않는다. 
• 메인 전압과 주파수는 장비 명판에 나와 있는 값과 일치한지 확인 

한다. 

• 접지 시스템이 효율적인지 확인 한다. 

• 메인 전압의 최대 편차는 ± 10%를 초과 하지 않으며 주파수는 최대 

편차 ± 2%를 넘지 않는지 확인 한다. 

• 장비에 의해 흡수된 전압에 대한 적절한 직경의 전원 케이블을 

사용한다. 

• 전원 케이블이 현재의 기준에 따라 터미널 보드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과전압 및 과전류에 대한 전원 공급선을 적절하게 조율된 장비 및 

시스템에 의해 흡수된 전력에 해당하는 크기를 사용하여 보호 한다. 
 
중요: 만약 전원 공급 장비가 output cable 이 있을 경우, 플러그를 

장착한다. 장비가 사용자로 간주되면, 최신 최첨단에 따라 전원으로 

연결은 설치자의 책임이다 
 
1. 조치를 취하기 전에, DVK 로 연결된 다리 라인에 있는 나이프 

스위치를 이용하여 장비로부터 업스트림 전력 공급을 차단한다. 

2. start/stop 버튼을 꺼두어 예상치 못한 작동으로 전원이 들어 오는 

것을 방지 한다. 

3. 접지 시스템과 연결의 무결성을 확인 한다. 

4. 케이블을 삼상 + 접지 타입 수놈 플러그에 연결한다. 이 플러그는 

IEC 60364 표준 및 해당 지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 전기 에너지 분배 시스템 콘센트에 플러그를 연결한다. 
 

중요: 이 시점에서, 시스템이 전압 아래에 있으면 제 시작 작동을 

준비한다. 
 
 

6. 옵션 
이 단락에서는 옵션 사항들에 설명하고 있다.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다양한 구성 범위에서 DVK를 활용한 옵션을 나타낸다.  

DVK 는 개별 장비와 자동화된 운송 시스템 및 DVX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되는 구성품 및 도징 시스템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택 가능한 솔루션이 장비를 완료 시키나 가능한 큰 가능성이 보다 통합 

가능한 시스템을 얻어낼 것이다. 
 

6.1. 호퍼 레벨 센서 
자동화 로딩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징 장비는 호퍼내에 재료 

레벨을 컨트롤 하는 장비를 창착 시킬수 있으며, 이는 재료 부족할 때 마 

경고 한다. 이것은 로딩 시스템의 효율성을 간접적으로 검증 시켜준다. 

로딩이 수동으로 실행될 때에는, 센서 어플리케이션이 도징 장비 로딩을 

맡고 있는 작업자에게 알림을 제공한다.  

적용된 센서는 감도의 조정 수준의 용량 효과를 갖고 있어, 불가피하게 

퇴적물에서 오는 먼지에도 끄덕이 없다. 

6.2. 중앙 호퍼 
전형적인 on-press 적용에서는, 기존 호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지 않을 경우나 혹은 비용이 많이 들 경우에는 호퍼는 도징 장비와 

다른 피더들이 기계적으로 호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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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동 및 사용 

7.1. 전자 랙 
전자 랙에는 컨트롤 보드와 도징 장비와 변압기를 동기화하는 P.C.B.를 

작동 하는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으며 도징 파라메터를 설정할 수 있다.  

컨트롤 판넬은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Figure 3  
 

7.1.1. 컨트롤 판넬 
랙에 있는 컨트롤 판넬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컬라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 USB 2.0 플래쉬 드라이브 콘센트 

• 실행 실패를 나타내는 적색 라이트 

• 뒷면에 위치한 작동 및 정지 스위치 ON (0) / OFF 위치 (1) (뒷면) 

• 알람 부저 (옵션) 

• 작동 상태를 나타내는 녹색 라이트 (옵션) 
 
 

7.1.1.1.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장비와 사용자 사이에 인터페이스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이것은 장비 / 현재 동작 상태, 디지털 데이터 도입/ 작동 및 구성 옵션의 

선택 여부를 터치 시스템으로 구현화 했다. 작업 및 구성 파라메터의 

접근은 몇 단계의 암호화 구조화로 관리 되어 있으며, 낮은 수준에부터 

상화 하나의 라인 구조의 암호로 관리 되어 진다.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 나타난 아이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단락에서 설명된나. 
 

7.1.1.2. USB 2.0 플래쉬 드라이브 콘센트 
만약 USB 2.0 플래시 드라이브를 FAT32 포맷으로 삽입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기능 (참조 par. 7.11.4.3) 을 수행할 수 있다. 

• 재료 리스트 및 레시피 백업/복원 

• 장비 구성 백업/복원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 베이스, 구성 데이터, 전송 데이터 베이스 및 구성 

데이터를 장비에서 다른 장비로 백업을 할 수 있다. USB 플래쉬 드라이브 

콘센트는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의 소프트 웨어를 업데이트 하는 데도 

사용 가능하나, 오직 잡업자의 한해서만 조작이 가능하다 . 
 

중요: USB 타입 A (Female) 커넥터만 플래쉬 드라이브 USB (USB 1.1 및 

SB 2.0)에 연결할 수 있다. 
 

7.1.1.3. 알람 라이트 
적색 라이트는 알람이 발생된 상황이며, 지속될 시에는 특수 코드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어 알람의 상황과 유형을 나타낸다. (참조 단락. 7.16). 

도징 장비가 정상 상태로 복원될 경우에는, 표시등이 꺼진다.  

사운드는 추가 선택 사항이며, 라이트가 켜질 때 소리가 난다. 
 

7.1.2.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아이콘 
아래에 표에서 여러 페이지에서 시각된 모양과 그래픽 아이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7.1.2.1. 서핑 
 

 

 
 

HOME 

홈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필요시에는 작업 혹은 진행 중인 데이터 

입력을 정지 시킨다 (확인을 위한 팝업 

표시가 나타난다. ) 

 
BACK MENU 이전 메뉴 단계로 돌아 간다.  

 
GO AHEAD  

현재 하위 메뉴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다.  

 
GO BACK 

현재 하위 메뉴의 이전 페이지로 

이동한다. 

 
LIST 

FORWARDS 리스트의 앞으로 스크롤이 이동된다.  

 
LIST 

BACKWARDS 리스트의 뒤로 스크롤이 이동된다. 

 
ALARMS 현재 알람 리스트로 접근한다.  

 
ALARMS 

REGISTER 지난 알람 리스트 100개로 접근한다.  

 
SERVICE 

SUBMENU 
명령, 제어판, 통계, 암호와 같은 하위 

메뉴로 접근 한다. 

 
RECIPES LIST 레시피 리스트로 접근한다.  

 
MATERIALS 

LIST 재료 리스트로 접근한다.  

 

7.1.2.2. 생성 / 수정 / 레시피 삭제 / 재료 
 

 
MODIFY 선택된 레시피/ 재료 수정 

 
ADD 새로운 레시피/재로를 리스트에 추가 

 
ENTER 

프로그래밍/ 구성 단계 동안에 수정된 

값을 확인  

 
RECYCLE BIN 

기본값을 복원하며 그 목록에서 

레시피/재료들을 삭제 

 
USE 

작업 레시피에서 선택된 레시피/재료 

사용 
 

7.1.2.3. 명령 
 

 
START 도징 사이클 시작 

 
STOP 도징 사이클 정지 

 
RESERVED 

STOP 사이클 정지 예약 

 
IMMEDIATE 

STOP 이송을 정지 시켜, 장비를 즉시 중지 시킴 

 
TEST 테스트 도징 사이클 시작 

 
ALARMS 
RESET 현재 알람 신호를 중지 시킴 

 
B CALIBRAT. 

START 
선택된 레시피/재료에 대한 B 

칼리브레이션 과정을 시작 

 
C CALIBRAT. 

START 
선택된 레시피/재료에 대한 C 

칼리브레이션 과정을 시작. 

 
STATISTICS 

RESET 일부/전체 소비 통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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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도징 장비 작동 

7.2.1. 예비 검사 
모든 설정 작업을 마친 후에, 도징 장비는 다음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 

요구되는 예비 검사 뒤에 작동된다.  

• 클립으로 여는 부분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 한다.  

• 장비에 연결된 모든 부분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호퍼가 닫혀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문제 발생시에는, 단락 10- Trouble-shooting 을 참조 한다. 
 

7.2.2. 시작  순서 
시작 순서는 아래와 같다. 
 

 메인 스위치를 이용하여 전원을 키고 ON (1)으로 바꾼다. (참조 fig. 
3); 

 

 전체 시작 단계 동안에 (몇 초동안) 도징 장비는 컨트롤 P.C.B  

소프트웨어 버전  과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를 

나타내는 인포메이션 프레임을 화면에 나타낸다. 
 

 
 

 몇초 뒤에는 언어 설정 화면이 나타날 것이다. (주의: 기본값은 

영어이다.) 
 

 

 
 

중요: 다음 시작 페이지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수 있으나, 언제든지 

필요시에 다시 불러 올 수 있다. (참조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후에, 홈 페이지가 나타난다. HOME page, (참조 7.7) 
 

 

 
 

 

 
 
 
 
 화면 센터를 터치하면 WORK PARAMETERS (작업 파라메터) 

(작업 파라메터) (RECIPE) 페이지로 이동하며, 현재 장비의 스크류 

스피드, 도징 시간, 리프트 무게, 재료 타입, 칼리브레이션 타입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참조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중요: 장비를 처음 시작할때에는 Impulses mode (참조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와 작업 레시피는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  

• 이름 작성 부분이 비어 있음. 

• 재료 파일의 재료 no.1 (참조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 “A” calibration (참조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작업 레시피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단락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를 참조하며, 반면에 다른 모든 구성 설정은 단락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를 참조 한다. 
 

 

 홈 화면에서, 버튼  을 누르며 RECIPES 페이지로 이동한다. 

이 페이지에서는 작업 레시피를 수정 할 수 있다.  

(참조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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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IPES 페이지에서 버튼  을 누르면, MATERIALS 

페이지로 이동하여 새로운 재료를 만들거나 현재 있는 재료나 

사용했던 작업 레시피 재료중에 하나를 수정 할 수 있다. (참조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홈 화면에서 버튼  을 누르면, MENU 화면으로 넘어간다. 그 

페이지에서 모든 구성과 장비 하위 메뉴를 확인 할 수 있다.  (참조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홈 화면에서 버튼  을 누르면, 현재 활성화 되어 있는 알람 

리스를 볼 수 있는 ALARMS 페이지로 이동 한다. (참조 7.16). 
 

 

 
 
 

 
 

 만약 활성화된 알람들이 있을 경우, 화면 상단 왼쪽에 아이콘  

이 깜박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 ALARMS  페이지에서 ALARMS 

RESET 을 버튼  을 눌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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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및 작업 파라메터 설정 후에 활성화된 알람이 없을 경우에는 

HOME 화면에서, 도징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다.  

WORK PARAMETERS (작업 파라메터) (작업 파라메터) 

페이지에서, (녹색) START 버튼  을 누르면, 암호를 

요구하는 화면이 즉시 나타난다. (참조 7.6.3). 
 

 
 
 

 
 
 암호 입력후에는, 장비는 READY 상태로 바뀌고 (녹색) START 

버튼  이 장비를 멈추기 위해 (적색) STOP 버튼  으로 

바뀐다. (참조 7.17). 
 

 
 

 이제 장비가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고, 도징 사이클이 외부 입력 

가능한 빠른 시작이 되도록 작동한다. (배선 다이어 그램 참조). 
 

 

 
 

 
 

 싸이클을 멈추기 위해서는, 버튼 (적색) STOP   을 누른다. 

버튼이 눌러지면 정지 명령 버튼 (회색) RESERVED STOP 으로  

  전환된다. 사이클 마지막에, 버튼 START  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참조 7.17). 
 

 

 
 
 

 
 
 

 
 

 버튼   을 누르면, 도징 테스트 (single)가 작동된다. 
 

 
 
 

 
 
 
 장비 정지를 위해 마지막 작업중에, START/STOP 버튼이 START 

 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ON (1) 에서 OFF (0)으로 

전환해야 한다.  
 

ABL 

+24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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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화면에서 HOME 화면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버튼   을 

누른다. 
 

 
중요: 파라메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암호를 입력 한다. (참조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중요: 만약 터치 스크린이 몇분 동안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화면 보호가 

활성화 되고 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화면 임의의 

지점을 누르면 화면에 나타난다.  
 

중요: 변경 가능한 값은 항상 다음과 같이 ( ) 프레임 되어 있다.  
 
주의: 만약 장비의 전원을 끄고 싶으면, 도징 사이클 동안 메인 전원을 

OFF (0) 으로 전환 시킨다. 다음 전원이 켜질때 (ON), 장비는 자동으로 

진행중이던 상태의 사이클을 버튼 START/STOP  으로 전환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다.  

만약 이러한 설정을 사용하지 않으 

려면, 첫째, STOP 버튼을 누르고, START/STOP 버튼이   

(녹색)으로 바뀔때 까지 기다리면 메인 스위치가 OFF (0) 으로 전환 된다.  
 

7.3. 성능 검사 (CALIBRATION) 
DVK 도징 장비의 기본 성능은 스크류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며, 

스크류의 속도는 작업 파라메터에서 지정된 재료의 양을 이송한느 역할을 

한다.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징된 재료의 양이 실제로 한 사출기나 

압출기에 필요로 하는 것인지 선택적 검사 (calibration) 를 수행할 수 있다. 

DVK 도징 장비는 세가지 칼리브레이션 방법이 제공된다.  그에 대한 

절차는 단란 7.15에 나타나 있다. 
 

7.4. 센서 감도 설정 (옵션) 
도징 장비 옵션이 적용된 레벨 센서는 마지막 테스트 검사단계에 반드시 

설정 되어야 한다.  

이 단락에서는 필요시에 재설정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표시를 

보여준다.  절차는 단락 9.3.1 에 나타난다. 
 

7.5. 시스템 구성 

7.5.1. Impulses 혹은 Non-stop 모드 
DVK volumetric 도징 장비는 Impulses 또는 Non-stop 모드에서 작동할 수 

있다. Impulses 모드는 IMM 응용에 좋은 반면에, Non-stop 은 압출기 

사용에 좋다.  
 

IMPULSES MODE 
Impulses 모드에서는, 사이클 시작의 외부 신호 활성화 (일반적으로 IMM 

로딩 단계) 후에, 도징 장비는 스크류가 설정 시간동안에 회전되게 하며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다.  그리하여 사용자 설정 (“work parameters (작업 

파라메터) (작업 파라메터)” 또는 “work recipe”)에 따라 원하는 재료 이송 

(kg) 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NON-STOP MODE 
Non-stop 모드에서는, 사이클 시작의 외부 신호 활성화 후에, 도징 장비는 

스크류가 불특정 시간동안에 회전되게 (즉, 사이클 시작을 위한 위부 

신호가 비활성화 될때 까지) 한다. 그리하여 사용자 설정 (“work 

parameters (작업 파라메터) (작업 파라메터)” 또는 “work recipe”)에 따라 

원하는 재료 이송 (kg) 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중요: 작업 모드 (Impulses 혹은 Non-stop) 는 factoy 단계에서 설정 된다 

(참조 par. 7.11.4). 
 

7.5.2. Configuration 옵션 

7.5.2.1. 외부 아날로그 컨트롤 
External analoge control 은 Non-stop 모드에서만 제공되며 가변 속도로 

하여 압출기에 있는 도징 장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외부 유사 신호 

진폭에 따라 스크류 회전 속도를 조절하게 한다.  
 

7.5.2.2. 사이클 타입 수집 
cycle time acquisition 기능은 Impulses 모드에서만 가능하다. 이 덕분에, 

도징 장비는 자동으로 IMM 에서 오는 도징 사이클 시작 외부 신호의 

두개의 연속적인 활성화 사이에 시간을 이용하여 도징 시간을 자동으로 

취득한다.  
 

7.5.2.3. 교체 주기 
대체 사이큭 기능은 Impulses 모드에서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도징 

장비는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파라메터가 N 횟수는, 도징 사이클 시작 

외부 신호의 N 활성화 마다 도징 사이클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N =4 인경우, 도징 장비는 4 IMM 사이클 마다 도징을 수행한다 

(즉, 4 사이클마다 3 사이클을 건너 뛴다). 
 

7.5.2.4. 속도 개조 
speed modulation 은 Impulses 와 Non-stop 모드 두 모드에서 다 

가능하다. 스크류 속도 변경 부분이 10 과 150 [rpm] (참조 standard 

reduction gear 20:1) 사이 후에, 속도가 범위보다 낮거나 또는 최대 인해 

일부 작업 파라메터 조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속도는 최대 혹은 

최소 제한으로 조절될 것이며, 동시에 특정 알람 신호가 활성화 될 것이다 

(속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음). 어쨌든, 저속의 경우에는 알람 활성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속도 변경 기능을 이용해서 유지 할 수 있다.  만약 이 

옵션을 활성화 할 경우에는, 스크류는 최저 속도 및 간헐적으로 작동된다. 

따라서 최저 한계 보다 더 낮은 평균 속도를 달성한다.  
 

7.5.2.5. 믹서 
이 옵션은 Impulses 와 Non-stop 두 모드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옵션으로, 

도징 사이클에 스크류 시작 및 정지하는 동시에 믹서 작동 시작 및 정지 

명령이 가능하게 한다. 
 

7.5.2.6. 엑스트라 – 믹서 옵션 
믹서는 사이클 대기 시간에도 작동 될 수 있다 (즉, 홈 화면에 READY 가 

나타나고 스크류가 still 일 때). 이 모드는 대기 시간이 연장될 때, 재료가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에 유용하다. EXTRA MIXER 모드에서 

작동은 두개의 파라메터에 의해서 제어된다.  
 

• Mixing ON time 
• Mixing OFF time 
 

EXTRA MIXER 모드는 0 보다 높은 값으로 Mixing ON time 으로 설정 

함으로써 활성화 시킬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대기 시간동안에  

(READY) 믹서는 항상 Mixing ON time과  Mixing OFF time 에 각각  ON 

과 OFF 를 명령 한다.  
 

7.5.2.7. 응용 프로그램 구성 옵션 
아래 테이블에서, 도징 장비 타입에  따라 사용 가능한 옵션을 나타냈다.  
 

 Press Extruder 

Extruder 
with 

variable 
speed 
screw 

Cycle type Impulses Non-stop Non-stop 

Cycle acquisition time NO / YES --- --- 

External  analogic 
control --- NO NO / YES 

Alternate cycle NO / Y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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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modulation NO / YES NO / YES NO / YES 

Mixer NO / YES NO / YES NO / YES 

 
이 파라메터 설정 순서는 시스템 유형에 따라 적용되며, 시스템 동작을 

참조 하여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중요: 구성 옵션 모드를 설정하기 위해, 단락  7.11.3 를 참조한다. 
 

7.6. 데이터 및 파라메터 입력 

7.6.1. 숫자 키보드 
 

 
 
프로그래밍 페이지에서 설정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숫자 키보드가 

나타날 것이다. 이때, 숫자 값을 입력하는데, 입력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수치를 입력한다.  

 데이터 삭제 하기 위해서는, 버튼  을 누른다. 

 데이터 값을 저장 하기 위해서는, 버튼  을 누른다. 

 포인트를 넣기 위해서는, 버튼  을 누른다. 십진수 값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키는 회색으로 바뀌고 선택되지 않는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의 신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버튼  을 

누른다. 양수만 입력이 가능할 경우에는, 키는 회색으로 바뀌고 

선택되지 않는다.  

 입력값 변경 없이 나오기 위해서는, 버튼  을 누른다. 
 
중요: 키보드는 변경될 파라메터의 이름을 나타낸다.  
 
중요: 키보드 상단에는, 수정되는 데이터에 대해 허용되는 값의 범위가 

나타난다. 만약 이 범위가 나타나면, 이 범위를 넘는 숫자 값을 입력 한 

뒤에 버튼  을 누르면 이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버튼  을 누르면 수정된  데이터에서 허용된 가장 근접한 값으로 

대체될 것이다. 만약 버튼  을 다시 누르면, 제안된 값은 변경 값으로 

허용된다.  
 

 

7.6.2. 영숫자 키보드 
 

 
 

Alphanumerical keyboard (소문자/숫자 모드) 
 

 
 

Alphanumerical keyboard (대문자/기호 모드) 
 
 원하는 기호의 키를 누른다.  

 데이터의 마지막 입력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버튼 을 

누른다. 

 스페이스 버튼은 을 누른다. 

 소문자/숫자 모드에서 대문자/기호로 바꾸기 위해서는, 혹은 그 

반대로 하기 위해서는 버튼  을 반복해서 누른다.  

 소문자/ 숫자 모드에서, “a” 와 “p” 사이에 글자들을 입력하기 위해 

버튼 을 누르며, 반대로 “q” 와 “z” 사이에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 버튼  을 누르거나 혹은 숫자를 입력하기 

위해 버튼  을 누른다.  

 대문자/기호 모드에서, “A” 와 “P” 사이의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 

버튼 을 누르고, 반대로 “Q” 와 “Z” 사이에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 버튼  을 누르거나 혹은 기호를 입력하기 

위해 버튼  을 누른다. 

 저장 하기 위해서 버튼  을 누른다. 

 데이터 변경 없이 나가기 위해서는, 버튼  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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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암호 키보드 
 

 
 
도징 파라메터 설정은 여러번의 암호 단계로 관리된다. 화면에 있는 

데이터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frame 에 값을 입력한다. 파라메터 

수정을 위해 적절한 단계 암호 ( 혹은 더 상위 레벨) 입력을 위한 암호 숫자 

키보드가 나타날 것이다.  
 

중요: 모든 패스워드의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단락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을 참조한다. 
 
 

7.7. 홈 화면 
홈 화면은 도징 시스템의 기본 기능들을 나타내며, 아래와 같은 섹션이 

나타난다.  
 

 
 
• A : Upper status bar 
여기에 나오는 그래픽 기호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01 페이지 번호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활성화된 알람 

 
레시피 칼리브레이션 활성화가 아직 수행되지 않음 (참조 
7.15) 

DVK 10 DVK 모델 
 

 
그래픽 인터페이스 현재 언어 
 

중요: 이 기호를 누르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참조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현재 암호 단계 
 

-  user, 

-  super-user,  

-  administrator. 
 

15:43 시간 (hh:mm) 
 

 

• B : Active recipe (work recipe) 
 
상기 페이지에서는 작업 레시피 이름 및  레시피 파일에 최종된 연결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참조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ABLEOO1_WHITE” 로된 작업 레시피는 

모든 파일 레시피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ABLEOO1_WHITE”로 된 작업 레시피는  

recipe no.1에 연결되어 있다. 

 

중요: 이름이 긴 것은 스크롤 모드로 표시된다.  
 
중요: 작업 레시피 프레임을 누르면, 모든 작업 레시피 파라메터를 수정 및 

표시하는 페이지로 이동 할 수 있다.  
 
• C : Screw speed indicator 

 

바 중앙에 있는 숫자들은 스크류의 속도를 퍼센트로 나타내며, 속도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크류 속도를 컬러 영역으로 나타낸다.  
 

중요: 최소 속도는 0% 이며, 최대는 100% 이다. 
 
중요: 속도 바는 회전하는 동안에만 나타난다.  
 
 
• D : Dosing cycle status bar 
이 곳에서는 도징 사이클의 상태를 텍스트나 그레픽 형태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소 하는 색깔이 있는 바)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상황에 따라 

바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START/STOP 버튼  (정지 사이클). 

 
 

 사이클 작동 외부 신호가 OFF일때, START/STOP 버튼  

(사이클 진행중) 을 누른다. 

 

 
 

“READY” 가 깜박 거리면 장비는 사이클 작동인 외부 신호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사이클 작동 외부 신호가 ON 일때 START/STOP 버튼  

(사이클 진행중) 을 누른다.  
 

 
 
Impulses 모드 (참조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남아 있는 회전 시간은 오른쪽에  [seconds] 로 나타나며 초록색 

바는 작업 레시피에 설정 회전 시간이 끝날때 까지 점점 짧아 

진다.  
 

 
 

 
 
Non-stop 모드 (참조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이클 작동 외부 신호가 ON 일 때, 녹색으로 채워진 바에 

“DOSING” 이란 글자가 나타난다.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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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Keys bar 
 

 
 
이러한 버튼은 START/STOP 버튼 뿐만 아니라 TEST 명령도 실행할 수 

있으나, 시스템 설정 및 데이터 베이스에도 접근이 가능하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단락을 참조 한다.  
 

7.8. MANUAL COMMANDS 
 

 
 

 

 
 

이 페이지에서는 도징 

장비의 컨트롤 판넬 (P.C.B) 

콘세트에 연결될 

엑츄에이터의 수동적인 

선택적 사항을 활성화 할 수 

있다.   
 

 
Output 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버튼을 누른다.  
 

                 (활성화 방법)   
 
 

                (비활성화 방법) 
 
 

 
 
 

- Manual commands of 
24V outputs 

 
 
 

- Screw manual 
command 
 
Screw speed: 회전 속도 

설정 
 

Non-stop screw: 지정되지 

않은 일부 시간에 대해 

설정된 속도에서 스크류 

회전 start/stop . 
 

Time screw: 설정 시간에서 

정지 및 설정 속도에서 

스크류 회전 작동. 
 

 

- Manual command of 
24V auxiliary outputs 

 
중요: “green light”, “mixer motor”, “EV loading slide gate” 및 “Aux 1” 로 

이름이 된 액추에이터는 옵션이다.  
 
 

7.9. 소비량 통계 
 

 
 

 

 
 

버튼 을 

누르면, 일부 재료 혹은 

전체 소비량 값 이나 실행된 

(일부 혹은 전체) 사이클의 

횟수 (주의: 도징 장비중 

Impulses 모드에서 마지막 

것 경우에만) 을 화면에 

나타낸다. ( 참조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음 두 페이지에서 (35-36) Impulses 혹은 Non-stop 작업 모드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참조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Impulses mode Non-stop mode 

 
 
 

 

  
 
중요: 일부분의 계산을 다시 설정하려면, partial computations 화면에서 

버튼  을 누른다. 주의: 관리자 암호가 필요로 한다.  
 
중요: 총 계산 리셋은 factory level 에서만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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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암호 
 

 
 

 

 
 
 

버튼  을 

누르면, 암호 관리에 관한 

하위 메뉴에 접근할 수 

있다.  
 

 

 

 

7.10.1. Login 
 

 
 

버튼  을 

누르면, 다음 작업에 

필요로 하는 단계의 권한을 

얻을 수 있다.   
 

 
 

원하는 레벨의 암호를 

입력하고, 버튼   을 

누른다. 
 
 

 
사용자에 대한 가능한 암호는 다음과 같다.  
 

Level Passwords 
User 0000 
Super-User 1111 
Administrator 201207 

 
중요: 만약 입력된 암호가 잘못되거나 낮은 레벨이면, “Wrong password”  

란 메세지가 나타난다.  
 

 

7.10.2. Logout 
 

 
 

버튼  을 

누르면, 모든 암호 레벨 

에서 나온다.  
 

 
 

작업 마지막에서, 확인 

페이지가 나타난다.  

 

암호 페이지가 다시 

나타나지만, 수행되고 있는 

작업을 확인하는 것으로  

  
비활성화된다.  

 
 

7.10.3. 변경 
 

 
 

버튼  을 눌러 

암호를 변경한다. 

 
 

암호는 현재  가지고 있는 

단계까지 나타난다. 

프레임을 터치하면, 해당 

암호 변경 옵션 페이지로 

이동 한다. 이러한 예로, 

super-user’s 암호를 

변경하려 한다. 

 
 

새로운 암호를 입력하고, 

버튼   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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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메시지가 나타난다.  

 
 

작업 마지막에 “Password 

Modification” 화면이 변경된 

암호로 나타날 것이다. 

(예로, super-user’s level 

암호). 

 
중요: user’s password 로 암호 단계를 활성화 / 비활성화 할 수 있다. 만약 

버튼이  되어 있다면, user’s password 는 이 레벨 모든 작업 

단계에서 요구 되지 않을 것이다.  
 

7.11. 컨트롤 판넬 
 

 
 

 

 
 

버튼  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하위 

메뉴가 나타난다.  

 

7.11.1. 언어 
 

 
 

버튼  을 

누르면, 언어 설정 메뉴로 

이동 한다.  
 

 
 

선택된 언어는 다른 

색상으로 나타난다.  

 

 

7.11.2. 진단 
 

 
 

버튼  을 

누르면, 아나로그 및 

디지털 입력 및 출력에 대한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일련의 페이지로 이동한다.  
 

 
 

Digital inputs status 
- Non-active inputs 은  

(하얀색) 점  으로 

나타난다. 

- Active inputs 은 (녹색) 점 

 으로 나타난다. 

 
 

Digital outputs status 
- Non-active outputs 은 

(하얀색) 점  으로 

나타난다. 

- Active outputs 은 (적색) 

점  으로 나타난다. 

 
 

Analogue inputs and 
outputs status 
- 압출기 속도: 외부 

아날로그 제어 입력 상태 

- 스크류 속도: 스크류 

속도는 아날로그 출력 

상태를 나타낸다. 

 

중요: “immediate stop” 버튼  을 누르면 도징 사이클이 진행중인 

사이클의 마무리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정지한다.   
 

중요: theoric motor speed 데이터 [rpm] 는 작업 파라메터에 따른 도징 

알고리즘에 의해 추정되며, 스크류가 최소 혹은 최대 한계 및/또는 사용 

속도 조절 기능을 작동 할 수 있는 곳에 특정 상황에서 옳바른 동작을 

확인하는 것에 사용될 수 있다. (참조 단락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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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 활성화 
 

 
 

으로 도징 

장비의 부속 프로그램을 

제어 할 수 있다.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락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을 참조한다. 
 

 

Mixer: 만약 ON 상태일 

경우에는, mixer control 

output 및 도징 사이클을 

관리 할 수 있다.  
Mixing ON time,  
Mixing OFF time: 만약 On 

time 이 > 0 인 경우, 믹서는 

도징 대기 동안에 

일시적으로 돈다. 

(Impulses mode 에서만). 
Speed modulation: “speed 
modulation” 기능을 활성화 

시킨다.  
Alarm light intermittence:  
만약 ON 상태 이거나 

알람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색 불빛이 Non-stop 대신 

일시적으로 작동된다. 
 
Impulses 또는 Non-stop 에 따라 작업 모드가 다르게 보인다. 

Impulses mode Non-stop mode 

  
 
Cycle time acquisition: cycle time 
acquisition 기능 활성화. 

Alternate cycle: alternate cycle 기능 

활성화. 

Cycles number: 사이클 횟수가 도징 

사이클 작동을 위해 Alternate cycle 

기능을 고려한다.  
 

 
External analogue control: On 일 

경우에는, external analogue control 

기능이 활성화  될 것이다. 
Min. value [V], Max. value [V]: 
external analogue control 기능에 

의해 , 외부  아날로그 입력에서 

전압의 최소 및 최대 제한을 고려한다.  

 

7.11.4. 공장 파라메터 
 

 
 
 
 

 으로 장비 

구성 및 관리에 대한 하위 

메뉴로 이동 할 수 있다.  
 

 

7.11.4.1. Configuration 
 

 
 

중요: 이 하위 메뉴의 

파라메터 작성 및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보다 높은 

수준의 암호 하려는 

메세지가 나타난다.  
(supervisor 
communication 
parameters 예외) 
 

 
 

 

Model: DVK10/14/18/25 
Serial number: 도징 장비 

시리얼 넘버 
Stations number: 
인터페이스에 의해 

제어되는 도징 장비의 수 

(향후 확장에 사용되는 

파라메터 ). 

Panel version: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의 소프트웨어 

버전 번호. 
P.C.B. version: P.C.B 
컨트롤 소프트웨어 버전 

번호. 
 
Impulses 또는 Non-stop 에 따라 작업 모드가 다르게 보인다. 

Impulses mode Non-stop mode 

 
 

 

• Screw type: VM10/14/18/25 
• Cycle type: impulses 또는 non-stop 

 
중요: Screw type 과 cycle type 은 작업 파라메터 percentage, lift weight, 

dosing time, 등)에 따라 회전 속도 계산 및 칼리브레이션 종류 (A/B/C) 

도징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되는 파라메터의 자동 설정을 정의한다. 
 

 

Panel communication: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및 

도징 장비 P.C.B. 간에 

통신에 대한 주소 (주의: 

수정 불가 파라메터). 
Supervisor 
communication: 도징 장비 

및 Supervisor (옵션) 간에 

통신에 대한 파라메터. 
 

 
중요: supervisor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컬은 시작 및 정지를 위한 1 bit 

MODBUS-RTU Slave, 8 bit 은 데이터 이며 패리티 (parity)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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