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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2. 파라메터 
 

 
 

중요: 이 하위 메뉴의 

파라메터 작성 및 접근 

하기위해, 관리자 

보다 높은 수준의 

암호를 입력하란 

표시가 나타난다. 
(supervisor 
communication 
파라메터는 제외) 

 

Min. speed: 최소 스크류 

모터 속도 [rpm]. 

Max. speed: 최대 스크류 

모터 속도 [rpm]. 

Speed ref. min.value: 최소 

속도로 모터 시동시 순간에 

입력 아날로그 기준 전압 
[V]. 
Speed ref.max. value: 최대 

속도로 모터 시동시 순간에 

입력 아날로그 기준 전압 
[V]. 
Motor-screw ratio: 모터와 

스크류 사이에 Motor-
screw rat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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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ulses mode Non-stop mode 

  

  
 
Delay: 이 파라메터는 non-stop 모드에서만 가능하며 도징 사이클 시동 

외부 신호에 대한 스크류 회전에 대한 시작 또는 정지를 지연시킬 수 있다.  

(ABL input, 배선도 참조). 

아래에 파라메터 지연에 대한 값 설정에 따른 상세한 장비 작동을 

설명하고 있다.  

• Delay = 0 ⇒ 스크류 작동 및 정지는 ABL input에서 시작 및 정지 

신호 각각에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 Delay > 0 ⇒ 스크류 작동이 지연된다. – ABL 에 대한 – 지연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연기한다. 이 단계 동안에, ‘WAITING FOR DOSING’ 

문구가 홈 화면에 나타날 것이며 노란색 바는 남은 시간을 표시할 

것이다.  

• Delay < 0 ⇒ ABL 에 해당하는 스크류 정지가 연기되며 지연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연기한다 이 단계 동안에, EXTRA DOSING 문구가 

홈화면에 나타날 것이며, 노란색 바가 남은 시간을 나타낸다. 
 
Sample glass weight, Sample glass volume: B 칼리브레이션에  사용했던 

유리의 중량 및 부피. 

 

Screw default Kvol: 모델화된 스크류의 부피 수(volumetric constant) 

(주의: 알고리즘 B 와 C 칼리브레이션을 도징하며 사용되는 파라메터). 
 

Lower thershold B calibration, Upper threshold B calibration: B calibration 
failure alarm 이 중단될 동안, B 칼리브레이션으로 얻어진 Psa 에 대한 

제한. 
 

Threshold C calibration: C calibration failure alarm 이 중단될 동안, C 

칼리브레이션 사용 제한. 
 

C calibration default time: 도징 장비가 non-stop 작업 모드에서 모데링 

될때, C 칼리브레이션에서 테스트 이송에 기본 길이. 
 

중요: 칼리브레이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참조 7.15. 
 

7.11.4.3.  Service 
 

 
 

중요: 이 하위 메뉴의 

파라메터 작성 및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보다 높은 

수준의 암호를 입력 

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supervisor 
communication 
parameters 제외) 

 
 

Date: 달력 설정 
 (day/month/year). 
Hour: 시간 설정  
(hour : minute : seconds) 
 

 
 

Contrast: 그래픽 화면에 

대비 조정. 

Brightness: 그래픽 화면에 

밝기 조정. 

Colour: 그래픽 화면의 색상 

채도 조정. 
 

 

Backlight: 그래픽 화면에 

백라이트 조명 조정. 

Timeout: 암호가 로그 

아웃되고 화면이 홈 

화면으로 이동하는 동안, 

터치 스크린 비활성화 

시간. 
Restore factory default: 
모든 파라메터를 공장 

설정으로 복원 한다. (주의: 

이 작업은 서비스 직원에 

의해서만 조작 되어야 

한다.) 
 

버튼 을 누르면 

레시피, 재료 리스트, 

등록된 알람, 소비량, 

언어를 삭제할 수 있다. 

(주의: 이 작업은 서비스 

직원에 의해서만 조작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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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parameters export 
 
1 – 장비 전면에 있는 USB 

콘센트에 FAT16 또는 

FAT32 포멧으로 USB flash 

drive를 넣는다. 

2 – 내보낼 데이터 그룹을 

선택한다. (등록된 알람,  

장비 파라메터, 레시피 

파일, 재료 파일). 

 
 

Data/parameters export 
3 - Export key 로 작업을 

시작한다. 

 
 

Data/parameters export 
 
4 – OK 를 눌러 끝낸다. 

 
 

Data/parameters import 
 
1 - 장비 전면에 있는 USB 

콘센트에 FAT16 또는 

FAT32 포멧으로 USB flash 

drive를 넣는다. 

2 - 내보낼 데이터 그룹을 

선택한다. (등록된 알람,  

장비 파라메터, 레시피 

파일, 재료 파일) 

 
 

Data/parameters import 
3 - Import키를 눌러 작업을 

시작한다. 

 

Data/parameters import 
 
4 – OK 를 눌러 끝낸다 

 
중요: flash drive 에는 파이명을 생성해야 하며, 그 내용을 식별하기 위해 

일부 문자열 다음에는 장비의 시리얼 번호로 시작되어 나타난다.  

(참조 아래 테이블 참조): 
 

Exported data group  File name 
- Alarm register Serial no.alarms.log.html 
- Machine parameters Serial no.parameters.dat 
- Recipes file Serial no.recipe.file.dat 
- Materials file Serial no.material.file.dat 

 

중요: alarms register 파일만 일반 브로워와 PC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반면에 모든 다른 파일들은 코딩 되어 코딩되지 않은 것은 읽을 수 없다.  
 

중요: 만약 USB flash drive에 내보내야할 파일과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파일에 덮어 쓰기 한다.  
 

중요: 만약 USB flash drive에서 가져와야 할 데이터의 그룹에 파일 이름이 

없으면, 경고 메세지(팝업)가 요구된 작업이 수행되지 않았음을 알리기 

위해 나타날 것이다.  
 
 

중요: 만약 USB flash drive 가 존재하지 않는 다면, Export 와 Import 

키들은 비활성화로 돌아온다.  
 

중요: 장비 파레메터의 export / import 및/혹은 recipes / materials 

파일들은 사용자에 의해 잘못 설정된 오작동 혹은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restoration points” configuration을 생성한다. 
 

중요: 레시피 / 재료 파일의 export / import 는 같은 제품에 사용되는 

다양한 시스템에 동일한 파일의 복사본을 만들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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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작업 파라메터 설정 
이 단락에서는 work parameter 설정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절차 

과정이 간단 하고 체계적이지만, 특정 도징 장비의 구성 (impulses or non-

stop mode) 및 선택된 칼리브레이션의 종류 (A/B/C) 때문에 약간의 작업 

차이가 있다. 
 

7.12.1. 작업 파라메터 에서 Impulses Mode  
 

 
 

Home page 
 
홈 화면의 센터 부분을 

누르면, work parameters 

(작업 파라메터) (작업 

파라메터)로 이동한다. 

 
7.12.1.1. A calibration 

 

 
 

Work recipe with impulses 
mode –A calibration 
 

관련 재료는 재료 

리스트에 no.1 이다.  
 

스크류 속도는 화면에 

나타난다. (A calibration) 
 

주의: 프레임 되어 있는 

모든 부분은 터치하여 

수정할 수 있다.  
 
 

 
 

Mixer time 
 

스크류 정지후 믹서 회전 

연장 시간 
 

 
주의: 이 파라메터는 

믹서가 사용 가능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7.12.1.2. B or C Calibration  
 

 
 

 

Work recipe with impulses 
mode – B or C calibration 
 
관련 재료는 재료 

리스트에 no.1 이다.  
 
 
스크류 속도 대신에, 

아래와 같은 파라메터 

들이 있다.  
- Dosing percentage 
- Dosing time 
- Lift time 

 
 

- Mixer time (믹서가 

가능시에만)) 

 

 

7.12.2. Non-Stop Mode 에서 Work Recipe 
 

 
 

Home page 
 
홈 화면의 센터 부분을 

누르면, work parameters 

(작업 파라메터) (작업 

파라메터)로 이동한다. 

 
7.12.2.1. A calibration 

 

 
 

Work recipe – A calibration 
 
재료 리스트에 관련 

재료. 
 
스크류 속도는 화면에 

나타난다. (A calibration) 
 
주의: non-stop mode 에서 

도징 시간은 나타나지 

않는다.  
 

 

Mixer time 
 
스크류 정지후 믹서 회전 

연장 시간. 
 
주의: 이 파라메터는 

믹서가 사용 가능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7.12.2.2. Setting B or C 

 

 
 

B o C Calibration 
 
screw speed 
파라메터는 B 혹은 C 

칼리브레이션일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대신에 다음과 같은 

파라메터가 나타난다.  
- Dosing percentage  
- Through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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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3. Factory Setting 
DVK 도징 장비는 일반적인 작업 레시피로 공장도 설정으로 되어 있으며 

레시피 / 재료 리스트 파은 두개 다 비어 있다.  
 

 
 

처음 시작시에 홈 화면 : 
 
 
 
 
 
- Impulses mode 
 
- Mixer not enabled (믹서 

비활성화) 

 
 

- 이름 없는 작업 레시피와 

레시피 파일에 연결 

안됨.  
 
- A calibration 
 
-  재료 파일에 재료 no.1에 

연결된 작업 재료. 

 
 

 

 
 

 
- 빈 레시피 파일 

 
 

 
- 1 번에 일반 재료을 입력 

한다.  
 
 
주의: 작업 레시피 시작을 

위해서, 적어도 작업 

파일에 하나의 재료가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를 

새로 생성해야 한다). 
 

 

파일에서 재료 1 의 기본 

파라메터 
 
-  Name MATE_001  

(8 자) 
 

- B calibration not done 
(coefficient B = 1) 

 

- C calibration not done (C 
coefficient = 1) 

 
 

 

7.12.4. Work Recipe 수정 

7.12.4.1. Work parameters  (작업 파라메터) 수정 
 

 
 

작업 파라메터로 이동하기 

위해 화면 가운데를 터치 

한다. 

 
 

작업 레시피 이름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름 

프레임 있는 곳을 터치 

한다.  

 
 

현재 나타난 알파벳 화면을 

이용하여 새 이름의 

레시피를 입력한 뒤에, 

버튼   (enter)을 

누르면 된다. 

 
 

버튼  (confirm) 을 

누르면 변경을 확인한다 
. 

 

7.12.4.2. Calibration 타입 수정 
 

 
 

B calibration (B 
칼리브레이션)의 설정 예. 
 
이 부분을 터치 한다. 

 
 

 
 
레시피가 수정되는 것을 

표시 하기 위해 상단에 

있는 바가 적색으로 

바뀌고 수정 확인을 위해 

 을 누른다. 



23 

 
 

Work recipe – B calibration 
 

버튼  으로 선택된 

재료에 대해 

(필요시에는) 

B 칼리브레이션을 

반복한다.  
 

A 에서 B 로 

칼리브레이션 변화, 

스크류 속도 파라메터는 

아래와 같이 대체 된다.  
- dosing percentage 
 

 
 

- Lift weight 
 

- Mixer time (믹서가 

가능한 경우에만) 

 

C 칼리브레이션의 설정 예; 
 
- C calibration 
 (칼리브레이션)을 

선택한다. 

 

 
 

 
 

-  을 눌러 확인 한다. 

 
 

Work recipe – C calibration 
 
B 칼리브레이션으 위한 

마찬가지로, 작업 파라메터 
calibration, work 
parameters (작업 

파라메터)은 아래와 같다. 
 

- Recipe name 
- Calibration type 
- Material Type 
- Dosing percentage 
- Dosing time 
- Lift weight 
- Mixer time (only if the 
mixer is enabled). 

 
 

 

 

 

7.12.4.3.  관련 재료의 변경 
 

 
 

 
 
 
 
재료 변경을 위해 이 

필드를 터치 한다.  

 
 

 
재료 리스트 work 

material) 와 현재 선택된 

재료가 나타난다.  

 
 

 
 
 
원하는 재료를 찾기 위해 

스크롤 한 뒤에, 

선택한다.  

 
 

적색으로 바뀐 상단에 

있는 바는 수정이 확일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다.  
 

 을 눌러 재료 

수정을 확인하고 다시 

작업 레시피 화면으로 

이동한다.  
 

 

확인후, 작업 레시피는 

새로운 재료와 업데이트 

된다. 이  버튼은 작업 

재료가 선택된 

칼리브레이션 (이 경우에는 

C) 과 같이 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필요시, 버튼 

 을 눌러 재료 

칼리브레이션을 시작한다. 

 
 

 
 
 
 
 
 
작업  재료 필드를 터치 

하면, 재료 리스트에 

연결된 리스트로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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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레시피 파일 관리 
 

 
 

레시피 파일에 있는 모든 

작업은 홈 화면 를 

이용해서 작업한다.  

 

7.13.1. 새로운 레시피 추가 
 

 
 

새로운 레시피를 추가 

하기위해,  (new)를 

누른다.  
 
새로운 레시피는 작업 

레시피와 동일한 

파라메터와 위치에 새로운 

파일에 생성 된다 

(여기서는 no. 9).  
 

 
 

이 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한 개 혹은 그 이상 

파라메터를 수정할 수 

있다.  
 
주의: 새로운 레시피가 

파일에 저장될 수 있도록, 

적어도 이름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  

 
 

새로운 이름을 입력하고  

 을 눌러 저장한다. 

 
 

새로운 레시피 추가는 

 를 누른다. 

 

레시피 파일에 다시 

접근하기 위해, 리스트를 

스크롤 하면 첫번째 위치에 

나타난 곳에 새로운 

레시피를 작성할 수 있게 

나타난다.  

 
 
 
 

7.13.2. 레시피 수정 
 

 
 

레시피 수정을 위해, 

변경할 레시피가 나올때 

까지 스크롤한 뒤에, 

프레임을 누른다 

(여기서는 004 에 위치한 

레시피) 
 

 
 

원하는 레시피의 파라메터 

페이지가 나타나며,  

를 눌러 수정한다. 

 
 

“recipe modification” 에서, 

선택 가능한 모든 필드에는 

프레임이 되어 있다. 

수정할 파라메터의 필드를 

터치한다 (여기서는 
“dosing time”). 
 

 
 

자동으로 나타나는 키보드 

(수정할 데이터에 따라 

숫자  또는 알파벳)를 

사용하여 새로운 값을 

입력한 뒤에   로 

작업을 마친다. 

 
 

으로 파라메터 

수정을 확인 하거나 

로 수정없이 작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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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후에는, 수정된 것을 

포함한 모든 레시피 

파라메터가 화면에 

나타난다.  
 

 

7.13.3. 작업 레시피의 사용 
 

 
 

작업 레시피에 레시피 

파일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링크될 레시피까지 

리스트를 스크롤한 다음, 

이름 있는 프레임을 터치 

한다 (여기서는 004 번에 

레시피). 
 

 
 

원하는 레시피 파라메터 

페이지가 나타날 것이며, 

작업 레시피로 전송 시키기 

위해 를 누른다. 

 
 

홈 화면에는 방금 선택한 

레시피 파일의 이름과 해당 

위치가 즉시 나타날 것이다 

(신호 연결이 수행되고 

있다).  

 

레시피 리스트로 다시 돌아 

가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연결되 있는 

작업 레시피를 참조 한다.  

 

7.13.4. 레시피 삭제 
 

 
 

파일에서 레시피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삭제할 

곳까지 스크롤 한뒤에, 

이름을 터치한다 

(여기서는 009번). 
 

 
 

선택된 레시피 파라메터 

페이지에서, 를 

누른다. 

 
 

확인이 요구될 시에는, 

삭제 를 원할 시에는 

을 누르고,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를 

누른다.  

 
 

삭제한 후에는 삭제된 

레시피의 파라메터 

페이지가 빈 이름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다.  

주의: 이름 없는 파일은 그 

포지션이 비어 있음을 

의미하며, 새로운 레시피를 

넣을 수 있다.  

 

레시피 리스트로 돌아 

오면,  위치가 비어 

(여기서는 9번) 있다.  

 

7.14. 재료 파일 관리 
 

 
 

재료 파일에 대한 모든 

작업은 홈화면에서,  

 을 누르면 레시피 

파일로 이동 할 수 있다.  

 
 

레시피 파일에서  을 

누르면 재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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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1. 새로운 재료 추가 
 

 
 

새로운 재료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new)를 

누른다.  

“new material” 페이지가 

첫번째 줄에 빈 화면으로 

나타 나며 (여기서 no. 2), 

모든 파라메터는 

기본값으로 사전에 

설정되어 있다.  
 

 
 

새로운 재료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름란을 터치한 

후에 이름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이름을 입력한 뒤에 

를 누른다. 

 
 

확인을 위해 을 

누른다. 

 

새로 막 생성된 재료 

리스트를 확인한 후에는 

첫번째 위치에 나타난다.  

 

7.14.2. 재료 수정 
 

 
 

재료 파일을 입력하고, 

수정된 재료가 나올때 까지 

스크롤 한뒤에 해당 라인을 

터치한다.  

 
 

선택된 재료 파라메터에 

관련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면, (modify) 

을 누르면 
 “material modification” 
 페이지로 이동한다.  

 
 

수정할 파라메터 부분을 

터치 한다. (해당 부분은 

이름) 

 
 

새로운 이름을 넣고, 

을 누른다. 

 
 

을 눌런 수정된 것을 

저장한다. 

 
 

작업 마지막에, 수정된 

파라메터 재료 페이지가 

다시 화면에 나타난다. 

(해당 부분은 이름) 

 
중요: 파일에 있는  작업 레시피 (work material)에 링크된 재료를 제외하고 

모든 재료 의 파라메터는 수정이 가능하다. 작업 레시피에서 분리한 후에 

작업 레시피로 이동하여 파일에서 다른 재료를 선택하여 수정해야 한다. 

(참조 단락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7.14.3. 재료 삭제 
 

 
 

재료 파일에 들어가, 

삭젝할 재료를 찾은 후에 

해당 라인을 선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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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재료의 파라메터 

페이지에서 를 

누른다. 

 
 

확인이 요구될 때에는, 

재료 삭제를 할 시에는 

 를 혹은 삭제 없이 

페이지 이동을 위해서는 

 를 누른다.  
 

 
 

삭제 후에는, 방금 삭제된 

재료의 파라메터 페이지를 

화면이 다시 나타나지만, 

이름 칸은 비어 있다.  
 
주의: 이름이 없는 것은 

파일 이 비어 있거나 

새로운 재료 입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 이다.  
 

 

재료 리스트 파일로 돌아 

가면, 사용 가능해 진다.  

(해당 부분 no.9). 

 

7.14.4. 작업 재료 사용 
 

 
 

방법 1: 재료 리스트에서 
 
재료 리스트를 입력하고 

사용할 재료를 입려할 

곳까지 스크롤을 내리고 

이름 라인을 터치한다.  

 
 

선택된 재료 페이지에서 

 (use) 를 눌러 

연결시킨다.  

 
 

방법 2: 재료 레시피에서 
 
홈 화면에서 작업 파라메터 

로 이동 한다.  

 
 

재료 이름 칸을 터치한다.  

 
 

재료 리스트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며, 선택될 

재료 이름 라인을 

터치한다. (필요시 

화살표를 사용한다) 
 

 
 

를 눌러 선택한 것을 

저장한다.  

 

재료 리스트에 다시 접근 

하려면, 선택된 작업 

재료가  색깔 표시된 

라인에 넣는다.  
 

 



28 

 

7.15. 칼리브레이션 
칼리브레이션은 일부 재료의 물리적 특성의 도징 장비의 정교함을 향상 

시키기 위한 특별 절차이다. DVK 도징 장비는 3 종류의 칼리브레이션: A 

calibration, B calibration (volumetric) 및 C calibration (in steps)이 

제공된다. A 타입에서 어떠한 A 칼리브레이션을 수행 하지 않으며 

수동으로 스크류 스피드를 설정하여 장비 사용을 선택한다.  

B 타입에서 장비의 부피 밀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C 타입에서는 하나의 

스크류 회전에 대한 재료 이송 무게를 측정 할 수 있다.  
 

중요: B 또는 C 칼리브레이션에서, 재료는 가장 중요한 요소 이므로, 이미 

테스트된 재료 사용에 대한 모든 레시피는 테스트된 차례로 나타난다.  
 
재료 칼리브레이션 절차는 두가지 다른점에서 접근 할 수 있다.  

- From the work recipe 
- From materials file 

재료 파일에서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재료 

레시에서 시작하는 칼리브레이션 절차는 다음의 중요한 차이점을 제외 

하고는 실질적으로는 동일 하다.  

- 재료 파일에서 모든 재료를 칼리브레이션 할 수 있다. 

- 작업 레시피에서 여기에 (work material) 연결된 재료 파일에만 

칼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다. 
 

7.15.1. 예비 작업 
수행될 칼리브레이션 타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B CALIBRATION 
• 도징 장비와 같이 제공된 균형 및 테스트 글라스 (혹은 부피와 

용기값을 알 수 있는 컨테이너) 을 사용한다.  
 
C CALIBRATION 
• 균형 잡힌 용기나 공지된 용기를 사용한다.  

• 후크를 열고 슬라이드 웨이를 스크류를 확인할 수 있을때 까지 

꺼낸다.  

• 도징 장비에 입자가 가득한지 확인 한다.  
 

주의 : 단계는 위험을 수반한 테스트 사이클 설정을 진행하기 위해 요구 

되며, 도징 장비는 반드시 부분적으로 제거되어야 하며 스크류는 이에 

따라 노출 된다.  
 

중요: 도징 단계에서 재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한다.  
 
1. 고정되어 있는 잠금 장치를 푼다.  

2. 테스트된 재료 웨이팅 및 재료를 담고 있는 도징 장비를 당긴다.  
3.  
 

 

 
 

 

 

 

 
Figure 4  

 

7.15.2. Volumetric Calibration (Type B) 
 

 
 

재료 리스트를 입력하고 

칼리브레이션할 재료 있는 

곳까지 스크롤을 내린 

뒤에, 이름 있는 라인 

부분을 터치한다. (해당 

부분은  재료 no.2). 
 

 
 

버튼  을 누른다. 

 
 

B 또는 C 칼리브레이션이 

수행되기 전인 material 

modification 페이지가 

나타나며, B 및 C 계수는 

단일 (기본값)이다.  
 
B 칼리브레이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을 누른다. 

 
 

칼리브레이션될 재료에 

가장자리까지 test glass 를 

채우고 다음 페이지로 

진행한다.  
 

 
 

test glass 재료 무게를 

준다. 

 
 

글라스 컨테이너에 있는 

측정된 재료 무게 값을 

입력 하고  을 누른다.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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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브레이션 엔딩을 

시작한다. 
 
주의: 여기에서는 부피 

밀도가 계산된다. 계산 

하는 동안에, 비어 있는 

테스트 글라스 무게 값은 

특정 공장 파라메터에 

저장되어 있으며, 이것의 

값은 입력되는 무게 값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만약 계산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확인 

메세지가 나타날 것이다.  
 

 
 

B calibration 플래그가 

수행되는 재료 페이지가 

다시 나타날 것이며, B  

계수는 다시 계수되는 

값으로 업데이트 된다. 

 (주의: 대부분의 재료는 B 

계수는 1 보다 낮다.) 
 
이제 절차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중요:  을 누르면, 언제든지 멈춘다. 이러한 경우, 경고 메세지가 

나타나며 정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YES 를 누르고, 칼리브레이션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경우 에는 NO 를 누른다. 
 

중요: B 칼리브레이션에서 중요한 요소들은 재료이며, 이것들의 용적 

처리량 상수(B 계수)가 측정된다. 이 데이터는 B 칼리브레이션 설정인 

모든 레시피에 사용된다. 이러한 레시피는 이 차례에 테스트로 구분된다. 
 

7.15.2.1.  B 칼리브레이션의 오류 
 만약 계산된 부피 밀도 (B coefficient) 가 threshold B calibration 보다 

낮거나 threshold B calibration 보다 높으면, 무게 및/혹은 담길 무게, 이송 

재료의 문제, 의 오류를 제외 하거나, (B) 용적 칼리브레이션 절차는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중요: threshold B 칼리브레이션 보다 낮거나  threshold B 

칼리브레이션보다 높으면 공장 파라메터 이다 (참조 par. 7.11.4)이다. 

이러한 기초 값은 0,2 와 2 [kg/dm3] 이다. 
 

 
 

이 경우에, 이 절차는 에러 

메시지와 함께 더 일찍 

끝나고 B calibration faile 

시작. 
 

 
B 칼리브레이션이 실패인 경우에는, 알람 리스트 및 다음의 지침을 참고 

한다.  
 

 
 

원인: 
 
알람 리스트에서 B 
calibration failed ⇒ B 
Coefficient 은 Lower 
threshold B calibration 
또는 Upper threshold B 

calibration 보다 높다는 

화면이 나타날 것이다. 

 

해결 방법: 
 
교정 전에 낮은 임계값 B 

칼리브레이션을 낮추거나 

임계값 B 칼리브레이션을 

올린다.  

 

7.15.3. Impulses Mode에서 칼리브레이션 
기본 단계 (type C)   

이 종류의 칼리브레이션은 3 단계(테스트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칼리브레이션 단계에서 계산된 주기에서 레시피 사이클 시간에 

대한 모터가 회전하는 동안, 사용자는 첫 테스트 사이클을 시작할 것이다.  

사이클 마지막에는, 사용자는 물리적으로 처리된 재료의 무게를 재고 

이것의 무게를 설정한다. 시스템은 첫번째 모터 회전 스피드를 계산 

하는데, 처리가 끝날 때 까지, 이것은 다음 칼리브레이션 사이클에 사용 
된다.  

세번째 칼리브레이션 사이클이 같이 수행되며 마지막 3 번째에서는, 

장비는 레시피에 요구된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스크류 필요 속도의 정확한 

계산에 대한 모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준비한다.  
 

 
 

재로 리스트 접근 하여 

칼리브레이션 하는 

재료까지 스클롤을 

내린뒤에 재료명이 있는 

라인을 터치 한다. (해당 

부분은 no.5) 

 
 

 를 터치 한다. 

 
 

material modification 
페이지는 칼리브레이션 

상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에는 B 혹은 C 

칼리브레이션이 이전에 

완료 되지 않으며 B 와 C 

계수는 모두 단일 (기본 값) 

입니다. 
 

 을 눌러 

칼리브레이션 C 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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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필요시에는,  

칼리브레이션 기준 시간 및 

/또는 중량을 수정하고 

도징 장비에서 재료 나가는 

것을 담는 눈금 용기의 

위치를 잡은뒤에, C 

칼리브레이션의 첫 테스트 

사이클을 시작한다.  

 
 

첫 테스트 사이클 (남은 

시간이 곧 표시된다) 의 

마지막까지 기다린다.  
 

 
 

이송된 재료의 무게를 재고 

(at tare net) 스트로킹에 

대한 무게 칸을 터치한다.  

 
 

재료 무게 값을 (at tare 

net) 넣고  를 눌러 

끝낸다. 

 
 

용기를 비우고, 도징 장비 

출구 쪽에 다시 두면, 

재료가 모아지고 다음 

테스트 사이클을 작동 (2nd) 

된다. 

 
 

2nd 테스트 사이클이 

끝날대 까지 기다린다. 

 

이송된 재료에서 무게를 

재고 (at tare net)  

스트로킹에 대한 무게 칸을 

터치한 후에 2nd 테스트 

사이클 동안에 이송된 

측정된 값의 무게를 

넣는다.  

 

 
 

용기를 비우고, 도징 장비 

출구 쪽에 다시 두면, 

재료가 모아지고 다음 

테스트 사이클을 작동 (3rd) 

된다. 
 

 
 

3rd 테스트 사이클이 

끝날때 까지 기다린다. 

 
 

이송된 재료의 무게를 재고 

(at tare net) 스트로킹에 

대한 무게 칸을 터치하여  

3rd  테스트 사이클 동안에 

이송되어 측정된 값을 

입력한다.  
 

 
 

3rd 테스트 사이클에서 

측정된 무게를 입력한 

뒤에 , C 계수가 계산된 

절차의 마지막 을 

시작한다.  

 
 

계산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확인 메시지가 

나타난다.  
 

 
 

C calibration flag 는 

Done 으로 바뀌고, C 

coefficient 는 새로 계산된 

값으로 업데이된 재료 

페이지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제 절차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중요: Calibration time 의 값과 Calibration set weight 파라메터는 작업 

레시피에서 보여준 기본 값으로 미리 설정되어 있다. 어쨌든, 필요시에는 

사용자는 실제로 칼리브레이션을 수행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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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용기 값에 처리된 재료의 무게만 설정한다. (net weight). 
 
중요: C 칼리브레이션에서, screw-material 사용량 정수는 장비에서 

사용된 것에 따라 정의 된다 (C coefficient). 이 데이터는 추후에 모든 

레시피와 screw-material 조립에 사용되는 C 칼리브레이션 설정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테스트에 다른 전환으로 정의 될 것이다. 
 

중요: 버튼  을 누르면, 언제든지 절차는 정지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며, 정지를 원할 경우에는 YES 를 누르고 

칼리브레이션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NO 를 누른다.  
 
 

7.15.4. Non-Stop 모드에서 칼리브레이션 
기본 단계 (Type C)  

페이지 순서는 impulses 모드에서 C 칼리브레이션과 동일하나 30초 기본 

값으로 고정된 사이클 타임은 예외이다.  
 

 
 

 

 
중요: 반면에 calibration time 파라메터 값은 기본 30 초로 설정 되어 

있으며, 칼리브레이션 설정 무게는 기본 값으로 미리 설정되어 있어서 

작업 레시피의 시간당 사용량을 달성 할 수 있다. 필요시에는 s, the 
calibration set weight one is pre-set as default, so that you can achieve 
the hourly throughput of the work recipe. 어쨋든, 필요시에는 사용자는 

실제 칼리브레이션 성능 시작전에 두개를 다 바꿀수 있다. 
 

7.15.5. C 칼리브레이션의 실패 
무게 및/혹은 삽입된 무게의 오류를 제외하고, 혹은 불규칙적이거나 재료 

이송의 장애의 문제, 볼륨 (C) 칼리브레이션 절차는 성공적일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 계산된 C coefficient 는 C calibration threshold 파라메터 뒤로 넘어간다.  

- 모터 로테이션 스피드는 세개의 칼리브레이션 테스트 중에 하나인 최소  

스피드 보다 낮거나 최대  스피드 제한 보다 높다. 
 
중요: Min. speed, max. speed 과 C calibration threshold 은 공장 파라메터 

(참조 단락 7.11.4) 이다. 이런한 기본 값은 각각 200 [rpm], 3000 [rpm], 20 
[%]. 
 

 
 

두가지 경우에서 

프로세스는 에러 메시지와 

이전에 종료되고 C 

칼리브레이션 실패 알람이 

시작된다.  
 

 
C 칼리브레이션이 실패인 경우에는, 알람 리스트를 참조하고 경우에 따라,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Case 1: 
 
알람 리스트에서, C 

칼리브레이션 실패만 

나타나며 ⇒ C calibration 

threshold 이 극복된다.  

 
 

Solution: 
 
C calibration threshold 
공장 파라메터를 다시 

칼리브레이팅 전에 올린다.  

 
 

Case 2: 
 
알람 리스트에서, C 

calibration failed 알람 

이외에도, Required speed 

too low 이 있다.  

 
 

Solution: 
 
Time 을 낮추거나 혹은 

칼리브레이션 무게를 

올린다.  

 
 

Case 3: 
 
알람 리스트에 C 

calibration failed 알람 

이외에도, Required speed 

too high 이 있다. 

 
 

Solution: 
 
Time 을 올리거나 혹은 

무게 관련 칼리브레이션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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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오작동, 비상 사태 및 알람 

7.16.1. 알람 코드 
 

801 - INVERTER ANOMALY 
Problem Possible Causes Solutions 

The led on the 
inverter P.C.B. 
flashes three times at 
a time. 

모터 케이블 컨텍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나사가 조여 짐. 
 

컨넥터 closing 확인. 

모터 옆 터미널 

보드에 있는 컨넥션 

누락 혹은 오류. 

터미널 보드 연결과 

배선 다이어 그램을 

확인하고, 다시 복원 

시킨다. 
 

모터 케이블 고장. 
 

모터 케이블 교체. 

모터 고장. 
 

모터 교체. 

The led on the 
inverter P.C.B. 
flashes twice at a 
time. 
 

모터 오버 로드. 스크류 하우징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 
No inverter P.C.B. led 
on. 

인버터 P.C.B 전원이 

공급되지 않음. 
 

P.C.B. 전원 연결 

확인. 

인버터 P.C.B 고장. 
 

P.C.B. 교체. 

 
 

802 – MATERIAL MINIMUM LEVEL 
Problem Possible Causes Solutions 

The level sensor led 
signalling the 
material missing is 
on. 

재료가 레벨 센서를 

덮음. 
 

호퍼로 재료 이송. 

레벨 센서가 

칼리브레이션 되지 

않음. 
 

레벨 센서를 

칼리브레이션 함. 

 
 

803 – REQUIRED SPEED TOO LOW 
Problem Possible Causes Solutions 

Alarm no.803 during 
dosing cycle. 

시간당 사용량 혹은 

리프트 무게가 너무 

작음. 
 

시간당 사용량 혹은 

리프트 무게를 올림. 

도징 시간이 너무 큼. 
 

도징 시간을 낮춤. 

speed modulation이 

꺼져 있음. 
 

speed modulation을 

킴. 

Alarm no.803 during 
C calibration. 

칼리브레이션 설정 

시간을 너무 크거나 

설정 무게가 너무 

작음. 
 

설정 시간을 줄이거나 

설정 무게를 올림. 

 
 

804 – REQUIRED SPEED TOO HIGH 
Problem Possible Causes Solutions 

Alarm no.804 during 
dosing cycle. 

시간당 사용량 혹은 

리프트 무게가 너무 

큼. 
 

시간당 사용량 혹은 

리프트 무게를 낮춤. 

도징 시간이 너무 

적음. 
 

도징 시간을 올림. 

Alarm no.804 during 
C calibration. 

칼리브레이션 설정 

시간이 너무 적거나 

설정 무게가 너무 큼.  
 

설정 시간을 올리거나 

설정 무게를 낮춤. 

 
 
 
 

 
805 – ANALOGUE CONTROL SPEED TOO LOW 

Problem Possible Causes Solutions 
Alarm no.805 during 
dosing cycle in non-
stop mode. 

외부 기준 신호가 

너무 낮음. 

minimum value 
파라메터를 낮춤 

(참조 pag. 43-

Enabling, 참조 
7.11.3). 
 

speed modulation 이 

꺼짐. 
 

speed modulation을 

킴. 
 

806 – MIXER THERMAL CUTOUT 
Problem Possible Causes Solutions 

Alarm no.806 during 
dosing cycle in 
manual commands 
mode. 

Blade rotation 막힘. 
 

막힌 것을 제거한다.  

Mixer motor with 
broken winding. 
 

믹서 모터 교환. 

믹서 감속 기어 파손. 
 

믹서 감속 기어 교체. 

 
 

807 – B CALIBRATION FAILED 
Problem Possible Causes Solutions 

Alarm no.807 during 
B calibration. 

잘못된 글라스 무게 

혹은 계량 입력 장치 

오류. 
 

무게 및 계량 입력 

장치를 확인한다. 

중량이 Lower 
threshold B 
calibration 파라메터 

보다 낮음.  
 

Lower threshold B 
calibration 
파라메터를 낮춘다.  

중량이 Upper 
threshold B 
calibration 파라메터 

보다 높음.  
 

Upper threshold B 
calibration 
파라메터를 올린다.  

 
 

808 – C CALIBRATION FAILED 
Problem Possible Causes Solutions 

Alarm no.808 during 
C calibration without 
alarms no.803 or 
804. 

잘못 이송된 재료 

무게를 재거나 혹은 

계량 입력 장치의 

오류. 

가중치 및/혹은 계량 

입력 장치를 

확인한다. 이송시 

방해 요소를 

제거한다. 
 

C calibration 
threshold 파라메터가 

C calibration 동안에 

해결 됨. 
 

C calibration 
threshold 파라메터를 

올린다.  

Alarm no.808 during 
C calibration at the 
same time as alarm 
no.803. 

C calibration 동안  

최소 속도 파라메터 

보다 낮은 속도가 

요구 되고 있음. 
 

설정 시간을 낮추거나 

설정 무게를 올린다. 

Alarm no.808 during 
C calibration at the 
same time as alarm 
no.804. 

C calibration 동안  

최대 속도 파라메터 

보다 높은 속도가 

요구 되고 있음. 
 

설정 시간을 올리거나 

설정 무게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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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2. 알람 등록 

알람 화면에서  을 누르면 알람 등록 (Alarms register)로 이동하며, 

지난 100개의 알람을 확인 할 수 있다.  
 

 
 
알람 등록 페이지는 각 4개의 알람들 포함 할 수 있다. 전체 100개 알람 

리스트를 보기 위해서는,  와  를 사용한다. 

알람 색상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 RED – 새로운 알람 

• BLUE – 사용자 재설정 이후에도, 장비에 알람이 현존함. 

• GREEN – 사용자 재설정 이후에 알람 꺼짐. 
• BLACK – information string 

 

7.17. 도징 장비 정지 

7.17.1. 임의 정지 
 

 
 

장비를 사용중에 임의로 

정지 시킬 경우에는 버튼 
(red) START/STOP 

 을 누른다. 

 
 

도징 장비는 일시적으로 

예약 정지된 상태  

(gey) 로 전환되고 현재 

사이클 작업이 완료된다.  

 

그리고 장비는 정지 

 (green) 된다. 

 

7.17.2. 의도적 정지 (즉시 실행) 
 

 
 

하위 메뉴 버튼 을 

누르면, 현재 진행 중인 

사이클이 끝날 때 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정지 

시킬수 있다.  

7.17.3. 비상 정비 
장비는 모든 비상 상황에서는 중지되어야 하며, 비상 상황 원인는 반드시 

정확한 작업이 다시 시작하기 전에 설정해야 한다. 완전히 작동을 멈추기 

위해서는, 전자 랙 뒤에 있는 메인 스위치 ON/OFF 를 누르고 OFF (0) 
위치에 둔다.  
 

8. 장비 청소 및 보관 
장비가 해체 또는 단순히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과 상관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작동 하지 않은 장비에 데미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는 

반드시 필요로 한다. 
 

주의 : 이러한 작업들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 되어야 한다.  
 

장비 보관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따른다.  

1. 전기 전원의 연결을 분리한다.  

2. 전원 패널 단자로부터 전력 공급 케이블을 분리한다.  

3. 작업자에게 생길 수 있는 전기 위험을 제거 하기 위해 웜 나사를 제거 

한다. 참조 단락 9.1.2.  

4. 도징 장비에 처리된 모든 재료 잔여물을 청소한다.  

5. 재료 컨테이너 호퍼를 제거한다.  

6. 재료 컨테이너 호퍼에 있는 남은 재료 잔여물을 청소한다.  

7. 모든 장비들을 다시 닫는다.  

8. 나일론 방수포 또는 유사한 재료로 장비를 덮는다.  

9. 장비를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적절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장비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전 단락에 포인트 6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진행한다.  

7. 장비에서 제어 선반을 제거한다.  

8. 마이크로 스위치와 연결 케이블을 제거 한다.  
 
이때에, 다양한 재료를 분리할 수 있으며 적절한 규정에 준수하여 저장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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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지보수 관리 
주의: 어떠한 유지보수 작업은 전원 코드를 분리해서 수행 해야만 한다.  
 

주의: 만약 상기 매뉴얼에 있는 지침되로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등의 심각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일상적인 유지보수 작업은 계량되는 재료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비의 상태와 이에 따른 효과 뿐만 아니라 처리된 재료의 

타입에 따라 주기를 결정한다. 

만약 재료나 사용자 환경 등의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상적인 유지보수 작업은 3개월에 한번씩 수행되어야 한다.  
 

9.1. 정기적 유지 보수  
 

Every day: 기계 작동 회로에 누수가 있는지 확인 한다.  
 

Every week: 전기 부품의 내부 외부를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물, 공기 및 전기 연결을 확인 한다.  
 

Every month: 장비와 제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9.2. 일상적인 유지보수  

9.2.1. 도징 장비 청소 
도징 장비 청소 절차: 
1. 작업 시작전에, 장비 상류 전원을 끈다.  

2. 스위치 ON (1) /OFF (0)을 사용하여 전원이 공급될 때 장비가 

작동하는 것을 방지 한다.  

3. 칼리브레이션 가이드 후크를 해제한다.  

4. 도징 장비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배출 슬라이드 게이트를 연다.  
 

주의: 이 절차는 도징 장비의 재료 호퍼를 비우며, 이는 배출전에 재료를 

잡을 컨테이너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압축 공기로 청소 한다.  

6. 모든 파트를 닫는다.  
 

주의: 압축 공기를 불때, 고체 입자만 처리 되거나 혹은 파우더 같은 

분진들은 눈에 부상을 입힐 수 있다. 그러므로, 압축 공기로 청소할 때에는 

항상 고글과 마스크를 착용한다.  
 

 

 

 
Figure 8  

 
 

9.2.2. 청소 및 스크류 교체 
아래에 경우에는 반드시 스크류는 교체 되어야 한다.  

• 스크류 청소 하기 위해. 

• 스크류 교체 하기 위해 (만약 스크류가 손상되어 있을 경우에는 

스크류 타입을 교체 한다). 
 
절차는 두 경우에 매우 비슷하며, 필수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작업 시작하기 전에, 장비 상류 전원을 끈다.  

2. 스위치 ON (1) /OFF (0)을 사용하여 전원이 공급될 때 장비가 

작동하는 것을 방지 한다. 

1. 해체 키를 눌러 스크류 도어를 연다 (참조 figure 9-1).. 
 

주의: 이 절차는 장비 몸체에서 나사와 플레이트및 모터/기어를 해체 한다. 
 
2. 나사 어셈블리를 분해한다. (참조 figure 9-3); 

3.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나사 어셈블리의 시트를 청소한다. 

4. 동일한 나사 어셈블리를 재 설치 한다 (혹은 새로운것). 

5. 에셈블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하고, 도징 장비의 작동 위치에 

장착하기 위해 역 과정을 반복한다.  
 

중요: 만약 금속 몸체에 나사가 들어가 있으면 부서 뜨릴 수 있으니, 나사 

교체해야 한다. 실제로, 나사 변형은 처리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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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9.3. 비정기적 유지보수 

9.3.1. 레벨 센서 감도 조절 (옵션) 
호퍼에 레벨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센서를 조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로 한다.   
 
용량 센서가 장착된 경우에는, 아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장비를 끄고, 센서 표면을 청소한다.  

2. 센서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있는다.  

3. 2초 마다 LED 가 깜박 거릴 때, 버튼을 풉니다.  

(3초 후에 발생됨) 

4. 레벨센서가 반이 채워 때 까지 호퍼에 재료를 채운다.  

5. 버튼을 누르고 있는다. 

6. 2초 마다 LED가 두번 깜박거릴 때 마다 버튼을 풉니다.  

(6 초 후에 발생됨). 

7. 호퍼가 비어 있을 곳에는, 닫고 다시 시작한다.  
 

 

Figure 9 
 
만약 회전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1. 작업 전에 모든 전기 전원을 차단 한다.  

2. ON/OFF 스위치를 사용하여, 전원이 들어올 경우 작동 되는 것을 

예방한다.  

3. 센서 박스 내부에, 4 개의 구멍 하나에 스프링을 붙이고 텐션을 

어느정도 적용하고 블레이드의 감도를 조정한다.  

4. 모든 부품을 닫고 다시 시작한다.  
 

 

 
 

Figure 10 
 

9.3.2. 퓨즈 교체 
컨트롤랙 내부에 퓨즈가 장착되어 있으며, 교체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작업 전에 모든 전기 전원을 차단 한다. 

2. ON/OFF 스위치를 사용하여, 전원이 들어올 경우 작동 되는 것을 

예방한다. 

3. 드라이버로 랙을 연다.  

4. 퓨즈가 고장났는지 확인한다.  

5. 고장난 퓨즈를 동일한 종류로 교체 한다.  

모든 부품을 닫는다.  

 

10. 문제 해결 
이 단락에서는 부적절한 유지 보수 기간이나 중요한 사용 상황에서 기계 

오작동을 기인할 수 있는 리스트를 나타낸다.  
 

오류 원인 대체법 

 
소음 증가 

 
기어 박스 고장 

 
기어 모터 교체 

(AS센터에 연락한다.) 
 

  
도징 장비에 이물질 
 

 
스크류를 청소한다.  

  
베어링을 지지하는 

포스트 스크류 고장 
 

 
베어링 교체 

 
작동 오류 

 
No voltage 

 
전기 연결 확인 
 

  
Motor absorbing 
excessively 
 

 
AS센터에 연락한다. 

  
모터 쇼트 
 

 
기어 모터 교체 
 

  
카드 오류 

 
고장난 퓨즈를 

교체한다.  

(퓨즈 고장이 

아닐시에는, AS센터에 

연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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