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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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 및 모든 부품의 기능 설명 

• 조작 및 작동하는 방법 

• 올바른 유지 관리를 실행하는 방법 

• 안전 법률의 준수 
 
다음 용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위험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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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 

위험에 노출된 사람: 

위험지역에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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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에 다음과 같은 금속 ID 플레이트가 있다. 
 

A 제조사 이름과 주소 

B 기계타입 

C 제품번호 

D 모델명 

E 작동전압 

F 최대 전력 수요량 

G 장비 중량 ( 이동 및 운반 목적에 요구 됨) 

H 주파수 

I 제조년수 

L CE 마크로 유럽 안전 규범 2006/42/EC 에 의거하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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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하지 않는다. 
 

1.3. 사용자 공급 사항 
 
계약상 조건에 명확하게 동의 하지 않으면, 다음 사항들은 고객에 의해 

제공 되어야 한다. 

• 시스템 작동: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작동이 불가능 하며 이는 복잡한 

에셈블리에 통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도구 및 소모품 재료 

• 작동을 위한 윤활제 
 

1.4. 기술 서비스 
 
만약 고객이 전문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대리점으로 연락한다. 
 

1.5. 예비 부품 
 
반드시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B
 

(D
 

(C
 

(E) 

(I) 

(G) 

(H) 

(F) 

(A
 

(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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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조 
진공 이송 시스템 (많은 플라스틱 재료 및 먼지) 에서 먼지 분리작업은 브로워와 같이 있는 사이클론 필터에 의해 이뤄진다. 사이클론 필터는 아래 탱크 (2)내에 

무거운 먼지를 아래로 떨어 뜨려, 흡입된 공기 내에 먼지를 모아준다.  

이러한 공기의 흐름은 외부 환경 (1)으로 나가기 전에 카트리지 필터에 의해서 걸러진다. 사이클론 필터는 클리닝 시스템에서 옵션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석션에서 반대 방향에 압축공기에 의해 청소되어진다. 만약 리시버 공기 라인에 불순물이 있을 경우에는, 필터(4)에 의해 차단이 될 것이다. 

옵션 제품인 사이클론 필터는 바이 패스 밸브에 의해 통합될 수 있으며, 이는 재료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지 않을 경우 브로워 작동을 막는다.  
 

 

 
 
 

                       
 

 
1. 필터 카트리지 

2. 먼지 저장 탱크 
3. Breathing filter 
4. 공기 청소 필터  

 

3. 기술 특성 
 

 

 
 

Model FC31 FC41 

Material filter Polyester Membrane Polyester Membrane 

Filtering grade 2 micron 0,5 micron 2 micron 0,5 micron 

Capacity of dust container dm3 28 40 

Solenoid valves feeding 
(Filter cleaning) 24 Vdc 24 Vac 

CYCLONE FILTER SUCKED IN CYCLONE FILTER CLEANING  

2 

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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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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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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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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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작업장은 작업자들의 작업 혹은 긴급 작업을 위해서 작업장은 

막혀있지 않아야 한다. 
 

4.1. (비)의도적 및 잘못된 사용 
사이클론 필터는 이송 시스템에서 먼지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 

되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열가소성 물질을 처리한다.  
 

THERMO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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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MOPLASTIC MATERIALS 
CP OSA PEC POM PTMT 
CPE PA PEEK PP PUR 
CPET PA amorph PEI PPA PUS 
EBA PAI PEM PPC PVB 
ECTFE PAR  PES PPEK PVC 
EFTE PAS PET inject. PPO SAN 
ETP-COP PB PET bo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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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모든 작업자들은 안정 장비가 양호한 상태에서만 작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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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잠재적인 먼지의 존재로 인한 위험 
주기적인 유지 보수 및 비주기적 유지 보수, 두 경우 모두 작업자는 반듯이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특히 장갑과 의류 뿐만 아니라 

Ambient temperature 5°C ÷ 40°C  (41°F ÷ 104°F) 

Transport and storage temperature -25°C ÷ 55°C (-13°F ÷ 131°F) 

Model FC 31 FC 41 

Depth (A) mm 667 763 

Width (B) mm 731 821 

Height (H) mm 1587 1866 

(d)  Ø mm 60 60 

(C)  Ø mm 353 455 

Weight Kg 75,5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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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된 먼지의 종류에 따라 호흡기 보호를 위한 안전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취급 제품의 안전성 시트를 참고 한다.  

유해물질이 존재하는 먼지에 대한 특정 처리 과정에서, (비)주기적인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해서는 작업자는 반드시 관련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에 

접근 한다. 

모든 필터 (혹은 외부 그러나 오픈 필터의 부분) 내부 유지 보수 작업은 

장비를 정지 하고, 공기중에 먼지가 없을 경우 수행한다. 이는 필터를 열어 

두어 먼지가 가라 앉을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히팅 (용접, 절단)이 

이뤄질 경우에는, 필터를 먼저 청소하고 남아 있는 먼지 (여러 층으로 

되거나 축척 된 가연성 분말 같은 것은 폭발을 초래할 수 있다.)를 

제거한다.  

히팅을 포함한 전문 작업에 대한 권한은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하며 분말 가루 폭발 (잔여 위험, 도구의 적합성 및 절차에 대한 

지식)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훈련되어 있어야만 한다.  
 

4.3. 안전 보호 장치 
적용될 안전 장비는 일반적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해 준다. 실생활 전기 부품들은 이중 절연으로 제공 되어 

진다. 
 

4.4. 인증 
사이클론 필터는 EC 지침 2006/42의 지시에 맞게 설계 및 제작 되었다. 

적합성에 대한 정보는 첨부 문서 A2에 포함 되어 있다. 
 

4.5. 작업 환경 조건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계는 주변 온도 5-40 ° C인 곳에 두고 

사용해야만 하며, 날씨 (비, 우박, 눈, 안개 등) 로부터 보호한다.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으로, 만약 삼상 유닛이 부식될 수 있는 

환경일 경우, 유지 관리 시간 및 방법은 부품이나 혹은 시스템의 과도한 

마모에 의해 야기 될 수 있는 불안정한 조건에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해야만 한다. 이에 대한 관련 조언이 필요할 경우에는 판매처나 

공급처에 문의 한다. 
 

폭발성 환경 
주의: 시스템은 폭발성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폭발성 혹은 잠재적인 폭발있는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조명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리에 

설치되어야 한다.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조명은 필요한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보기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진동 
만약에 기계가 올바른 사용 지침에 따라 사용되어 지면, 사용자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경고: 만약 비정상적인 진동이 발생하면, 운영자는 시스템을 중지하고 

대리점에 문의 한다. 

소음 
만약에 기계가 올바르게 유지 관리 된다면, 소음 수준은 80 dB (A)이며, 

이에 따라 기계 근처에 누구 가가 있을 필요가 없다. 
 

4.6. 잔류물 및 환경 오염 
만약 재료들이 구체화 된것과 같이 처리되어 진다면, EN626-1 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유해성 물질이 생성되지 않을 것이며 먼지가 대기로 

방출 되지 않을 것이다. 
 

4.7. 장비 철거 
철거 경우에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지정된 보고서 및 

인증을 받은 공식 단체에서 발행한 데이터를 참조한다. 
 

 

5. 설치 

5.1. 패킹, 취급, 선적 및 운송 
이 단락은 옳바르게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 
 

경고: 이러한 작업은 반드시 전문 기술자, 가급적 이 제품의 공급자에  

의해서 수행 되어야 하며, 어떤 다른 사람이 이단계를 행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칙을 준수 하지 않을 시에는, 물건 및 사람에 

관한 법적인 책임이 제조업자에게는 있지 않다. 
 

주의: 설치 단계의 준수는 안전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계 

담당자에게는 반드시 필수적이다. 
 

5.2. 포장된 기계의 외관 
사이클론 필터는 운송 중에 손상 혹은 모든 유형의 파손을 방지 하기 위해 

포장된다.  

패킹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나이론 포장 

• 포장 외관에 표시된  마크와 적합성 및 주의에 대한 참조 사항 
 
운송 이후에는, 시운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외부에 나타난  마크는 장비가 EU의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인증 마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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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하역 작업 
포장된 사이클론 필터는 포장 외부에 그림 문자 및 문구 지시에 따라 

진행 되어야 한다. 
 

주의: 적어도 두명 이상의 숙련된 기술자의 감독 하에서 팔레트에 적용할 

리프트 트럭 혹은 다른 긴 포크 리프트 트럭등 다른 장비를 사용하여 

하역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Figure 1 
 

5.4. 개봉 
사이클론 필터 박스를 개봉한다. 
 

중요: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장비를 들어 올린다. (그림 참조) 팔레트 

트럭이나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처리할 수 있다. 
 

 
 

Figure 2 
 
선택한 구성과 제공된 부품들을 확인하고, 제품들의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 한다. 

모든 장비와 그외에 부품들은 공장 출하 전에 각 라인에서 테스트가 

완료되었다. 만약 다른 구조적인 손상이 운송 중에 발생되었을 경우, 

장비의 상태가 적절하지 않은 시에는, 장비를 작동 하지 않도록 한다. 

• 전원 케이블 (즉, 잘림, 부식 등..)의 손상 여부 확인 

• 구조적으로 손상이 있는지 확인 
 

중요: 변경 혹은 손상의 경우에는, 제조업자나 지역 대리점으로 즉시 

연락한다. 
 

특정 구성에서 일부 구성 부품들은 시스템과 별도로 공급될 수 있다. 

중요: 이러한 경우에는, 제품을 확인한다.  

 

5.5. 외관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은 아래를 참조한다.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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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지 통 

2. 진공 변화를 나타내는 진공 게이지  

3. 브리팅 필터 

4. 에어 클리닝 필터 

5. 필터 카트리지 컨테이너 

6. 바이 패스 밸브 (옵션): 참조 단락 6.1 

7. 필터 클리닝 시스템 (옵션) 

8. 진공 라인 컨텍터 

9. 브로워 컨텍터 
 
 

5.6. 장소 선택 및 설치 준비 
 

중요: 모든 장비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작업이 되고 유지 보수 작업이 실행 될 수 있어야 한다 

사이클론 필터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들에 맞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 적절한 조명은 설치되는 국가 표준에 맞추거나, UN 10380기준에 

맞게 설정 되야 한다. 

• 적어도 기계 주변  50 cm  주변 공간은 깨끗이 한다. 
 

5.7. 고정 및 설치 
 

조립 단계는 다음과 같다. 
 

• 브로워와 사이클론 필터를 연결  

• 사이클론 필터- receiver 연결 

• 공기 공급 라인을 연결 

 

주의: 옳바른 설치 단계를 준수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한다.  
 

5.7.1. 브로워 – 사이클론 필터 연결 
진공 라인에 바이패스 (FIG. 4) 
만약 사이클론 필터에 바이패스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정전기 방지 

호스를 이용하여 브로워(figure 4B)와 바이패스 밸브를 연결한다. 

만약 사이클론 필터에 바이패스 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필터 

상부 컨넥터로 연결해야 한다. 
 

전기 연결 
 

주의: 작업을 시작 하기 전에, 장비에 전선연결은 반듯이 분리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설치되는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는 기준 혹은 IEC 

60364 기준에 맞추어 반듯이 전문가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한다. 
 
만약 사이클론 필터에 필터 클리닝 시스템과 바이패스 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브로워 전기 상자 (figure 4.)에 있는 단자판에 솔레노이드 

밸브 케이블을 연결 시켜준다.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에 있는 배선 

다이어그램을 참조 한다. 
 

5.7.2. 사이클론 필터 – receivers 연결 
 

진공 라인에서 receiver 연결은 반드시 컨넥터 4D (참조 fig.4)에 있는 특수 

클램프에 의해 고정된 정전기 방지 호스를 사용해야 한다.  
 

5.7.3. 공압 컨트롤 라인 연결 
 

필터가 자동으로 청소 되려면, 4 - 6바에 압축 공기를 사용한다. 사이클론 

필터에 맞는 quick-fit 컨넥터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참조 fige 4C. 

Single system 

 
 

gure 4 
 
 

System with backup blower 
 

 
 

 
 

Figure 5 
 
 

6. 옵션 
이 단락에서는 여러 옵션 장치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제조업자는 

사이클론 필터 사용의 범위를 넓게 사용 하는데 목적이 있다. 
 
 

6.1. 바이 패스 시스템 
바이패스 시스템은 브로워가 꺼지거나, 재료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대형 브로워에 사용 되고 있으며, 선택적인 

D 

C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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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으로 바이 패스 밸브 및 파라메탈 설정이 되어 있다. 이 값이 활성화될 

때, 브로워는 컨테이너와 석션 장비에서 지속적으로 흡입한다. (Master 

200 사용 가능) 
 

               

Figure 6 
 

6.2. 필터 자동 청소 
필터 청소 절차는 사이클 단계에서 쌓인 먼지를 일반적인 흡입 반대 

방향으로 압축 공기를 분사 시켜 제거 한다. (참조 par.2). 
 
 

7. 작동 및 사용 
장비는 자체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며 이는 복잡한 어셈블리와 통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브로워와 통합된 전자 기판은 필터 시스템과 바이 패스 밸브를 컨트롤 

한다.  
 

8. 청소 및 보관 
마스터 200 이나 전기 박스 판넬을 용제를 사용 하여 청소 하지 않는다.  
 
장비 보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기계가 연결되어 있는 지점과 연계 선 연결 해제 장치를 해제 하여, 

전력 본선으로부터 기계를 분리 한다. 

2. 공기 공급 라인 으로부터 분리 시킨다. 

3. 사이클론 필터 ( 만약 FC31-41이 필터 및 바이 패스와 공급시) 와 

브로워의 전원 케이블을 분리 시킨다.  

4. 브로워와 리시버들의 파이프들을 분리 시킨다. 

5. 나이론 및 이와 유사한 시트로 덮는다.  

6. 장비를 적절한 장소에 보관 하고 제대로 고정 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만약 장비가 해체되었을 경우, 위의 4 지점까지 진행 한다. 다른 재료를 

분리 시키고, 현재의 법률 / 기준에 따라 보관한다.  
 
 

9. 유비 보수 관리 
주의: 모든 유지 보수 작업은 시스템의 전원을 꺼놓고 진행 해야 한다, 

라인 스위치를 OFF를 전환하여 진행 한다. 

주의: 만약 매뉴얼에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유지 보수 작업은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만약 재료와 사용 환경이 고려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일상적인 유지 

보수는 한 달에 한번 수행 되어야 한다. 
 

9.1. 유지 보수 주기 
 

매 일: 장비의 작동 회로에 누수가 있는지 확인 한다. 
 

매 주: 내부 및 외부 전기 부품의 청소 상태를 확인 한다.  

물, 공기, 전기를 확인 한다. 
 

매 달: 장비 및 컨트롤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확인 한다. 
 

 

9.2. 일반적인 유지 보수 작업 

9.2.1. 사이클론 필터 청소  
 

먼지통 청소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기계가 연결되어 있는 지점과 연계 선 연결 해제 장치를 해제 하여, 

전력 본선으로부터 기계를 분리 한다. 

2. 먼지통이 아래로 떨어 질 수 있도록 레벨을 올린다. (참조 figure 7); 

3. 먼지통을 비우고 다시 고정 시킨다. 
 

 
Figure 7 

 
 

필터 카트리지 청소는 다음과 같이 진행 한다. 

1. 기계가 연결되어 있는 지점과 연계 선 연결 해제 장치를 해제 하여, 

전력 본선으로부터 기계를 분리 한다; 

2. 석션 튜브를 제거 한다. 

3. 제공되어 있을 시, 필터 카트리지에서 분리 시킨다.  

4. 필터 위에 고정된 클램프를 제거한다. 

5. 필터 카트리지와 덮개를 같이 들어 올린다. 

6. 필터를 압축공기로 청소 하고, 손상이 되어 있을 경우 교체한다. 

7. 필터를 제자리에 두고 뚜껑들을 닫는다. 
 

 

 
 

Figure 8 
 

9.2.2. 필터 클리닝 하단에 외부 공기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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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공기 필터 청소는 다음과 같이 진행 한다. 

1. 기계가 연결되어 있는 지점과 연계 선 연결 해제 장치를 해제 하여, 

전력 본선으로부터 기계를 분리 한다; 

2. 필터에 있는 후크를 연다 (참조 figure 9-1). 

3. 필터에 있는 고정된 바퀴의 나사를 푼다. 

4. 필터를 앞으로 당겨 제거 한다 (Figure 9-2). 

5. 필터 내부를 압축 공기를 사용 하여 청소 한다. 
 
중요: 필터 내부는 액체를 사용하여 청소하지 않는다. 만약 필터에 손상이 

있을 경우, 교체한다.  
 
6. 필터를 제자리에 둔다. 

7. 밀봉된 카트리지와 유량 손실 및 여과된 공기의 흐름을 막기 위해 

커버 사이가 잘 밀착 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8. 필터에 바퀴의 나사를 조이고, 수동으로 필터를 닫는다. 

9. 필터에 있는 후크로 필터를 닫는다. 
 
경계: 필터 A (fig.9)는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청소한다. 동시에, 카트리지 

필터를 청소하거나, 손상이 있을 경우 교환 한다. 
 

 
 
 
 
 
 
 

 
Figure 9 

 

9.3. 비주기적 유지 보수 작업 

9.3.1. 먼지통  조정  
 

1. 기계가 연결되어 있는 지점과 연계 선 연결 해제 장치를 해제 하여, 

전력 본선으로부터 기계를 분리 한다. 

2. 중앙 필터에 있는 두 개의 측면 가드를 제거 한다.  

3. 먼지 통이 약간 낮춰져 있을 때, 필터 몸통에 볼트를 다시 

고정시킨다 (참고 figure 10). 

4. 먼지 통에 압력을 주는데 충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낮춘다.  

5. 필터 몸통을 나사를 이용하여 조인다. 

6. 덮개 및 뚜껑을 덮는다. 

 
Figure 10 

9.3.2. 중앙 필터의 메쉬 필터 청소 
중앙 필터에는 공기 파이프에 금속 안전 스크린이 달려 있다. 

스크린 청소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계가 연결되어 있는 지점과 연계 선 연결 해제 장치를 해제 하여, 

전력 본선으로부터 기계를 분리 한다; 

2. 진공 라인에 있는 중앙 필터 파이프에 퀵 커플링을 연다. (참고 figure 
11) 

3. 파이프 내부에 있는 메쉬 필터를 제거 하고, 먼저 퀵 커플링을 제거 

한다.  

4. 압축 공기로 필터를 청소하고, 손상이 있을 경우 교체 한다. 

5. 필터를 제자리에 두고 뚜껑을 덮는다.. 
 

 

  

                                    
Figure 11 

9.3.3. 공기 파이프 점검 
장비의 성능이 떨어질 경우에는, 공기 파이프에 누수가 있는지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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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 DI RICAMBIO SPARE PARTS ERSATZTEILE 
   
Per ordinare parti di ricambio, il cliente 
dovrà specificare tipo macchina (X), 
numero serie (Y), codice, descrizione, 
quantità richiesta, indirizzo di destinazione 
e mezzo di spedizione. 

When ordering spare parts, please specify 
type of machine (X), serial number (Y), 
code number, description, required amount, 
full name and address and means of 
transport. 

Bei Bestellung von Ersatzteilen sind die 
folgenden Angaben zu machen: Geratetyp 
(X) Nummer (Y), Codenummer des Teiles, 
Beschreibung, gewünschte Menge, genaue 
Anschrift und Speditionsmittel. 

   
   

PIECES DE RECHANGE RECAMBIOS PEÇAS DE SUBSTITUIÇÃO 
   
Pour commander les pièces de rechange, 
spécifier type (X) numéro de l’appareil (Y), 
références de la pièce, description, quantité 
demandée, adresse exacte de destination 
et moyen de transport. 

Para pedir los recambios es necesario 
especificar el tipo de máquina (X), número 
de serie (Y), código, descripción, cantidad 
solicitada, dirección de destino y medio de 
envío. 

Para encomendar as peças de substituição, 
o cliente deverá especificar tipo máquina 
(X), número série (Y), código, descrição, 
quantidade necessária, endereço de 
destinação e meio de expedição. 

 
 
 
 
 
 
 
 
 
 
 
 
 
 
 
 
 
 
 
 
 
 
 
 
 
 
 
 
 
 
 
 
 
 
 
 

 
 

 
MORETTO  S.p.A. 
VIA DELL’ARTIGIANATO, 3 
35010 MASSANZAGO (PD) ITALY 
TEL.  (+039) 0499396711 R.A. 
FAX. (+039) 0499396710 
http: www.moretto.com 
e-mail: info@moret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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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TRO A CICLONE PER UNITÁ ASPIRANTE E PULIZIA FILTRO 
CYCLON FILTER FOR SUCTION UNIT AND FILTER CLEANING  
ZYKLONEFILTER FÜR ANSAUGEINHEIT UND FILTERREINIGUNG 
FILTRE A CYCLONE POUR UNITE D’ASPIRATION ET NETTOYAGE FILTRE 
FILTRO CICLÓN PARA UNIDAD DE ASPIRACIÓN Y LIMPIEZA FILTRO 
FILTRO CICLÔN PARA UNIDADE DE ASPIRAÇÃO E LIMPEZA FILTRO 

FC 31 
FC 41 

 

 
 

 

              

 

FC 31 
POS. DESCRIZIONE 

( I ) 
DESCRIPTION 

(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RIPCIÓN 

( E ) 
DESCRIÇÃO 

( P ) 
COD. Q. MODELLO 

1 FILTRO CONICO PAPER FILTER PAPIERFILTER FILTRE EN 
PAPIER 

FILTRO DE 
PAPEL 

FILTRO PAPEL R13105 1 POL. 324-156 
H=330  

2 CONTENITORE 
PER POLVERE 

DUST 
CONTAINER 

STAUBBEHÄLTER RÉCIPIENT Á 
POUSSIÉRES 

RECIPIENTE 
PARA POLVO 

RECIPIENTE 
PARA POEIRA 

971080 1 COMPLETO 
FC31 

3 ELETTROVALVOLA 
+  BOBINA 

SOLENOID 
VALVE + COIL 

ELEKTROVENTIL + 
SPULE 

ELECTROVANNE 
+ BOBINE 

ELECTROVÁLVULA 
+  BOBINA 

ELECTROVÁLVULA 
+  BOBINA 

455119 1 1/2"F 
21WA4ROB13
0 - XE 24VDC 

4 SERBATOIO 
ARIA 
COMPRESSA 

COMPRESSED 
AIR TANK 

DRUCKLUFTTANK RÉSERVOIR 
AIR COMPRIMÉ 

DEPÓSITO 
ACUMULACIÓN 
AIRE 
COMPRIMIDO 

RESERVATÓRIO 
AR 
COMPRIMIDO 

608050 1 FC4 V.2   
MOD.1 

5 FILTRO 
REGOLATORE 

REGULATOR 
FILTER 

REGLERFILTER FILTRE 
REGULATEUR 

FILTRO 
REGULADOR 

FILTRO 
REGULADOR 

413475 1 1/2" MC202-
D00 

MANOMETRO PRESSURE 
GAUGE 

MANOMETER MANOMÈTRE MANÓMETRO MANÓMETRO 413455 1 GWWMM0/12 
1/8" 

6 FILTRO DI 
SFIATO 

FILTER FILTER FILTRE FILTRO FILTRO R20283 1 D.112 H.120 

12 FILTRO IN 
CARTA 

PAPER FILTER PAPIERFILTER FILTRE EN 
PAPIER 

FILTRO DE 
PAPEL 

FILTRO PAPEL R20287 1 D.104 H.355 

 
 

FC 41 
POS. DESCRIZIONE 

( I ) 
DESCRIPTION 

(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RIPCIÓN 

( E ) 
DESCRIÇÃO 

( P ) 
COD. Q. MODELLO 

1 FILTRO CONICO PAPER FILTER PAPIERFILTER FILTRE EN 
PAPIER 

FILTRO DE 
PAPEL 

FILTRO PAPEL R13104 1 POL. 430-155 
H 500 

7 CONTENITORE 
PER POLVERE 

DUST 
CONTAINER 

STAUBBEHÄLTER RÉCIPIENT Á 
POUSSIÉRES 

RECIPIENTE 
PARA POLVO 

RECIPIENTE 
PARA POEIRA 

970340 1 COMPL. FC4 

8 ELETTROVALVOLA 
+  BOBINA 

SOLENOID 
VALVE + COIL 

ELEKTROVENTIL + 
SPULE 

ELECTROVANNE 
+ BOBINE 

ELECTROVÁLVULA 
+  BOBINA 

ELECTROVÁLVULA 
+  BOBINA 

455116 2 1/2"F 
21WA4ROB13
0   24VAC 

9 SERBATOIO 
ARIA 
COMPRESSA 

COMPRESSED 
AIR TANK 

DRUCKLUFTTANK RÉSERVOIR 
AIR COMPRIMÉ 

DEPÓSITO 
ACUMULACIÓN 
AIRE 
COMPRIMIDO 

RESERVATÓRIO 
AR 
COMPRIMIDO 

608050 1 FC4 V.2   
MOD.1 

10 FILTRO 
REGOLATORE 

REGULATOR 
FILTER 

REGLERFILTER FILTRE 
REGULATEUR 

FILTRO 
REGULADOR 

FILTRO 
REGULADOR 

413475 1 1/2" MC202-
D00 

MANOMETRO PRESSURE 
GAUGE 

MANOMETER MANOMÈTRE MANÓMETRO MANÓMETRO 413455 1 GWWMM0/12 
1/8" 

11 FILTRO DI 
SFIATO 

FILTER FILTER FILTRE FILTRO FILTRO R20283 1 D.112 H.120 

12 FILTRO IN 
CARTA 

PAPER FILTER PAPIERFILTER FILTRE EN 
PAPIER 

FILTRO DE 
PAPEL 

FILTRO PAPEL R20287 1 D.104 H.355 

 

1 

2 

5 

3 

6 

4 

7 

10 

11 

9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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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VOLA BY-PASS  
BY-PASS VALVE  
BY-PASS VENTIL 
SOUPAPE BY-PASS 
VÁLVULA BY-PASS 
VÁLVULA BY-PASS 

FC 31 

 

 
 
 
 
 
 
 

 

 
 

BY- PASS     FC 31 
POS. DESCRIZIONE 

( I ) 
DESCRIPTION 

(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RIPCIÓN 

( E ) 
DESCRIÇÃO 

( P ) 
COD. Q. MODELLO 

1 ELETTROVALVOLA 
 

SOLENOID 
VALVE 

ELEKTROVENTIL ELECTROVANNE ELECTROVÁLVULA ELECTROVÁLVULA 413441 1 358-015-02 

2 BOBINA COIL SPULE BOBINE BOBINA BOBINA 455093 1 5 W  24V DC 

3 CILINDRO CYLINDER ZYLINDER CYLINDRE CILINDRO CILINDRO 413511 1 27U2A32A008
0S0 

4 TAPPO DI 
TENUTA 

SEALING DISK DICHTUNGSSCHEI
BE 

DISQUE 
D'ÉTANCHÉITÉ 

DISCO DE 
RETENCIÓN 

DISCO DE 
RETENÇÃO 

628244 1 GOMMA D.90  
VR 60-70-8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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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VOLA BY-PASS  
BY-PASS VALVE  
BY-PASS VENTIL 
SOUPAPE BY-PASS 
VÁLVULA BY-PASS 
VÁLVULA BY-PASS 

FC 41 

 
 

 

 
 
 
 
 
 
 
 

 

 
 

BY- PASS     FC 41 
POS. DESCRIZIONE 

( I ) 
DESCRIPTION 

(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RIPCIÓN 

( E ) 
DESCRIÇÃO 

( P ) 
COD. Q. MODELLO 

1 ELETTROVALVOLA 
 

SOLENOID 
VALVE 

ELEKTROVENTIL ELECTROVANNE ELECTROVÁLVULA ELECTROVÁLVULA 413441 1 358-015-02 

2 BOBINA 
 

COIL SPULE BOBINE BOBINA BOBINA 455093 1 5 W  24V DC 

3 CILINDRO 
 

CYLINDER ZYLINDER CYLINDRE CILINDRO CILINDRO 413491 1 60N2L050A007
5 

4 GUARNIZIONE DI 
TENUTA 

SEALING 
GASKET  

DICHTUNG GARNITURE 
D'ÉTANCHÉITÉ 

JUNTA DE 
RETENCIÓN 

GUARNIÇÃO DE 
RETENÇÃO 

633045 2 D.120 FORO 
D.14 MOD.1 

5 GUARNIZIONE  GASKET  DICHTUNG GARNITURE JUNTA GUARNIÇÃO 633012 2 D. 40 FORO 
D.14 MO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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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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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RO CENTRALIZZATO, CENTRALISED FILTER, ZENTRALFILTER, FILTRES CENTRALISÉS, FILTROS CENTRALIZADOS, FILTRO CENTRALIZADO   FC41 
SCHEMA ELETTRICO, WIRING LAY-OUTS, SCHALTPLÄNE, SCHÉMAS ÉLECTRIQUES, ESQUEMAS ELÉCTRICOS, ESQUEMAS ELÉCTRICOS  N°  3.1.146.2 

SIGLA DESCRIZIONE ( I ) DESCRIPTION (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RIPCIÓN ( E ) DESCRIÇÃO ( P ) COD. Q. MODELLO 
KPF RELE’ CONSENSO PULIZIA 

FILTRO 
FILTER CLEANING 
TRIGGERING SIGNAL RELAY 

FILTERREINIGUNG FÜR 
BEFÄHIGUNGSRELAIS 

RELAIS SIGNAL D'ACCORD 
NETTOYAGE  FILTRE 

RELÉ SEÑAL DE ASENSO 
LIMPIEZA  FILTRO 

RELÉ CONSENSO LIMPEZA 
FILTRO 

451069 1 SUBMINIATURA 24V DC 
40.52 

YPF1, 
YPF2 

BOBINA ELETTROVALVOLA 
PULIZIA FILTRO 

FILTER CLEANING 
SOLENOID  VALVE COIL 

SPULE FÜR 
FILTERREINIGUNGS-
ELEKTROVENTIL 

BOBINE ÉLECTROVANNE  
NETTOYAGE FILTRE 

BOBINA ELECTROVÁLVULA 
LIMPIEZA  FILTRO 

BOBINA ELECTROVÁLVULA 
LIMPEZA FILTRO 

455116 2 
 

1/2"F 21WA4ROB130   
24VAC + LBA05024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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