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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HIARAZIONE DI CONFORMITÀ 

  
Per la dichiarazione di conformità fare riferimento al 
documento allegato alla macchina 
 

 

  
DECLARATION OF CONFORMITY 

  
For the declaration of conformity refer to the 
document attached to the machine 
 

 
 
 
기호 
 
Symbols used in the manual for more rapid understanding are explained below:  
 

 
Warning! 

Follow the information accompanied by this symbol to avoid damage 
to persons or equipment. 
 

 
Danger, high voltage! 

Follow the information accompanied by this symbol to avoid damage 
to persons or equipment caused by high voltage. 
 

 
Explosion hazard! 

Follow the information accompanied by this symbol to avoid bursts 
of pressurized equipment or electrical equipment. 
 

 
Safety protections Use safety protections. 

 
Useful  information Useful information symbol. 

 

 
Links to other documents Links to other documents, not included in this manual.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e/e5/CE_Logo.svg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e/e5/CE_Logo.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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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ARNINGS 
 
최고 작동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Microgel은 배송 전에 공장 테스트를 완료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사용 및 적절한 예방 정비에 따라 제품의 수명을 좋은 상태로 유지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매뉴얼의 지시를 
따릅니다.  
장비는 안전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비적절한 사용 혹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의 등의 어느 
경우에서든지, 운영자의 보호하기 위해 제작 되었습니다. 
 
• 각 구성 요소(펌프 회로 차단기, 압축기, 보조라인)의 전기 보호기; 
• EN378에 따라 고압 스위치 설치 
• 전기 캐비닛 도어 스위치 
• 각 히터의 온도 조절 장치 
• 안전 밸브 (밸브 크기 및 EN13136과 EN378에 따라 설정). 
 

 
자세한 사항은 규격 EN13136 와 EN378 참고. 

 
 
 
 

 

• 메뉴얼에 명시된 것과 다른 환경 혹은 응용 프로그램의 장치를 조작하지 마시오. FRIGEL은 
오류 혹은 금지 사항에 간과에 따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 장비를 조작할 때에는 모든 부분에 매뉴얼을 정확하게 읽고, 완전히 이해한 후에 연결 합니다.  
• 매뉴얼에서 나타내고 있는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고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전송, 설치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하기 위해, 설치 및 사용 장비의 유지 
보수에 대한 주의 사항 설명이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 필요로 하는 안전 지침을 무시하거나 명시된 것과 다르게 작동하는 것을 금합니다. 
• FRIGEL 은 금지에 관련된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않아 발생 되는 어떠한 오류, 오작동 혹은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 매뉴얼에 설명된 장비, 특히 작업자 안전을 위해 사용 되는 장치는 수정 하거나 개조 하지 
않습니다. 

• 운반자, 설치자 및 사용자의 위험을 제한하지 위해 제안한 방법을 모두 채택합니다. 
• 사용자의 매뉴얼의 설명서 및 지침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불가능합니다. 
• FRIGEL 은 자사 제품을 개선 하기 위해 기술적 수정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설치, 작동 및 서비스 하는 동안에는 냉매 충전 및 고전압에 위험에 대한 안전주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공인 인증된 기술자에 의해서만 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 안전주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높은 전압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장비 주변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항상 안전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결함이 있는 부품은 폭발 가능성이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눈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 전기 전원 취급전에는 AC 메인 케이블에서 분리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 냉매 분리 및 복구는 전문 서비스 기술자에 의해 수행 되어야 합니다.  
• 냉동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 할 때에는 산업/ASHRAE 규격을 참조합니다.  
• 유압기계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전선이나 전기부품이 잘 절연 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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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GEL FIRENZE S.p.A. 
Via Pisana, 316 
50018 Scandicci (FI) – ITALY 
http://www.FRIGEL.com  

 
 

2 SERIAL NUMBER  
 

 

장비의 serial number, 기계 및 전기 사양은 제품 오른쪽 접착 라벨에 나와 있습니다. 부품 주문시에 
Serial number가 필요로 합니다. 
 
 

 
Fig. 1 - Adhesive Label 

 

 
 
 
 
 
 
 
 
 
 
 
 
 
 
 
 
 

http://www.frig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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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양 
 
MICROGEL 장비는 다른 여러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온도 컨트롤러 입니다. 
 

• 응용프로그램. 
• ZONE의 넘버. 
• 설치된 펌프 (SP = 기준 압력 3 bar, HP = 고압 5 bar, HF = 고유량). 
• 냉방 및 Heating 용량. 

 

 
(*) Air-cooled 모델들은 보조 냉각 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작은  부하와 적은 유량 흐름을 위해 설계 되고, 
호퍼 투입구와 같은 기계 부품의 냉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 공급측 수 온도는 각 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온도 설정은 -5°C/25°F 과 90°C/190°F 사이에서 확장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사항에 대해서 FRIGEL에 연락 합니다. 
 

 

수온이 10°C/50°F 이하로 조절하기 위해, 적절한 부동액 혼합물이 필요로 합니다. 
다른 설정 온도에 대한 무게에서의 제안된 부동액 배율에 대해서는 부동액 테이블을 참조합니다.  

 
 

 
(***) RCM / RCD SC 은 RCM / RCD에 해당 되지만, 별도의 냉각 및 공급측 회로로 되어 있습니다. 로딩 공급측은 
내부 탱크 충전을 통해 실행 되어 지는데, 이는 장비 꼭대기 뚜껑에 있습니다. 
 

3.1 WATER COOLED MICROGEL 
 

Model Typical application Zones Ts 
(°C) 

Cooling Pumps Cooling size 

RCM Injection or blow  
moulding 

Single  8/90 
(**) 

Water Pump pushes water into  mould – 
SP or HP. 

40/60/80/100/ 
130/170L/170/ 
210/300/ 350/ 
450/700/900 

RCD Injection or blow  
moulding 

Double  8/90 
(**) 

Water Two Pumps push water into two 
different  moulds’ parts – SP or HP  

40/60/80/100/ 
130/170L/170/ 
210/300/ 350/ 
450 

RCM 
SC 
(***) 

Same as RCM 
 

Single  8/90 
(**) 

Water Same as RCM 40/60/80/100/ 
130/170L/170/ 
210/300/ 350/ 
450 

RCD 
SC 
(***) 

Same as RCD 
 

Double  8/90 
(**) 

Water Same as RCD 40/60/80/100/ 
130/170L/170/ 
210/300/ 350/ 
450 

RAM 
(*) 

Injection or blow  
moulding 

Single  8/90 
(**) 

Air Pump pushes water into mould 25/40/80 

RAD 
(*) 

Injection or blow  
moulding 

Double  8/90 
(**) 

Air two Pumps push water into two 
different mould parts 

25/40/80 

RCX Extrusion Single  8/50 
(**) 

Water Pump sucks water out of open 
extruder bath 

40/60/80/100/ 
130/180/220/ 
300/350/450 

RCP PET Single  8/90 
(**) 

Water Pump pushes water into mould – 
HP or HF  

130/170/210/ 
300/350/450/ 
7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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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cooled MICROGELS 은 초소형 냉각 장치입니다. 응축기에 의해 제거된 열은 중앙 냉각 회로에 의해 발열 
되어야만 합니다. 
RCM-D 와 RCM-X 모델은 소형, 고용량 판 콘덴서를 사용 하여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중앙, 폐쇄 순환 
냉각수 회로(ECODRY와 같이)에 연결 되어 있어야 하며 개방형 냉각 탑에 연결 되어서는 안됩니다. 교환기는 
냉각 입구와 공급/ 회수 양쪽으로 여과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과기는 절대 제거해서는 안됩니다. 
 
RCP 모델은 shell 과 냉각수 회로를 열고, 닫을 수 있게 연결하는 튜브 열 교환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냉각기 
입구에 필터 사용을 추천합니다. 
 
냉각수에 대한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온도: 40°C/105°F. 
• 최소 차이 수압: 2bar/30psi. 

 

3.2 공냉식 MICROGEL 
 
Air-cooled MICROGELS, RAM 과 RAD 장비는 팬에 의해 냉각된 알루미늄 핀/구리 튜브 콘덴서를 사용합니다. 
공기 냉각 장치는 중앙 냉각수 회로 연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콘덴서에 의해 배출된 열은 제품이 있는 
영역으로 소멸됩니다. 제한 하는 냉각 공기 온도는 최대 40° C/105° F입니다. 
 

3.3 냉매 회로 
 
냉매회로는 냉매와 압축기 윤활을 위한 오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체 교체는 허가된 기술자에 의해서만 
교체되어야 합니다. 
 
회로는 다음과 같은 장비에 의해서 보호됩니다. 

• 고압 스위치. 
• 고압 안전 밸브. 
• 저압 압력 안전 밸브 (장비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부품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3.4 REGRIGERANT GAS 
 
사용된 냉매는 R407C 입니다. 불연성, 비부식성 및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가스 안전 문서를 읽고 다른 설치된 장비에 관련 위험 요소들이 없는지 확인 합니다. 

 

3.5 윤활 
 
컴프레셔는 특수 윤활유를 공급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컴프레셔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특정 지침을 참고합니다. 
 

 

사용되는 오일의 종류 및 중량은 컴프레셔 전기 상자에 있는 라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FRIGEL로 연락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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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STALLATION 
 
MICROGEL 은 팔레트를 이용하여 운송됩니다. 운송 시에 내/외관으로 손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냉매 및 
오일이 누수 되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컴프레셔의 오일 레벨이 유리 화면에 절반 정도가 채워져 있는지 
확인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 및 서비스 센터로 문의 합니다. 
 

4.1 취급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4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퀴 때문에, 장비는 수평 표면에 배치해야 합니다. 

4.2 위치 
 

 

• 실내 설치해야 합니다! 
• 내부 냉각을 위해 환기구가 막히지 않도록 장비를 배치하도록 주의 합니다. 

 
아래와 같은 지시를 따릅니다. 
 

• 장비를 수평 표면에 배치합니다.  
• 장비를 제한된 파이프 길이에서 가능한 가깝게 설치합니다.  
• RAM/RAD경우: 측면 공기 흡입을 위해 1 미터정도 남깁니다.  
• 내부 설치시 피해야 하는 환경. 

o 상대 습도 90% 이상. 
o 강한 진동이 있는 곳. 
o 부식 및 산화 방지를 위해 자극적이고 오염적인 환경 (황산 및 암모니아가스 , 염분 미스트, 
연기 등..) 은 피합니다. 

o 높은 자기 및 / 혹은 전파 흐르는 지역. 
o 기상요소 (비, 눈 등..) 노출 지역. 

 
 

 

 
Fig. 2 - Screws on duo scroll compressor 

  

 
WARNING: 

 
절대로 나사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각 컴프레샤의 4개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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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압 연결 방법 
 

 
 
 
 

 
 
 
 
 
 
 
 
 
 
 

            

FRIGEL 권장 사항: 
 

• 적어도 110°C/230°F 작업 온도에서 사용될 강화된 유연 호스(PN10)를 사용합니다.  
• 적절한 냉각을 위해서, 장비 뒷면의 연결 배관 보다 작은 직경의 파이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치에 유량을 방해 하거나 높은 손실을 만들지 않는 규격의 배관을 
사용합니다.  

• 장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습도에 저온의 수온에서 작동 될 때, 외부 파이프의 응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와 공급 라인 사이에 있는 파이프를 보온합니다.  

• 크기 100 혹은 그 이상일때, RCP 는 포함되지 되지 않고, 장비 뒷면에 컴프레셔 에어를 
넣어야 합니다. (최소 4bar/60psi, 최대 7.5bar/110psi) 

• 냉각 타워가 있는 RCP 장비에, OVERFLOW (TO)는 중앙 배수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며, WATER FILLING (WF)은 수돗물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남은 회로에서부터 장비를 분리 시키기 위해 적절한 차단 밸브의 사용은 , 결과적으로 
기계 자체에 연결된 회로를 배수하지 않고 유지보수 관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 출구 파이프쪽에 방해되는 것 없이 직접 접촉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되는 것으로 
부터 안전 밸브를 보호합니다.  

• 따로 구매할 시에, 배수 장비는 장비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각각의 MICROGEL 타입의 도면을 아래 내용을 참고 합니다. 
 
SYMBOLS 
M1 - M2 – DELIVERY TO PROCESS ZONES 1 AND 2 
R1 - R2 – RETURN FROM PROCESS ZONES 1 AND 2 
IR – COOLING WATER INLET  
UR – COOLING WATER OUTLET  
BP1 - BP2 – PROCESS BYPASS ZONES 1 E 2 
VS1 - VS2 – SAFETY VALVES ZONES 1 E 2 
IA – COMPRESSED AIR CONNECTION 
WF – WATER FILLING  
CM – MANUAL FILLING 
CA – AUTOMATIC FILLING 
MT – DELIVERY TO AUX. ZONE 
RT – RETURN FROM AUX. ZONE 
MF – DELIVERY TO FILTER UNIT 
RF – RETURN FROM FILTER UNIT 
SP – AIR BLEEDING 
TO – TANK OVERFLOW  
EE1 – ELECTRICAL POWER SUPPLY (참조 PAR. 4.19) 
HP – HIGH PRESSURE MODEL 
HF – HIGH FLOW MODEL 
TL – TANK LEVEL  
MD– DELIVERY TO DRYER 
RD – RETURN FROM DRYER 
MR – DELIVERY TO ROBOT 
RR – RETURN FROM ROBOT 
 
NOTE 

 UNI ISO 228에 따른 가스 스레드. 
 Victaulic 플랜지: US 시장 VIC FLANGE ADAPTER ANSI 150lb 가 공급됩니다.  
 Thread connection: US 마켓 NPT 의 GAS 어뎁터가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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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RCM RCD 40 – 60 – 80 
 

 
Fig. 3 - RCM 40-60-80 

 
Fig. 4 - RCD 40-60-80 

 

 
RCM/RCD 40-60-80 Size 

M1, M2 G1“M 
R1, R2 G1“F (*) 

IR G1“F (*) 
UR G1“M 

BP1, BP2  
VS1, VS2  

EE1 PG21 
 
(*) With NPT-GAS adapter, NPT male connection. 
 
 
 
 
 
 
 
 
 
 
 
 
 
 
 
 
 
 
 
 
 

UR 

M1 

BP1 

IR 

VS1 

R1 

EE1 

UR 

M2 

BP2 

IR 

VS2 

R2 

EE1 

BP1 

R1 

VS1 

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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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RCM RCD 100 – 130 – 170L  
 
 

 
Fig. 5 - RCM 100-130-170L 

 
Fig. 6 - RCD 100-130-170L 

 
RCM/RCD 100-130-170L Size 

M1, M2 G1“1/2M 
R1, R2 G1“1/2F (*) 

IR G1“F (*) 
UR G1“M 

BP1, BP2  
VS1, VS2  

IA Ø6/4 
EE1 PG29 

 
(*)With NPT-GAS adapter, NPT male connection 
 
NOTE: RCM/RCD 180 (3 or 5 bar) is the new MICROGEL RCM/RCD 170L (SP o HP) (L = Low flow).  
 
 
 
 
 
 
 
 
 
 
 
 
 
 
 
 
 

UR 

M1 

BP1 

IR 

VS1 

R1 

EE1 

IA 
UR 

M2 

BP2 

IR 

VS2 

R2 

EE1 

BP1 

R1 

VS1 

M1 

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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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RCM RCD 170 – 210 
 
 

 
Fig. 7 - RCM 170-210 

  
Fig. 8 - RCD 170-210 

 
RCM/RCD 170-210 Size 

M1, M2 G2“M 
R1, R2 G2“F (*) 

IR G1“1/2F (*) 
UR G1“1/2M 

VS1, VS2  
IA Ø6/4 

EE1 PG42 
 
(*)With NPT-GAS adapter, NPT male connection 
 
 
 
 
 
 
 
 
 
 
 
 
 
 
 
 
 
 
 
 

UR 

M1 

IR 

VS1 

R1 

EE1 

IA 

UR 

M2 

IR 

VS2 

R2 

R1 

VS1 

M1 

IA 

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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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RCM RCD 300 – 350 – 450 
 

 
Fig. 9 - RCM 300-350-450 

 

 
Fig. 10 - RCD 300-350-450 

 

 
RCM/RCD 300-350-450 Size 

M1, M2 VICTAULIC FLANGE Ø88,9 mm 
R1, R2 VICTAULIC FLANGE Ø88,9 mm 

IR VICTAULIC FLANGE Ø60,3 mm 
UR VICTAULIC FLANGE Ø60,3 mm 

VS1, VS2  
IA Ø6/4 

EE1 PG42 
 
 
 
 

 
 
 
 
 
 
 
 
 
 
 
 
 
 
 
 
 

UR 

IA 

IR 

VS1 

R1 

M1 

EE1 

UR 

IA 

IR 

VS2 

M2 

R2 

EE1 

VS1 

M1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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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RCM 700 – 900 
 

 
Fig. 11 - RCM 700-900 

 

 

RCM 700-900 Size 
M1 VICTAULIC FLANGE Ø114,3 mm 
R1 VICTAULIC FLANGE Ø114,3 mm 
IR VICTAULIC FLANGE Ø88,9 mm 
UR VICTAULIC FLANGE Ø88,9 mm 
IA Ø6/4 

EE1 PG42 
 
 
 
 
 
 
 
 
 
 
 
 
 
 
 
 
 
 
 
 
 

UR 

IR 

M1 

EE1 

R1 

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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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RCP 130 – 170 HP – 210 HP 
 

 
Fig. 12 - RCP 130-170 HP-210 HP (cooling from ECODRY) 

 

 
Fig. 13 - RCP 130-170 HP-210 HP (cooling from COOLING 

TOWER) 

 

 
 

RCP 130-170 HP-210 HP Size 
M1 G2“M 
R1 G2“M 
IR G1“1/2M 
UR G1“1/2M 
TO HOSE NIPPLE Ø1/2“ 
WF HOSE NIPPLE Ø1/2“ 
EE1 PG42 

 
NOTE: TO to water drain system, WF to city water. 
 
 
 
 
 
 
 
 
 
 
 
 
 
 
 
 
 
 

R1 

M1 
IR 

UR EE1 

M1 

IR 

UR EE1 

R1 

WF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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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RCP 170 HF – 210 HF 
 

 
Fig. 14 - RCP 170 HF-210 HF (Cooling from ECODRY) 

 
Fig. 15 - RCP 170 HF-210 HF (Cooling from COOLING 

TOWER) 

 
 

RCP 170 HF-210 HF Size 
M1 VICTAULIC FLANGE Ø88,9 mm 
R1 VICTAULIC FLANGE Ø88,9 mm 
IR G1“1/2M 
UR G1“1/2M 
TO HOSE NIPPLE Ø1/2“ 
WF HOSE NIPPLE Ø1/2“ 
EE1 PG42 

 
 
NOTE: TO to water drain system, WF to city water. 
 
 

 
 
 
 
 
 
 
 
 
 
 
 
 
 
 
 

R1 

M1 

IR 

UR EE1 

M1 
IR 

UR EE1 

R1 

WF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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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RCP 300 – 350 – 450 
 

 
Fig. 16 - RCP 300-350-450 (Cooling from ECODRY) 

 

 
Fig. 17 - RCP 300-350-450 (Cooling from COOLING 

TOWER) 

 
 

RCP 300-350-450 Size 
M1 VICTAULIC FLANGE Ø88,9 mm 
R1 VICTAULIC FLANGE Ø88,9 mm 
IR VICTAULIC FLANGE Ø60,3 mm 
UR VICTAULIC FLANGE Ø60,3 mm 
TO HOSE NIPPLE Ø1“ 
WF HOSE NIPPLE Ø1“ 
EE1 PG42 

 
 
NOTE: TO to water drain system, WF to city water. 
 
 
 
 
 
 
 
 
 
 
 
 
 
 
 
 
 
 

M1 

IR 

UR 

IR 

EE1 

M1 

IR 

UR 

IR 

EE1 

TO 

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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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RCP 700 – 900 
 

 
Fig. 18 - RCP 700-900 (Cooling from ECODRY) 

 

 
Fig. 19 - RCP 700-900 (Cooling from COOLING TOWER) 

 
RCP 700-900 Size 

HP model (high pressure) 
Size 
HF model (high flow) 

M1 VICTAULIC FLANGE Ø88,9 mm VICTAULIC FLANGE Ø114,3 mm 
R1 VICTAULIC FLANGE Ø88,9 mm VICTAULIC FLANGE Ø114,3 mm 
IR VICTAULIC FLANGE Ø76,1 mm VICTAULIC FLANGE Ø76,1 mm 
UR VICTAULIC FLANGE Ø76,1 mm VICTAULIC FLANGE Ø76,1 mm 
TO HOSE NIPPLE Ø1“ HOSE NIPPLE Ø1“ 
WF HOSE NIPPLE Ø1“ HOSE NIPPLE Ø1“ 
MD BALL VALVE G1“1/2F BALL VALVE G1“1/2F (*) 
RD BALL VALVE G1“1/2F BALL VALVE G1“1/2F (*) 
MR BALL VALVE G1“1/2F BALL VALVE G1“1/2F (*) 
RR BALL VALVE G1“1/2F BALL VALVE G1“1/2F (*) 
EE1 PG42 PG42 

 
(*) With NPT-GAS adapter, NPT male connection. 
 
NOTE. 

 HF 모델은 robot과 드라이어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TO에 배수 시스템에, WF에 수돗물에 연결합니다. 

 
 
 
 
 
 
 
 

4.13 RAM RAD 25 – 40 – 80 
 

R1 

M1 

MR 

MD 

EE1 

UR 

RR 

RD 

IR 

R1 

M1 

MR 

MD 

EE1 

UR 

RR 

RD 

IR 

TO 

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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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 RAM 25-40-80 

 

 
Fig. 21 - RAD 25-40-80  

 
Fig. 22 - TANK LEVEL 

RAM/RAD 25-40-80 RAM/RAD 25 RAM/RAD 40-80 
M1, M2 G1/2“M G1“M 
R1, R2 G1/2“F (*) G1“F (*) 

MT G1/2“M G1/2“M 
RT G1/2“F (*) G1/2“F (*) 
CM G1“1/4M G1“1/4M 
CA G1/2“M G1/2“M 
TO G1“1/2M G1“1/2M 
TL   

EE1 PG21 PG21 
 
(*)With NPT-GAS adapter, NPT male connection. 

4.14 RCX 40 – 60 – 80 
 

TL 

CM 

RT 

CA 

MT 

R1 

M1 

EE1 

TO 

CM 

RT 

CA 

MT 

R1 

M1 

EE1 

TO 

R2 

M2 



            

 
 

                                       
           FRIMGE30.00A/B/C/D 
MICROGEL_09_03_EN 

21 

 
Fig. 23 - RCX 40-60-80 

 
RCX 40-60-80 Size 

M1 G1“M 
R1 G1“1/4M 
IR G1“F (*) 
UR G1“M 
RF G1“M 
MF G1“M 
SP G1/8“F 

EE1 PG21 
 
(*)With NPT-GAS adapter, NPT male connection. 
  

UR 

RF 

IR MF 

SP 

EE1 

M1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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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RCX 100 – 130 – 180 
 

 
Fig. 24 - RCX 100-130-180 

 
RCX 100-130-180 Size 

M1 G1“M 
R1 G1“1/2M 
IR G1“F (*) 
UR G1“M 
RF G1“M 
MF G1“M 
SP G1/8“F 
IA Ø6/4 

EE1 PG29 
 
(*)With NPT-GAS adapter, NPT male connection. 
  

RF 

M1 

SP 

IR 

EE1 
R1 

UR 

MF 

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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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RCX 220 – 300 – 350 – 450 
 

 
Fig. 25 - RCX 220-300-350-450 

 
RCX 220-300-350-450 Size 

M1 VICTAULIC FLANGE Ø60,3 mm 
R1 VICTAULIC FLANGE Ø76,1 mm 
IR VICTAULIC FLANGE Ø60,3 mm 
UR VICTAULIC FLANGE Ø60,3 mm 
RF VICTAULIC FLANGE Ø60,3 mm 
MF VICTAULIC FLANGE Ø60,3 mm 
VS1  
IA Ø6/4 
SP G1/8“ 

EE1 PG42 
 
 

UR 

MF 

IR 

R1 

EE1 

VS1 

RF 

M1 

IA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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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WATER CIRCULATION 

 
Fig. 26 - RCM/RCD/RAM/RAD/RCX 

RCM/RCD/RAM/RAD/RCX 
Valve ID Description Status during normal operation 

M1, M2 Delivery to process, zone 1 - 2 Open 
R1, R2 Return form process zone 1 - 2 Open 
UR Cooling outlet  Open 
IR Cooling inlet Open 
BP1, BP2 Delivery return process bypass zone 1 - 2 Depending on the flow/pressure settings (refer to chapter 8) 
BP M1-UR, 
BP M2-UR 

Delivery to process/cooling outlet bypass, 
zone 1 and 2 Closed 

NRV Check valves  
 

 
Fig. 27 - RCP 130/170/210 

NOTE: 냉각 타워와 동일한 고무 파이는 제거 되어야만 하며 (참고 단락  4.9, 4.10 ), TO는 배수시스템에, WF 

는 수돗물에 연결 합니다.  

M1 

TO 

R1 

NRV 

BPUR 

BP WF-IR 

BPM 

WF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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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 RCP 300/350/450  

NOTE: 냉각 타워와 동일한 고무 파이는 제거 되어야만 하며 (참고 단락 4.11 ), TO는 배수시스템에, WF 는 

수돗물에 연결 합니다. 
 
 

 
Fig. 29 - RCP 700/900 

 

NOTE: 냉각 타워와 동일한 고무 파이는 제거 되어야만 하며 (참고 단락 4.12 ), TO는 배수시스템에, WF 는 

수돗물에 연결 합니다. 
 
 
 

RCP 

M1 

TO 

R1 

NRV 

BPUR 
BP WF-IR 

BPM 

WF 

TO 

WF 

TO 

M1 

TO 
R1 

NRV 

BPUR 

BP WF-IR 

B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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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ID Description Status during normal operation 
M1, M2 Delivery to process zone 1 and 2 Open 
R1, R2 Return from process zone 1 and 2 Open 
NRV Check valve   
TO Tank overflow  Open 
BPM Delivery bypass for drain Closed 

BPUR Cooling outlet bypass With ECODRY: 
open 

With COOLING TOWER: 
 closed 

BP WF-IR Cooling inlet bypass for filling With ECODRY: 
open 

With COOLING TOWER: 
 closed 

 
NOTE: 각 모델에 모든 밸브가 있지 않으므로, 표에 나타난 대로 설치된 밸브만 설정합니다. 
몇몇 밸브는 배수 장비 KIT (RCM / RCD에 선택 사양, RCP에 표준 규격, 다른 모델에는 없는 표준 규격)와 같이 
공급 됩니다. 

 

4.18 냉각수 사양 
 
냉각수에 대한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온도: 40°C/105°F. 
• 최소 차이 수압: 2bar/30psi. 
 

4.18.1 수질 

 

 

응축 및 공급측에 대해, FRIGEL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칼슘 침전물 혹은 부식 (아래 표에 있는 값 준수)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수 (이것은 칼슘 및 
마그네슘 이온의 많은 양을 함유 하거나, 산화 실리콘 및 염화 제이철 이온을 다량을 
함유하는 물로 정의합니다 )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750~1000 micron 사이의 Mesh Filter는 작동 중에 응축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작동을 위해, 공급측에 대해서는 500 미크론을 추천합니다. RCX로 사용되었던 필터 그룹에 
대해서는, 0.4바의 유량으로 최대 압력 하강 하는 200-500 미크론 카트리지를 사용합니다. 

 
 

Water parameters Optimal values Corrosion 
probability Deposit probability 

PH(25°C) 6,0-8,0 Yes – 
Resistivity >2000 Ω cm Yes Yes 

hardens (CaCO3) <200 ppm – Yes 
Cl- ions <200 ppm Yes – 

 

부식성 물질의 첨가 혹은 이러한 한계를 넘은 특정 물의 사용은 비효율성이나 장비의 부품을 
파손시킬수 있습니다. 특히, 열 교환기는 심하게 손상 될 수 있으며,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FRIGEL에 문의 합니다.. 

 

4.18.2 부동액 

 

• 수온은 10°C/50°F 이하로 작동하기 위해, 적절한 물-부동액 혼합이 필요로 합니다. 
• 다른 설정 온도에 대한 무게에 제안된 부동액 비율은 아래 테이블을 참조합니다. 물, 금형과 
포함된 파이프의 전체 양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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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FREEZE % IN WEIGHT MINIMUM SETPOINT 
TEMPERATURE [°C] 

20 +5/+9  

25 0/+5 

30-35 -5/0 
 
 

 
 
 

 

• 공급측에서 부동액 비율이 35% 보다 높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FRIGEL로 연락합니다. 
이는 현재 펌프 모터의 과부하나 혹은 펌프 Seal에 손상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액을 15-20% 보다 적게 사용 하지 않습니다. 높게 희석된 부동액은 부식성이 높은 
혼합물을 만드는 물의 급속한 악화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 

• 펌프 Seal과 Seal의 호환성을 확인 및 문의 사항을 위해서는 FRIGEL에 연락합니다.  
• FRIGEL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장비 사용으로 인한 손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o 위에 지정된 파라메타 외의 외부 수질. 
o 부동액의 적절한 비율이 부족 할때.  
o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기계의 부적절한 사용의 경우에는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19 전기 연결 
 
MICROGEL은 삼상 전원 공급이 필요합니다. 삼상 단자는 R - S - T. 

 
 
 
 
 
 
 

 
 
 
 
 
 
 
 
 
 
 

 

• 주 전원 라인에 잘못된 설치나 케이블 사이즈는 부품에 심각한 위험과 손상, 장비의 잘못된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원 코드와 크기의 선택은 최대 전류 , 설치 조건 및 안전 
규정은 해당 국가의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 

• 잘못된 라인의 전압 연결, 부적절한 전압 또는 주파수는 장비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력의 허용 오차는 (단락 2 참조)는 ± 10% 입니다. 

• 장비는 회전 방향 감지 장치 (단락 6.5 참조)를 갖추고 있으나, 시동시 펌프의 올바르게 
회전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회전은 각 펌프에 화살표로 표시된 쪽으로 해당 
되어야 합니다. 역회전 하는 경우, 전원을 분리하고 , 전기 패널을 열고 전원을 2상을 바꿔 
줍니다. 

• MICROGEL 은 SCROLL 컴프레셔(***)를 사용하며. 액체 슬러깅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기계 작동 전에 적어도 12시간 동안 오일 히터를 작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MICROGEL의 전원 스위치를 키고 OFF (정상 작동 동안, 메인 스위치를 끄지 않으나 
시작 혹은 정지 시키기 위해 사용자 판넬에 있는 ON/OFF버튼을 살짝 누릅니다. 

 (*) 모든 전기 데이터 (최대 전력, FLA, etc..)은 기계와 함께 제공 되는 배선도 (전기 
다이어그램)을 참조 합니다. 

(**) 전기 연결은 결선도( 다이어 그램은 연결에 사용되는 케이블의 종류를 나타냅니다.)를 
참조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컴프레셔 제조업자 혹은 FRIGEL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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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컨트롤 

5.1 키보드 및 화면 
 
MICROGEL 인터페이스는 화면과 키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ig. 30 – User interface 

 
LCD DISPLAY  작동 값, 메뉴 옵션 및 알람 메세지를 보여줍니다. 

LED DISPLAY  
7 세그먼트 화면 (7 S.)은 OFF 상태 혹은 공급측 온도 중 하나를 보여준다. 더블 존 
장비에서 두개의 존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면, “1-2” 로 표시됩니다. 

UP / DOWN KEY 
스크롤을 위로 혹은 아래로 하여 화면 혹은 메뉴 옵션을 선택 하거나 설정 값을 증가 
혹은 감소시킵니다. 

SET KEY  메뉴 옵션으로 들어가거나 변경된 파라메타 값을 확인합니다.  
ON/OFF KEY 컨트롤 시스템을 ON/OFF 합니다.  
MENU KEY  메뉴나 configuration 프로그램으로 이동합니다. 

ESC KEY  

파라메타 스크린 중에 하나에서 현재의 알람을 나타냅니다.  
알람 상태를 재설정 합니다. (허용될 경우)  
파라메타 수정을 저장하지 않고 어떠한 화면에서 메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화면에서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NOTE: 이 메뉴얼의 화면은 영어를 제공하며 측정 단위는 °C, bar, m3/h 입니다. 다른 언어 및 측정 단위는 USER 
MENU (단락 5.5.1) 에 나타난 것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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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메뉴  
 
다음 표는 소프트웨어 맵을 나타냅니다. 
 

 
Fig. 31 – Software map 

 
자세한 내용은 단락 5.3, 5.4, 5.5 및 5.6 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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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약어 
 
컨트롤의 다양한 화면과 이 매뉴얼에서 쓰이는 전반적이 부분에 사용되는 약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TS1  
TS2 

TAUX  
PR  

PS1 
PS2  
PD1  
PD2 
PDH 
PDL  
Q1 
Q2 
TE   
TC  
PE 
PC 

S 
CP 

FSC 
SET 
PI1 

 
 

PI2 

PROCESS TEMPERATURE ZONE 1 
PROCESS TEMPERATURE ZONE 2 (DUAL ZONE ONLY) 
AUX. TEMPERATURE ZONE (IF INSTALLED) 
RETURN PROCESS PRESSURE 
PROCESS PRESSURE ZONE 1 
PROCESS PRESSURE ZONE 2 (DUAL ZONE ONLY) 
DIFFERENTIAL PRESSURE ZONE 1 (PS1-PR) 
DIFFERENTIAL PRESSURE ZONE 2 (PS2-PR) (DUAL ZONE ONLY) 
THRESHOLD VALUE OF HIGH DIFFERENTIAL PRESSURE ALARM 
THRESHOLD VALUE OF LOW DIFFERENTIAL PRESSURE ALARM 
WATER FLOW ZONE 1 (*) 
WATER FLOW ZONE 2 (DUAL ZONE ONLY) (*) 
INTERNAL CIRCUIT TEMPERATURE 
AIR OR WATER COOLING CONDENSING TEMPERATURE (CONDENSER INLET) 
EVAPORATING PRESSURE 
CONDENSING PRESSURE 
PROCESS SETPOINT TEMPERATURE 
COMPRESSOR 1/2  
CONDENSING FAN O VALVE OPENING PERCENTAGE. 
SETPOINT TAUX 
PRESSURE CONTROLLED BYPASS SERVO VALVE (ZONE 1) 
XX%: IF PRESSURE CONTROLLED BYPASS (ZONE 1) SERVO VALVE IS PRESENT, VALVE OPENING PERCENTAGE 
IS  
SHOWN 
PRESSURE CONTROLLED BYPASS SERVO VALVE (ZONE 2) 
XX%: IF PRESSURE CONTROLLED BYPASS (ZONE 1) SERVO VALVE IS PRESENT, VALVE OPENING PERCENTAGE 
IS SHOWN 
 

(*)Q1, Q2 값들은 PD1, PD2 에서 계산되어 어떠한 조건에 대한 대략적 일 수 있습니다. 
 

5.4 시스템 화면 
 
메인 화면: 
 

DATA Description 

TS1= XX.X      TS2=XX.X TS1= Process temperature zone 1 
TS2= Process temperature zone 2 

Q1 = XX.X       Q2 = XX.X  Q1= Water flow zone 1 
Q2= Water flow zone 2 

PD1= XX.X     PD2= XX.X  
Or 

PDH= valh   PDL= vall  

PD1= Differential pressure zone 1 (PS1-PR) 
PD2= Differential pressure zone 1 (PS2-PR) 
Valh= Max DP limit 
Vall = Min DP limit 

YYYYY SXX  YYYYY SXX 
SXX= Temperature setpoint zone1 and zone 2 
Zone status 
YYYYY= DISAB / OFF / READY / LOAD / DRAIN /FAULT / CXXX% / HXXX% / ST.BY 

 
더블 존 모델은, 왼쪽 오른쪽은 존 1 과 존 2 데이타를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MICROGEL 이 싱글 존 타입 
이라면, 화면 가운데에 하나의 존에 대한 데이터만 나타난다. 측정 장비에 대해서는, USER MENU, MM009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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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화면  마지막 줄:  
 

Status Description 
DISAB Zone not active 

OFF Zone OFF 
OFF (blinking) Control routine is closing down 

READY Zone is filled and ready to start 
LOAD Zone with loading procedure in progress 
DRAIN Pumps are draining the  mould (refer to specific instructions of draining kit) 
FAULT Zone with active alarm. Screen will automatically shift to alarm message. 
CXXX% Zone is operating in COOLING mode at xxx % capacity 
HXXX% Zone is operating in HEATING mode at xxx % capacity 

ST.BY 
Unit in standby with remote control active (Depending on EXEN “EXternal ENable” voltage-free 
contact) 

 
두번째 화면: 
 

Data Description 

PE=XX.X  PC=XX.X  PE= Evaporating pressure 
PC= Condensing pressure 

PR=XX.X TC=XX.X  PR= Return process pressure 
TC= Cooling air or water temperature 

TE=XX.X  CP= Y Y 
TE= Internal tank temperature 
CP= Compressor status 1 e 2 
Y: 0=OFF; 1=ON 

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Machine status 
 
두번째 화면의 마지막 줄: 
 

Status Description 
SYSTEM ON Temperature Control on 
SYSTEM OFF Temperature Control off 

SYSTEM TURNING OFF Machine in off procedure 
LOADING  Loading procedure on 

SYSTEM READY Temperature control ready to start. 
FREECOOLING Freecooling procedure on (*) 

COMPRESSOR XXX% 
It is the ratio between the operating time and cycle time. In case of dual compressor units, 
it is calculated by the arithmetic mean of the percentages calculated for each compressor.  

DRAINING  Draining procedure on 

STAND BY (XXX) 

STAND BY ON: the unit will start operating when “External Enable” voltage-free contact is 
activated. (참조 electrical diagram) 
STAND BY OFF: the unit will start operating IF “External Enable” voltage-free contact is 
activated AND the ON/OFF key is pressed. (**) 

INIT SYSTEM XX The system is during switching on. 
 
FRECCOLING 절차는 RCO  모델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원격 ON/OFF (EXEN=External enable): 

• 이 기능은 FRIGEL에 의해서만 활성화 되어야만 합니다.  
• 처음 사용시 키보드에서 ON 버튼을 누릅니다  
• 자동 재시작 모드는 정전에 대비하여 메모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듯이 활성화 해야 합니다 (MM15 = 

YES parameter USER SETUP, 단락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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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ON/OFF 은 contact closure에 의해 수행되고, contact opening 을 통해 종료 됩니다 
• 만약 Exen 모드가 가능한 경우 (스위치 폐쇄), 키보드에 있는 On / off 가 사용 될 수 있습니다. 

 

 
EXEN 터미널을 감지하는 배선 다이어그램 (전기 다이어그램)을 참조합니다. 

 
세번째 화면: 
 

Status Description 

wd dd/mm/yy hh:mm 
 

Time and date 
wd = week day  
dd/mm/yy = date 
hh:mm = hours and minutes  

PS1= XX.X PS2= XX.X  
or 

PI1= XXX PI2= XXX % 

PS1= delivery pressure zone 1 
PS2= delivery pressure zone 2 
PI1= opening percentage of PI bypass modulating control (if installed) 
PI2= opening percentage of PI bypass modulating control (if installed) 

TAUX=XX.X  SET=XX 
or 

TAUX NOT PRESENT 

If Taux is present, this screen refers to the auxiliary cooling zone (usually the hopper throat) 
(*). 
If there is not Taux, “TAUX NOT PRESENT” 

FSC= XX% 
or 

AUX ZONE COOLING OFF 
or 

AUX ZONE COOLING ON 
or 

PROCESS FLOW: xx.x 

• FSC = xx%: if condensation valve is present, valve opening percentage is shown 
• AUX ZONE COOLING OFF: if auxiliary cooling is OFF (not for RCX); 
• AUX ZONE COOLIONG ON: if auxiliary cooling is ON (not for RCX); 
• PROCESS FLOW: if the unit is an RCX and flow alarm is enabled (참조 section 6.18), 

flow is shown. 
If both flow and condensing valve alarm are enabled, FSC and PROCESS FLOW alternate. 

 
(*)보조 존의 온도 컨트롤은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해 실행되며, ON/OFF 타이밍은 설정 값 ( 사용자에 의해 설정)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사용자에 의해 설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기능에 사용된 T-보조 센서는 냉각되는 과정에 
위치해야만 합니다. 
 

5.5 사용자 메뉴 
 
Menu로 이동하기 위해, MENU 키를 누릅니다. 3가지 옵션이 있는데, 사용자에게는 첫번째 옵션, USER MENU 
(암호 보호 없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 (INSTALLER 과 MANUFACTURER MENU) 화면은 서비스 
직원에 의해 조작됩니다.   
MENU 로 이동하기 위해 SET을 누릅니다. 
가능한 옵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 USER SETUP; 
• ALARM HISTORY; 
• COUNTERS; 
• TIME SETUP. 

 
값을 변경하기 위해 다음과 같습니다. 

• press SET: the present value will begin to blink;  
• with the arrow keys select the desired value; 
• confirm the new value with SET. 

 
ESC 키를 누르면 USER MENU로 돌아 갑니다. 

5.5.1 사용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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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setup 파라메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COD. Description LCD DEFAULT 

MT01 Temperature Setpoint zone 1 PROCESS TEMPERATURE 
SETPOINT 10°C 

MT02 Temperature Setpoint zone 2 (if present) PROCESS TEMPERATURE 
SETPOINT 2 10°C 

MT03 Aux. Temperature setpoint (if present) PROCESS TEMPERATURE 
SETPOINT AUX 30°C 

MM06 Choose YES to enable zone1. It can be changed also in 
ON condition (dual zone unit only). ZONE 1 ENABLE YES 

MM07 Choose YES to enable zone2. It can be changed also in 
ON condition (dual zone unit only). ZONE 2 ENABLE YES 

MM08 

Choose among available languages: 
Version A: English, Italian, Spanish, Turkish 
Version B: English, German, French, Polish 
Version C: English, Japanese, Portuguese, Chinese 
Version D: English, Italian, Polish, Serbian 

LANGUAGE EN 

MM09 

Choose among SI system 
1 = °C, bar, L/min. 
2 = °F, psi, GPM  
3 = °C, MPa, m³/h 

UNITS 0 

MM13 Only for RCX type. This option is not shown in the USER 
SETUP of other types. (*) FLOWMETER ALARM 0 

MM15 
Choose YES to enable auto restart function (machine 
restarts automatically after a power failed if it was in 
ON)  

AUTORESTART FUNCTION 
ENABLED NO 

MP17 Nominal water flow value in zone 1 NOMINAL PROCESS FLOW 
RATE ZONE 1 0 m3/h 

MP18 Nominal water flow value in zone 2 (dual zone unit 
only). 

NOMINAL PROCESS FLOW 
RATE ZONE 2 0 m3/h 

MP19 Differential for the control of warning on water flow. If 
equal to 0 it is not controlled 

DIFF.FOR WATER FLOW 
WARNING (0=DISABLE) 0 % 

 
(*)공급측 유량이 이 옵션에서 설정 값 이하로 떨어질때, 유량계 알람이 나타난다. 유량계는 RCX 공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듯이 기기 외부에 설치하고 4-20 mA 신호로 컨트롤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5.5.2 오류 기록 
 
이 화면은 최근 40개 오류를 순서대로 나타냅니다.  
메인 화면에서, MENU를 누르고, SET을 누릅니다. FAULTS 스크롤을 위아래로 움직인 후에,SET을 누릅니다. 
1에서 40까지 오류들에 대해 스크롤을 UP 혹은 DOWN 하기 위해 누릅니다. ESC 키를 눌러 옵션을 종료하고 
USER MENU로 돌아 갑니다. 
 
DATA Description 

Dd/mm/yy   hh:mm     Axx 
 

dd/mm/yy= Alarm date.  
hh:mm= Alarm time. 

Axx = Alarm number (NOT to be confused with the alarm code, 참조 6) 

FAULT  (ZONE X) X=1 o 2 

Alarm description Alarm description, 참조 chapter 6. 

Alarm description Alarm description, 참조 chapt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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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COUNTERS 

실행 시간 및 컨트롤러의 각 릴레이 싸이클수가 나타납니다. 메인 화면에서, MENU를 누르고, SET를 누릅니다. 
COUNTERS 에서 스크롤을 움직인 후에, SET를 누릅니다.  
릴레이 번호에 대한 펌프 또는 압축기와 같은 구성 요소를 확인 하기 위해 메뉴얼과 같이 제공된 전기 다이어 
그램을 참조 합니다. ESC 키를 눌러 옵션을 종료하고 USER MENU로 돌아 갑니다. 
 

 
전기 다이어그램을 참조 합니다. 

 
첫 화면은 릴레이 R1-R4를 의미합니다. 
Data Description 

R1 yyyyy 0/1 xxxxx h yyyy= cycles (0,1)  xxxx=working time (hours) 
R2 yyyyy 0/1 xxxxx h yyyy= cycles (0,1)  xxxx= working time (hours) 
R3 yyyyy 0/1 xxxxx h yyyy= cycles (0,1)  xxxx= working time (hours) 
R4 yyyyy 0/1 xxxxx h yyyy= cycles (0,1)  xxxx= working time (hours) 

 
스크롤을 UP 와 DOWN 하면 다른 릴레이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Note: 카운터는 매 시간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5.5.4 시간 설정  

이 화면은 시간 및 날짜를 업데이트 하는데 사용됩니다.  
메인 화면에서 MENU를 누른후, SET을 누릅니다. TIME SETUP을 스크롤을 위 아래로 움직인 뒤에 SET 버튼을 
누릅니다. TIME SETUP에서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옵션 (Hour, Minutes, Date, Month, Year 및 
Weekday)을 선택한 뒤에 SET을 누릅니다. 현재 구성이 깜박이기 시작하면 UP 과 DOWN 버튼으로 설정 한뒤에 
SET로 변경을 저장합니다. ESC키를 누르면 USER MENU로 이동합니다. 
 

5.6 빠른 메뉴  
 
QUICK MENU 는 사용 가능한 존 (USER MENU 에서도 접근 가능)의 온도 설정 값을 수정 할 수 있는 빠른 
방법입니다.  
추가로, 이 메뉴에서 마지막 2개 옵션은 금형(공급측)와 배수 절차를 수행하는데 사용됩니다.  
QUICK MENU 에서 값을 수정 하거나 혹은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메뉴로 들어가기 위해 SET 을 누르고, 
화살표 키로 원하는 옵션을 선택 한뒤에 SET을 다시 누릅니다. 현재 컨피그레이션이 깜박이기 시작할 때, 원하는 
값을 UP 또는 DOWN 버튼으로 변경하고 SET 을 눌러 확인 합니다. ESC 를 눌러 QUICK MENU로 이동합니다.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COD. Description LCD. DEFAULT 

Q01 Insert the required temperature zone 1 PROCESS TEMPERATURE 
SETPOINT 10°C 

Q02 Insert the required temperature zone 2 PROCESS TEMPERATURE 
SETPOINT 2 10°C 

Q03 Insert the required temperature set aux. process PROCESS TEMPERATURE 
SETPOINT AUX 30°C 

Q04 Start – stop loading (*) (참조 par. 5.7) START/STOP LOADING  NO 

Q05 Start – stop draining (**) (참조 par.5.7) START/STOP EMPTYING NO 

 
(*)장비가 켜져 있을 때, 로딩 절차는 필요로 하는 때에 MICROGEL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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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QUICK MENU 에서 START /STOP LOADING 옵션은 사용자가 온도 조절을 하는 것 없이 공급측에 
물을 채울 경우에만 필요로 합니다. 
(**)START /STOP DRAINING 옵션은 함께 사용 되어 지며 배수 장비로만 작업 할 수 있습니다. 
 

5.7 금형 LOADIND/DRAINING 절차 
 
만약 기계가 금형 배수 장비를 함께 제공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수행 될 수 있습니다. 

5.7.1 LOADING 

로딩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실행 됩니다. 
• 작동 
• 금형 변경 
• 금형 또는 회로에 누수. 
• 기계가 6시간 이상 정지되는 경우. 
 

NOTES 
 장비가 켜져 있을 때, 로딩 절차는 필요로 하는 때에 MICROGEL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그러므로 QUICK MENU 에서 START /STOP LOADING 옵션은 사용자가 온도 조절을 
하는 것 없이 공급측에 물을 채울 경우에만 필요로 합니다. 

 플로트 스위치 A 또는 압력 변환기는 필요로 하는 로딩순서를 나타냅니다. 이는 첫 시작 시 나타 
나거나 혹은 금형 변경 후에 일어날 것이나, 누수로 인하여 물 수위가 떨어지는 경우에도 정상작동 
동안에도 일어 날 수 있습니다. 로딩 순서 동안 (일반적으로 약 2분), 온도 컨트롤 기능 (Heating 혹은 
쿨링)은 공급측 온도로 일시적인 편차로 차단 됩니다. 

 
로딩절차: 

• 기계는 반듯이 전원이 꺼져 있어야 합니다.  
• 금형 배수 장비 밸브를 아래에 있는 다이어그램에 따라 (참조 5.7.3 혹은 5.7.4: 선택한 기계에 따라 참조) 
설치합니다. 

• QUICK MENU 로 들어가, 파라메타 Q04 로 이동합니다. – START/STOP LOADING 과 YES 를 
선택합니다. 

• 로딩 절차가 실행 되며, 메인 화면에는 LOAD가 나타납니다.  
• 로딩 밸브가 열린다.  
• 압력이 최소 한계점에 도달 할 때, 냉각수 회로 펌프는 작동합니다. 
• 공급측 펌프 작동.  
• 절차가 끝날 때, 화면에는 READY가 표시 됩니다.  
• ON/OFF 버튼을 눌러 온도 조절을 시작합니다. 

 

 

 
프에 진공 현상이 생기면 이러한 절차는 반듯이 중지 되어야 합니다. (OFF 버튼).  
 

 
금형이 바뀌는 경우 마다, 공급측 필터를 청소 해야 합니다. 

 

5.7.2 배수  

배수 절차 (배수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기계는 반듯이 전원이 꺼져 있어야 합니다.  
• 금형 배수 장비 밸브를 아래에 있는 다이어그램에 따라 (참조 5.7.3 혹은 5.7.4 선택한 기계에 따라 참조) 
설치합니다. 

• QUICK MENU로 들어가, 파라메타 Q05로 이동합니다. –  START/STOP EMPTYING 과 YES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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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 절차가 실행 되며, 메인 화면에는 DRAIN 이 나타납니다. 
• 체크 밸브는 공기 흡입을 시작 할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후에 절차가 정지 하지만, Pump 진공 현상이 생기면 이런 절차는 반듯이 중지 
되어야 합니다.  (OFF button). 효과적으로 충분히 비우기 위해 1회에 걸쳐 이 작업을 다시 수행 
합니다.  
PAY ATTENTION: Pump 진공 현상이 생기면 모든 절차를 중지 합니다. (OFF button). 
 

 
만약 설치 되어 있지 않으면, DRAINING KIT 설명서를 참조 합니다. 

 
 

5.7.3 LOADING/DRAINING DIAGRAM - RCM/RCD/RAM/RAD/RCX 

 

 
 

Fig. 32 - RCM/RCD/RAM/RAD/RCX 
 

RCM/RCD/RAM/RAD/RCX 
Valve Description Valve during loading Valve during draining  

M1, M2 Delivery to process 1 and 2 Open Closed 
R1, R2 Return from process 1 and 2 Open Open 
UR Cooling outlet Open Open 
IR Cooling inlet Open Closed 
BP1, BP2 Process bypass zone 1 and 2 Closed Closed 
BP M1-UR, 
BP M2-UR Kit Bypass zone 1 and 2 Closed Open 

NRV Check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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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LOADING/DRAINING DIAGRAM - RCP 
 

 
Fig. 33 - RCP 130/170/210 

NOTE: 쿨링 타워와 몇몇 고무 파이프는 제거 되어야만 합니다  (참조 4.9, 4.10): TO는 배수 시스템, WF에 

수돗물 연결합니다. 
 

 

 
Fig. 34 - RCP 300/350/450 

NOTE: 쿨링 타워와 몇몇 고무 파이프는 제거 되어야만 합니다  (단락 4.11 참조): TO는 배수 시스템, WF에 

수돗물 연결합니다. 
 

WF 

TO 

M1 

TO 

R1 
NRV 

BPUR 

BP WF-IR 

BPM 

WF 

TO 

M1 

TO 

R1 

NRV 

BPUR 

BP WF-IR 

B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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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 RCP 700/900 

NOTE: 쿨링 타워와 몇몇 고무 파이프는 제거 되어야만 합니다  (단락 4.12 참조): TO는 배수 시스템, WF에 

수돗물 연결합니다. 
 

RCP 
Valve Description Valve status during loading Valve status during draining  

M1, M2 Delivery to process zone 1 and 2 Open Closed 
R1, R2 Return form process zone 1 and 2 Open Open 
NRV Check valve   
TO Tank overflow  Open Closed 

BPM Bypass delivery/return process (valve 
near delivery) Closed Open 

BPUR Bypass kit (Valve on cooling outlet) With ECODRY: 
Open 

With Cooling 
tower:Closed 

With ECODRY: 
Open 

With COOLING 
TOWER:Closed 

BP WF-
IR 

Bypass for water filling (valve on cooling 
inlet) 

With  ECODRY: 
Open 

With Cooling 
tower:Closed 

With ECODRY: 
Closed 

With COOLING 
TOWER:Closed 

 
NOTE: 각 모델마다 모든 밸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설치된 밸브만 설정합니다. 
 

5.8 금형 변경에 대한 경고 
 

 기계에 연결하기 전에 튜브 및 금형을 세척하는 것은 반듯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오래 사용한 것이나 
금형에 사용한 경우에는 반듯이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기계 내부에 불술물이 들어가 기계의 기능 
저하를 방지합니다. 이러한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급측 리턴 라인에 필터를 아래에 설명된 
다이어그램과 같이 설치 해야만 하며. 이러한 로딩절차 동안에만 사용합니다. 방법은 로딩절차 금형을 

바꾸자 마자, 바이 패스 밸브를 닫고, inlet 필터 밸브를 연후에 채우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로딩절차). 만약 필터가 
깨끗하면 필터 바이패스를 열고 inlet 필터 밸브를 닫는다. 필터가 더러워지는 경우에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채우는 
작업을 필터가 깨끗해 질때까지 반복합니다.  
FRIGEL 은 불순물 있는 금형과 장비 사용으로 인한 발생되는 어떠한 오작동에 대한 경우에는 보증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FRIGEL 은 50 마이크론 이하 혹은 더 작은 WASHABLE POLYESTER NET 
FILTERING 카트리지를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RIGEL 로 문의 합니다 

WF 

TO 

M1 

TO 
R1 

NRV 

BPUR 

BP WF-IR 

B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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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  Mould filter for loading procedure 

5.9 ON/OFF 
 

 

• 기계는 3 개의 제거 가능한 판넬이 있는데, 하나는 전기 박스이며, 두개는 측면 엑섹스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판넬들은 정상 작동중에 닫혀야만 합니다. 기계의 내부 부품이 매우 뜨거워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팬널 뒷면, 컨넥션 근처는 고온일 수 있으니, 화상을 대비하여 장갑 사용을 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메인 스위치로 기계를 전환하면 , LCD는 초기화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단계 마지막 
에 화면이 잠시 어두워 집니다. 
 

Data Description 
Sw Ver: FRIMGEXX.YY Software version 

INIT SYSTEM XX XX seconds ready to start 
 
초기 단계가 끝날 때, LED 화면과 메인 화면에는 OFF 가 나타납니다. 
 

 

기계 작동하기 전에 적어도 12시간 동안 오일 히터를 켜 놓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메인 
스위치로 MICROGEL 전원을 키고 OFF 로 둡니다 (MICROGEL 일반적인 작동 동안 메인 
스위치를 끄지 않습니다 : 살짝 ON/OFF 버튼을 눌러 시작 혹은 정지 시킵니다). 

 
기계 작동 및 정지: 
• 필요로 하는 경우 로딩 절차를 실행 (즉, 처음 시작시 또는 금형 변경 후)하며, 로딩 절차를 참고 합니다. 
• 정상 작동 조건에서 단락 4.17 에 표시된 대로 밸브를 설정합니다. 
• 존을 활성화 하고 USER SETUP 5.5.1 또는 QUICK MENU 5.6 ((MICROGEL 더블 존은 싱글 존의 전원을 키고 
끄는 것이 가능하고, 개별적으로 서로 간단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에 나온 것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온도 컨트롤(해당 LED가 녹색으로 바뀜) 시작은 ON / OFF 버튼을 누릅니다. 만약 필요시, 예로, 처음 시작 
혹은 금형 변경 후에는, 장비는 공급측이나 준비를 위해 로딩 절차를 수행할 것이며, 컨트롤러은 자동으로 
활성화 존의 온도 컨트롤을 시작할 것입니다. 

• 온도 컨트롤(해당 LED가 적색으로 바뀜) 정지는 ON / OFF 버튼을 누르며, 기계는 컨트롤 하는 모든 단계를 
멈출 것이며 OFF 상태로 돌아갑니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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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정전이 발생될 경우, Auto Restart 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전력이 다시 
공급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재시작됩니다. (참조 5.5.1).  

 시스템이 TURNING OFF 모드이면, 존을 활성화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완전한 종료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ON/OFF (또는 serial 명령)을 사용하여 전원을 켤 수 있습니다. 

 MICROGEL 더블 존에서만, 정상 작동 중에 싱글 존을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전원이 켜지고 매번 파라메타를 변경할 때, 초기화 절차를 시작하고 5초 동안 모든 키들이 잠깁니다. 

 

5.10 알람 재설정  
 
람은 온도 컨트롤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활성화 됩니다. (녹색 LED가 켜짐). 
 
알람이 발생할 때: 
 

• LCD가 켜져 있는 것은 오류 메세지를 나타냅니다 (참조 par. 6 for the alarm list). 오류 원인이 제거되는 
즉시, 알람 메세지는 사라집니다. 몇몇 알람들은 수동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esc 키를 
누릅니다. 

• 알람이 발생 할 때, 부저와 램프가 같이 작동 됩니다. 
• LED 화면이 깜박이고 알람 코드가 나타납니다. 
• 만약 한 개 이상의 알람이 발생되면, LCD와 LED 화면에 교체되며 나타납니다. 

 
LCD 가 켜져 있으면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Data Description 

WARNING ZONE X 
or 

FAULT ZONE X 

WARNING ZONE X = X 는 존 1 또는 2입니다. 경고는 사용자에게 잠재적인 
문제만을 알려 주나, 모든 제어 기능은 유지됩니다.  
FAULT ZONE X = X 는 존 1 또는 2입니다. 오류는 모든 제어 기능을 중단 시키며 
사용자의 조치를 기다립니다. 

Alarm Description 
두번째와 세번째 라인은 어떤 알람이 발생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만약 알람이 한 
개 이상일 때, 각각의 메세지는 화면에 돌아가면 나타냅니다. 
(참조 6). 

ESC TO SHUT FAULT 
or 

ESC TO RESET 

네번째 라인은 “ESC TO SHUT FAULT”를 보연준다. ESC를 누르는 즉시, 부저 
울리는 것이 멈추고 화면에는 “ESC TO 재설정 FAULT”을 보여줍니다. 오류 또는 
경고의 원인이 제거된 후에만 다시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6 알람 
 
안전과 공급측 모니터링을 향상시키기 위해, MICROGEL 컨트롤러는 초기 오류에서 모든 시스템을 보호하도록 
제작된 완전한 진단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 목록은 각 오류 또는 경고 메시지와 컨트롤러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1 LOW WATER LEVEL (A01, A02) 
 
• Alarm 코드: 존 1은 A01, 존 2는 A02 입니다. 
• 메세지: “LOW WATER LEVEL”. 
• 설명: 로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물이 회로에 새어 나감. 압력 Ps1, Ps2 리딩 및/ 또는 플로우트 스위치 

상태, MICROGEL 타입에 따라 기계 내부 저 수위 레벨을 나타냅니다. 
• 영향: 존에 관련되 모든 기능들이 작동 모드, Heating 또는 쿨링이 개별적으로 중단 됩니다.  
• 재설정: 부저를 멈추기 위해, ESC를 누릅니다. 기계가 OFF 되면, 재시작을 위해 ON을 누릅니다. 
 
가능성 있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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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알람이 수동 또는 자동 로딩 순서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면, 공기 냉각 장치에 있는 외부 소스에서, 
혹은 냉각수 장치에 냉각 회로에서 물 공급이 부족하거나 안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알람이 정상 작동 시 발생하면, 물이 어떻게든 시스템에서 손실되고, 로딩 절차가 한번 더 시도 
되었더라도 자동 리필이 실패됩니다. 

 

6.2 HIGH PD HIGH PROCESS DIFFERENTIAL PRESSURE (A03, A04)  
 
• Alarm 코드: 존 1은 A03, 존 2는 A04입니다. 
• 메세지: “PD - HIGH”. 
• 설명: Pd1 또는 Pd2 압력이 허용되는 값 최대치를 넘김. 
• 영향: 관련된 존의 Heating 기능이 중단 됩니다. 다른 부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 재설정: 재설정은 알람 원인이 제거될 때, 자동으로 됩니다. 

 
가능성 있는 원인:  
 공급측 회로에 밸브가 닫혀져 있습니다.  
 공급측 펌프가 금형 수로에 비해 치수가 크다. 공급측과 병렬로 바이패스를 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RCX 타입에, 알람은 항상 장비 외부에 물 필터들이 더러워진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외부 물 회로와 공급측 회로 사이에 열 교환기가 막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6.3  HIGH PS – HIGH PROCESS PRESSURE (A05, A06) 
 
• Alarm 코드: 존 1은  A 05, 존 2는 A06 . 
• 메세지: “PS – HIGH, HIGH PROCESS PRESS.”. 
• 설명: Ps1 또는 Ps2 압력이 허용되는 값 최대치를 넘김.  
• 영향: 존에 관련되 모든 기능들이 작동 모드, Heating 또는 쿨링이 개별적으로 중단 됩니다. 
• 재설정: 알람 원인을 제거한 후에, ESC 눌러 알람을 재설정합니다. 펌프 및 존 기능은 재시작 됩니다. 

 
가능성 있는 원인:  
 압 냉각 회로가 내부 압력이 높다. 이 압력은 MICROGEL 펌프에 더해집니다. 

6.4 PROCESS TEMPERATURE WARNING (A07, A08)   
 
• Alarm 코드: 존 1은 A07, 존 2는 A08 입니다. 
• 메세지: “WARNING PROCESS TEMPERATURE”. 
• 설명: Ts1 또는 Ts2 공급측 온도가 선택된 시간 후에 각각의 설정 선택된 델타 외부 각 설정치에서 선택한 

델타 후 시간 선택. 기본 델타는 10 ° C/50 ° F, 그리고 기본 시간은 10 분입니다. 이러한 값 권한 있는 직원에 
의해 설치 프로그램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영향: 관련된 존의 기능들이 중단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 입니다.  
• 재설정: ESC를 누르면 부저가 멈춘다. 온도가 선택된 델타 내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알람은 재설정 됩니다. 

 
가능성 있는 원인:  
 과도한 상태에서 부하 증가.  
 부적절한 MICROGEL 용량 선택. 
 더러운 증발기. 
 냉각제의 불충분함. 
 높은 냉각 온도 (공기/물). 
 더러운 콘덴서. 
 모듈레이팅 밸브 누수.  
 다른 활성화된 알람들이 컴프레샤가 시작 하지 못 하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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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POLARITY OF THREE PHASES SUPPLY (A09, A10) 
 
• Alarm 코드: A09 과/ 혹은 A10. 
• 메세지: “CHECK POLARITY OF THREEPHASE SUPPLY ”. 
• 설명: 컨트롤러는 지속적으로 냉각제 흡입 및 토출 압력 초에만 확인합니다. 만약 이러한 압력 값이 예상치 

않게 변하거나 또는 컴프레샤 시동 동안에 변경되면, 컴프레샤의 회전이 잘못된 방향으로 작동 되고 
있습니다. 

• 영향: 존에 관련되 모든 기능들이 작동 모드, Heating 또는 쿨링이 개별적으로 중단 됩니다. 
• 재설정: ESC 누르며, 기계는 OFF 위치에 있으며, 종료하고 2 단계 메인 전원 공급 라인 순서를 

도치시킵니다. 그런 다음 장비 전원을 켜줍니다. (ON).  
 

 
가능성 있는 원인:  
 역상에 의한 현상.  
 컴프레샤는 open internal, 비 감지, 바이메탈 스위치 때문에 시작 되지 않음. 
 컴프레샤에서 느린 압력 반응으로 인해 이것의 크랭크 케이스에 액체 냉매 축적으로 시작됩니다. 만약 

알람이 발생하면, 기계는 다시 시작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컴프레샤가 잘못된 방향으로 회전이 되고 , 다른 모든 부품 들과 펌프 및 Fan의 회전 방향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6.6 LOW PROCESS DIFFERENTIAL PRESSURE (A11, A12) 
 

• Alarm 코드:존 1은 A11, 존 2는 A12. 
• 메세지: “PD – LOW”. 
• 설명: Pd1 또는 Pd2 압력은 최대 허용치 값 아래로 떨어진 것을 나타냅니다. 이 알람은 외부에 허용된 
압력/유량 작동을 제한 할 때, 캐비네이션 및/ 또는 고압으로 부터 펌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로 합니다.  

• 영향: 관련된 존의 모든 기능들이 중단됩니다.  
• 재설정 알람: 알람 원인을 제거한 후에, ESC를 누르면 알람이 재설정 됩니다. 펌프 및 존 기능들은 다시 
시작 됩니다. 
 

가능성 있는 원인:  
 불충분한 압력은 많은 차압을 일으키는 MICROGEL 펌프에 공급측을 통해 떨어뜨린다. 이러한 것은 큰 
공급측 바이패스에 의한 원인이거나, 펌프가 금형 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RCX 타입은, 이 알람은 공급측 쪽에 유량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6.7 PROCESS PUMP OVERLOAD (A13, A14) 
 
• Alarm 코드: 존 1은 A13, 존 2는 A14. 
• 메세지: “OVERLOAD PROCESS PUMP”. 
• 설명: 전기 케비넷 내부에 압력 펌프 차단기는 과도한 전류 또는 누전으로 작동됩니다.  
• 영향: 모든 기능들은 모든 활성 존에서 중단됩니다.  
• 재설정: 장비를 끄고, 전기 케비넷을 열고 자동으로 스위치 (일반적으로 표시 F1 또는 F2(*))를 재설정 

합니다. 장비 전원을 끄고 다른 존 컨트롤 기능들도 정진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원을 키고 ON버튼을 눌러 
다시 시작합니다. 

 

 
(*)기계에 같이 포함된 전기 다이어그램을 참조합니다. 

 
가능성 있는 원인: 
 부적절한 전력 공급, 펌프에 공급 라인에 느슨한 연결, 단계 누락. 
 열 스위치에 잘못된 설정.  
 펌프 모터의 고장, 내부 코일이 타거나 혹은 합선과 같은 것은 스위치를 작동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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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ing outside the pump allowed pressure flow rate curve (참조 par. 6.6).  
 냉각수 순환 라인에 공기 또는 진공 현상. 

 

6.8 HEATER TEMPERATURE SWITCH (A15, A16) 
 
• Alarm 코드: 존 1은 A15, 존 2는 A16. 
• 메세지: “TEMPERATURE SWITCH HEATER”. 
• 설명: 히터 박스 내부 온도가 높이 상승함.  
• 영향: 관련된 존의 Heating 기능들이 중단됩니다. 기계 컨트롤 기능의 나머지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재설정: 부저가 멈추고, ESC키를 누릅니다. 온도가 떨어질때, 알람은 자동으로 재설정되며 필요시에는 존 

Heating이 다시 시작됩니다. 
 
Note 
히터의 전기라인은 전기퓨즈에 의해 보호됩니다. 화면이 퓨즈고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만약 Heating기능이 
느려지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 수동으로 퓨즈를 고장이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성 있는 원인: 
 공급측 유량은 Heating에 의해 발생된 열을 흡수하기에 너무 낮다.  
 히터상자 안에 증기가 있음. 
 히터가 더러움. 
 온도 스위치 고장. 

 

6.9 HIGH PC – HIGH CONDENSER PRESSURE (A17, A18) 
 
• Alarm 코드: A17 및/ 또는 A18. 
• 메세지: “Pc – HIGH, HIGH COND. PRESS.”. 
• 설명: 컨덴서 냉매 압력이 최대 허용 값을 초과함.  
• 영향: 모든 기능들이 모든 영역에서 중단됨. 
• 재설정: ESC 키를 눌러, 부저를 멈춘다. 재시작 전에 알람 원인을 제거하면 기계는 OFF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가능성 있는 원인: 

물 냉각 타입: 
 컨덴서에 불충분한 냉각수 유량. 
 스트레이너의 막힘 또는 입구 밸브의 막힘.  
 쿨링 입구와 출구 연결 사이에 반대 연결.  
 냉각수 온도가 45°C/110°F 위에 있을 때.  
 컨덴서가 먼지 또는 눈금이 가득 차 있어, 유량 및 결과적으로 컨덴서 압력을 증가시킴. 

 
공기 냉각 타입: 

 주위 온도가 40°C/105°F.위에 있을 때. 
 불충분한 공기 흐름이 컨덴서를 통과: 더러운 공기 필터 또는 판넬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음. 
 과도한 냉매 충전. 

 

6.10 LOW PE – LOW EVAPORATOR PRESSURE (A19, A20) 
 
• Alarm 코드: A19 및/ 또는 A20. 
• 메세지: “PE – LOW, LOW EVAP. PRESS.”. 
• 설명: 증발기 냉매 압력이 최소 허용 값 이하입니다  
• 영향: 컴프레샤가 중단되거나 혹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계컨트롤 기능이 냉각이 활성되지 않더라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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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설정: ESC키를 눌러, 부저를 멈춘다. 처음에는 PE>1.9바 일때, 2분후에 자동으로 재설정 됩니다. 만약 
첫 활성화의 10분 이내에 2번째가 활성화 됩니다, 재설정은 수동입니다 .  

 
가능성 있는 원인:  

 냉매 충전이 불충분한 수준입니다.  
 증발기에 먼지가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얼음 결정들이 증발기의 수분 측면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낮은 부동액 수준.  
 팽창 밸브 고장. 
 가스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 

6.11 HIGH TE – HIGH TANK TEMPERATURE (A21, A22) 
 
• Alarm 코드: A21 및/또는 A22. 
• 메세지: “TE – HIGH, HIGH TANK TEMP.”. 
• 설명: 내부 탱크의 내부 온도가 2분 동안 42°C/108°F을 초과합니다. (RAM/RAD 장비만). 
• 영향: 컴프레셔가 중단 되거나 시작 할 수 없습니다.  
• 재설정: ESC 키를 눌러, 부저를 멈춘다. 물 냉각 장치에서, Free cooling 모드는 활성화 되고 온도가 

42°C/108°F 이하로 떨어질 때, 알람이 자동으로 재설정 될 것입니다. 공냉식으로, 기계를 다시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체로 물을 식히는 것을 기다리거나 수동적으로 로딩 절차(QUICK MENU 참조)를 
42°C/108°F 보다 더 차가운 탱크 안에 있는 새로운 물을 뜨거운 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능성 있는 원인:  

 매우 짧은 시간안에 많은 양의 매우 뜨거운 공급측 물이 기계로부터 돌아오는 곳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MICROGEL 사이즈가 잘못 될 수 있습니다. 
  

6.12 COMPRESSOR OVERLOAD (A23, A24) 
 
• Alarm 코드: A23 및/또는 A24. 
• 메세지: “OVERLOAD COMPRESSOR”. 
• 설명: 전기 캐비닛 내부의 컴프레셔 차단기가 과도한 전류 또는 합선 때문에 작동됩니다.  
• 영향: 컴프레샤가 중단됨. 
• 재설정: 기계의 전원을 끄고, 전기 캐비닛과 자동 스위치(일반적으로 표시된 F4(*))을 재설정 한뒤에, 

전원을 키고 ON을 눌러 재 시작을 합니다. 
 

가능성 있는 원인:  
 부적절한 전력 공급, 컴프레샤에 공급 라인이 느슨하게 연결 되거나, 단계 누락. 
 열 스위치의 잘못된 설정.  
 내부 코일이 타거나 합선과 같은 컴프레샤 모터의 고장. 

 

 
(*)전기 다이어그램 참조. 

 

6.13 CIRCULATING PUMP OVERLOAD (A25, A26) 
 
• Alarm 코드: A25 및/또는 A26. 
• 메세지: “OVERLOAD CIRCULATING PUMP”. 
• 설명: 전기 캐비닛 내부에 순환 (증발기 펌프) 차단기가 과도한 전류 또는 합선 때문에 작동됩니다. 
• 영향: 모든 기능들이 중단됩니다. 
• 재설정: 기계의 전원을 끄고, 전기 캐비닛과 자동 스위치(일반적으로 표시된 F3(*))을 재설정 한 뒤에, 

전원을 키고 ON을 눌러 재 시작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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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다이어그램 참조. 

 
가능성 있는 원인:  

 잘못 된 전원 공급 장치, 펌프, 단계를 누락 공급 라인에 느슨한 연결. 
 열스위치의 잘못된 설정.  
 Pump motors 단락, 내부코일 과열/ 단선, 스위치 단락  

 

6.14 ANTIFREEZE SAFETY ALARM (A27, A28) 
 
• Alarm 코드: A27및/또는 A28. 
• 메세지: “ANTIFREEZE SAFETY WARNING”. 
• 설명: 탱크 (테) 온도 5 초 이상 4 ° C 또는 39 ° F 보다 낮은 값에 도달 하는 경우 압축기는 ON 이이 

나타납니다 연산자 올바른 물 부동액 혼합물은 얼어에서 단위를 보호 하는 데 필요한. 기본 4 ° C 또는 39 
° F 값 권한 있는 직원에 의해 설치 프로그램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조 chapter 5.2). 

• 영향: 콤푸레셔 정지 
• 재설정: Esc 버튼을 눌러 부져를 중지합니다.; 재설정은 자동: 높게 설정되어 있는 온도를 확인 하거나, 

부동액 비율을 확인 하고, 경보 값을 확인 합니다. 
 

6.15 FAN OVERLOAD (A29, A30) 
 

• Alarm 코드: A29 및/또는 A30. 
• 메세지: “OVELOAD FAN”. 
• 설명: 전기 캐비닛 내부 팬 차단기는 과도 한 전류 또는 단락 (only RAM/RAD). 
• 영향: machine halted. 
• 재설정: 알람 재 설정, 설비의 전원을 내린다. 전기 Panel 을 열어서 자동 스위치를 재설정 합니다. 

(typically labelled F5(*)). 서리의 전원을 공급하고 START 버튼을 누릅니다. 
 

 
(*)전기 다이어그램 참조. 

 
가능성 있는 원인:  

 부적절한 전력 공급, 팬에 공급 라인에 느슨한 연결 혹은 단계 누락.  
 열스위치의 잘못된 설정.  
 내부 코일 전선이 타거나 또는 합선과 같은 이유로 모터가 고장나서 이 스위치가 작동될 수 있습니다 . 

 

6.16 COMPRESSORS THERMISTORS (A31, A32) 
 

• Alarm 코드: A31 및/또는 A32. 
• 메세지: “COMPRESSOR THERMISTORS”. 
• 설명: 컴프레샤의 모터가 과열되었습니다. 내부 코일 내부에 온도센서(서미스터)가 예상 온도보다 높은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모델이 170 이거나 높은 경우, 서미스터 모듈은 컴프레샤 연결 박스안에 있습니다. 
작은 모델의 경우, 서미스턴느 사용 되지 않습니다. 대신, 내부 코일 내부 바이메탈 온도 스위치는 
컴프레샤 모터가 타는 것을 보호해준다. 이러한 보호기능은 컨트롤러에 의해 감지될 수 없습니다. 
컴프레샤는 자체를 냉각하는 동안 작동이 중지됩니다. 

• 영향: 컴프레샤가 중단됩니다. 
• 재설정: ESC 키를 눌러 내부 코일 온도가 떨어지자 마자 알람을 재설정합니다. 그리고 전원을 off – 

On,하고 ON을 눌러 재 시작합니다. 
 
가능성 있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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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절한 전력 공급, 컴프레샤 공급 라인에 느슨한 연결, 단계 누락.  
 온도 센서 고장 또는 금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6.17 HIGH PRESSURE SWITCH (A33, A34) 
 
• Alarm 코드: A33 및/ 또는 A34. 
• 메세지: “HIGH PRESSURE SWITCH, MANUAL 재설정”. 
• 설명: 냉매 압력이 최대 허용값을 넘었으며, 높은 PC알람의 오작동이 컴프레샤가 계속적으로 작동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중 안정 장치입니다. (참조 par. 6.3)  
• 영향: 기계가 중단됩니다.  
• 재설정: ESC키를 눌러, 부저를 멈춘다. 기계는 OFF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전원을 끄고, 본체를 열어 

수동으로 압력스위치(모델 RCM, RCD, RCX – 210 300 350 450 700 900일 경우에만 자동 재설정인 
기계식 스위치를 제공합니다. ) 재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ON을 눌런 전원을 킵니다. 

 
 

 
Fig. 37 - HP SWITCH 

가능성 있는 원인 

 위와 동일하게 High Pc 알람 원인과 같이 High Pc 알람 오작동. 
 HP 스위치의 고장: 압력이 떨어 졌을때, contact가 열린 상태 유지  

 

6.18 FLOMETER ALARM (A35, A36) 
 
• Alarm 코드: A35 및/또는 A36. 
• 메세지: “FLOWMETER”. 
• 설명: RCX 타입 MICROGELS 경우만, 유량이 설정값 아래로 외부 유량계에 의해 측정되어질 경우에만 

알람이 나타납니다. 작업자는 USER  (참조 par. 5.5.1) 에서 SETUP 에서 이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영향: 시스템 중단. 
• 재설정 : 알람 원인을 제거한 후에 ESC키를 눌러 알람을 재설정합니다. 공급측 펌프와 모든 기능들은 다시 

시작합니다. 
 
가능성 있는 원인 

 MICROGEL 과 압출기 bath 사이에 회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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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PROBE OUT OF RANGE (AXX) 
 
• 알람 코드: 

 
o A37: PT 1000 T1 - TS1 
o A38: PT 1000 T2 - TE 
o A39: PT 1000 T3 - TC 
o A40: PT 1000 T4 – TS2 
o A41: PT 1000 – T AUX 
o A43: 4-20 MA – PS1 
o A44: 4-20 MA - PR 
o A45: 4-20 MA – PS2 
o A46: 4-20 MA – PE 
o A47: 4-20 MA - PC  

 
• 메세지: “PROBE OUT OF RANGE ”. 
• 설명: 우려 온도 또는 압력 센서는 15 초 이상에 대 한 값 보다 크거나 예상된 범위를 읽고 있습니다. 
• 영향: 시스템 중단. 경보 TS1 및 PS1 중지 영역 1, 알람 t s 2와 p s 2 중지 2. 다른 센서에 관한 경보가 

설비를 정지 시킵니다. 
• 재설정: ESC키를 눌러, 부저를 멈춘다. 기계는 OFF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장치를 다시 시작 하기 전에 

결함이 있는 센서를 점검 합니다. 
 
가능성 있는 원인 

 센서 고장. 
 연결 오류. 

 

6.20 SECOND COMPRESSOR OVERLOAD (A49, A50) 
 
• Alarm 코드: A49 및/또는 A50. 
• 메세지: “OVERLOAD SECOND COMPRESSOR”. 
• 설명: 전기 Panel 내부의 콤푸레셔 차단기가 과부하나 단선에 의해 작동 하였습니다. 
• 영향: 컴프레샤가 중단됩니다. 
• R설정: 알람 재 설정을 하시 위하여 전기 Panel을 열고 콤푸레셔 과부하 차단기를 재 설정합니다 (typically 

labelled F4 (*)).그리고 Panel을 닫고 Start 버튼을 누룹니다. 
 

 
(*) 전기 다이어그램 참조. 

 
가능성 있는 원인:  

 잘못 된 전원 공급 장치, 압축기, 단계, 누락 공급 라인에 느슨한 연결.  
 열스위치의 잘못된 설정.  
 콤푸레셔 모터 손상, 내부 전선이 타거나 단락이 되어서 과부하 차단기가 작동 하였습니다. 

 

6.21 SECOND COMPRESSOR THERMISTOR (A51, A52) 
 
• 메세지: “SECOND COMPRESSOR THERMISTORS”. 
• 설명: 압축기의 모터는 과열 되었습니다. 권선 내부 온도 센서 (서미스터) 예상된 온도 보다 높은 감지 

했습니다. 170 이상 모델, 서미스터 모듈 압축기 연결 상자 안에 있습니다. 작은 모델, 서미스터는 사용 
되지 않습니다. 대신, 내부 바이메탈 온도 스위치는 타는 현상에서 압축기의 모터를 보호합니다. 이 보호 
컨트롤러;에 의해 감지 수 없습니다. 압축기는 그냥 자체를 냉각 하는 동안 작동을 멈춥니다. 

• 영향: 컴프레샤가 중단됩니다. 
• 재설정: 내부 코일의 온도가 떨어지면 ESC Key로 알람해제 후 전원을 OFF하고 다시 ON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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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있는 원인:  

 잘못 된 전원 공급 장치, 압축기, 단계, 누락 공급 라인에 느슨한 연결.  
 서미터 고장 혹은 모둘 원인. 

 

6.22 WARNING PROCESS FLOW (A55, A56) 
 
• Alarm 코드: A55 for zone 1, A56 for zone 2. 
• 메세지: “PROCESS WATER FLOW”. 
• 설명: 유량이 정해진 범위에서 벗어남. 
• 영향: 경고만 되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 재설정: 알람 원인이 제거될 때에, 재설정이 자동으로 이뤄짐. 

 
가능성 있는 원인:  

 차단 밸브가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회로에 따라 누수 됨. 

 

6.23 EVAPORATOR STRAINER CLOGGED (A57, A58) 
 
• Alarm 코드: A57 – A58. 
• 메세지: “EVAPORATOR STRAINER CLOGGED”. 
• 설명: 증발기 필터가 막힘. 
• 영향: 시스템 정지. 
• 재설정: 알람 원인이 제거 될때, 재설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가능성 있는 원인:  
 증발기 필터를 깨끗이 합니다. 

 

6.24 EVAPORATOR ANTIFREEZE PROTECTION (A59, A60) 
 
• Alarm 코드: A59 – A60. 
• 메세지: “EVAPORATOR ANTIFR. PROTECTION”. 
• 설명: 만약 증발 가스 경우, 압력이 1.9 바 아래로 30 초 동안 떨어져 있으면 컴프레샤는 6 분 동안 

정지됩니다. 그뒤에 만약 장비가 ON이면, 알람은 다시 활성화 되고 컴프레샤는 60초 동안 정지됩니다.  
• 재설정: 알람 원인이 제거 될 때, 재설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가능성 있는 원인:  
 증발기가 얼음. 
 회로에 따라 가스 누출. 
 가스 필터가 막힘. 

 
 

 

컴프레샤 / 펌프 / 팽창 밸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RIGEL 혹은 제조업체에게 문의합니다. 
 
 

7 웹모니터링 (PMR6G 시스템에만 적용) 

장비는 원격 모니터링 패널 PMR6G를 설치한 시스템을 FRIGEL 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PING PMR6G 는 FRIGEL 서버와 통신 이더넷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라이센스를 구입하면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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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ONITORING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PMR6G 자료를 참고합니다. 
 

8 유지관리 
 

 

 

 

 

냉매회로의 작업은 특수 교육 및 도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기계의 유지관리는 공인된 서비스 
기술자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경우, 사이클의 냉매 구성 부품에 
대한 예방 조치는 필요로 하지 않으며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몇가지 간단한 검사는 MICROGEL 이 문제없이 작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 예방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압이 공급되는 부품 주변에서 작업 할때는 항상 안전복을 착용합니다. 고장난 부품은 폭발로 인해 
눈에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기 전원을 취급하기 전에 AC 전원 케이블이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냉매의 분리 및 복구는 전문 서비스 기사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냉매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할 때에는 산업/ASHRAE 규격을 참조합니다.  
유압 부품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전선이나 전기 부품이 잘 절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Few 몇가지 간단한 검사로 MICROGEL 장비의 수명에 대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 테이블은 권장되는 
조치와 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체부품의 세트는, 마스터 판넬을 포함한 (사용자) 화면 및 감지 센서는 FRIGEL 또는 공급업자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예비 부품을 주문할 경우에는 기기의 일련번호(단락 0참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조 Chapter 2).  
 

권장하는 예방 유지 관리 체크 리스트 
 

AS
 N

EE
DE

D
 

W
EE

KL
Y 

M
O

N
TH

LY
 

YE
AR

LY
 

물입구 스트레이너와 컨덴서 앞에 공기 필터가 깨끗한지 확인합니다. X X X  
Measure and record amp draw on compressor, heaters and pumps    X 
호스 클램프를 점검하고 잘 조여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X 
펌프의 용접의 누수, 소음, 진동 및 과열 여부를 확인합니다.    X 
냉매 시스템 누수(note 1 참조) 및 압력 변환기의 판독을 확인합니다.     X 
온도 센서의 변환기의 판독기를 확인합니다. (note 2 참조)     
3방향 서보 밸브의 적절한 작동 및 온도를 관찰합니다. 다른 온도에서 
장비를 실행하고 컨트롤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X 

전기 연결을 확인하고 전기 부품을 직접 확인합니다. 컨텍터 및 냉각 팬에 
있는 먼지를 제거합니다.    X 

특별 참고 사항 및 추가 권장 사항 

Note 1: 전반적인 냉장 검사는 전문 지식과 도구를 필요로 합니다. 열교환기의 효율성 또한 점검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초기 설정 동안, 냉동 회로의 압력 값을 기록 및 측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일정 시간 후에는, 
만약 장비가 비슷한 조건에서 작동하는 경우, 기록된 값에 비해 장비에 표시된 냉동 압력의 간단한 뷰가 
비정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누수, 오염...) 
Note 2: 만약 장비가 추가적인 열적 부하 없이 로딩 과정을 3회 반복함으로써, 물을 다시 순환 하는 경우, 
모든 물 센서들은 동일한 값으로 판독합니다. 내부탱크를 측정하는 것은 센서판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기계의 부품 및 부품 번호 설명에 대한 배선도를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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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부품 또는 서비스를 요청 할 시에는 장비의 serial no를 항상 같이 제공해야 합니다 (참조 
chapter 2). 
 

 

• 장비의 내부 부품이 매우 뜨거워 질 수 있습니다.  
• 금속 프레임이나 판넬이 제작시에 날카로워 질수 있으니 보호장갑을 사용합니다. 
• 가스 누수의 경우, 기계를 즉시 멈추고, 냉각수 손실로 인해 화상 혹은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공인된 기술자에게 연락합니다. 

 

 

수질을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고장의 대다수는 수질 상태가 좋지 않아 발생합니다. Ecodry 시스템은 
이러한 수질 관련 문제의 90%를 관리 합니다. 그러나 폐쇠된 루프가 있더라도, 수질은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유지 관리 되어야만 합니다. 
 
 

 

 

안전 밸브의 예상 수명은 5년이며, 허용된 기술자에게 연락하여 교체해야 합니다. 
 
장비가 다양한 컨트롤을 위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해 사용되는 여러 파라메타가 있는 설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파라메타의 값들은 시스템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고객의 실수로 이 설정 메뉴로 들어 갔을 경우에는, ESC 키를 눌러 해당 페이지에서 나오도록 
합니다. 제조업자 파라메타 변경은 오직 FRIGEL 직원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FRIGEL 은 제품의 개선을 위해 기술을 변경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 설명서 및 유지 보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어떠한 권리도 고객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설명서에서 다루는 사람의 안전에 관련된 특정 장치에 관해 부분적으로 수정 또는 변경을 
금지합니다. 또한 보안 작업을 무시 하거나 설명과 다른 방법으로 작동 하는 것을 금합니다. 

 

9 장비 폐기 
 

 

유럽에서는 코드 CER 200123 또는 CER 160211와 91/156CE 91/689/CE 94/62/CE 을 따릅니다. 다른 
지역의 규정은 해당 지역 규정을 참조 합니다. 장비가 망가졌을 경우에는, 컴프레샤 및 회로의 냉매 
내부의 윤활유를 현지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10 냉매 부록 
 

 
요청에 따라, 냉매 가스에 대한 설명서가 제공됩니다. 

 

11 CE 증명서  
 

압력 증가 하는 방법 압력 감소 하는 방법 사용 압력 
• 압력 바이 패스를 살짝 잠근다  
• 딜리버리 차단 밸브를 살짝 잠근다.  

 
N.B. 작업 동안 바이패스의 개방/폐쇄에 대한 
수정은 알람 상태 및 그에 따른 시스템 정지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 딜리버리 차단 밸브를 살짝 연다  
• 압력 바이 패스를 살짝 연다.  

 
N.B. 작업 동안 바이패스의 개방/폐쇄에 
대한 수정은 알람 상태 및 그에 따른 시스템 
정지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Pr max: 4 bar 
(SC, RCX models not 

included) 
Ps max: 10 bar 

according to the 
installed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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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증명서는 이 설명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2 인터페이스 부록 
 

 
요청시, 사용 가능한 인터페이스는 부록에서 제공됩니다. 

 

13 개정 이력 

• Revision 09 

• Revision 09_03: updated MM09 (참조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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