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IGEL PMR6G manual REV.01.01 (28.02.2011) 
 

 1 

 

 
 
 
 
 

 

 
 

ECODRY SYSTEM  
 

PMR6 G  

NEW STANDARD FOR COOLING AND TEMPERATURE CONTROL  

HNP인터프라(주) / 인천 남동구 고잔로 103 (고잔동). 
Tel : 032-437-3155, Fax : 032-437-3157, www.gohnp.com 



FRIGEL PMR6G manual REV.01.01 (28.02.2011) 
 

 2 



FRIGEL PMR6G manual REV.01.01 (28.02.2011) 
 

 3 

목                차 
1 소개 ................................................................................................................................................ 5 

2 명판 및 사양 .................................................................................................................................... 5 

3 설치 ................................................................................................................................................ 6 

3.1 위치 ............................................................................................................................................................. 6 

3.2 전원 공급 장치 ............................................................................................................................................. 6 

3.3 연결 ............................................................................................................................................................. 7 

4 컨트롤 판넬 사용법 ......................................................................................................................... 8 

4.1 디스플레이와 키보드 ................................................................................................................................... 8 

4.2 메뉴 구조 ..................................................................................................................................................... 9 

4.3 명칭 ............................................................................................................................................................. 9 

5 기본 기능 ........................................................................................................................................ 9 

5.1 시스템 구성 ................................................................................................................................................. 9 

5.2 일반 사용자 설치 파라메터 ........................................................................................................................ 11 

6 개별 기능 ...................................................................................................................................... 12 

6.1 ECODRY 냉각 실외기 ............................................................................................................................... 12 

6.1.1 DYNAMIC SET POINT - 설정값 ................................................................................................................................................ 12 
6.1.2 EVAPORATIVE MODE – 물분사 모드 ....................................................................................................................................... 13 
6.1.3 SELF-DRAINING SYSTEM – 셀프 드레이닝 시스템 .................................................................................................................. 13 

6.2 CHILLERS CONTROL – 냉각기 제어 ....................................................................................................... 14 

6.2.1 SERIALLY LINKED UNITS – 직렬로 연결된 장비 ...................................................................................................................... 14 
6.2.2 DIGITALLY LINKED UNITS – 디지털로 연결된 장비 ................................................................................................................. 15 

6.3 PUMPING SYSTEM GPP1 – GPA/SOV – 펌프 시스템 GPP1 (GPA/SOV) .............................................. 15 

6.4 PUMPING SYSTEM GPP2 – 펌프 시스템 GPP2 ..................................................................................... 16 

6.5 FREE-COOLING 3-WAY VALVE – 프리 쿨링 3- WAY 밸브 .................................................................... 16 

6.6 장비 소비량 화면 ....................................................................................................................................... 16 

7 작업 순서 ...................................................................................................................................... 17 

7.1 ON – OFF 스위치 ...................................................................................................................................... 17 

7.2 알람 내역 ................................................................................................................................................... 17 

7.3 시간 및 날짜 설정 ...................................................................................................................................... 18 

7.4 원격 디스플레이 판넬 모드 ........................................................................................................................ 18 

8 알람 .............................................................................................................................................. 18 

8.1 공통 알람 ................................................................................................................................................... 18 



FRIGEL PMR6G manual REV.01.01 (28.02.2011) 
 

 4 

8.1.1 외부 스위치 사용 (원격 잠금) ..................................................................................................................................................... 18 
8.1.2 저 수량 레벨 .............................................................................................................................................................................. 19 
8.1.3 알람 프로브 ............................................................................................................................................................................... 19 

8.2 ECODRY 알람 ........................................................................................................................................... 21 

8.2.1 고온 TC 프로세스 ...................................................................................................................................................................... 21 
8.2.2 팬 고장....................................................................................................................................................................................... 21 
8.2.3 유체 냉각기 경고 ....................................................................................................................................................................... 21 
8.2.4 GPR 펌프 모터 회로 차단기 보호 ............................................................................................................................................... 21 
8.2.5 낮은 TE 온도 ............................................................................................................................................................................. 22 
8.2.6 정수 필터 경고 ........................................................................................................................................................................... 22 
8.2.7 저유량 Ecodry (셀프 드레이닝일 경우에만) ............................................................................................................................... 22 
8.2.8 고유량 Ecodry (셀프 드레이닝일 경우에만) ............................................................................................................................... 23 

8.3 펌핑 시스템 알람 ....................................................................................................................................... 23 

8.3.1 높은 PS 압력 경보 ..................................................................................................................................................................... 23 
8.3.2 낮은 PS 압력 경고 ..................................................................................................................................................................... 23 
8.3.3 낮은 PS 압력 알람 ..................................................................................................................................................................... 24 
8.3.4 GPP1 펌프 모터 회로 차단기 보호 장치 ..................................................................................................................................... 24 
8.3.5 높은 PS2 압력 경고 ................................................................................................................................................................... 24 
8.3.6 낮은 PS2 압력 경고 ................................................................................................................................................................... 24 
8.3.7 낮은 PS2 압력 알람 ................................................................................................................................................................... 25 
8.3.8 GPP2 펌프 모터 회로 차단기 보호 장치 ..................................................................................................................................... 25 
8.3.9 GPA 펌프 모터 회로 차단기 보호 장치 ....................................................................................................................................... 25 
8.3.10 Drop in GPR water level alarm (GPR ON) ............................................................................................................................. 26 
8.3.11 낮은 GPR 수위 알람 (GPR OFF) ........................................................................................................................................... 26 
8.3.12 GPR 펌프 회전 경고 .............................................................................................................................................................. 26 
8.3.13 잠긴 GPR 경고 ...................................................................................................................................................................... 26 

8.4 냉각기 알람 ............................................................................................................................................... 27 

8.4.1 높은 LWT 프로세스 온도 ........................................................................................................................................................... 27 
8.4.2 SLU 시리얼 통신 ........................................................................................................................................................................ 27 
8.4.3 SLU 알람 상태 ........................................................................................................................................................................... 27 
8.4.4 DLU 알람 상태 ........................................................................................................................................................................... 27 
8.4.5 SLU OFF 상태 ........................................................................................................................................................................... 27 
8.4.6 SLU가 원견 모드가 아닌 경우 ................................................................................................................................................... 28 

9 유지관리 ....................................................................................................................................... 28 
 



FRIGEL PMR6G manual REV.01.01 (28.02.2011) 
 

 5 

1 소개 

사용 안전성과 신뢰성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PMR6G 컨트롤러는 출고 되기 전에 공장 모든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제품 수명 

은 동안 좋은 성능을 얻는 것은 매뉴얼에 나타나낸 올바른 사용과 적절한 예방 정비에 따라 달라 진다. 
 
FRIGEL은  상기 매뉴얼이 안전 규정 EN 89/392 과 97/23/CE 지침에 따라 작성 되었으며, 이에 제작에 의해서 제한 설정 내에서 설치 , 사용 및 

장비 유지보수에 유용하다.  
 
REMINDER 
 
• 이 메뉴얼을 숙지하고 완벽하게 이해 하기 전에는 기기 연결 및 작동을 하지 마시오.  

• 상기 메뉴얼에서 명시 되지 않은 다른 장비와의 연결 혹은 다른 조건에서 작동 하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로 생긴 고장 혹은 사고에 대해서   

FRIGEL 은 어떠한 책임도 있지 않는다. 
 
NOTE: 매뉴얼에 표시된 특정 장치에 대하여 운영자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정 혹은 변경 하지 않는다. 또한, 안전 지침을 

무시한 채 작동을 금지 한다. 이 매뉴얼의 기술, 지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레임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으며, FRIGEL 은 자체 제품의 기술 

개선을 위해 언제든지 기술 개조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설명서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기계의 심각한 손상 혹은 부상을 초래 할 수 있다. 사용자와 설치자, 운송 업체 등이 

평가한 최소한의 위험을 방지 할 수 있는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FRIGEL FIRENZE S.p.A.   FRIGEL NORTH AMERICA  FRIGEL FOSHAN Advanced Cooling Equipment 
Via Barontini, 17/b - Loc. Granatieri  150 Prairie Lake Rd., Unit A   Da Sha Nan Cun 30-35, Cha Wan Road 
50018  Scandicci (FI) – ITALY  East Dundee, IL 60118 USA  Chan Cheng Dist. Foshan  Guangdong, China 
Tel.  +39 - 055 - 72.209.1   Tel:  847-540-0160    Tel.  +86 (757) 82516010 
Fax  +39 - 055 - 73.11.271   Fax: 847-540-0161   Fax  +86 (757) 82516020 
E-mail: service@frigel.it   E-mail: info@frigel.com  E-mail: li.guangping@frigel.it 
 
 
 
 

2 명판 및 사양 

장비 전면의 알루미늄 명판 위에, 전원, 시리얼 넘버, 품명 등이 기재 되어 있으며, 부품을 신청할 때에는 아래에 명시된 시리얼 번호가 요구 

된다. 
 
 
 
 

 

mailto:service@frigel.it
mailto:info@frigel.com
mailto:li.guangping@frige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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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3.1 위치 

컨트롤 판낼 PMR6G 는 장비로 부터 최대 100 m (328피트) 의 거리까지 연결 하여 설치 할  수 있으며, 더 먼 거리 경우에는 Frigel (이태리)로 

문의 한다.  

PMR6G 는 반드시 실내 작업자가 쉽게 조작 할 수 있는 위치와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주위 온도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보관: –10°C - 50 °C (14 °F - 122 °F) 

• 사용: 5°C - 40 °C (49 °F - 104 °F) 
 

 기계적 진동이 있거나 전자기기적인 인터페이스가 가까운 곳에는 설치 하지 않는다. 
 

 
 

3.2 전원 공급 장치 

PMR6G 는 단상 공급 장치가 필요 하다. 다른 전압 공급이 사용 가능하며, 모든 전기 데이터에 대한 배선도 및 주변 장치 및 프로브에 연결은 

전기 도면을 참조 한다. 
 

 주 전원 차단 없이 PMR6G 의 내부 작업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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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결  

다양한 구성에 따라, PMR6G 는 다른 장비와 연결 할 수 있다.  

사용되는 케이블의 종류와 크기를 포함한 주변 장치의 전기 도면은 PMR6G 결선도를 참조 한다.  
 
P&ID 기본적인 시스템 구성에서의 센서 연결이다.  

전자파를 피하기 위해, 전기 라인에서 부터 최소 30 cm (12”)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금속 파이프 내부로 센서를 연결 한다. 실드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며, 접지 연결이 되어야 한다. 실드는 한쪽으로 접지 되어야 한다.  
 
 
 

 
 
셀프 드레이닝 ECODRY 와 일반 ECODRY 의 경우에도 ECODRY 의 측면에 설치된 전원 박스 주변에 온도 센서 TA 가 연결 되어 있다. 

(아래 그림 참조-외관). 셀프 드레이닝 모델 또한 각각에 해당하는 흡입구와 배출구 워터 컬렉터에 설치된 압력 변환기의 PIN 및 POUT 은 전기 

판넬에 연결 된다. 두 버전에 대해 P&ID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모든 프로브에 연결되는 배선함이 제공되고 PMR6G 컨트롤 판넬에 원격으로 

연결 된다. 
 
주변 온도 센서 (TA)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답을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아래 그림에 표시된 프레임(가까운 전원박스)를 따라 ECODRY 의 

실외기 내부에 직접 설치 합니다 (내부 사진). 
 

                                 
   

          Exterior View – Ambient Temperature Probes TA                                   Internal view – Ambient Temperature Probe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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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컨트롤 판넬 사용법 

 
PMR6G 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관리 할 수 있다.  
 

• 다양한 용도를 위한 Ecodry 유체 냉각 

• 동시에 작동, 여러 냉각 장치 (Frigel 또는 다른것) 를 위한 마스터 컨트롤러 

• Ecodry 시스템 또는 멀티 냉각 시스템에 대한 프로세스 펌프  

• Self-draining Ecodry 시스템과 순환 펌프 

• Ecodry 증발 모드 기능 

• free-cooling 를 위한 3방향 밸브 

• screw chillers (RCL, HGL, HGW 시리즈)에 대한 원격 디스플레이 기능 

• 냉각기 증발 또는 다른 기능에 대란 보조 펌프 탱크 기능 
 
5장에서 모든 공통적인 구성의 기능과 화면을 설명한다. 

시스템 구성에 따라 각 기능이 6 장에 설명 되어 있다. 

4.1 디스플레이와 키보드 

 
LCD DISPLAY 시스템 파라메터, 설정 화면 및 알람 메세지를 나타낸다. 

LED DISPLAY 

시스템의 실제 제어 온도값을 나타낸다.   

• 만약 ECODRY 와 냉각기 양쪽을 사용한다면, TC 와 LWT 값을 2 초마다 번갈아 표시한다. 

• 만약 TC에 Ecodry 컨트롤만 활성화 되고/ 혹은 냉각기 컨트롤이 활성화 되면,  TC의 값이 나타난다. 

• 만약 냉각기 컨트롤만 활성화 되면, LWT 의 값이 나타난다. 

UP / DOWN key 설정값의 증가/감소와 메뉴, 스크린 이동한다. 

SET key 설정값 입력 및 수정 

ON/OFF key 컨트롤러 작동 및 정지 

MENU key 메뉴 화면으로 이동 

ESC key 
알람/오동작 표시 

알람/오동작 리셋 

선택한 메뉴 정주 또는 변경 없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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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메뉴 구조 

User 
Setup 

Manufacturer 
Setup 

I/O 
Setup 

Alarm 
History 

Serial 
Linked Unit 

Hardware 
Key 

Timer 
Setup 

Time 
and Date 

Chapter 5.2 
Chapter 6.1 
Chapter 6.2 

 

Service only Service only Chapter 7.2 

Remote 
Display 
Panel 

Chapter 7.4 

Service only Service only Chapter 7.3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메뉴는 아래와 같다. 

• USER SETUP (password = 0) 
• ALARM HISTORY 
• SERIAL LINKED UNIT 
• TIME and DATE 

이외에 다른 메뉴는 해당 서비스 직원에 의해서만 사용된다. 

4.3 명칭 

컨트롤 화면에서 참조될 약어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C   – ECODRY 배출되는 물의 온도.  

LWT  – 칠러 배출되는 물의 온도. 

TR   – 프로세스 리턴 온도 (ECODRY 혹은 칠러) 

TA   – 주위 온도  

TE   – ECODRY 배출구 온도(셀프 드레이닝 경우에만) 

PS   – 프로세스 순환 압력 

PR   – ECODRY 순환 펌프 압력 (GPR – 셀프 드레이닝 경우에만) 

FLOW – ECODRY 공기 흐름량 (%) 

CONS – ECODRY 소비 전력 (%) 

PIN  – ECODRY 유입 압력 (셀프 드레이닝 경우에만) 

POUT – ECODRY 출구 압력 (셀프 드레이닝 경우에만) 

FS   – 물탱크 레벨 스위치 

LT   – 물탱크 탱크 레벨 트랜듀서 (셀프 드레이닝 경우에만) 

FIN  – 필터 유입 압력 

FOUT – 필터 배출 압력 
 

5 기본 기능 

5.1 시스템 구성 

PMR6G 의 첫번째 화면은 메인 화면을 나타내며 선택된 구성과 시스템 상태를 나타낸다.  
 

FRIGEL  

alternated with 
FRIPMHXX.YY 

브랜드 및 소프트웨어 버전 

wd dd/mm/yy    hh:mm 
시간 및 날짜 
wd: weekday (Su…Sa)                                      dd/mm/yy: date 
hh:mm: time 

ED=X CH=X GP=X 3W=X 
시스템 구성 
ED = Ecodry configuration                                 CH = Chiller configuration 
GP = Pump configuration                                 3W = 3-Way valve configuration 

SYSTEM OFF 

SYSTEM ON 

STARTING 

STOPPING 

LOCK: REMOTE OFF 

PUMPS ONLY MODE 

시스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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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 키를 누르면, 화면은 메인 화면으로 돌아 간다.  

 SET 키를 누르면, lock / unlock 의 상태가 번갈아 표시 된다.  
 
 
 

아래에 표는 메인 화면에 나타난 구성 값을 설명하고 있으며, 각 구성의 특성에 대해서는 단락 6 장을 참고 한다.  
 

VALUE ED CH GP 3W 
0 Ecodry control 이 없음 Chiller control 이 없음 Pump control 이 없음 3-Way valve control 이 없음 

1 기본 컨트롤 
설치된 LWT. LWT 

프로브에 온도 컨트롤 

압력 컨트롤과 프로세스 

펌프 (GPP) 
TA에 밸브 컨트롤 

2 기본 컨트롤 + 물 분사 키트 

TC t센서에 의해 읽힌 

LWT에 온도 컨트롤. LWT 

미 설치 (LWT = TC) 

보조 펌프의 단순 on/off 

컨트롤 (GPA) 
TC에 밸브 컨트롤 

3 Self-draining control - GPP + GPA - 

4 
Self-draining control + 분사 

키트 
- - - 

 
 메인 화면의 마지막 줄은 컨트롤러의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  
 

STATUS DESCRIPTION 
SYSTEM OFF 컨트롤 OFF. 기능 사용 중지. 

SYSTEM ON 컨트롤 ON. 모든 가능한 기능이 활성화. 

STARTING 
컨트롤이 ON으로 작동 중. 시간 지연 및 시스템 점검으로 몇 

가지 기능이 활성화 되지 않을 수 있음. 

STOPPING 
컨트롤이 OFF중 이며, 시간 지연으로 몇몇 기능들은 활성화 

중일 수 있다.  

LOCK: REMOTE OFF 외부 스위치가 닫혀 있음. 
 
 
두번째 화면은 다양한 화면이며, 모든 시스템 구성에 메인 온도와 압력 값을 나타낸다.  
 

TC:xx.x  LWT:xx.x  TC= Ecodry 컨트롤 온도.         LWT= (냉각 시스템) 배출 물 온도. 

TR:xx.x   TA:xx.x  TR= 리턴 물 온도.                    TA= 주변 온도. 

YYY:xx.x  GPA:XXX 

o 

YYY:xx.x  SOV:XXX 

YYY=PS/PS2  프로세스 공급 압력. GPP1/GPP2       GPA= GPA 펌프 상태 

                                                                                                  SOV= 차단 밸브 상태  

                                                                                                  (NA = 사용 불가) 

RT: xxxxxh RT= 시스템 가동 시간 (hrs) 
 
LWT 는 칠러 시스템에만 사용된다. 사용하지 않을 때엔, 값을 나태는 위치에 하이픈 표시(---)가 나타난다.  
 
 
NOTE: 옵션 장치 

상하류 수압 변환기와 여과 장치는 일반 (self-draining 타입이 아닌) Ecodry 구성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배출 할 필요 

없이 유지관리를 위해 리턴 프로세스 측면과 바이 패스 연결 ( 시스템의 그림 참조)에 설치 된다.  

시스템은 2개의 압력 변환기가 제공된다. FIN은 필터 입구에 압력을 기록하고 FOUT은 필터 출구 압력을 기록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압력 

차이 DF=FIN-FOUT를 알수 있다.  

PMR6G 의 두번째 화면에 시스템의 모든 구성들에 공통되는 변수를 나타낸다. 만약 옵션 필터 장치와 차압 컨트롤이 활성화 되면 (파라메터 

MM28, 사용자 Set-up 참조), 두개 추가 라인이 화면 아래 버튼에 나타나고 현재 값을 나타낼 것이다.  
 

WATER FILTER SCREEN AND VARIABLES 
TC:xx.x  LWT:xx.x  TC= 프로세스 물 온도                    LWT = 남아 있는 물 온도 

TR:xx.x   TA:xx.x  TR= 리턴 물 온도                           TA= 외부 주위 온도 

YYY:xx.x  GPA:XXX 

o 

YYY:xx.x  SOV:XXX 

YYY=PS/PS2 프로세스 공급 압력. GPP1/GPP2       GPA= GPA 펌프의 상태 

                                                                                               SOV= 차단 밸브 상태 

                                                                                             (NA =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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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xx.x FOUT:xx.x 

Alternated with DF:xx.x 
(YY.Y)BAR 

FIN= 물 필터 유입 압력 

FOUT= 물 필터 출구 압력 

DF= 물 필터 압력 차이 (= FIN-FOUT) 

YY.Y= 최대 물 필터 압력, Drop 
 

5.2 일반 사용자 설치 파라메터 

다음의 파라메터 (PMR6G 구성의 개별적으로 사용 가능한)은 USER SETUP에서 사용자에 의해 구성이 가능하다. 
 
 

CODE DESCRIPTION LCD DISPLAY 
DESCRIPTION DEFAULT VALUE 

MM05 
Language(언어): 
0 = English   1 = German   2 = Italian     3 = French 
4 = Spanish  5 = Turkish    6 = Japanese  7 = Chinese  
8 = Russian  9=Dutch  10=Polish 

LANGUAGE 
0=E 1=D 2=I 3=F 4=S 
5=T 6=J 7=C 8=R 9=DU 

10=P 

0 

MM06 Temperature Units(온도 단위): 
0 = °F (Fahrenheit)         1 = °C (Celsius) 

TEMPERATURE MU SHOW: 
0=°F 1=°C 1 

MM07 Pressure Units(압력 단위): 
0=Psi          1=Bar 

PRESSURE MU SHOW: 
0=PSI 1=BAR 1 

MM08 
Auto restart mode after a power failure event: 
(전원 차단 후, 자동 재시작 모드) 
0 = Manual,      1 = Automatic after 60 seconds 

AUTO RESTART MODE 
0=MAN 1=AUTO 1 

MM14 
Differential for “High Process Temperature” warning. 
(“High Process Temperature”에 대한 격차 경고) 

DIFFERENT. FOR HIGH 
PROCESS TEMP. ALARMS 10 °C (18 °F) 

MM15 
Delay before    “High Process Temperature” warning 
(0=warning disabled). 
(“High Process Temperature” 전에 지연 경고) 

DELAY BEFORE HIGH 
PROCESS TEMP. ALARMS 10 min 

MM28 
Maximum allowable pressure difference on the water 
filter (0=signal disabled). 
(물 필터에 최대 가능한 압력 차이)  

MAX WATER FILTER 
PRESS. DROP(0=NO) 0 

MK07 
Reset timer for Evaporative Kit maintenance warning 
(배수 키트 유지관리 경고에 대한 재설정 타이머) 

RESET TIMER FOR EVAP. 
KIT WARNING NO 

MK08 
 
Maximum percentage of Evaporative Kit capacity  
(분사 키트 용량의 최대 비율)  

MAX PERCENTAGE 
EVAP.KIT CAPACITY 50 % 

MR14 
GPR locked by setup parameter. 
(setup 파라메터로 GPR 잠금) 

GPR 
LOCKED NO 

MR15 
Differential level to stop refill in GPR tank 
(0=warning disabled). 
(GPR 탱크에 다시 채움을 멈추기 위한 차이 레벨_ 

DIFFERENTIAL TO 
STOP REFILL (0=NO) 0 

MC05 
Set point for Chiller Control. 
(칠러 컨트롤에 대한 포인트 설정) 

SET POINT FOR 
CHILLER CONTROL 50.0 °F / 10 °C 

MP01 Pump#1 enable GPP1 
 

PUMP#1 
ENABLE NO 

MP02 Pump#2 enable GPP1 
 

PUMP#2 
ENABLE NO 

MP03 Pump#3 enable GPP1 
 

PUMP#3 
ENABLE NO 

MP04 Pump#4 enable GPP1 
 

PUMP#4 
ENABLE NO 

MQ01 Pump#1 enable GPP2 
 

PUMP#1 
ENABLE NO 

MQ02 Pump#2 enable GPP2 
 

PUMP#2 
ENABLE NO 

MQ03 Pump#3 enable GPP2 
 

PUMP#3 
ENABLE NO 

MQ04 Pump#4 enable GPP2 
 

PUMP#4 
ENABLE NO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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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FXX 파라메터는 Ecodry 컨트롤이 해제된 경우, User Setup 메뉴에서 사용할 수 없다. 

- MKXX 파라메터는 배수 키트가 해제된 경우, User Setup 메뉴에서 사용할 수 없다. 

- MCXX 파라메터는 칠러 컨트롤이 해제된 경우, User Setup 메뉴에서 사용할 수 없다. 

- MPXX 파라메터는 GPP1 펌핑하는 그룹 컨트롤이 해제된 경우, User Setup 메뉴에서 사용할 수 없다. 

- MPXX 파라메터는 GPP2 펌핑하는 그룹 컨트롤이 해제된 경우, User Setup 메뉴에서 사용할 수 없다. 

- MRXX 파라메터는 GPR 펌핑하는 그룹 컨트롤이 해제된 경우, User Setup 메뉴에서 사용할 수 없다. 

USER SETUP 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파라메터를 변경해야 한다. 

메인 화면에서, MENU를 누른다. 스크롤을 UP 과 DOWN 키를 눌러 USER SETUP 에 두고 SET 키를 누른다. 암호가 요구되며, 초기 값 “0”을 

확인한다.  
 
화면은 다음과 같은 스크린과 같이 나타난다.  
 

USER SETUP        MM05               
LANGUAGE 

0=E 1=D 2=I 3=F 4=S 5=T 
6=J 7=C 8=R 9=DU 10=P 

 
값을 변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 한다.  
 

• SET 을 누르면 현재 값이 깜박거린다. 

• UP 또는 DOWN 키를 누르고 원하는 값으로 설정한다.  

• 새로운 값을 입력 하기 위해 SET 키를 누른다.  
 

메뉴 옵션으로 돌아가기 위해 ESC 키를 누른다. ESC 를 다시 누르면 메인 스크린으로 돌아 간다.  
 

6 개별 기능 

6.1 ECODRY 냉각 실외기 

이 기능은 한대 혹은 한대 이상 병렬로 연결된 ECODRY 장비를 관리 할 수 있게 한다.  

물 공급 온도 (TC) 은 10%에서 100% 범위와 팬의 회전 속도에 작용된 PI 알고리즘에 의해 컨트롤 된다. 

6.1.1 DYNAMIC SET POINT - 설정값 

Ecodry 냉각 실외기는 핀이 부착된 열 교환기를 통해 폐선 회로에 있는 프로세스 물을 냉각하기 위해 외부 주의 온도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제어된 온도는 외부 온도 (TA)의 기능이며 컨트롤러에 의해 동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 온도 제어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정 값은 TA + 5°C (9°F) 이다. 
• 설정 값은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설정 되며 공장에서 설정된 최소 설정 값과 최대 설정 값 사이에서 설정 되도록 제한 되어 있다.    

기본 제한 값은 최소 설정 값 = 25°C (77°F), 최대 설정 값 = 35°C (95°F). 
• 이러한 제안은 self-draining 기능 (최소) 및 분사 키트 기능 (최대)에 관한 것이다.  

• 만약 프리 냉각 설정 값이 가능하면, 주위 온도가 프리 냉각을 사용하기에 충분히 낮을 때마다, 최소 설정 값은 무시되고, 프리 냉각 

설정 값이 대시 사용될 것이다. 초기 값은 12°C (54°F) 이다. 
 
컨트롤러에 의해 사용되는 설정 값의 예는 아래와 같다.  
 
TA = 15°C (59°F) → SET = 25°C (77°F)  Dynamic set point = Minimum set point = 25°C (77°F) 
TA = 26°C (79°F) → SET = 31°C (88°F)  Dynamic set point = TA + 5°C (9°F) 
TA = 36°C (97°F) → SET = 35°C (95°F)  Dynamic set point = Maximum set point 35°C (95°F) 
TA = 10°C (50°F) → SET = 12°C (54°F)  Dynamic set point = Free cooling set point = 12°C (54°F). 
 
 

ECODRY SCREEN AND VARIABLES 
ECODRY       DV =XXX DV= 보조 배출 밸브 상태                       XXX= ON/OFF/NA/FORCED 

TC:xx.x       TA:xx.x  TC = Ecodry 제어 온도                           TA = 주위 온도 

FLOW:xxx%   CONS:xxx%    FLOW = 공기 흐름                                  CONS = 팬 소비 전력 

SET:xx.x °C SET = 동적 설정 포인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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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만약 FRIGEL에서 제공된 경우, Ecodry 시스템이 OFF(또는 정전) 버튼과 관련된 시스템의 셧다운 버튼을 눌렀을 경우, 외부 장비가 

자동으로 배수되기 위하여 DS 구성과 설치 할 수 있다. 열 교환기 코일의 배수는 만약 부동액이 시스템 내에 없을 경우, 냉각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필요하다.  Ecodry DS는 PMR0에 의해 제어 되고 이것은 배수 밸브 DV의 열음/닫음을 제어 한다. 밸브 DV의 상태는 Ecodry의 

화면에 나타난다.  

6.1.2 EVAPORATIVE MODE – 물분사 모드 

이 기능은 한대 혹은 그 이상에 병렬로 연결된 것과 Ecodry 유체 냉각(version E = Evaporative, A = Adiabatic, D = Self-draining)과 사용된 것 

물 분사 장치를 관리 할 수 있다.  

특정 제한 (최대 설정 값)에서 물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은 FRIGEL에 의해 평가된 각각의 특성 및 요구에 따라 FULL SPRAY 

혹은 PWM (pulse width modulation )로 제어 되는 스프링클러 와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하여 이것의 건구 온도를 낮추기 위해 유체 냉각의 

공기 흡입 시스템 안으로 분사된다.  

분사 모드 (또는 분사 키트 라고도 함) 는 반드시 필요할 경우만 활성화 되고 물의 최소 양을 사용한다. 분사 키트의 실행은 습도와 관련 되거나 

외부 건구 온도에 따라 달라 진다.  
 

EVAPORATIVE MODE SETUP PARAMETERS (USER SETUP) 

COD. DESCRIPTION DESCRIPTION ON LCD DISP. DEFAULT VALUE 

MK07 분사 키트에 대한 타이버 재설정 한다. 키트 경고. 
RESET TIMER FOR EVAP. 

KIT WARNING NO 

MK08 분사 키트의 최대 비율. PWM 모드 에서 키트 용량. 
MAX PERCENTAGE EVAP.KIT 

CAPACITY (PWM) 50 

 
 MK07: 분사 키트의 지정된 시간 사용 이후, 컨트롤러는 사용자에게 스프링쿨러 시스템과 분사 필터 (Adiabatic 타입만)를 확인 

하도록 경고한다. 경고 메세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타이머를 재설정 해야만 한다.  

 MK08: 이 파라메터는 PWM 아웃풋에 대한 최대 % 값을 제한 한다. 만약 분사된 물의 일부가 증발 되지 않고 바닥으로 떨어지면, 이 

값은 감소된다.  
 
 

EVAPORATIVE MODE SCREEN AND VARIABLES 
EVAP.KIT XXX%    YYY XXX%= 분사 키트 비율 값                     YYY= 스프링쿨러의 릴레이 상태 

TC:xx.x      TA:xx.x TC= Ecodry 제어 온도                           TA= 외부 온도 

SET:xx.x   FLOW:yyy% SET= 동적 설정 값                                 FLOW= 공기 흐름 

     MODE: XXXX      MODE= 분사 키트 작업 모드 (XXXX=DRY or EVAP) 
 
 

6.1.3 SELF-DRAINING SYSTEM – 셀프 드레이닝 시스템 

Ecodry 시스템은 열적 부하 부족 혹은 정전이나 시스템의 셧다운 경우 자동으로 외부 시스템이 배수 될 수 있도록 셀프 드레이닝 시스템과 

설치될 수 있다. 열 교환기 코일의 배수하는 것은 부동액이 시스템에 존재 하지 않을 경우, 냉각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요구 된다.  

셀프 드레이닝 구성은 추가적을 외부 유동 냉각기에서부터 물을 회전 하게 하는 펌프 스테이션 (GPR)이 필요로 한다. GPR 은 PMR6G에 의해 

제어 되고 아래와 같이 따라 ON/OFF 된다.  
• Process water temperature (TC) 
• Ecodry outlet water temperature (TE) 
• Outside ambient temperature (TA) 
• Ecodry Water Inlet Pressure (PIN) 
• Ecodry Water Outlet Pressure (POUT) 
• Water tank level transducer (LT) 
• Safety time-delays 
• Minimum set point value 
 

SELF DRAINING SCREEN AND VARIABLES 

SELF DRAIN  GPR:XXX  

 

alternated with 
 

SELF DRAIN  REF:YYY 

XXX = GPR  의 상태 : ON, OFF, STR, FOR 혹은 STP, LCK 

STR = Starting: 시작 카운트, 일반적으로 3 분 

FOR = Forced: 펌프들이 꺼질 수 없음 

STP = Stopping: 정지 카운트, 일반적으로 3분 

LCK =  Blocked: 펌프는 반드시 다시 시작하기 위해 잠겨져 있으면 안됨 

YYY = REFILL 솔레노이드의 상태: ON, OFF 

PIN:xxx    POUT:xxx  PIN = Ecodry 유입 압력                              POUT = Ecodry 출구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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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xxx CM TC:xx.x°C 

alternated with 
(XXX-YYY) TC:xx.x°C 

DP = Ecodry 차압(Pin – Pout) 

XXX= 최소 Ecodry 차압  

YYY= 최대 Ecodry 차압 

LT:xx CM    TE:xx.x 

alternated with (XXX-
YYY) TE:xx.x°C 

LT = 물탱크 레벨 트랜스듀서                      TE= Ecodry 출구 수온 

XXX= Drop GPR  레벨 알람에 대한 최소 GPR 레벨 탱크  

YYY= Low GPR 물 레벨 알람에 대한 최소 GPR 레밸 탱크 
 
시스템이 작동할때 (ON 버튼), 온도 컨트롤이 활성화 되기 전까지 최소 6분 정도 소요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GPR 은 켜지지 않는다.  

 만약 TC (혹은 TE) 값이 고정된 델타에 의해 최소 설정 값 보다 낮으면, GPR 은 물이 프로세스 열 부하에 의해서 다시 데워질 때에만 

켜질 것이다.  

 만약 GPR 이 막힌다면 (파라메터 MM14 User Setup 참조), GPR 은 예를 들어, 알람 Low/High Flow Ecodry (알람 리스트 8 장 

참조)에 의한 알람이 었기 때문에 막힐 수 있다. 

 만약 어떠한 알람이 발생한다면, GPR 을 차단한다 (알람 리스트 8장 참조). 
 

 

6.2 CHILLERS CONTROL – 냉각기 제어 

PMR6G 컨트롤러는 동일한 설치로 병렬로 작동하는 다수 냉각 장치를 관리 할 수 있다.  

최대 8 프리겔 냉각 시리즈 HGL/HGW 들은  직렬 인터페이스를 통해 PMR6G 로 원격으로 연결 될 수 있다 (직렬로 연결된 장비들). 

최대 7 프리겔 냉각 시리즈 HGM/HGS 혹은 다른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냉각 시스템들은 간단한 디지털 (ON-OFF) 입력을 통해 PMR6G 에 

연결될 수 있다 (디지털로 연결된 장비들). 

온도 조절은 LWT 프로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메인 탱크에 설치할 수 있거나 Ecodry 와 냉각 시스템 둘다 같은 회로에서 작동할 때 

TC 프로브와 동일 하게 설정 된다.  

PMR6G 에 연결된 냉각기는 직렬과 디지털 장비 사이에서 혼합되어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5대까지 가능하다. 이것들은 같은 용량 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무게”는 컨트롤로의 구성에 설정된다. PMR6G 은 최대한 모든 장비에 동일한 작동 시간을 분배하기 위해 작업 주기를 

조정한다.  
 

CHILLER TEMPERATURE SET POINT (USER SETUP) 

COD. DESCRIPTION DESCRIPTION ON LCD DISP. DEFAULT VALUE 

MC05 냉각 장치 제어에 대한 설정 값 
SET POINT FOR 

CHILLERS CONTROL 10 ºC (50 ºF) 

 
 

CHILLERS CONTROL MAIN SCREEN AND VARIABLES 
CHILLERS CONTROL  

LWT:xx.x   SET:xx.x 
LWT= 남은 물 온도 

SET= 냉각 장치 컨트롤에서 사용되는 설정 값 

COOLING: XXX% 냉각 요구 값 

6.2.1 SERIALLY LINKED UNITS – 직렬로 연결된 장비 

SERIALLY LINKED UNITS SCREEN 
SLU1 SLU2 SLU3 SLU4 직렬 슬레이브 번호 1에서 4 

xxx  xxx  xxx  xxx 

0..100% = 요청되는 용량 슬레이브 

---          = 슬레이브가 존재하나 비활성화 

ALL        = 슬레이브의 알람 상태 

SLU5 SLU6 SLU7 SLU8 직렬 슬레이브 번호 5 에서 8 

xxx  xxx  xxx  xxx 

0..100% = 요청되는 용량 슬레이브 

---          = 슬레이브가 존재하나 비활성화 

ALL        = 슬레이브의 알람 상태 
 
NOTES 

 PMR6G 은 RS485 시리얼 링크를 통해 냉각기 컨트롤러와 통신한다.   

 최대 8개 독립적인 프리겔 냉각기는 PMR6G 에 연결할 수 있다. 연결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배선도를 참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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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슬레이브 장비가 존재 하지 않다면, 해당 라벨과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만약 슬레이브가 알람 상태이면, 이는 온도 제어를 위해 사용 되지 않는다.  

 각 슬레이브는 싱글 혹은 멀티 회로 냉각이 될 수 있다.  PMR6G 은 계속해서 냉각 값 %, 각 슬레이브에서 작동하는 컴프레서 수와 

이들의 언로딩 값은 슬레이브의 컨트롤러에 의해 결정 된다.  
 

6.2.2 DIGITALLY LINKED UNITS – 디지털로 연결된 장비 

DIGITALLY LINKED UNITS SCREEN 
DLU1 DLU2 DLU3 DLU4 디지털 슬레이브 번호 1 에서 4 

xxx  xxx  xxx  xxx 

0 or 100 = 요청된 슬레이브 상태: ON or OFF 

---          = 슬레이브는 존재하나 비활성화 

ALL        = 슬레이브 알람 상태 

DLU5 DLU6 DLU7 DLU8 디지털 슬레이브 번호 5 에서 8 

xxx  xxx  xxx  xxx 

0 or 100 = 요청된 슬레이브 상태: ON or OFF 

---          = 슬레이브는 존재하나 비활성화 

ALL        = 슬레이브 알람 상태 
 
NOTES 

 PMR6G 는 두 전압을 통해 냉각기 컨트롤러와 통신한다. PMR6G 에 하나는 슬레이브 ON 혹은 OFF로 전환 하거나 슬레이브에 

다른 것은 오류 상태의 PMR6G 를 알린다.  

 최대 (7) 독립적인 냉각기들은 PMR6G 에 연결 할 수 있다. 연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결 배선도를 참조한다.  

 만약 슬레이브 장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라벨과 정보는 나타나지 않는다.  
 

6.3 PUMPING SYSTEM GPP1 – GPA/SOV – 펌프 시스템 GPP1 (GPA/SOV) 

이 기능은 같은 회로에 최대 4개의 펌프가 병렬로 작동하는 GPP 각 펌프를 관리하는데 사용된다.  

GPP 기능은 아래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 <STEP 컨트롤 로직과 공급 압력 제어>. 시스템은 펌프 특성에 따라 최적의 압력을 유지하려 한다. 만약 압력이 너무 낮게 (고 유량 

요구) 떨어 지면, 대기 중인 펌프가 작동된다. 만약 펌프가 너무 높게 오르면 (저 유량 요구), 펌프 중에 한대 (오랜 작동된 것) 이 꺼 

진다. 

• <진동 방지>. 특정 압력/유량 상태에서 시스템은 펌프의 초과 사이클을 방지하고, 작동하는 펌프들의 설정을 잠근다.  

• 저수압과 고수압 경고 및 알람은 특정 펌프 커브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설치된 펌프의 작동 시간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Lead-lag 알고리즘. 

• 개별적인 펌프 모터 과부하 알림과 자동 백업 펌프 활성화. 
 
NOTES 
 

 압력 알람과 관련된 모든 파라메터는 설치된 펌프의 특성에 따라 공장 설정이 되어 있다.  
 
 

GPP1 SCREEN AND VARIABLES 

GPP1 GROUP: XXX 
XXX = GPP1의 상태 : ON, OFF, OSC-PROT, FORCED, LOCKED 

OSC-PROT = 진동 방지 기능 

PS:xx.x    SET:xx.x 
PS= 토출 압력 

SET= GPP1 압력 제어를 위한 설정 값 

PU1:xxx     PU2:xxx 
xxx = 펌프 1과 2의 상태 : ON, OFF, NA 

(NA= 사용할 수 없음) 

PU3:xxx     PU4:xxx 
xxx = 펌프 3과 4의 상태 : ON, OFF, NA 

(NA= 사용할 수 없음) 
 
 
PMR6G 는 시스템과 같이 끄고 키고 할 수 있는 보조 펌프 그룹을 관리 할 수 있다. GPA 기능은 중앙 냉각 장치의 증발기 펌프 또는 두번째 

프로세스 펌프 스테이션을 활성화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만약 GPS가 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화면 (두번째 페이지)은 GPA 

상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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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 대안으로, “프로레스에서 리턴”에 위치한 차단 밸브 (SOV) 로 제어 할 수 있다.  
 

6.4 PUMPING SYSTEM GPP2 – 펌프 시스템 GPP2 

이 기능은 같은 회로에 최대 4개의 펌프가 병렬로 작동하는 GPP 각 펌프를 관리하는데 사용된다.  

GPP 기능은 아래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 <STEP 컨트롤 로직과 공급 압력 제어>. 시스템은 펌프 특성에 따라 최적의 압력을 유지하려 한다. 만약 압력이 너무 낮게 (고 유량 

요구) 떨어 지면, 대기 중인 펌프가 작동된다. 만약 펌프가 너무 높게 오르면 (저 유량 요구), 펌프 중에 한대 (오랜 작동된 것) 이 꺼 

진다. 

• <진동 방지>. 특정 압력/유량 상태에서 시스템은 펌프의 초과 사이클을 방지하고, 작동하는 펌프들의 설정을 잠근다. 

• 저수압과 고수압 경고 및 알람은 특정 펌프 커브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설치된 펌프의 작동 시간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Lead-lag 알고리즘. 

• 개별적인 펌프 모터 과부하 알림과 자동 백업 펌프 활성화. 
 
NOTES 
 

 압력 알람과 관련된 모든 파라메터는 설치된 펌프의 특성에 따라 공장 설정이 되어 있다. 
 
 
 

GPP2 SCREEN AND VARIABLES 

GPP1 GROUP: XXX 
XXX = GPP2의 상태 : ON, OFF, OSC-PROT, FORCED, LOCKED 

OSC-PROT = 진동 방지 기능 

PS2:xx.x    SET:xx.x 
PS2= 토출 압력 

SET= GPP2 압력 제어를 위한 설정 값 

PU1:xxx     PU2:xxx 
xxx = 펌프 1과 2의 상태 : ON, OFF, NA 

(NA= 사용 안함) 

PU3:xxx     PU4:xxx 
xxx = Status of pumps 3 and 4 : ON, OFF, NA 
(NA= 사용 안함) 

 

6.5 FREE-COOLING 3-WAY VALVE – 프리 쿨링 3- WAY 밸브 

Ecodry 는 냉각 시스템에 프리 쿨러로서 사용할 수 있다. 외부 온도가 일정 값 이하로 떨어 지면, Ecodry 출구쪽 물의 온도는 냉각 장치의 

부하를 (부분 프리 쿨링) 줄이거나 완전히 (총 프리 쿨링)을 대신할 수 있다. 

3-way 밸브는 프리 쿨링 모드 동안에 Ecodry 통해 유량 관리 하는데 사용된다.  
 

3-WAY VALVE SCREEN AND VARIABLES 

3-WAY VALVE: XXX 

XXX = 3-Way 밸브의 상태: ON, OFF 

ON= 물이 Ecodry 를 통해 흐르고 있음. 

OFF= 물이 Ecodry를 통해 흐르지 않고 있음. 

CONTROL ON XX 

XX = TA (주위 공기 온도) 혹은 TC (Ecodry 출구  온도). 

TA= 공냉식 냉각기 적용. 

TC= 수냉식 냉각기 적용. 

TA:xx.x TA= 외부 온도. 

TC:xx.x    TR:xx.x 
TC= Ecodry 토출 온도. 

TR= 돌아 오는 수온. 
 

6.6 장비 소비량 화면 

이 기능은 총 장비 소비량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UNIT CONSUMPTION SCREEN AND VARIABLES  
UNIT CONSUMPTION  
POWER:  xx.x kW 총 장비 전원 사용량 (FAN+GPR+GPP1+GP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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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xxxxxxxxx kWh 총 장비 에너지 소비량 (FAN+GPR+GPP1+GPP2) 

WATER-CONS: xxxxxx m3 물 소비량 (물 분사 키트) 
 

7 작업 순서 

7.1 ON – OFF 스위치 

전원을 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FRIGEL  
POWER OFF  

Sw Ver: FRIPMRXX.YY 설치된 소프트웨어 버전 
PRESS ON TO START  

 
시스템을 가동 하기 위해, ON/OFF 키를 누른다.  
시스템은 시작 단계 사이에 지연 시간에 따른 순서된 프로그램에 따라 시작된다.  

시스템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ON/OFF 키를 누른다. 
시스템은 정지 단계 사이에 지연 시간에 따른 순서된 프로그램에 따라 멈춘다. 
 
알람은 컨트롤러가 켜져 있을 때만 활성화 된다.  
 
고장의 경우, 컨트롤러는 LCD 화면에 오류 메세지를 나타낸다. 알람 상태가 해제되면, 알람 메세지는 자동으로 사라진다. 특정 경우에는, 알람 

메세지는 ESC 키를 누를 때까지 남아 있다. (수동 재설정)  

알람이 있을 때에는, 알람 표시 등이 활성화 되고,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하나의 알람 이상 있을 때에는, 매 5초 마다 관련 정보가 

바뀌어 나타난다.   
 

ALARM  
XXX XXX = “MASTER” (PMR6G)  or “REMOTE CHILLER” 

Alarm Description  
Press ESC to reset 필요 시에만. 

 
다른 상황에서 ESC 키를 누르면 아래 사항들을 실행 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나타난다. 
 

• 정상 시에 데이터 화면에서, 첫 화면 (메인 화면)으로 돌아 간다.  

• 데이터 화면에서, 한 개 혹은 그 이상에 활성화 중인 알람들이, 알람 화면에 나타난다. 

• 수동 리셋이 요구되지 않는 알람 화면에서, 첫번째 화면으로 돌아 간다 (메인 화면).  

• 수동 리셋이 요구되는 알람 화면에서, 알람이 리셋되고 처음 화면으로 돌아간다 (메인 화면). 
 

7.2 알람 내역 

알람 내역 섹션은 이전에 발생된 40개의 알람 내역에 관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다.  

메인 화면에서, MENU을 누른다. 스크롤 UP 과 DOWN 키로 알람 히스토리를 찾은 후에,  SET 버튼을 누른다. 
 
 

ALARM HISTORY Axx Axx = 시간 순서대로 1-40 알람 번호 

dd/mm/yy      hh:mm  dd/mm/yy: 알람이 발생된 날짜   hh:mm: 알람이 발생된 시간 
Alarm Description  

  
 
기록된 알람 내역들을 확인 하기 위해 UP/DOWN 키를 누른다. 메인 화면으로 이동 하기 위해서는 ESC 키를 누른다. 
 
파라메터가 변경 될 때, USER SETUP (혹은 다른 설정) 에서, 이 알람이 ALARM HISTORY 리스트에 기록된다. 
 

ALARM HISTORY Axx Axx = 시간 순서대로 1-40 알람 번호 

dd/mm/yy      hh:mm  dd/mm/yy: 알람이 발생된 날짜   hh:mm: 알람이 발생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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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 XXX:    Value XXX = 셋업 파라메터 레벨          Value = 새로 입력된 값 
  

 

7.3 시간 및 날짜 설정 

이 섹션은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는데 사용된다. 설정을 변경 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옵션 (시간, 분, 날짜, 월, 년도 및  평일)을 

선택하고 SET를 누른다. 현재 컨피그레이션이 깜박 거릴 때, 올바른 설정을 하기 위해 UP 혹은 DOWN 키를 사용하고, SET 키를 눌러 변경된 

내용을 확인 한다. 이 옵션을 나가기 위해서는, ESC 키를 누른다.  
 

7.4 원격 디스플레이 판넬 모드 

직렬로 연결된 프리겔 냉각기들이 슬레이브로 사용될 때, PMR6G 는 냉각기 자체가 원격 디스플레이 판넬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각각의 냉각기로 접근이 가능하며, 냉각기의 판넬에서 직접 조작하는 것이 가능 하다. 
 
MENU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 MENU 버튼을 누른다. 

“SERIAL LINKED UNIT” 가 나타날 때 까지 스크롤을 올린다. 

SET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SERIAL LINKED UNIT 
Select Address 
Confirm with SET 

1 
 
3개 디지털 LED 화면이 나타나고 LCD 네개 줄이 UP 혹은 DOWN으로 선택된 원격 냉각 보드 주소를 나타낸다. SET 버튼을 누른 뒤에,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5초 동안 나타난다.  
 

WAIT 
CONNECTION 

IN 
PROGRESS 

 
만약 모니터링 되는 장비가 제대로 응답할 경우에는, 원격 슬레이브의 컨트롤러와 모든 냉각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  
 
“Remote Display Panel” 모드를 남겨 두기 위해서는, ESC키를 5초 동안 누르며 기다리고 있는다. 
 
만약 모니터링 되는 장비가 응답 하지 않거나, 제대로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나타난다.  
 

COMMUNICATION 
ERROR 

 
PRESS <ESC> TO EXIT 

 
ESC 버튼을 누르면, 메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새로운 주소를 선택 할 수 있다. 
 

8 알람 

다음의 파라메터는 가능한 알람 상태를 나타내며, 각 시스템 기능에 관련된 카테고리로 설명 되어 있다.  

실제 구성에 따라, 목록에 있는 알람 몇 개 혹은 알람 이후에 컨트롤에 의해서 실행된 관련 조치들은 적용 되지 않을 수 있다.  

8.1 공통 알람 

8.1.1 외부 스위치 사용 (원격 잠금) 

PMR6G 는 원격 디지털 입력 (스위치)를 통해 시작 및 정지 할 수 있다.  
 

 장비는 ON/OFF 키 (녹색 LED 가 켜져 있어야 함)가 켜져 있어야 한다.  

 자동 재시작은 반드시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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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외부 사용(EXEN) 스위치가 닫혀 있을 경우, 시스템이 정지하고 디스플레이에  “LOCK: REMOTE OFF”가 나타난다. 

 만약 스위치가 열려 있는 경우,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8.1.2 저 수량 레벨 

저수위 레벨 표시에 대한 수량 장치 (접점)는 시스템 탱크 내에 설치 할 수 있으며 PMR6G에 연결 할 수 있다. 추가적인 정보는 PMR6G 

배선도를 참조 한다.   

이 수량 레벨 스위치가 사용될 때와 관련 알람은 설정된 지연 시간에 대해서는 활성화 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는 효율적이다.  
 

• 메세지: “ALARM MASTER WATER LEVEL SWITCH” 

• 알람 경보등이 켜짐. 

• 팬들 스위치가 꺼져 있음. 

• 분사 키트 스위치가 꺼짐. 

• GPR 스위치가 꺼짐. 

• 칠러 스위치가 꺼짐. 

• 3-WAY 밸브 닫힘. 

• 자동 리셋. 
 
알람 원인 

 시스템 손실. 

 시스템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거나 공기가 있음. 

 플로트 결함. 
 

8.1.3 알람 프로브 

만약 TC 프로브가 언더 플로우 (합선) 혹은 오버 플로우 (회로 개방) 상태가 될 경우.  
 

• 메세지:  “ALARM MASTER TR. TC OUT OF RANGE” 

• 알람 램프가 켜짐. 

• 팬들이 꺼져 있음. 

• 분사 키트가 꺼져 있음. 

• GPP가 꺼져 있음. 

• 모든 GPP 펌프들이 꺼져 있음. 

• 냉각기들이 꺼져 있음. 

• 3-WAY 밸브가 닫혀 있음. 

• ESC 키로 수동 리셋. 
 
만약 LWT 프로브가 언더  플로우 (합선) 혹은 오버 플로우 (회로 개방) 상태가 될 경우. 
 

• 메세지:  “ALARM MASTER TR. LWT OUT OF RANGE” 

• 알람 램프가 켜짐. 

• 냉각기들이 꺼져 있음.  

• ESC 키로 수동 리셋. 
 
만약 TR 프로브가 언더  플로우 (합선) 혹은 오버 플로우 (회로 개방) 상태가 될 경우.  
 

• 메세지:  “ALARM MASTER TR. TR OUT OF RANGE” 

• 알람 램프가 켜짐. 

• 3-WAY 밸브가 닫혀 있음 

• ESC 키로 수동 리셋. 
 
만약  PS 프로브가 언더  플로우 (합선) 혹은 오버 플로우 (회로 개방) 상태가 될 경우.  
 

• 메세지:  “ALARM MASTER TR. PS OUT OF RANGE” 

• 알람 램프가 켜짐. 

• 모든 가능한 GPP1 펌프들이 켜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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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 키로 수동 리셋. 
 
 
만약 PS2 프로브가 언더  플로우 (합선) 혹은 오버 플로우 (회로 개방) 상태가 될 경우.  
 

* 메세지:  “ALARM MASTER TR. PS2 OUT OF RANGE” 

* 알람 램프가 켜짐. 

* 모든 가능한 GPP2 펌프들이 켜져 있음. 

* ESC 키로 수동 리셋. 
 
 
만약 TA 프로브가 언더  플로우 (합선) 혹은 오버 플로우 (회로 개방) 상태가 될 경우.  
 

* 메세지:  “ALARM MASTER TR. TA OUT OF RANGE” 

* 알람 램프가 켜짐. 

* 팬들이 꺼져 있음. 

* 분사 키트가 꺼져 있음. 

* GPR이 꺼져 있음. 

* 3-WAY 밸브가 닫혀 있음 

* ESC 키로 수동 리셋. 
 
만약 TE 프로브가 언더  플로우 (합선) 혹은 오버 플로우 (회로 개방) 상태가 될 경우.  
 

* 메세지:  “ALARM MASTER TR. TE OUT OF RANGE” 

* 알람 램프가 켜짐. 

* 팬들이 꺼져 있음. 

* 분사 키트가 꺼져 있음. 

* GPR이 꺼져 있음. 

* 3-WAY 밸브가 닫혀 있음. 

* ESC 키로 수동 리셋. 
 
만약  LT 프로브가 언더 플로우 (합선) 혹은 오버 플로우 상태 ( 회로 개방) 일 경우.  
 

* 메세지:  “ALARM MASTER TR. LT OUT OF RANGE”; 

* 알람 램프가 켜짐. 

* 팬들이 꺼져 있음. 

* 분사 키트가 꺼져 있음. 

* GPR이 꺼져 있음. 

* 3-WAY 밸브가 닫혀 있음. 

* ESC 키로 수동 리셋 
 

만약  FIN 프로브가  언더 플로우 (합선) 혹은 오버 플로우 상태 ( 회로 개방) 일 경우.  
 

• 메세지:  “ALARM MASTER TR. FIN OUT OF RANGE”; 

• 알람 램프가 켜짐. 

• 경고 만 발생. 

• 10초 후에, 자동 리셋이면 알람 상태가 더 이상 존재 하지 않음. 
 

만약  FOUT 프로브가 언더 플로우 (합선) 혹은 오버 플로우 상태 ( 회로 개방) 일 경우. 
  

• 메세지:  “ALARM MASTER TR. FOUT OUT OF RANGE”; 

• 알람 램프가 켜짐. 

• 경고만 발생 

• 10초 후에, 자동 리셋이면 알람 상태가 더 이상 존재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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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CODRY 알람 

8.2.1 고온 TC 프로세스 

만약 MM15 분 이상 길었을 때에 대한 프로세스 온도 TC > (Dynamic set point + MM14) . 

* 메세지:  “ALARM MASTER HIGH PROC. TEMP.(TC)” 

* 알람 램프가 켜짐. 

* TC < (Dynamic set point + MM14) 일때, 자동 리셋. 
 
Notes 

 Ecodry 컨트롤에서 Dynamic set point 는 컨트롤러에 의해서 계산된다.  

 MM15=0 일 때, 알람은 생략된다. 

 파라메터MM14 과 MM15 에 대한 설정은 단락 5.2을 참고 한다. 
 
알람 원인 

 팬들이 작동 되고 있지 않음. 

 냉각기들이 작동 되지 않고 있음 (프리 쿨링 시스템에서). 

 3-way 밸브가 잠겨 있거나 서보 모터가 작동하지 않음. 

 TC 센서가 제대로 읽지 않음. 

 열 부하가 너무 높음. 

 분사 키트가 현재 작동 안됨 (물 부족, 공급 밸브 막힘, 스트레이너가 막힘, 공급 압력 부족). 
 

8.2.2 팬 고장 

만약 한나 혹은 그 이상의 팬 알람들이 활성화 될 경우: 

* 메세지:  “ALARM MASTER FAN FAILURE” 

* 알람 램프가 켜짐. 

* 자동 리셋.  
Notes 

 알람이 누적 되며, 고장난 팬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고장난 팬(들)은 다른 팬들의 공기 흐름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회전 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알람을 리셋하기 위해서는, 1분 동안 정원 공급 장치를 분리한다.  
 
알람 원인 

 EDK 장비 혹은 싱글 팬으로에 상( phase) 의 부족 혹은 파워 부족. 

 전압 공급 부족. 

 전압 공급 오류 (상 불균형, 상(phase) 각도 변형). 

 모터 과열, 전자 과열. 

8.2.3 유체 냉각기 경고 

분사 키트 실행 타이머가 150 시간을 지날 때 (표준 설정): 

* 메세지: “ ALARM MASTER CHECK FLUID COOLER” 

* 알람 램프가 켜짐. 

* 파라메터 MK07을  YES로 변경 함으로써 수동으로 리셋 ( 분사 키트 타이머는 리셋 된다. 단락 6.1.2 참조). 
Notes 

 알람은  Ecodry를 정지 시키지는 못하고, 오직 수동으로만 재설정 할 수 있다 (그냥 ESC 키만 누르지 않는다.) 

8.2.4 GPR 펌프 모터 회로 차단기 보호 

만약 하나 혹은 그이상의 GPR 펌프 회로 차단기가 작동될 경우. 

• 메세지: “ALARM MASTER GPR PUMP FAULT” 

• 알람 램프가 켜짐. 

• 팬들이 꺼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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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 키트가 꺼져 있음. 

• GPP가 꺼져 있음 

• 3-WAY 밸브가 닫혀 있음. 

• 자동 리셋. 
 
Notes 

 알람이 누적 되며, 회로 차단기를 확인 한다.  

 구성에 따라, 만약 하나의 펌프 차단기가 작동 되면, 이는 낮은 PR 상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모든 다른 GPR 펌프들이 정지 된다.  
 
알람 원인 

 펌프 임펠러가 잠겨 있음. 

 모터 과열. 

 펌프의 기계적인 문제(예를 들어, 볼 베어링). 

 컨덴터 고장. 

 모터 (short circuit 혹은 접지) 결함. 

 차단기 결함 혹은 관련 보조 컨덴터 결함. 

 전원 공급 문제(상(phase) 부족, 혹은 불균형, 전압 부족) 
 

8.2.5 낮은 TE 온도 

만약 TE 가 15초 이상 보다 길게 최소 값으로 떨어지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 될 것이다. 

• 메세지: “ALARM LOW TE TEMP" 

• 알람 램프가 켜짐. 

• 팬들이 꺼져 있음. 

• 분사 키트가 꺼져 있음. 

• GPP가 꺼져 있음. 

• 3-WAY 밸브가 닫혀 있음. 

• TE가 최소 값 이상에서 돌아 올때 자동 리셋 된다. 
 
알람 원인 

 GPR 펌프가 꺼지지 않음. 

 GPR 펌프들이 컨덴터가 붙음. 

 TE 센서가 제대로 읽지 못함. 

 외부 극 저온, 물의 양 부족 및 열 부하. 
 

8.2.6 정수 필터 경고 

만약 정수 필터(DF=FIN-FOUT)에서 차압이 10초 이상 최대 값보다 큰 경우,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될 것이다.  

• 메세지: “ALARM MASTER WATER FILTER WARNING.” 

• 알람 램프가 켜짐. 

• 경고만 발생 

• 만약 차압 값이 최대 값 이하로 돌아올 경우에는, 10초 뒤에는 자동 리셋된다.  

8.2.7 저유량 Ecodry (셀프 드레이닝일 경우에만) 

만약 차압 (DP = PIN-POUT) 이 지정된 시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 미리 설정한 최소값 보다 낮은 경우,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된다.  

• 메세지: “ALARM MASTER LOW FLOW ED.” 

• 알람 램프가 켜짐. 

• 팬들이 꺼져 있음. 

• 분사 키트가 꺼져 있음. 

• GPP가 꺼져 있음. 

• 3-WAY 밸브가 닫혀 있음. 

• ESC 키로 수동 리셋. 

• GPR 이 잠김 (off 위치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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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원인 

 센서 PIN / POUT 이 잘 못 읽힘. 

 Ecodry 유량 균형 값이 적절하게 맞춰지지 않음 (밸브가 약간 열려 있으며 투명 튜브 내에 수위가 반드시 절반 높이에 있어야 함).  

 하나 혹은 그 이상의 GPR 펌프가 작동하지 않음. 

 펌프의 캐비네이션을 야기하는 GPR로 돌아가는 시스템 내에 공기 존재.  

 탱크 내에 수위가 너무 낮음.  

 Ecodry 배관 누수. 
 
 

Notes 
 GPR 은 사용자 셋업 (파라메터 MR14 참조) 에서 수동으로 잠금 해제할 수 있으며, 다시 시작할 때 GPR 을 모니터링 한다. 

 

8.2.8 고유량 Ecodry (셀프 드레이닝일 경우에만) 

만약 차압 (DP = PIN-POUT) 이 지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미리 설정된 최대 값 보다 큰 경우,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된다. 

• 메세지: “ALARM MASTER HIGH FLOW ED” (경고). 

• 알람 램프가 켜짐. 

• 팬들이 꺼져 있음. 

• 분사 키트가 꺼져 있음. 

• GPP가 꺼져 있음. 

• 3-WAY 밸브가 닫혀 있음. 

• 자동 리셋. 
 
알람 원인 

 센서 PIN / POUT이 제대로 읽고 있지 않음. 

 Ecodry 유량 균형 밸브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음 (밸브가 약간 열려 있으며 투명 튜브 내에 수위가 반드시 절반 높이에 있어야 함). 

 GPR 장비에 너무 많은 펌프들이 작동 하고 있음. 
 

Note 
 GPR 은 사용자 셋업 (파라메터 MR14 참조) 에서 수동으로 잠금 해제할 수 있으며, 다시 시작할 때 GPR 을 모니터링 한다. 

 

8.3 펌핑 시스템 알람 

8.3.1 높은 PS 압력 경보 

만약 압력 PS 가 최대 압력 보다 클 경우, 미리 설정 지연 이후에 ,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된다. 

• 메세지: “ALARM HIGH PRESS. PS” 

• 알람 램프가 켜짐. 

• 자동 리셋. 
 
알람 원인 

 센서 감지 범위를 벗어난 경우. 

 가압 시스템에 높은 역압 (back pressure). 
 

8.3.2 낮은 PS 압력 경고 

만약 압력 PS 가 옳바른 사용 압력 보다 낮을 경우, 미리 설정된 지연 시간 이후에 (모든 가능한 펌프가 켜진 상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된다. 

• 메세지: “ALARM MASTER LOW PRESS. PS WARN.” 

• 알람 램프가 켜짐. 

• 자동 리셋. 
 
알람 원인 

 펌프에 공기가 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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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내부의 수위가 너무 낮음. 

 프로세스 회로에 by-pass가 많이 열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GPP1 펌프들이 켜져 있지 않음 (스위치 꺼짐). 
 
 

8.3.3 낮은 PS 압력 알람 

만약 압력 PS 가 최저로 허용된 펌프 압력 보다 낮을 경우,  미리 설정된 지연 시간 이후에 (모든 가능한 펌프들의 스위치가 켜져 있음),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된다. 

• 메세지: “ALARM MASTER LOW PRESS. PS” 
• 알람 램프가 켜짐. 

• GPP1 펌프들이 스위치가 꺼짐. 

• ESC 키로 수동 리셋. 
 
알람 원인 

 펌프에 공기가 찬 경우. 

 탱크 내부의 수위가 너무 낮음. 

 프로세스 회로에 by-pass가 많이 열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GPP1 펌프들이 켜져 있지 않음 (스위치 꺼짐). 

 누수. 
 

8.3.4 GPP1 펌프 모터 회로 차단기 보호 장치 

만약 모터 보호 장치가 가동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된다. 

• 메세지: “ALARM MASTER GPP1 PUMP FAULT”; 

• 알람 램프가 켜짐. 

• 알람과 관련된 펌프 스위치가 꺼짐. 

• 자동 리셋. 
 
Notes 

 GPP1 펌프가 이러한 결함으로 전원이 꺼질 때, 컨트롤러는 가능한 다른 펌프의 전원을 킨다.  
 
알람 원인 

 펌프 임펠러가 잠김. 

 모터 과열, 과전류. 

 펌프의 기계적인 문제 (예를 들어, 볼 베어링 파손). 

 컨텍터가 달라 붙거나 혹은 파손. 

 펌프 모터의 쇼트 혹은 누전. 

 회로 차단기 또는 관련 보조 접점 접촉 불량. 

 전원 연결 이상 (단상, 불균형 혹은 낮은 전압). 

8.3.5 높은 PS2 압력 경고 

만약 압력 PS2가  최소 펌프 압력 보다 높을 경우, 미리 설정된 지연 시간 이후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된다. 

• 메시지 : “ALARM HIGH PRESS. PS2” 

• 알람 램프가 켜짐. 

• 자동 리셋. 
 
알람 원인 

 센서 감지의 범위를 벗어남. 

 가압 시스템에 높은 역압 (back pressure) 
 

8.3.6 낮은 PS2 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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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압력 PS2가  제대로된 작업 압력 보다 낮을 경우, 미리 설정된 지연 시간 이후에 (모든 가능한 펌프들의 스위치가 켜져 있음),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된다. 

• 메세지: “ALARM MASTER LOW PRESS. PS2 WARN.” 

• 알람 램프가 켜짐. 

• 자동 리셋. 
 
알람 원인 

 펌프에 공기가 찬 경우. 

 탱크 내부의 수위가 너무 낮음. 

 프로세스 회로에 by-pass가 많이 열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GPP2 펌프들이 켜지지 않음 (스위치 꺼짐). 
 

8.3.7 낮은 PS2 압력 알람 

만약 압력 PS2가 최소로 허용된 펌프 압력 보다 낮을 때, 미리 설정된 지연 시간 이후에 (모든 가능한 펌프들의 스위치가 켜져 있음),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된다. 

• 메세지: “ALARM MASTER LOW PRESS. PS2” 
• 알람 램프가 켜짐. 

• GPP2 펌프들이 스위치가 꺼짐. 

• ESC 키로 수동 리셋. 
 
알람 원인 

 펌프에 공기가 찬 경우. 

 탱크 내부의 수위가 너무 낮음. 

 프로세스 회로에 by-pass가 많이 열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GPP2 펌프들이 켜지지 않음 (스위치 꺼짐). 

 누수. 
 

8.3.8 GPP2 펌프 모터 회로 차단기 보호 장치 

만약 펌프 모터 보호 장치가 작동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된다. 

• 메세지: “ALARM MASTER GPP2 PUMP FAULT”; 

• 알람 램프가 켜짐. 

• 알람과 관련된 펌프 스위치가 꺼짐. 

• 자동 리셋. 
 
Notes 

 GPP2 펌프가 이러한 결함으로 전원이 꺼질 때, 컨트롤러는 가능한 다른 펌프를 가동 시킨다. 
 
알람 원인 

 펌프 임펠러가 잠김. 

 모터 과열, 과전류. 

 펌프의 기계적인 문제 (예를 들어, 볼 베어링 파손). 

 컨텍터가 달라 붙거나 혹은 파손. 

 펌프 모터의 쇼트 혹은 누전. 

 회로 차단기 또는 관련 보조 접점 접촉 불량. 

 전원 연결 이상 (단상, 불균형 혹은 낮은 전압). 
 

8.3.9 GPA 펌프 모터 회로 차단기 보호 장치 

만약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GPA 펌프 모터 보호 장치가 작동 될 때,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된다.: 

• 메세지: “ALARM MASTER GPA PUMP FAULT” 

• 알람 램프가 켜짐. 

• 자동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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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이 알람은 누적 경보이며, 실제 작동되는 모터 회로 차단기를 확인 한다.  
 
알람 원인 

 펌프 임펠러가 잠김 

 모터 가열, 너무 높은 amps. 

 펌프의 기계적인 문제 (예를 들어, 볼 베어링 파손). 

 컨텍터가 달라 붙거나 혹은 파손. 

 펌프 모터의 쇼트 혹은 누전. 

 회로 차단기 또는 관련 보조 접점 접촉 불량. 
 

8.3.10 Drop in GPR water level alarm (GPR ON) 

만약 GPR이 켜져 있는 동안에, 탱크 안에 수위(LT)가 지정 시간을 초과 하는 기간 동안에서의 미리 설정된 최소값 보다 작으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된다. 

• 메세지: “ALARM MASTER DROP GPR WATER LEVEL” 

• 알람 램프가 켜짐. 

• 팬들이 꺼져 있음. 

• 분사 키트가 꺼져 있음. 

• GPP가 꺼져 있음. 

• 3-WAY 밸브가 닫혀 있음. 

• ESC 키로 수동 리셋. 
 
알람 원인 

 시스템에 물 손실. 

 탱크 내부의 수위가 너무 낮음. 
 

8.3.11 낮은 GPR 수위 알람 (GPR OFF) 

만약 GPP 가 꺼져 있을때, 탱크 내부의 수위 (LT)는  지정 시간을 초과 하는 기간 동안에서의 미리 설정된 최소값 보다 작으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된다. 

• 메세지: “ALARM MASTER LOW GPR WATER LEVEL” 

• 알람 램프가 켜짐. 

• 팬들이 꺼져 있음. 

• 분사 키트가 꺼져 있음. 

• GPP가 꺼져 있음. 

• 3-WAY 밸브가 닫혀 있음. 

• ESC 키로 수동 리셋. 
 
알람 원인 

 시스템에 물 손실. 

 탱크 내부의 수위가 너무 낮음. 
 

8.3.12 GPR 펌프 회전 경고 

만약  “GPR 작동 시간” 이 고정된 값 보다 높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된다. 

• 메세지: “ALARM MASTER PUMP ROTATION GPR”. 
• 알람 램프가 켜짐. 

• 경고. 

• ESC 키로 수동 리셋. 
 

8.3.13 잠긴 GPR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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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장비가 켜져 있으면 =YES,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된다. 

• 메세지 “ALARM MASTER GPR LOCKED”. 

• 다른 조치 없이, 경고. 

• MR14=NO 혹은 기계가 꺼질 경우, 자동 리셋. 
 

8.4 냉각기 알람 

8.4.1 높은 LWT 프로세스 온도 

만약 프로세스 온도가  MM15분 이상 동안 LWT 가 (MC05 + MM14) 높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된다. 

* 메세지: “ALARM MASTER HIGH PROC. TEMP.(LWT)” 

* 알람 램프가 켜짐. 

* LWT < (MC05 + MM14) 일 때, 자동 리셋. 
 
Notes 

 MC05 는 칠러 컨트롤에 의해 사용되는 설정 값이다. 

 MM15=0 일 때, 알람이 무시된다. 

 파라메터 MC05, MM14 및 MM15 에 대한 정의는 단락 5.2 와 6.2를 참조한다. 
 
알람 원인 

 칠러 미 작동. 

 3-way 밸브가 기계적으로 잠기어 있거나 서보 모터가 작동 하지 않음. 

 팬 미 작동. 

 LWT 센서가 제대로 읽지 못함. 

 열 과부하. 
 

8.4.2 SLU 시리얼 통신 

MASTER 
만약 시리얼 통신과 시리얼로 링크된 장비 #N (N=1..8) 가 끊어지면 ,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된다. 

• 메세지: “ALARM REMOTE CHILLER SLU#N SERIAL COMM.” 
• 알람 램프가 켜짐. 

• 요구되는 비율이 0%로 설정 된다. 

• 자동 리셋. 
 

8.4.3 SLU 알람 상태 

만약 시리얼로 링크된 장비 Unit #N (N=1..8) 가 알람 상태로 (직렬 회선을 통해 전송) 있으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된다. 

• 메세지: “ALARM REMOTE CHILLER SLU#N ALARM ACTIVE” 

• 알람 램프가 켜짐. 

• 자동 리셋. 
 

8.4.4 DLU 알람 상태  

만약 디지털로 링크된 장비 #N (N=1..8) 가 알람 (디지털 입력을 통해 전송) 이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된다. 

• 메세지: “ALARM REMOTE CHILLER DLU#N ALARM ACTIVE” 

• 알람 램프가 켜짐. 

• 자동 리셋. 
 
Notes 

 냉각기에서의 실제 알람은 로컬 냉각기 화면에서만 확인 할 수 있다.  
 

8.4.5 SLU OFF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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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시리얼로 링크된 장비 #N (N=1..8) 가 OFF 이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된다. 

• 메세지: “ALARM REMOTE CHILLER SLU#N MACHINE OFF” 
• 알람 램프가 켜짐. 

• 요구되는 비율이 0%로 설정 된다. 

• 자동 리셋. 
 

8.4.6 SLU가 원견 모드가 아닌 경우 

만약 시리얼 링크된 장비 #N (N=1..8) 가 원격 모드가 아니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된다. 

• 메세지: “ALARM REMOTE CHILLER SLU#N NOT IN REMOTE” 
• 알람 램프가 켜짐. 

• 요구되는 비율이 0%로 설정 된다. 

• 자동 리셋. 
 

9 유지관리 

 
이 장비의 유지관리는 허가된 기술자에 의해서만 관리 되어야 한다.  

PMR6G 내부에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예방 조치나 정기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진 않는다. 

메인 보드로 구성된 부품 세트, 화면 (사용자) 보드와 센서들은 프리겔 혹은 대리점에서 주문할 수 있다. 주문시에는 장비의 시리얼 넘버가 

반드시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관련 부품 설명 및 주문 코드에 대해서는 PMR6G 의 배선도를 참고한다.  
 
 

SENSORS TECHNICAL DATA 

SENSOR 
LABEL TYPE SIGNAL RANGE REF. VALUES NOTES 

PS, PS2, 
FIN, FOUT 

Pressure sensor 
Piezoelectric 4…20 mA -0.5 / +10 bar 

-7.25 / 145 psi 
4 mA @ -0.5 bar / -7.25 psi 
20 mA @ 10 bar / 145 psi 

Polarity to be 
respected. 

PIN, POUT Pressure sensor 
Piezoelectric 4…20 mA -0.5 / +0.5 bar 

-7.25 / 7.25 psi 

4 mA @ -0.5 bar / -7.25 psi 
20 mA @ +0.5 bar / 7.25 

psi 

Polarity to be 
respected. 

LT Pressure sensor 
Piezoelectric 4…20 mA 0 / +0.3 bar 

0 / 4.35 psi 

4 mA @ 0 bar / 0 psi 
20 mA @ +0.3 bar / 4.35 

psi 

Polarity to be 
respected. 

TC, TR, TE, 
LWT, TA 

Temperature 
sensor 
RTD 

PTC -40 / +60°C 
-40 / 140°F 

886 Ohm @ 10°C / 50°F 
960 Ohm @ 20°C / 68°F 
1040 Ohm @ 30°C / 86°F 

No polarity 
issue. 

 
 

NOTES: 
 

 와이어가 차단 되거나 혹은 극성이 반대 되면 (압력 센서일 경우에만)와 같이 센서가 분리될 때, 컨트롤러는 “Sensor out of Range” 

알람으로 돌아올 것이다. 

 옵션 필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8단락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차압 (DF = FIN-FOUT) 이 경고 메시지가 10초 이상 동안에 최대 

설정 값 보다 클 때, 필터를 청소해야 한다. 

 만약 PMR 화면이 : “MASTER ALARM CHECK FLUID COOLER”과 같은 알람이 나타나면, 8단락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필터 

상태를 확인 하고 분사 키트 작동 시간이 150 시간 (std 설정)을 초과 하였기 때문에 스프레이 노즐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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