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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개요 

1.1. 개요 
이 메뉴얼은 기계의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아래 항목은 주제별 지침을 나타낸다. 
 
 올바른 설치 

 기계의 기능 설명 및 모든 부품 

 조작 및 시작 하는 방법 

 올바른 유지보수 방법 

 안전법 준수 
 
용어 설명: 

위험 지역:  
장비가 있는 구역 또는 근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에게 안전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하는 지역 

위험에 노출된 사람: 
전체적으로 또는 일부분 위험 지역 안에 있는 사람 

작업자: 
기계 설치, 작동, 유지, 청소 하는 모든 사람 

검증된 기술자: 
특별히 훈련된 기술자는 기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수리 작동해야 한다. 
 

IMPORTANT NOTE: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이 설명서의 기술 지침을 주의 

깊게 읽은 다음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본 사용 설명서와 모든 관련 출판 

자료는 모든 운영자가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해 둔다. 
 
이 출판물에는 기술적으로 부정확한 내용이나 인쇄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정보는 정기적으로 변경 된다. 그러한 변경 사항은 이후 버전에 통합 되며, 제품의 

변경이나 개선점과 같은 기술된 프로그램들은 언제든지 변경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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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에 대한 내용. 

 

1.2. 제조사 표시 
기계에 다음과 같은 금속 ID 플레이트가 있다. 
 

A 제조사 이름과 주소 

B 기계타입 

C 제품번호 

D 모델명 

E 작동전압 

F 최대 전력 수요량 

G 장비 중량 ( 이동 및 운반 목적에 요구 됨) 

H 주파수 

I 제조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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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모든 기계들의 데이터를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판을 훼손 

또는 제거 하지 않는다. 
 

1.3. 고객이 제공하는 것 
계약상 조건에 명확하게 동의 하지 않으면, 다음 사항들은 고객에 의해 

제공 되어야 한다.  

• 보호 도체 (접지)르 포함한 전원 공급 시스템 

• 압축 공기의 사전 배치 

• 공구 및 소모품 

• 시동에 필요한 윤활제 
 

1.4. 기술 서비스 
고객이 전문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으로 연락한다. 
 

1.5. 예비 부품 
예비 부품은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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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설명 

2.1. 작동 원리 

         
 

 
Figura 1 

 
시스템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Flowmatik Control server (플로우메틱 컨트롤 서버) 

2. Flowmatik Heating unit (플로우메틱 히팅 유닛) 
 
FLOWMATIK 은 제습 시스템 싱글 호퍼 및 멀티 호퍼에 적용이 가능하며, 건조기 및 유량 측정 장비에 시간당 (m3/h).로 상호 작용하여 올바른 양의 공기를 

제어 관리 한다.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서 각각의 호퍼에는 다음과 같이 공급 된다. 
 

S = 유량 측정기 

V = 칼리브레이션 밸브 

VASS = 안티스트레스 밸브 
 
이러한 활성 요소들은 FLOWMATIK에 의해 제어된다. 
 
모든 호퍼에는 유량 측정기(S) 와 호퍼 회로로 전달되는 칼리브레이션(V)  밸브가 장착 된다. 리턴 회로에도 밸브가 단자 스트레스와 오버 타임 처리로 부터 

재료를 보호 한다. 이 안티 스트레스 밸브 (VASS) 는 리턴 회로에 공기를 차단하고 온도를 확인 한다. 이에 따라, FLOWMATIK 은 동력 받은 밸브에서 작동하여 

공기 흐름을 조절 한다. 

1 

2 

 

VAS
 

V 

S 



 

3 

 

3. 기술적 특징 
드라이어와 호퍼에 Flowmatik 서버가 장착된 히팅 그룹은 Flowmatik 장비의 구성 요소들 이다. 

Flowmatik 은 히팅 그룹과 관련 제습 건조기 사이에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설계 되었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제습 건조기에서 생성된 공기를 모두 제어 

하도록 설계 되었다. 
 
 

 
 
 

 
 

3.1. FLOWMATIK 서버와 CRM 소형 프레임의 구조적 데이터 시트 
 

 
 

Model SR30 F22 SR30 F43 SR30 F82 

Power supply 400 V / 3F+N+T 

Absorbed current A 32 64 120 

Cable section mm2 6 16 50 

Room Temperature 5°C ÷ 40°C  (41°F ÷ 104°F) 

Relative humidity Max 90% T < 30°C (T < 86°F) 
Max 50% T > 30°C (T < 8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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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x of Protection IP IP42 

User’s interface Display LCD - Touch screen 

Model Hopper Capacity 
dm3 

HOPPERS TO BE FITTED WEIGHT 
 

kg CRM 2 CRM 3 CRM 4 CRM 5 

TC 50 V 50 1 ÷ 2 1 ÷ 3 1 ÷ 4 1 ÷ 5 35 

TC 50 VP 50 1 ÷ 2 1 ÷ 3 1 ÷ 4 1 ÷ 5 36 

TC 75 V 75 1 ÷ 2 1 ÷ 3 1 ÷ 4 1 ÷ 5 40 

TC 75 VP 75 1 ÷ 2 1 ÷ 3 1 ÷ 4 1 ÷ 5 41 

TC 100 V 100 1 ÷ 2 1 ÷ 3 1 ÷ 4 1 ÷ 5 47 

TC 100 VP 100 1 ÷ 2 1 ÷ 3 1 ÷ 4 1 ÷ 5 49 

TC 150 V 150 1 ÷ 2 1 ÷ 3 1 ÷ 4 1 ÷ 5 55 

TC 150 VP 150 1 ÷ 2 1 ÷ 3 1 ÷ 4 1 ÷ 5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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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호퍼 TC V – TC VP 
히팅 또는 건조 장비는 일반적으로 호퍼 뒤쪽으로 세팅 되어 나오며, 호퍼와 조립된 전체적인 치수는 다음과 같다. 
 

  
TC V - SERIES INSULATED HOPPER TC VP – SERIES INSULATED HOPPER WITH MAIN DOOR 

 
 

 
 
*  Model 뚜껑을 열기 위한 힌지 제외. 

Model A 
ø mm 

B 
mm 

H 
mm 

d 
ø mm 

I 
mm 

D 
ø mm 

I1 
mm 

I2 
mm 

L 
mm 

d1 
ø mm 

d2 
ø mm 

Weight 
kg 

TC 30 V 379 440 727 50 280 50 100 x 100 - 120 x 120 9 - 23 

TC 50 V 379 440 1051 50 280 70 180 x 180 100 x 100 220 x 220 11 M8 35 

TC 50 VP 379 465 1051 50 280 70 180 x 180 100 x 100 220 x 220 11 M8 36 

TC 75 V 432 495 1122 50 280 70 180 x 180 100 x 100 220 x 220 11 M8 40 

TC 75 VP 432 523 1122 50 280 70 180 x 180 100 x 100 220 x 220 11 M8 41 

TC 100 V 482 545 1280 50 280 70 180 x 180 100 x 100 220 x 220 11 M8 47 

TC 100 VP 482 574 1280 50 280 70 180 x 180 100 x 100 220 x 220 11 M8 49 

TC 150 V 517 582 1481 50 280 70 180 x 180 100 x 100 220 x 220 11 M8 55 

TC 150 VP 517 612 1481 50 280 70 180 x 180 100 x 100 220 x 220 11 M8 57 

TC 200 VP 562 655 1654 89 280 70 180 x 180 100 x 100 220 x 220 11 M8 65 

TC 300 VP 632 725 1832 89 280 85 180 x 180 100 x 100 220 x 220 11 M8 85 

TC 400 VP 682 785 2025 89 280 85 180 x 180 100 x 100 220 x 220 11 M8 107 

TC 600 VP * 782 865 2311 89 280 85 180 x 180 100 x 100 220 x 220 11 M8 130 

TC 800 VP * 842 935 2563 89 280 85 180 x 180 100 x 100 220 x 220 11 M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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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CRM 소형 프레임 
호퍼와 같이 장착되는 히팅 또는 건조기는 소형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쉽고 빠르게 이동하고 작업 시스템을 적용 할 수 있다. 이 프레임과 장착된 어셈블리 

시스템의 전체 크기는 다음 과 같다. 
 

 
 

CRM COMPACT TROLLEYS 
 

 
NOTE: 제습기 및 가열 장치에 관한 기술 데이트는 관련 메뉴얼에 나와 있다. 
 

Model A 
mm 

B 
mm 

H 
mm 

d 
mm 

Weight 
kg 

CRM 2 1643 712 1719 90 120 

CRM 3 2243 712 1719 90 175 

CRM 4 2843 712 1719 90 230 

CRM 5 3443 712 1719 90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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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 
고용주는 직원에게 위험에 대한 부상, 보호장치 및 일반 법규 및 표준 

규범에 대해 숙지 시킨다. 안전 법규와 기준뿐만 아니라 매뉴얼의 

규정들이 적절한 문자로 표기 되어 있어야 하며, 장비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용 설명서 전체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주의: 작업자는 시작전에 모든 제어 장치와 안전 법규 및 기준을 준수 

해야만 한다. 

경고: 비공인된 부품으로 기계의 장비를 교체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부상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제조업자는 상기건에 

대해 민사 및 형사적 책임이 없다. 

주의: t기계를 다루는 작업자들의 의상은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에 관한  

EEC 지침 n.89/686 의 필수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만 한다. 

NOTE: 작업장은 작업자들의 작업 혹은 긴급 작업을 위해서 작업장은 

막혀있지 않아야 한다. 
 

4.1. (비)의도적 및 잘못된 사용 
시스템은 열 가소성 물질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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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은 반드시 옳바른 유지관리 환경에서 사용 되어야 한다, 즉 

유지관리에 따라 장비 수명에 영향을 주며 이에 대한 방법은 유지관리 

부분에 설명된 방법을 따른다.  

위에 지시를 준수하지 않는 어떠한 사용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와 관련된 인명 혹은 물품 손상에 관련된 책임은 제조업자에게 있지 

않는다. 

이러한 법규는 declared production specification를 얻기 위해 준수 해야만 

한다. 

주의: 작업자들은 반드시 작업복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진행 

해야만 한다. 

4.2. 위험, 안전 장치, 경고 및 주의 
시된 방법들은 위험에 노출된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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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주의나 무의식중에 야기 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 하는 것을 

수반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바른 조건 하에서 사용이 됩니다면, 기계는 

지침 2006/42 EC에 명시된 위험은 발생 되지 않을 것이다. 

4.3. 안전 보호 장비 
적용될 안전 장비는 일반적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 될수 있는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해 준다. 실생활 전기 컴포너트들은 이중 절연과 함께 

제공 되어 진다. 

4.4. 인증 
이송 장치는 2006/42/EC 지침 지시에 맞게 설계 및 제작 되었다. 적합성에 

대한 정보는 첨부 문서 A2 참조한다. 

4.5. 장비 운영에 대한 환경 조건 
장비의 효율성을 보장 하기 위해, 반드시 주의 환경 5 에서 40°C 에 

위치해야 하면 날씨 (비, 우박, 눈 안개 등)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안전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은, 만약 삼상 진공 발생 유닛이 부식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 유지관리 시간 및 방법들은 불안정한 조건에서 

기계나 부품의 과도한 마모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 

업체 또는 지역 대리점으로 연락하여 조언을 얻는다. 
 

NOTE: 보호등급 (PROTECTION CLASS): IP 42 

폭발성 있는 환경 
주의: 이 시스템은 폭발성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제작 되었다. 

그러므로 사용은 폭발 또는 잠재적인 폭발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는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한다. 
 

조명 
기계의 올바른 사용에 관해서, 서로 다른 조명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2가지 

경우가 있다. 

일반 작업에서는, 시스템이 설치된 공간에는 컨트롤 판넬과 특히 스탑 

스위치는 보기 쉬운 곳에 있도록 조명을 설치 해야 한다.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조명은 필요한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적절한 조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사용자가 현재 규법들과 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진동 
만약에 기계가 올바른 사용 지침에 따라 사용되어 지면, 사용자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경고: 만약에 이상한 진동이 발생 되면, 작업자는 기계를 멈추고 서비스 

센터에 문의 해야 한다. 

소음 
만약 장비가 올바르게 유지 관리 된다면, 소음 레벨은 80 dB (A) 이하이다. 

이에 따라 장비 근처에 관리자가 있을 필요가 없다. 

4.6. 잔여물 및 환경 오염 
만약 지정된 대로 재료들이 처리리되면, EN626-1 에 나타난 것과 같이 

유해 물질이 생성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유지관리 작업이 옳바르게 수행 

되면, 먼지는 대기로 방출되지 않는다. 

4.7. 시스템 철거 
장비는 단락 7.3에 지시된 것과 같이 해체되어야 한다.  철거 경우에는, 

장비가 설치하는 국가의 현재 법률에 의해 지정된대로 철거 보고서 및 

인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을 참조한다. 
 

5. 설치 

5.1. 포장, 취급, 선적 및 운송 
이 단락은 시스템을 올바르게 설치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주의: 올바른 설치 단계를 준수하는 것은 작업자를 보호 하는데 필요로 

하는 안전 조건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다. 

5.2. 포장된 기계의 외관 
이 장비는 단품으로 한 팔레트에 적재되어 셀로판으로 포장 된다. 인도시 

시운전 작업은 다음 지침을 준수하면서 실행 되어야한다.   

 기호는 외관에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최소 한전 표준에 대한 EU 

지침을 준수 함을 나타낸다. 

5.3. 하역 작업 
포장된 장비는 그림에 표시와 포장 외부에 대한 설명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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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하역작업은 리프트 트럭 혹은 팔레트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장비를 이용하여 관리 감독과 적어도 2명의 기술자에 의해서 실행한다. 
 

 

 

Figure 2 
 

5.4. 개봉 
• 서버가 있는 상자를 개봉한다. 

• 선택한 구성과 함께 제공된 구성품들을 확인하고 양호한 

상태인지 확인한다. 

서버와 그 부속품은 생산 라인에서 나올때 마다 하나씩 테스트 된다. 선적 

중에 장비에 구조적인 손상이 발생한 경우 양호한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장비를 작동하지 않도록 한다. 
  
NOTE: 조작이나 손상이 발생하면 즉시 대리점으로 문의한다. 
 

5.5. 알맞은 장소 선택 및 설치 준비 
장비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UNI 10380 또는 설치 국가의 표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명. 

• CEI 64-8 에 부합하는 접지 시스템 또는 설치 국가의 표준 사항. 

• CEI 64-8 또는 이를 설치한 국가의 표준에 준하는 전기 시스템. 
 
NOTE: 장비는 적절한 장소, 즉 정상적인 장비 제어 작업과 일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주의: 바닥이 기울어져 있으면 배출 장치가 오작동 할 수 있다. 설치 

기술자는 장비 위치를 올바르게 배치한다. 
 
경고: 설치 장소는 열이 분산이 되도록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 

5.6. 고정 및 설치 
서버는 일반적으로 관련 호퍼와 함께 제공 되며, 이 두 장비 사이에 연결은 

이미 장비 테스트 하는 중에 만들어 졌다. 
 

나머지 조립 단계는 기본적으로 네가지로 좁힐 수 있다. 

• 제습기를 히팅 장비/호퍼로 연결 

• 제습기를 Flowmatik 서버로 연결 

• 센서 제습기 연결 

• 히팅 장비를 전원에 연결 
 
주의: 설치 단계를 바르게 준수 하는 것은 시스템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건을 확보 하는데 필수적이다. 
 

5.6.1. 제습기를 히팅 장비/호퍼로 연결 
딜리버리 및 리턴 에어는 건조기에서 호퍼로 연결 되어야만 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NOTE: 딜리버리 에어 (제습 공정하는)는 적색 밴드로 표시된 파이프를 

통해 제습기로 나간다. 이 파이프는 반드시 히팅 장비와 빨간색 밴드로 

인식 가능한 호퍼 입구에 연결해야 한다. 
 

NOTE: 리턴 에어 (습한 공기)는 파란색 밴드로 식별된 파이프를 통해 

제습기로 들어간다. 이 파이프는 반드시 해당 파란색으로 식별된 

파이프에 연결되어야 한다. 
 

5.6.2. 제습기를 Flowmatik 서버로 연결  
경고: 이 작업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수행해야 한다. 
 
제습 건조기에는 5극의 암컷 커넥터가 있는 다중 극 케이블이 장착 되어 

있다. 이 커넥터는 Flowmatik 서버에만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두 장비는 올바른 시스템 작동에 필요한 신호를 교환 한다. 
 

 

 
 

 
 
 

Figure 3 
 

5.6.3. 센서 제습기 연결 
건조기와 함꼐 공급되는 센서는 재료 처리의 효율성을 제어한다.  
 

아래 2개의 센서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 
• process probe 
• safety probe 
센서는 건조기 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  
 
경고: 레이아웃에 보여진 센서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NOTE: 소형 (CRM) 프레임은, 프로센서 컨트롤 센서는 개별 호퍼가 아닌 

중앙 집중식 이송 파이프에 삽입되어야 한다. 
 

 

 

Figure 4 
 

Flowmatik 히팅 
X-Dryer – 
시리즈 

 

Flowmatik 
컨트롤러 서버 

커넥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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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히팅 장비를 전원에 연결 
NOTE: 장비는 CEI 64-8 또는 설치 국가의 표준을 준수하는 전기 시스템이 

장착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경고: 이 작업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수행해야 하며 연결 방법은 현재 

표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기를 전원에 연결하기 전에 다음 아래 사항을 수행한다. 

• 설치되는 장소의 정격 단시간 내 전류가 10 kA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한된 최대 전류는 15 kA를 초과 하지 않는지 

확인 한다. 
• 메인 전압과 주파수는 장비 명판에 나와 있는 값과 일치한지 확인 

한다. 

• 접지 시스템이 효율적인지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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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차 ± 2%를 넘지 않는지 확인 한다. 

• 장비에 사용될 전압에 대한 적절한 지름의 전원 케이블을 사용한다. 

• 현재 표준법에 따라 전원 케이블이 터미널 보드에 연결 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 전력 공급 라인이 과전압 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 한다. 

• 기계에 흡수된 전력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하고, 크기가 조정된 

장치를 사용하여 과전압 및 과전류로부터 전원 공급 장치 라인을 

보호한다. 
 
각 장비를 전원에 연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른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의 상류 측에 있는 전기 연결을 

해제한다. 

2. 컨트롤 판넬에 스위치를 OFF 로 변경 한다. 

3. 전기 부품 커버를 열고 나사를 느슨하게 한다. 

4. 케이블 그리퍼를 풀고 연결 케이블을 삽입 한다. 

5. 보호 상자 안에 단자를 연결 한다. 

6. 케이블 그리퍼를 조인다. 

7. 덮개를 닫고 고정 나사를 완전히 조인다. 

8. 각 장비에 대해 이 작업을 반복 한다. 

9. 끄기 버튼 복원하고 시작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 한다. 
 
NOTE: 시스템에 전원이 공급되었지만, 작동 준비는 되지 않음. 
 
 

 
 
 
 
 
 
 
 
 

Figure 5 
 

 

6. 작동 및 사용 

6.1. 외관 
아래에서 설명하는 작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Control Server 의 

주요 부분을 설명한다. 
 
CONTROL SERVER 
 

 

Figure 6 
 
1. 알람 램프  녹색: 작동중 

적색: 알람 발생 

2.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3. White pilot light 
4. 마스터 스위치 

5. 노랑 발색 스위치 (RESET) 
 

6.2. 시스템 시작 
단락 5 “INSTALLATION” 에 설명된 모든 연결이 완료되면, 시스템이 준비 

상태가 된다. 

시작 절차는 다음의 두 단계로 이뤄 진다. 
 
1. 호퍼 로딩   

2. 장비 (히팅 그룹, 제습 건조기 등 )에 연결된 한 개 및 Flowmatik 서버 

또한 시작 한다.  
 

NOTE: 프로그래밍 하는 절차는 단락 6.4 에 설명 되어 있다. 
 
각 페이지 오른쪽에는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있다. 
 

 
단일 그룹 및 전체 시스템 둘다를 시작하는데 사용. 

 

단일 그룹과 전체 시스템을 정지 (환기 중지 모드) 시키는 키 

(참조. par. 6.8) 

 

홈: “HOME” 페이지로 돌아 가는 키. 

 
다음 호퍼로 이동하는데 사용 되는 스크롤링 키.  

 
이전 호퍼로 이동하는데 사용 되는 스크롤링 키. 

  

 
알람 리셋: 알람을 재설정 한다 (참조  단락 7).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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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메뉴로 돌아 감. 

  

 

장비 시작 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서버에 있는 마스터 스위치를 “1” (ON) 으로 돌린다 (Figure 6 pos.4). 

2. 몇 초 후에, 터치 스크린 화면은 첫번째 화면처럼 나타난다. 
 

 
 
3. 화면에 (Moretto symbol) 을 눌러 홈 화면 (HOME) 으로 이동하면 

공장에 모든 호퍼들을 확인 할 수 있다  

(예: 공장 내에 4개 호퍼).  
 

 
 

4. 화면에 보여지는 호퍼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음에 데이트를 

입력할 수 있는 시간당 사용량 페이지 (Throughput page_참조 단락 

6.4.)로 이동 한다. 
 
• 재료 유형 / Material Type 

• 시간당 사용량 
/Throughput 

 

 
 

5. 을 누르면, 다음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는 MENU (참조 단락 

6.6) 로 이동 한다. 
 
• 위클리 타이머 / Weekly 

timer 
• 유지보수 / 

Maintenance 
• 암호 / Password 
• 알람 내역 / Alarms 

History 
• 메모장 / Note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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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을 누르면, CONTROL PANEL (참조 단락 6.7) 페이지로 

이동 하여,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다. 
 

• 언어 / Language 
• 옵션 / Options 
• 진단 / Diagnostic 
• 공장도 파라메터 / 

Factory 
Parameters 

 

 
 

7. 를 누르면, PROCESS TEMPERATURE 페이지로 이동한다  

(단락  6.5 참조) 
 

• 프로세스 온도 / 
 Process 
temperature 

 
 

 

8.  키를 눌러, AIR CAPACITY 페이지로 이동한다. 이 

페이지에서는 각 호퍼에서 처리되는 재료에 사용되는 공기 양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기호 는 호퍼가 스트레스 없이 들어 가는 것을 의미 

한다. 

아이콘을 누르면, 사용자 레벨(User level) 에서 시작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 절차는 브로워 효율을 100% 이상 

일시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BOOST 가 활성화 되면, 아이콘이  이렇게 바뀐다. 

절차가 끝나면 아이콘이 회색으로 바뀌어 , 몇분 동안 

기능히 비활성화 되었음을 보여주며 다른 부스트 시작 및 이로 

인한 브로워의 손상을 방지한다. 
 

NOTE: “BOOST” 가 활성화되면 바로  키가 나타나 

즉시 BOOST 를 중지 할 수 있다 . 
 

9. 장비를 시작하려면, 터치 스크린 오른쪽 상당에 있는 시작 버튼/ 

START  (녹색)을 누른다. 

10. 시작/START 버튼 대신에, 쿨링 정지를 위한 정지/STOP 버튼 

 (적색) 이 나타난다 (참조 단락 6.8). 

11. HOME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누른다. 

12. 만약 컨트롤 판넬에 알람 상태가 나타나면, 터치 화면 오른쪽에 있는 

기호  를 누르면 알람이 제거 된다.  

13. 알람이 발생하면 화면 상단 왼쪽에 아이콘  이 나타난다 (참조 

단락 7). 
 

 
NOTE: 파라메터 설정을 위해 적절한 암호를 입력 한다 (단락. 6.2.1). 
 
NOTE: 터치 스크린을 몇 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어두워진다 

(대기). 복원하는 방법은 화면에 한 지점을 누르면, 마지막으로 보았던 

화면이 다시 나타난다.  
 
NOTE: 변경 가능한 값은 항상 프레임이 되어 있다. 
 

6.2.1. 파라메터 세팅 
Server Flowmatik 작업 파라메터 설정은 서로 다른 암호 레벨에 의해 제어 

된다.  

설정할 데이터 부분을 누를 때, 사각형에 증거를 입력 하면 적절한 암호가 

요구 된다 (참조 단락 6.6.3). 다음 단락에 설명 된 키보드를 사용하여 입력 

한다. 
 
사용자가 접근 할 수 있는 암호는 다음과 같다.  
• User Level: 0000 
• Super-user Level : 1111 (일부 응용 프로그램용으로 예약 됨). 
 

 

6.2.2. 키보드 
프로그래밍 페이지에서 설정할 데이터를 누르면, 숫자 키보드가 나타나 

숫자 값을 입력 할 수 있다. 값을 입력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른다. 
 

 
 
1. 숫자 값을 입력 한다. 

2. 취소는 CLR  버튼을 누른다. 

3. 저장은 ENT  버튼을 누른다. 

4. 데이터 변경 없이 종료 시에는 ESC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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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호퍼 상태 
홈 화면 (HOME) 은 공장내에 있는 모든 호퍼를 보여 준다.  
 

 
 
이 기호는 각 개별 호퍼들의 호퍼 상태를 LED 색상으로 나타낸다.   
 

   
호퍼 활성화 

(녹색 LED) 

호퍼 스위치 꺼짐 
(OFF) 

(백색 LED) 

오토 튜닝 단계 호퍼 

(참고 단락 6.7.4.3) 

(노란색 LED) 
 

  
알람 또는 유지 보수 단계 호퍼 

(적색 LED) 

호퍼 정비 또는 antistress 단계 

(청색 LED) 
 

6.4. 생산 

HOME 화면에서, “Hopper x”페이지에 해당 를 누르면 해당 호퍼가 

나타난다 (즉, 호퍼 1). 
 

 
 
이 페이지에서 다음 항목이 적용된다. 
 

• Material type: 사용할 재료 타입을 선택 하며, 변경 하고자 

할때에는 단락 6.4.1 를 참고한다. 플라스틱 타입을 선택하면 공정 

온도 및 체류 시간 값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참조 단락 6.5). 
 

• Throughput: 한 시간에 호퍼에서 이송될 재료의 양을 설정한다 
(kg/h). 
1. 설정할 데이터 구역을 누른다.  

2. 사용자 암호 /User password (0000) 를 입력하기 위한 숫자 

키보드가 나타난다. 만약 암호가 그 전에 입력되지 않았으면, 

암호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 ENT  을 누른다. 

3.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키보드가 나타날 것이다 (참고 단락 
6.2.2). 

 
NOTE: Throughput 값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조언이 화면에 

나타난다 (참조 단락 7.1 ). 
 
• Process Temperature Set (공정 온도 설정): 플라스틱 타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설정된다 (참조 단락 6.4.1). 
 

• Residence Time (체류 시간): 플라스틱 타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설정 된다 (참조 단락 6.4.1). 
 

• Remaining Time (남은 시간): 건조 호퍼에서 재료를 픽업하기 전에 

남은 시간. 
남은 영속 시간의 값을 누름으로써 리셋될 것이다 (확인 메세지가 

화면에 나타난다). 
 

• Bulk Density (PSA)(부피 밀도): 플라스틱 타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설정 된다 (참조 단락 6.4.1). 
 

• Flow Rate(유속): 플라스틱 종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설정 된다 

(참조 단락 6.4.1) 
 
• Air Flow (풍속): 장비 모델에 따라 공기 흐름 (시간당 cubic 미터)이 

적용 된다. 
 
NOTE: 재료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막대 바가 있다.  
(i.e. Residence): 
 

Residence : 재료가 처리중이며, 최적의 제습 파라메터에 도달하지 

못 했다. 

Dehumidifying : 재료가 픽업하는 것에 유용할 수 있다. 

Antistress (안티스트레스): 유속 감소와 함께 안티스트레스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몇 가지 파라메터가 있다. 

Maintenance (유지보수): 공정 온도가 낮아 진다 (참조 단락 6.4.1.1). 

Ventilation(환기): 재료가 가열되는 것이 중단되고, 호퍼 정지 또는 

대기 상태가 활성화 된다 (참조 단락 6.4.1.1). 

Alarm(알람): 호퍼에 알람 발생. 

OFF: 호퍼 꺼짐. 
 
NOTE: 화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단락 6.2를 참조한다. 
 

6.4.1. 재료 목록 
“HOPPER X” 페이지에서 Material 타입을 누르면, “LIST OF 

MATERIALS”로 이동한다 (즉, 호퍼 1의 재료를 소개한다). 
 

 
 
재료 리스트가 나타난다. 
 

NOTE: 페이지 변경은  또는  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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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재료 리스트는 7 페이지와 다른 재료 타입 (고객 자료 목록)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8 페이지가 있다. 
 

 
 
원하는 재료를 선택하기 위해, 약어로된 재료 이름을 누른다. 모든 재료 

데이터가 있는 페이지가 나타날 것이다. 
 
NOTE: User 암호 (0000) 를 입력하기 위한 키보드가 나타날 것이다. 만약 

그 전에 암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암호를 입력 후에 버튼  ENT 

 를 누른다. 
 

 
 

 를 눌러 저장 시킨다. 
 

NOTE: 확인 하기 전에, 표시된 데이터가 사용중인 재료에 따라 맞는지 

확인 한다. 
 
값을 변경 하기 위해서는, User level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재료 화면에서 아이콘 을 누른다. 

2. 자료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 다음 페이지가 나타난다. 
 

 
 

NOTE: 페이지 변경은  또는  를 누른다. 
 

 
 
NOTE: 변경 가능한 값은 항상 프레임으로 되어 있다. 
 

3. 변경 가능한 사각형을 누르면, 데이터를 입력할 키보드가 

나타난다 (참조 단락 6.2.2). 

4. 데이터가 설정될 때, 버튼  을 눌러 저장  (전에 암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을 경우, Super-User 암호 (1111) 입력하는 

숫자 키보드가 나타난다). 

5.  를 다시 눌러 저장한다. 

6. 처리량 (throughput )을 최신 상태로 만들수 있는, 그 다음 

페이지 “HOPPER”가 나타난다. 

7. 변경된 데이터를 최신것으로 가져 오기 위해 를 누르고, 

 를 누르고 MORETTO 에서 권장하는 환경으로 

돌아가기 위해 를 누른다. 
 

 
 

NOTE: 페이지 변경은  또는  를 누른다. 
 

 
 

• 버튼 을 누르면 고객 자료 목록 (client material 

lists)로 이동한다. 

• 빈 공간을 누르고 기본 재료들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요소들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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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PER X”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를 누른다 (참조 

단락 6.4). 
 
NOTE: 화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단락 6.2를 참조한다. 
 

6.4.1.1. 보존  

“HOPPER X” 페이지에서, 아이콘  를 누르면 hopper x 페이지에서 

“residence” 로 이동 한다.  
 

 
 
PRESERVATION 기능은 호퍼 로딩 리시버의 확인을 예측 한다. 

리시버 로딩하는 것이 비활성화 될때, “PRESERVATION WAIT” 

파라메터에서 정의된 시간 동안, 호퍼 프로세스 설정은  

“PRESERVATION SET” 파라메터에서 정의된 값으로 설정된다. 만약 

리시버가 작동하면, 설정은 원래 값으로 돌아 간다 (preservation button 
ON). 
만약 리시버가 비활성화 상태인 경우 “STAND-BY WAIT” 파라메터에서 

정의된 시간 동안 호퍼는 환기 후에 OFF 상태가 된다 (Stand-by button 
ON). 
 

 
 
이 페이지에서는 다음 항목들이 적용된다.  
 

• Stand-By: 대기 (stand-by) 기능 활성화 / 비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ON-OFF 키를 누른다. 
 

• Preservation Set: 플라스틱 종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설정 된다 

(참조 단락 6.4.1). 
 

• Preservation wait: 플라스틱 종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설정 된다 

(참조 단락 6.4.1) 
 

• Preservation remain: 보존 단계 마지막 및 대기 시작 단계에서 

남은 시간. 
 

• Stand-By wait: 플라스틱 종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설정 된다 

(참조 단락 6.4.1) 
 

• Stand-By remain: 대기 단계 마지막 및 환기 단계 시작에 남은 시간. 
 

NOTA: 화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단락 6.2 를 참조한다. 
 

6.5. 온도 

HOME 화면에서, 를 누르면 “PROCESS TEMPERATURES” 

페이지가 나타난다. 
 

 
 
이 페이지에서는 호퍼 모양에서 읽혀진 온도를 보여준다.   
 
NOTE: 변경 가능한 값은 항상 프레임으로 되어 있다. 
 

NOTE: 페이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이콘  또는 를 

누른다. 
 
 

A). 온도 값을 수정 하려면 원하는 프레임을 누르면 관련 페이지가 

나타난다. 
 

 
 
이 페이지는 선택된 호퍼에 가열된 공기 온도를 보여준다. 파랑색 막대 

바는 이 값을 표시해 주고 빨간색 참조는 설정 값 (설정)을 나타낸다. 
 
다음의 데이터가 나타난다. 

Reading: 공정 온도 
 
Set: User  level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온도 설정 값을 설정 할 수 

있다. 

1. 설정할 데이터를 누른다.  

2. User 암호 (0000) 를 입력하기 위한 키보드가 나타나기 전에 

암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암호를 임력하고 ENT  

를 눌러 확인 한다. 

3. 데이터를 입력할 키보드가 나타난다 (참조 단락 6.2.2). 

4. 설정 값을 입력하면, 파란색 막대바의 빨간색 참조, 가 입력된 

값으로 이동된다. 
 

NOTE: Setting range: 50….200°C 
 
NOTE: 공정 온도 설정은 선택된 재료를 기준으로 한다 (참조 단락 

5.4.1). 위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기본값으로 변경할 수 있다.  
 

Safety: User level에서 공정 알람 온도를 설정할 수 있다. 읽은 온도가 

설정한 값 (Set + Safety) 보다 높으면 알람 상태가 나타난다. 
 

Max Alarm Set = Process Set +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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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을 설정하려면 Set 값을 입력 할 때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NOTE: Setting range: 0….40°C 
 
 
Antistress: User level 에서 안티스트레스 온도 값을 설정할 수 있다. 

안티스트레스 싸이클을 입력할 때, 온도 조절 설정 값은 다음과 같다. 
 

Set-Antistress = Set process – ∆ Antistress 
 

이 값을 입력하려면, SET 값을 입력 할 때와 동일한 단계를 따른다. 
 
NOTE: 참조 단락 6.2, 화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 
 

B). 공정 온도 다이어그램:  

o 그래프 추세를 보려면 을 누른다. 나타난 호퍼의 

추세를 보여주는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난다. 
 
이 페이지에서는 공정온도의 그래프 추세 값 및 흐름의 경향 그래프 값이 

그래픽으로 표시 된다. 
 

 
 

 

6.6. 메인 메뉴 

HOME 페이지에서, 아이콘 를 누르면 “MENU” 가 나타난다. 
 

 
 
MAIN MENU 는 다음과 같은 목록들이 있다. 
 

• 위클리 타이머 / Weekly Timer (par. 6.6.1) 
• 유지관리 보수 / Maintenance (par. 6.6.2) 
• 암호 / Password ( par. 6.6.3) 
• 알람 내역 / Alarms History (par. 6.6.4) 
• 메모장 / Notepad 
 
NOTE: 화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단락 6.2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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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Weekly time / 위클리 타이머 
 
WEEKLY PROGRAMMER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 메뉴(MENU) 

페이지에서 버튼  을 누른다. 
 

 
 
각 페이지에서 6개 시간대에 있는 호퍼의 ON/OFF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버튼 을 누른다. 만약 Flowmatik 서버가 제습기 XD 20 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이콘  을 눌러 연결된 제습기의 위클리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다. 

NOTE: 만약 Flowmatik 서버가 제습기 XD 20에 연결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아이콘  는 나타나지 않는다. 프로그램 설정은 연결된 제습기로 실행 

되어야 한다. 
 

 
 

NOTE: 호퍼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이콘 을 누른다. 
 
시간표를 변경하려면, 모든 요일 동안 호퍼의 자동 히팅 시작 및 정지 
시간과 제습기 작동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시간을 입력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1. 시간 설정할 부분의 영역을 누른다. 

2. User 암호 (0000) 를 입력하기 위한 키보드가 나타나며, 암효가 

입력되어 있지 않을 경우, 암호를 입력하고 ENT  를 눌러 

확인한다.  

3. 데이터 입력을 위하 숫자 화면이 나타날 것이다 (참조 단락 6.2.2). 

4. 다른 호퍼 또는  를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아이콘 를 

누르고 제습기 XD 20 을 계획 하기 위해서 를 누른다. 

5.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아이콘  를 누른다. 

6. MAIN MENU 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이콘 를 누른다. 
 
NOTE: ON 과 OFF 두 구역에 00h:00m 을 입력하면, WEEKLY TIME 

PROGRAMMER 은 활성화되지 않는다. 

 
모든 구역의 기본값은 00h:00m로 설정 된다. 
 
예: 
월요일 08:00 에서 금요일 18:00 까지 기계가 작동 하도록 

PROGRAMMER 는 반드시 설정되어 져야 한다.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 

한다. 
 

1. Monday의 시간대를 설정한다.  
 

ON 
08:00 

OFF 
23:59 

 
 

2. Tuesday 에서 Thursday 의 시간대를 설정한다. 
 

ON 
00:00 

OFF 
23:59 

 
 

3. Friday의 시간대를 설정한다. 
 

ON 
00:00 

OFF 
18:00 

 

4. Saturday 와 Sunday의 시간대를 설정 한다. 
 

ON 
00:00 

OFF 
00:00 

 

NOTE: 화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단락 6.2 참조한다. 
 
 

6.6.1.1. Clock setup / 시간 설정 
CLOCK (시간)을 설정하려면 WEEKLY TIME PROGRAMMER 

페이지에서, 화면 우측에 date/hour (날짜/시간) 영역을 누른다.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타난다. 
 

 
 

다음은 아래에 데이터가 적용된다. 

• 날짜 / date  

• 시간 / hour 
• 요일 / day 
 

1. 설정할 데이터 영역을 누른다. 

2. User 암호 (0000) 를 입력하기 위한 키보드가 나타나며, 암효가 

입력되어 있지 않을 경우, 암호를 입력하고 ENT  를 눌러 

확인한다. 

3. 숫자 키보드가 화면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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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를 입력할 숫자 키보드가 화면에 나타난다 (참조 단락 6.2.2). 
 

요일 설정은 설정할 부분을 누르고 원하는 날짜를 선택 한다. 
 

입력 할 데이터를 누름으로써 데이터 입력 키패드가 나타난다 (단락 

6.2.2 ). 한번에 하나의 데이터를 입력한다.  
 
주의: 주에 요일이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30 February 과 같이 잘못된 

날짜가 입력될 수 있다. 정확한 날짜와 요일을 입력했는지 확인 한다. 
 
NOTE: 화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단락 6.2 를 참조한다. 
 

6.6.2. Maintenance / 유지보수 작업 
MAINTENANCE 페이지를 열기 위해, MENU 페이지에서 

  을 누른다. 
 

 
 
이 페이지는 호퍼 작동에 관한 내용이다.   
 
한 개 또는 더 많은 호퍼에서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려면, 설정된 상태에 

관련된 버튼을 누른다.  
 

6.6.3. Password / 암호 
PASSWORD 페이지를 열기 위해, MENU  페이지에서 버튼 

  을 누른다. 
 

 
 

NOTE: 화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단락 6.2,을 참조한다. 

 

6.6.3.1. Log In / 로그 인 
 

LOG IN  을 열면 암호(Password)를 

입력하는 페이로 이동 한다 (다음 그림 참조). 
 

. 
 

암호 수준은 다음과 같다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표시): 

User (0000) –  낮은 수준의 암호로 기계 작동을 정하는데 설정을 

허용한다. 
 

Super-user (1111) –  CONTROL PANEL 에서 데이터 설정을 

허용하는 비밀번호. 
 

Factory –  기술 직원에게만 부여된 암호로, 제습기 관리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의 설정을 허용 한다. 
 
적절한 암호가 입력되는 즉시 관련 사용 가능한 기능들에 접근 할 수 있다.  
 

주의: 암호 1111 는 일부 사이클 단계를 바꿀수 있으며, 이 기능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직원만 사용해야 한다. 
 

NOTE: 로그인 후 5분뒤에, 로직 (logic)이 자동으로 재설정 되고, 암호가 

비활성화 된다. 
 
1. 숫자 자판을 사용하여 암호를 입력 한다. 

2. CLR  을 누르면 마지막으로 입력한 값이 취소 된다. 

3. ESC  은 암호를 변경 없이 페이지를 나올 수 있다. 

4. ENT  을 눌러 확인 시킨다. 
 
입력한 암호가 맞으면 시스템은 이전 메뉴로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wrong password” (잘못된 암호)가 나타난다. 
 

NOTE: 이 화면은 입력된 마지막 레벨보다 상위 레벨 암호로 되어 있는 

데이터 / 메뉴로 접근 시도가 있을때 자동으로 나타난다. 
 
 

6.6.3.2. Log Out / 로그아웃 
 

이 기능은 자동 로그 아웃 시간 경과와 마지막 접근할 때 사이의 시간 경과 

동안 자격 없는 작업자의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 된다. 아이콘 

 을 누르면 User LOG OUT 을 만들고 

시작 레벨로 돌아갈 수 있다 (암호가 없는 경우). 
 

6.6.3.3. 암호 변경 
 

 를 누르면, 비밀번호 변경에 접근하여 

로그인이 생성된 현재 또는 이전 레벨의 비밀번호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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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Alarm log / 알람 로그 
 

ALARM LOG 로 이동하려면, 메뉴페이지에서 아이콘 

 를 누르면, 마지막 기간에 발생한 모든 

알람 목록들이 나타난다. 
 

• 리스트는   와   로 확인할 수 있다. 

• 해당 페이지를 나가기 위해  를 누른다. 
 
 

6.7. CONTROL PANEL / 컨트롤 판넬 

HOME 화면에서, 를 누르면 “MENU” 가 나타난다. 

MENU 페이지에서, 아이콘 을 누른다. 
 

 
 
“CONTROL PANEL” 페이지가 나타난다.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 LANGUAGE / 언어 (참조 단락 6.7.1) 
• OPTIONS / 옵션 (참조 단락 6.7.2) 
• DIAGNOSTICS / 진단 (참조 단락 6.7.3) 
• FACTORY PARAMETERS /공장도 파라메터 ( Factory 레벨에서만 

설정 가능). 
 
이와 같은 항목들은 Super-user 레벨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키 중 하나를 

누르면 Super-user 암호 (1111) 를 입력하는 키보드가 나타난다. 
 
 

6.7.1. 언어 설정  
언어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  컨트롤 판넬 (CONTROL 

PANEL )지에서 아이콘  를 누른다. 
 

 
 
이 화면에서 아래와 같은 언어들을 선택 할 수 있다. 

1. Italian / 이탈리어 
2. English / 영어 
3. German / 독일어 
4. French / 프랑스어 
5. Spanish / 스페인어 
6. Portuguese / 포르투갈어 

이 설정은 Super-user 레벨에서만 가능하다 (참조 단락 6.2.1). 
 

1. 언어 설정할 부분을 누른다. 

2. Super-User 암호 (1111) 를 입력하기 위한 숫자 화면이 나타날 

것이면, 암효가 입력되어 있지 않을 경우 암호를 입력하고 ENT 

 를 눌러 확인한다. 

3. CONTROL PANEL 페이지가 선택한 언어로 변경 된다. 
 

NOTE: 화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단락 6.2 를 참조한다. 
 

6.7.2. Options / 옵션 
OPTIONS 페이지는, CONTROL PANEL 페이지에서 

 를 누른다. 
 

 
 

이 페이지에서는 ON/OFF 를 눌러 picking valve, safety probe 및 각 

호프의 유지 보수 기능을 활성화 / 비활성화 할 수 있다. 

이 설정은 오직 Super-userl레벨 (참조 단락 6.2.1) 에서만 가능 하다. 
 

1. 시간 설정할 부분을 누른다. 

2. Super-User password (1111) 를 입력하기 위한 숫자 화면이 

나타날 것이면, 암효가 입력되어 있지 않을 경우 암호를 

입력하고 ENT  를 눌러 확인한다. 

3. 데이터 입력을 위하 숫자 화면이 나타날 것이다 (참조 단락 
6.2.2). 

다른 호퍼들을 보기 위해서는, 아이콘  또는 를 누른다. 
 

NOTE: 참조 단락 6.2, 화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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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Diagnostics / 진단 
DIAGNOSTICS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 CONTROL PANEL 페이지에서 

아이콘  를 누른다.  
 

 
 
“Diagnostics” 관련 페이지에서는 개별 호퍼에 대한 데이터 뿐만 아니라 

실제 사이즈 값에 대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다른 호퍼들을 둘러 보려면, 아이콘  또는 를 누른다. 
 

DIAGNOSTICS 페이지를 보기 위해,   또는  를 누른다. 
 

 

CONTROL PANEL 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이콘   를 누른다. 
 
NOTE: 화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단락 6.2 를 참조한다. 
 
 

6.7.4. Factory Parameters / 공장도 파라메터 
FACTORY PARAMETERS 를 열려면, CONTROL PANEL  페이지에서 

 를 누른다. 
 

 
 

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 Configuration / 구성 
• Hoppers / 호퍼 
• Process / 공정 (오토피딩 설정 참조 단락 6.7.4.3) 
• Antistress / 안티스트레스 
• Air Flow / 공기유량 
 

이 하위 메뉴는 Factory 레벨에서만 설정 할 수 있다. 

이 단락은 서비스 기술팀만 사용할 수 있다.  
 

NOTE: 화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단락 6.2 를 참조한다. 
 
 

6.7.4.1. 제습기 에어 플로우 시작 절차 
건조기 에어 플로우 절차를 시작하면, 시스템은 호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기량을 고정할 수 있다.  
 
시작 절차를 수행하려면, 드라이어 작동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진행 한다.  
 
 “FACTORY PARAMETERS” 페이지에서 아이콘  

 를 누른다. 
 

 
“CONFIGURATION” 페이지가 나타난다. 
 

 
 

 
 
NOTE: 이러한 하위 메뉴 설정은 Factory 레벨에서만 가능하다. 
 

NOTE: 페이지 변경은 아이콘   또는  를 누른다. 
 

아이콘  을 누르면 dryer air flow 시작하면 다음 페이지가 나타난다. 
 
NOTE: 이 설정은 Super-user 레벨에서만 가능하다 (참조 단락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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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조정화면이 나타난다.   
 

 
 

저장 후에는, “CONFIGURATION” 페이지로 이동한다. 
 

 
 
 

6.7.4.2. 명암 조정 및 가청 경보 설정 
 

“FACTORY PARAMETERS” 페이지에서, 아이콘 

 을 누른다. 
 

 
 

“CONFIGURATION” 페이지가 나타난다. 
 

NOTE: 이러한 하위 메뉴는 Factory 레벨에서만 가능한다. 
 

NOTE: 페이지 이동은 아이콘   또는  를 누른다. 
 

 
 

 
 

 
 

아이콘  을 누르면, “PANEL SETUP” 페이지가 나타난다. 
 
NOTE: 이 설정은 Super-user 레벨에서만 설정이 가능하다 (참조 단락 
6.2.1). 
 

 
 
NOTE: 참조 단락 6.2, 화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 
  



 

20 

6.7.4.3. 오토 튜닝 시작 절차  
자동 튜닝 절차를 통해 장비는 PID 레귤레이터 파라메터를 다시 계산하여 

공정 온도를 보다 잘 조절 한다.  
 
자동 튜닝 절차를 수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 한다.  
 

“FACTORY PARAMETERS” 페이지에서 아이콘  

 를 누른다. 
 

 
 
“PROCESS REGULATION” 페이지가 나타난다. 
 

 
 

NOTE: 이러한 하위 메뉴들은 Factory 레벨에서만 설정 가능하다. 

아이콘  또는  을 누르면 다른 호퍼들이 나타난다.    

아이콘  를 누르면 나타난 호퍼의 자동 튜닝 절차가 시작되며 (즉, 

Hopper 1), 다음 페이지가 나타난다.   
 

NOTE: 이 설정은 Super-user 레벨에서만 설정이 가능하다 (참조 단락 
6.2.1). 
 

 
 

자동 튜닝을 확인한 후 (5 – 10 분) 최종 조정 화면이 나타난다.  
 

 
 

확인 후에는, “PROCESS REGULATION” 페이지로 이동한다. 
 

 
 
 

6.7.4.4. 공기 흐름 센서 조절을 위한 offset 절차 
OFFSET 절차는 호퍼의 히팅 그룹 기판에 있는 공기 흐름 센서를 조정할 

수 있다. OFFSET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 한다. 
 
“FACTORY PARAMETERS” 페이지에서, 아이콘  

 를 누른다. 
 

 
 

 “AIR FLOW REGULATION” 페이지가 나타난다. 
 

 
 
NOTE: 이러한 하위 메뉴들은 Factory 레벨에서만 설정 가능하다. 
 

NOTE: 페이지 이동은 아이콘   또는  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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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호퍼들을 보려면  또는  를 누른다.   

공기 흐름 센서의 오프셋 절차는 다음과 같은 작동이 나타날 수 있다.  

• 환기 정지 절차로  – 마지막에 필요시에 프로우메틱 터치 스크린에

 을 눌러 - 제습기를 끈다. 

• 공기 흐름 값이 0.0. (zero) 에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린다. 
 
NOTE: 오프셋 절차는 표시된 호퍼 (예 Hopper 1)에서만 수행된다. 다른 

호퍼에서 전달 받으려면  또는  을 눌러 표시된 모든 호퍼를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한다. 
 
NOTE: 이 설정은 Super-user 레벨에서만 설정이 가능하다 (참조 단락 
6.2.1). 
 

6.8. 정지 

6.8.1. 냉각 정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기기를 정지 시키려면, 터치 스크린 오른쪽에 

있는 STOP 키  (적색)을 누르면 환기 정지 절차가 진행 된다.  
 

환기 단계에는 VIEWER 화면에   라는 단어가  있음을 

알리고, 이 단계가 끝날때  가 나타나면 이때 주전원 스위치를 

“0” 으로 전환하여 장비를 끌 수 있다.  
 
이 단계 동안에, 설정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프로세스 히팅 장비를 

작동하지 않게 함으로써, 이송 및 리턴 밸브를 닫아 호퍼가 시스템 에서 

나올 수 있다. 

NOTE: 아이콘  를 누르면, 이 아이콘이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한다. 홈 (HOME) 화면에서는 전체 시스템이 중단 되나, 

“PRODUCTION” 페이지에 있는 경우에는 한 개 호퍼만 멈춘다.  
 

 

 
 

HOME page 
 

 

 
 

THROUGHPUT page 
 
 
 

6.8.2. 비상 정지 
NOTE: 비상 정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마스터 스위치 (참조 Figure 

6 pos. 4)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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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알람, 불량 상태, 비상 상태, 경고 메세지 

결함 상태는 제습기 상단에 있는 알람 램프 (참조 Figure 1)에 표시되며, 화면의 왼쪽 상단에 있는 아이콘  으로도 터치 스크린 화면에도 나타난다.  

• 아이콘  을 눌러 Alarm Log 로 들어가며, 아이콘  과 로 둘러 본다. 
 
각 알람에 대해 다음 정보가 나타난다. 

• 알람 번호 (아래의 알람 목록 참조) 

• 알람이 발생될 때의 날짜와 시간 

• Alarm Log 페이지 종료는 아이콘 를 누른다. 
 
NOTE: 판넬에 숫자 또는 아이콘 대신에 물음표 (? ? ?) 가 나타나면, 이는 판넬이 장비와 통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 이다. 라인 외부 오류 (ER08) 가 VIEWER 

화면에 나타나면, 히팅 그룹이 제습 건조기와 통신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모든 경우에는 패널과 보드 사이에 전기 연결을 점검해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대리점으로 연락 한다. 
 
NOTE: 구성 (configurations) 타입 2 와 3 에서는 관련 히팅 그룹이 시작되고 있는지 확인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호퍼에 있는 재료들이 가열될 수 없다.  
 

7.1. 경고 메세지 
 

시간당 처리량과 자료가 모두 입력 되자마자, Flowmatik 서버는 첫번째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수신된 데이터가 올바른지 

확인한다. 가능한 불규칙한 상황들은 다음 3 가지 이다. 
 

 

• 선택한 재료의 유형 및 사용중인 호퍼의 부피와 관련하여 시간당 처리량이 너무 높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넬에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며 시간당 사용량은 자동으로 최대 

설정 가능 값으로 제한된다. 사용자는 시스템의 올바른 작동을 유지하기 위한 요청에 

대해 부과된 제한을 기록할 수 있다.    
 

 
 

 

• 시간당 사용량은 선택된 재료 및 사용중인 호퍼의 유형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최대치 

보다 낮지만 제습 건조기에 요청된 해당 공기 흐름과 다른 호퍼에서 요청되는 공기 

흐름을 사용하면 제습 건조기에서 낼 수 있는 최대 공기 흐름보다 높다.  

이 경우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경고 메세지와 소리 및 알림 신호를 통해, 사용자에게 

일반 설정을 올바르게 해야하는 필요성을 자동으로 알려준다. 시스템에 의한 공기 

흐름 요청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시된 호퍼의 시간당 사용량을 줄이고, 다른 호퍼의 시간당 사용량을 줄이거나 하나 

이상의 호퍼를 끈다. 시스템의 요청사항들이 사용자에 의해서 수행되며 안되고, 

판넬에 경고 메세지와 소리 및 알람 신호도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나타난다.   
 

 
 

 

• 시간당 사용량은 선택된 재료 및 사용중인 호퍼의 유형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최대치 

보다 높은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제습 건조기에 요청된 에어 플로우는 발생할 수 

있는 것보다 높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넬에 경고 메세지와 소리 및 알람이 발생된다. 

시간당 사용량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허용되는 최대 값으로 제한되며 사용자에 

따라 유지된다. 시스템에서 요청한 새로운 에어 플로우가 제습 건조기에서 실제로 

나오는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시스템에서 건조기로 향한 에어 플로우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초과되면 판넬에는 경고 메세지와 소리 및 시각 신호 알람이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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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감독 시스템 MOWIS 에 연결된 Flowmatik 서버로 장비의 어느 데이터 변경이든 원격 PC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서버에 표시 된다.  

 
 
이 메세지는 변경 사항이 되기 전에 나타나며, 모든 변경 사항이 Flowmatik 서버에 다운로드 되자마자 사라진다. 

이 절차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변경 된다.   

1. 서버에 연결된 작업자에게 누군가 설정을 변경하고 있음을 알린다.    

2. 서버 패널과 원격 PC에서 동시에 같은 데이터와 어떠한 추가적인 변경을 금지한다. 
 

 

7.2. FLOWMATIK 알람 리스트 
 
두가지 알람 유형이 있다.  
 

1. BLOCKING: 블로킹 알람 (Blocking alarm)이 발생하면 장비가 멈춘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 알람이 발생된 원인을 해결 한다. 

• 아이콘 (ALARM RESET)  을 누른다. 

• 장비 시작을 위해 START 버튼  을 누른다. 
 

2. NON-BLOCKING: 이 유형의 알람이 발생하면, 장비가 알람을 알리지만 계속 장비는 작동 된다.  
• 알람이 발생된 원인을 해결한다.  

• 화면에 나타난 이후에 알람 제거를 위해 아이콘 (ALARM RESET)  를 누른다. 
 
알람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다음 단락을 참조한다. 
 
NOTE: Hopper 1 를 예로 들면;    
 
 

AL TYPE DESCRIPTION CAUSE REMEDY/CHECKS 
501 Stopping Hopper 1 - Overtemperature 

Process Air 
The safety probe has detected 
temperature in excess of specified 
threshold 

• 안전 온도 값을 확인 한다. 프로세스 

온도 보다 25 - 30°C 높아야 한다.  

• 제습 건조기가 꺼져 있다.  
 
• 파이프 또는 필터가 막힘. 

• 온도 센서 고장 

• 컨텍터 또는 static relay 고장 
 

• 안전 온도 값을 복원 한다. 
 
 
• 제습 건조기 작동 복원 (제습 건조기 매뉴얼 

참조) 

• 파이프 또는 필터 점검 및 청소 

• 온도 센서 교체 (대리점 문의) 

• 컨텍터 또는 static relay 교체 (대리점 문의) 
 

503 Stopping Hopper 1 - Resistance Thermostat 
Over temperature detected by STS 
heating chamber thermostat. 

• 제습 건조기가 꺼짐 
 
• 파이프 또는 필터 막힘 

• 온도 센서 고장 

• 에어 부족 
 

• 제습 건조기 작동 복원 (제습 건조기 매뉴얼 

참조) 

• 파이프 또는 필터 청소 및 점검 

• 온도 센서 교체 (대리점 문의) 

• 제습 건조기 작동 점검.  

• 에어 플로우 조절 밸브가 올바르게 배치 

되었는지 확인. 
 

504 Stopping Hopper 1 - Process probe failure 
BP process probe failure. 

• 연결 케이블이 손상 또는 프로세스 센서 

고장  
 

• 센서의 전기 연결 확인 또는 교체 (대리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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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TYPE DESCRIPTION CAUSE REMEDY/CHECKS 
505 Stopping Hopper 1 – Safety probe failure 

BSP safety probe failure. 
• 연결 케이블이 손상 또는 세이프티 센서 

고장 
 

• 센서의 전기 연결 확인 또는 교체 (대리점 

문의) 

506 Stopping Hopper 1 - Antistress probe 
failure 
BAS no-stress probe failure 

• 연결 케이블이 손상 또는 no-stress 센서 

고장  
 

• 센서의 전기 연결 확인 또는 교체 (대리점 

문의) 

507 Stopping Hopper 1 - Undertemperature 
Process Air 
BP probe detected a too low air 
temperature. 

• 프로세스 온도가 잘못 설정 됨 
 
• 파이프 또는 필터 막힘 

• 히터 고장 

• 퓨즈 연소 

• 온도 센서 고장 

• 켄텍터 또는 static relay 고장 
 

• 설정 온도가 원하는 온도인지 확인한다. 

• 파이프 또는 필터 청소 및 점검 

• 히터 교체 (대리점 문의) 

• 퓨즈 교체 

• 온도 센서 교체 (대리점 문의) 

• 컨텍터 교체 (대리점 문의) 

508 Non 
stopping 

Hopper 1 - Offline 
Network communication problems. 

• 서버와 장비 간에 통신 부족 
 

• 서버와 호퍼 사이에 전기 연결 확인 
 

510 Non 
stopping 

Hopper 1 - Error Air Flow 
Regulation 
The system does not reach the 
capacity requested 

• 센서 판독에서 용량 오류 
 
• 조절 밸브가 움직이지 않는다. 
 
• 에어 부족 
 

• venturi metre 와 내부 판넬 센서 연결 및 

파이프 점검 

• 밸브가 막혀 있는지와 전기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 

• 제습 건조기 작동 점검 
511 Non 

stopping 
Hopper 1  – Alarm Flow Meter 
Board 
 

• Flowmatik 보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 보드가 설치되어 있고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대리점 문의) 

512 Non 
stopping 

Hopper 1 - Autotuning Error 
Temperature Regulator 
 

• 자동 튜닝 절차가 유효 시간 내에 완료 

되지 않느다. 

• BP 온도 센서를 점검 한다. 파이프 또느 

필터를 점검하고 청소 한다. 히팅 저항을 

점검 한다 (대리점 문의). 
 

513 Stopping Hopper 1 - Error Temperature 
Regulation 
 

• 설정 온도가 유효시간 내에 도달하지 

않는다. 

• BP 온도 센서를 확인한다. 필터의 파이프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히터 저항을 점검 한다. 

(대리점 문의) 
514 Stopping Hopper 1 - 24Vdc Auxiliary short 

circuit 
• 잘못된 전류 흡수가 24 VDC 섹션에 

표시 되어 있다. 
 

• 전기 연결 점검. (대리점 문의) 

601 Non 
stopping 

Dryer 1 - Offline 
Network communication problems. 
 

• 서버와 장비 간에 통신 부족 
 

• 서버와 건조기 사이에 전기 연결 점검 

602 Non 
stopping 

Dryer 2 – Offline 
Network communication problems. 
 

• 서버와 장비 간에 통신 부족 
 

• 서버와 건조기 사이에 전기 연결 점검 

603 Non 
stopping 

Dryer 3 – Offline 
Network communication problems. 
 

• 서버와 장비 간에 통신 부족 
 

• 서버와 건조기 사이에 전기 연결 점검 

604 Non 
stopping 

Dryer 4 – Offline 
Network communication problems. 
 

• 서버와 장비 간에 통신 부족 
 

• 서버와 건조기 사이에 전기 연결 점검 

605 Stopping Dryer OFF • Lack of dehumidifying dryer consent 
 

• 제습 건조기 작동 점검 

 

7.3. 청소 및 서비스 중단  
철판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페인트 또는 금속 표면에 비부식성 세제를 사용한다. 터치 스크린을 청소하려면 변성 에탄올 또는 물로 적신 천을 사용한다.  
 
경고: 터치 스크린, 전기 상자의 화면을 청소할 때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장비를 쌓아 두기 위해서는, 전원 공급 장치에서 장비를 분리하고 안정적으로 배치해 둔다. 장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 한다. 
 
1. 장비의 전원 라인을 분리 한다.  

2. 모든 전원 판넬의 단자와 연결 케이블에서 전원 케이블을 분리 한다. 

3. 가공 재료의 잔여물을 깨끗이 치운다. 

4. 모든 제품을 닫는다. 

5. 모든 제품을 나일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시트로 덮는다. 

6. 모든 부품을 충격 받지 않고 안정된 장소에 보관 한다. 
 
만약 장비를 분리해야 한다면, 이전 단락에서 3번째 순서까지 진행한 다음, 다른 재료들을 분리하여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현재의 법적 규정에 따라 보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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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지보수 
유지보수 작업은 신고된 품질 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장비의 서비스는 해당 설명서를 참조한다. 
 

8.1. 정기 유지 보수 
 

매일: 장비의 작동 회로에 누수가 있는지 확인한다. 
 

매주: 매주 전기 부품 내부 및 외부의 청소 상태를 확인 한다. 

물, 공압 공기 및 전기 연결을 점검한다. 
 

매월: 장비의 제어 장치 및 연결된 (물, 공기 등) 프로세스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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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 DI RICAMBIO SPARE PARTS ERSATZTEILE 

   
Per ordinare parti di ricambio, il cliente 
dovrà specificare tipo macchina (X), 
numero serie (Y), codice, descrizione, 
quantità richiesta, indirizzo di destinazione 
e mezzo di spedizi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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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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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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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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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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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TTO S.p.A. 
VIA 
DELL’ARTIG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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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RO POTENZA, POWER BOARD, LEISTUNGSTAFEL, TABLEAU DE PUISSANCE, CUADRO DE POTENCIA, QUADRO DE POTÊNCIA 
SCHEMA ELETTRICO, WIRING LAY-OUTS, SCHALTPLÄNE, SCHÉMAS ÉLECTRIQUES, ESQUEMAS ELÉCTRICOS, ESQUEMAS ELÉCTRICOS   N° 3.2.204.0 120A – 400V 50Hz 

SIGLA DESCRIZIONE ( I ) DESCRIPTION (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RIPCIÓN ( E ) DESCRIÇÃO ( P ) COD. Q. MODELLO 
F1 FUSIBILE LINEA 

DISTRIBUZIONE 
DISTRIBUTION LINE 
FUSES 

SICHERUNGEN FÜR 
AUSTEILUNGSLEITUNG 

FUSIBLES LIGNE 
DISTRIBUTION 

FUSIBLES LINEA 
DISTRIBUCION 

FUSIBLES LINHA 
DISTRIBUICÃO 

452003 3 22X58   63A GL 

F2 FUSIBILE LINEA 
DISTRIBUZIONE  

DISTRIBUTION LINE 
FUSES  

SICHERUNGEN FÜR 
AUSTEILUNGSLEITUNG  

FUSIBLES LIGNE 
DISTRIBUTION  

FUSIBLES LINEA 
DISTRIBUCION  

FUSIBLES LINHA 
DISTRIBUICÃO  

452003 3 22X58   63A GL 

F3 – F4 FUSIBILI PRIMARIO 
TRASFORMATORE 

TRANSFORMER PRIMARY 
WINDING FUSES 

SICHER. FÜR PRIMÄRKREIS 
DES TRANSFORMATORS 

FUSIBLES PRIMAIRES 
TRANSFORMATEUR 

FUSIBLES PRIMARIO 
TRANSFORMADOR 

FUSÍVEIS PRIMÁRIO 
TRANSFORMADOR 

452047 2 6,3X32  2A 500V 

F5 FUSIBILI SECONDARIO 0VAC SECONDARY  WINDING 
FUSES 0VAC 

SICHERUNGEN FÜR 
SEKUNDÄRKREIS 0VAC 

FUSIBLES SECONDAIRES 
0VAC 

FUSIBLES SECUNDARIO 
0VAC 

FUSÍVEIS SECUNDÁRIO 
0VAC 

452021 1 5X20 2A 

F6 FUSIBILI SECONDARIO 
24VAC 

SECONDARY  WINDING 
FUSES 24VAC 

SICHERUNGEN FÜR 
SEKUNDÄRKREIS 24VAC 

FUSIBLES SECONDAIRES 
24VAC 

FUSIBLES SECUNDARIO 
24VAC 

FUSÍVEIS SECUNDÁRIO 
24VAC 

452021 1 5X20 2A 

HPT SPIA TENSIONE LINEA POWER ON LIGHT KONTROLLLAMPE 
LINIENSPANNUNG 

VOYANT TENSION LIGNE INDICADOR TENSIÓN LÍNEA INDICADOR LUMINOSO 
TENSÃO LINHA 

457150 
453972 
457056 

1 
1 
1 

P9XLBD 
P9PDNVO 
BA9 2 W 30V 

KA1 RELÈ AUSILIARIO 
CONSENSO ESTERNO 
DRYER 1 

AUXILIARY RELAY FOR 
DRYER 1  EXTERNAL 
TRIGGERING SIGNAL 

HILFSRELAIS FÜR 
ZUSTIMMUNG DRYER 1 

RELAIS AUXILIAIRE SIGNAL 
D'ACCORD EXTERNE DE 
DRYER 1 

RELÉ AUXILIAR SEÑAL DE 
ASENSO EXTERIOR DE 
DRYER 1 

RELÉ AUXIL. CONSENSO 
EXTERNO DE DRYER 1 

451295 1 COMPATTO 6A 24V AC/DC 

KA2 RELÈ AUSILIARIO 
CONSENSO ESTERNO 
DRYER 2 

AUXILIARY RELAY FOR 
DRYER 2  EXTERNAL 
TRIGGERING SIGNAL 

HILFSRELAIS FÜR 
ZUSTIMMUNG DRYER 2 

RELAIS AUXILIAIRE SIGNAL 
D'ACCORD EXTERNE DE 
DRYER 2 

RELÉ AUXILIAR SEÑAL DE 
ASENSO EXTERIOR DE 
DRYER 2 

RELÉ AUXIL. CONSENSO 
EXTERNO DE DRYER 2 

451295 1 COMPATTO 6A 24V AC/DC 

KA3 RELÈ AUSILIARIO 
CONSENSO ESTERNO 
DRYER 3 

AUXILIARY RELAY FOR 
DRYER 3  EXTERNAL 
TRIGGERING SIGNAL 

HILFSRELAIS FÜR 
ZUSTIMMUNG DRYER 3 

RELAIS AUXILIAIRE SIGNAL 
D'ACCORD EXTERNE DE 
DRYER 3 

RELÉ AUXILIAR SEÑAL DE 
ASENSO EXTERIOR DE 
DRYER 3 

RELÉ AUXIL. CONSENSO 
EXTERNO DE DRYER 3 

451295 1 COMPATTO 6A 24V AC/DC 

KA4 RELÈ AUSILIARIO 
CONSENSO ESTERNO 
DRYER 4 

AUXILIARY RELAY FOR 
DRYER 4  EXTERNAL 
TRIGGERING SIGNAL 

HILFSRELAIS FÜR 
ZUSTIMMUNG DRYER 4 

RELAIS AUXILIAIRE SIGNAL 
D'ACCORD EXTERNE DE 
DRYER 4 

RELÉ AUXILIAR SEÑAL DE 
ASENSO EXTERIOR DE 
DRYER 4 

RELÉ AUXIL. CONSENSO 
EXTERNO DE DRYER 4 

451295 1 COMPATTO 6A 24V AC/DC 

QG INTERRUTTORE GENERALE 
 

MASTER SWITCH HAUPTSCHALTER INTERRUPTEUR GÉNÉRAL INTERRUPTOR GENERAL INTERRUPTOR GERAL 451315 1 3KA7116-4AA00 125A 4P 

 MANOVRA 
 

MANOEVRING UNIT MANÖVEREINHEIT UNITÉ DE MANOEUVRE GRUPO DE MANIOBRA MANOBRA 453666 1 3KX7112-2AB00 

 COPRIMORSETTI SUPERIORI UPPER TERMINAL COVER OBERE KLEMMENABDECKUNG COUVRE-BORNES 
SUPERIEURES 

TAPA BORNES SUPERIORES COBRE BORNES 
SUPERIORES 

451290 1 3KX7131-1AA00 

 COPRIMORSETTI INFERIORI LOWER TERMINAL COVER UNTERE 
KLEMMENABDECKUNG 

COUVRE-BORNES 
INFERIEURES 

TAPA BORNES INFERIORES COBRE BORNES 
INFERIORES 

451291 1 3KX7131-1AB00 

TF1 TRASFORMATORE 
AUSILIARI 

AUXILIARY 
TRANSFORMER 

TRAFO HILFSKREISE TRANSFORMATEUR RELAIS 
AUXILIAIRES 

TRANSFORMADOR 
AUXILIARES 

TRANSFORMADOR 
AUXILIARES 

451244 1 50VA P0-230-400-440-460- 
480 S0-24V    50/6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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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FLOWMATIK, SERVER FLOWMATIK , SERVER-FLOWMATIK, SERVEUR FLOWMATIK, SERVIDOR FLOWMATIK, SERVER FLOWMATIK. 
SCHEMA ELETTRICO, WIRING LAY-OUTS, SCHALTPLÄNE, SCHÉMAS ÉLECTRIQUES, ESQUEMAS ELECTRICOS, ESQUEMAS ELÉCTRICOS N° 3.2.208.1 120A – 400V 50Hz 
 440V 60HZ 

SIGLA DESCRIZIONE ( I ) DESCRIPTION (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CRIPCIÓN ( E ) DESCRIÇÃO ( P ) COD. Q. MODELLO 
A1 SCHEDA SERVER 

FLOWMATIK  
FLOWMATIK SERVER 
BOARD  

KARTE SERVER FLOWMATIK  CARTE SERVEUR 
FLOWMATIK  

TARJETA SERVIDOR 
FLOWMATIK  

CARTÃO SERVER 
FLOWMATIK  

452869 1  

A2 INTERFACCIA GRAFICA  
 

GRAPHIC INTERFACE  GRAPHISCHESCHNITTSTELLE  INTERFACE GRAPHIQUE  INTERFACE GRAFICO  INTERFACE GRAFICO  452935 1 V806CD 

H2 ALLARME ACUSTICO  
 

AUDIBLE ALARM  AKUSTISCHER ALARM  ALARME ACOUSTIQUE  ALARMA ACÚSTICA  ALARME SONORO  457040 1 SE125 L 24V 

HAL LAMPADA AVVIO/ALLARME  START/ALARM LAMP  START/ALARMLAMPE  VOYANT DEMARRAGE / 
D'ALARME  

LÁMPARA ARRANQUE / 
ALARMA  

LÂMPADA ARRANQUE / 
ALARME  

97606V 1 LAMPADA STYLO CON 
SCHEDA 24V DC 

HPT SPIA TENSIONE LINEA POWER ON LIGHT KONTROLLLAMPE 
LINIENSPANNUNG 

VOYANT TENSION LIGNE INDICADOR TENSIÓN LÍNEA INDICADOR LUMINOSO 
TENSÃO LINHA 

457150 
453972 
457056 

1 
1 
1 

P9XLBD 
P9PDNVO 
BA9 2 W 30V 

KA1 RELÈ AUSILIARIO 
CONSENSO ESTERNO 
DRYER 1 

AUXILIARY RELAY FOR 
DRYER 1  EXTERNAL 
TRIGGERING SIGNAL 

HILFSRELAIS FÜR 
ZUSTIMMUNG DRYER 1 

RELAIS AUXILIAIRE SIGNAL 
D'ACCORD EXTERNE DE 
DRYER 1 

RELÉ AUXILIAR SEÑAL DE 
ASENSO EXTERIOR DE 
DRYER 1 

RELÉ AUXIL. CONSENSO 
EXTERNO DE DRYER 1 

451097 1 SUBMINIATURA 40.52  
24V AC 

KA2 – 
KA3 – 
KA4  . 

RELÈ AUSILIARIO 
CONSENSO ESTERNO 
DRYER 2 – 3 – 4 (OPZIONALE) 

AUXILIARY RELAY FOR 
DRYER 2 – 3 - 4  
EXTERNAL TRIGGERING 
SIGNAL (OPTIONAL) 

HILFSRELAIS FÜR 
ZUSTIMMUNG DRYER 2 – 3 – 4 
(OPTIONAL) 

RELAIS AUXILIAIRE SIGNAL 
D'ACCORD EXTERNE DE 
DRYER 2 – 3 – 4 (EN OPTION) 

RELÉ AUXILIAR SEÑAL DE 
ASENSO EXTERIOR DE 
DRYER 2 – 3 – 4 (OPCIONAL) 

RELÉ AUXIL. CONSENSO 
EXTERNO DE DRYER 2 – 3 – 
4 (OPCIONAL) 

451097 3 SUBMINIATURA 40.52  
24V AC 

KCE RELÉ CONSENSO ESTERNO  EXTERNAL TRIGGERING 
SIGNAL RELAY  

EXTERNES 
BEFÄHIGUNGSRELAIS  

RELAIS SIGNAL D'ACCORD 
EXTERNE  

RELÉ SEÑAL DE ASENSO 
EXTERIOR  

RELÉ CONSENSO EXTERNO  451069 1 40.52 24V DC 

QG INTERRUTTORE GENERALE 
 

MASTER SWITCH HAUPTSCHALTER INTERRUPTEUR GÉNÉRAL INTERRUPTOR GENERAL INTERRUPTOR GERAL 451318 1 D/061301-251 16A 

 MANOVRA 
 

MANOEVRING UNIT MANÖVEREINHEIT UNITE DE MANOEUVRE GRUPO DE MANIOBRA MANOBRA 451664 1 D/061 900-651 NERA 

SRA RESET ALLARMI ALARM RESET  RESET ALARME  REMISE EN POSITION 
INITIALE (RESET) ALARMES  

RESET ALARMAS  RESET ALARMES  457094 
453970 
453972 
457056 

1 
1 
1 
1 

P9XPLGGD 
P9B10VN 
P9PDNVO 
BA9 2 W 3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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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DA ELETTRONICA SERVER,   SERVER ELECTRONIC BOARD,  
SERVER ELEKTRONISCHE KARTE,  CARTE ELECTRONIQUE SERVER, 
TARJETA ELECTRÓNICA SERVER,   CARTÃO ELECTRÓNICA SERVER. 

 
A1 

 

 
 

  DESCRIZIONE 
( I ) 

DESCRIPTION 
(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CRIPCIÓN 
( E ) 

DESCRIÇÃO 
( P ) 

J1 AC1 – AC2 ALIMENTAZIONE  24V AC 
 

POWER SUPPLY 24V AC VERSORGUNG  24V AC ALIMENTATION 24V AC ALIMENTACIÓN  24V AC ALIMENTAÇÃO  24V AC 

J2 OD1 - … - OD7 INGRESSI DIGITALI 
 

DIGITAL INPUTS DIGITALEN EINGÄNGEN ENTREES NUMERIQUES ENTRADAS DIGITALES ENTRADAS DIGITAIS 

J3 ID1 - … ID5 USCITE DIGITALI 
 

DIGITAL OUTPUTS DIGITALE AUSGÄNGE SORTIES NUMERIQUES SALIDAS DIGITALES SAÍDAS DIGITAIS 

J4 GND – TXP – GND PORTA SERIALE  RS485 
PER GRUPPI HGF 

RS485 SERIAL PORT FOR 
HGF UNIT  

SERIENGATTER RS485 FÜR 
HEIZGRUPPE HGF 

PORT SERIE RS485 POUR 
GROUPE HGF 

PUERTO SERIAL RS485 
PARA GRUPO HGF 

PORTA SERIAL RS485 
PARA GRUPO HGF 

J5 GND – TXP – GND PORTA SERIALE  RS485 
PER PC SUPERVISIONE 

RS485 SERIAL PORT FOR 
SUPERVISION 

SERIENGATTER RS485 FÜR 
SUPERVISIONSSYSTEM 

PORT SERIE RS485 POUR 
SUPERVISION 

PUERTO SERIAL RS485 
PARA SUPERVISIÓN 

PORTA SERIAL RS485 
PARA SUPERVISÃO 

J6 GND – TXP – GND PORTA SERIALE  RS485 
PER TOUCH SCREEN 

RS485 SERIAL PORT FOR 
TOUCH SCREEN 

SERIENGATTER RS485 FÜR TOUCH 
SCREEN 

PORT SERIE RS485 POUR 
TOUCH SCREEN 

PUERTO SERIAL RS485 
PARA TOUCH SCREEN 

PORTA SERIAL RS485 
PARA TOUCH SCREEN 

J9  SCHEDA DI ESPANSIONE 
 

EXPANSION BOARD ERWEITERUNGSKARTE CARTE D’EXPANSION TARJETA DE AMPLIACIÓN PLACA DE EXPANSÃ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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