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ASTICS AUTOMATION 

 

• Centralized feeding system  

  

  

      
 

   
  

   Server One Wi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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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목             차 
 

1. 제품 확인 .................................................................................................................................................. 1 

1.1. 개요 ....................................................................................................................................................................... 1 

1.2. 제조사 표시 ........................................................................................................................................................... 1 

1.3. 사용자 공급 사항 ................................................................................................................................................... 1 

1.4. 기술 서비스 ........................................................................................................................................................... 1 

1.5. 예비 부품 ............................................................................................................................................................... 1 

2. 시스템의 구조 ........................................................................................................................................... 2 

2.1. 작동 원리 ............................................................................................................................................................... 2 

2.1.1. 흡입 ....................................................................................................................................................................................... 2 

2.1.2. 배출 ....................................................................................................................................................................................... 2 

2.1.3. 자동 필터 클리닝 ................................................................................................................................................................... 2 

2.1.4. 바이- 패스 밸브 ...................................................................................................................................................................... 2 

3. 기술적 특성 ............................................................................................................................................... 3 

3.1. 기술 구조적인 데이터 서버 .................................................................................................................................... 3 

4. 안전 .......................................................................................................................................................... 3 

4.1. (비)의도적 및 잘못된 사용 ..................................................................................................................................... 3 

4.2. 위험, 보호 장치, 경고 및 주의 ................................................................................................................................ 3 

4.3. 안전 보호 장치 ....................................................................................................................................................... 3 

4.4. 인증 ....................................................................................................................................................................... 3 

4.5. 환경 작동 조건 ....................................................................................................................................................... 4 

4.6. 잔류물 및 환경 오염 .............................................................................................................................................. 4 

4.7. 시스템 해체 ........................................................................................................................................................... 4 

5. 설치 .......................................................................................................................................................... 4 

5.1. 패킹, 취급, 선적 및 운송 ........................................................................................................................................ 4 

5.2. 포장된 기계의 외관 ............................................................................................................................................... 4 

5.3. 하역 작업 ............................................................................................................................................................... 4 

5.4. 개봉 ....................................................................................................................................................................... 4 

5.5. 외관 ....................................................................................................................................................................... 5 

5.6. 장소 선택 및 설치 .................................................................................................................................................. 5 

5.7. 피팅 및 설치 .......................................................................................................................................................... 5 

5.7.1. 리시버의 기계 고정 ................................................................................................................................................................ 5 

5.7.2. 다양한 장비를 보유 여부 ........................................................................................................................................................ 5 

5.7.3. 흡입 장비에서 리시버 진공 라인 연결..................................................................................................................................... 5 

5.7.4. 리시버 재료 흡입 연결 ........................................................................................................................................................... 6 

5.7.5. 서버 - 브로워 - 리시버 로지컬 연결 ........................................................................................................................................ 6 

5.7.6. 원격 알람 하우징 및 연결 ....................................................................................................................................................... 6 

5.7.7. 전기 메인 전원 연결 ............................................................................................................................................................... 6 

5.7.8. 공압 제어 라인에 연결 ........................................................................................................................................................... 7 

5.8. 흡입 프로브 포지셔닝 ............................................................................................................................................ 7 

6. 작동 및 사용 .............................................................................................................................................. 7 



II 

6.1. 컨트롤 장치 ........................................................................................................................................................... 7 

6.2. 시스템 시작 ........................................................................................................................................................... 7 

6.3. 정상 작동 ............................................................................................................................................................... 7 

6.3.1. 작동 및 구성........................................................................................................................................................................... 7 

6.4. 재료 디코딩 컨트롤 장비 ....................................................................................................................................... 7 

6.5. 자동 정렬 장비 ....................................................................................................................................................... 7 

6.6. 알람, 고장, 긴급 상황들 ......................................................................................................................................... 7 

6.7. 시스템 정지 ........................................................................................................................................................... 8 

7. 청소 및 제품 미사용시 .............................................................................................................................. 8 

8. 유지 보수 .................................................................................................................................................. 8 



 

1 

1. 제품 확인 

1.1. 개요 
이 설명서는 기계의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자와 전문가에 

의해 제작 되었다.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 올바른 설치 

• 기계 및 모든 부품의 기능 설명 

• 조절 및 시작하는 방법 

• 올바른 유지 관리를 실행하는 방법 

• 안전 법률의 준수 
 

다음 용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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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 

위험에 노출된 사람: 
위험지역에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있는 사람. 

작업자: 
기계를 설치, 작동, 유지, 청소 하는  사람. 

검증된 기술자: 
비 정기적 유지 보수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적절한 훈련을 받은 

권한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기계에 대해 요구 되어진 전문 지식, 작동 

방법, 안전 장치 및 그와 같은 장비들을 작동 할 수 있는 기술자. 
 
중요 사항: 기계를 시운전 하기 전에, 매뉴얼에 있는 기술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그에 따른 것들을 준수 한다. 

이 매뉴얼과 부속 출판물들은 모든 사용자들이 사용 가능 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 둬야 한다. 

이 출판물에는 기술적으로 부정확한 내용이나 인쇄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정보는 정기적으로 변경 된다. 그러한 변경 사항은 이후 버전에 

통합 되며, 제품의 변경이나 개선점과 같은 기술된 프로그램들은 

언제든지 변경 될 수 있다. 
 
매뉴얼 상에서 아래에 기호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중요: 중요 지시 사항으로 반드시 준수 해야 함. 
 
주의: 작업자를 위한 안전 규범들. 
 
경고: 기계 혹은 부품들의 고장 가능성. 
 
경계: 현재 작업상의 부가적 정보. 
 
중요: MORETTO S.p.A. 의 기술적인 서비스 관련된 사항이거나 정품 

부품에 대한 내용. 

 

1.2. 제조사 표시 
기계에 다음과 같은 금속 ID 플레이트가 있다. 
 
A 제조사 이름과 주소 
B 기계타입 
C 제품번호 
D 모델명 
E 작동전압 
F 최대 전력 수요량 
G 장비 중량 ( 이동 및 운반 목적에 요구 됨) 
H 주파수 
I 제조년수 
L CE 마크로 유럽 안전 규범 2006/42/EC 에 의거하여 제작. 
 

 
 
중요: 모든 기계들의 데이터를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판을 훼손 

또는 제거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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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되어야 한다. 

• 보호 도체(접지)를 포함하여 전력 공급 시스템. 

• 사전에 구비된 압축 공기. 

• 도구 및 소모품 재료. 

• 시작 작동을 위한 윤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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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한다. 이러한 문의 사항들은 전화 혹은 팩스를 통해 챕터 A1 에 

표기된 번호로 회사에 전달 되어 진다. 
 

1.5. 예비 부품 
반드시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B
 

(D
 

(C
 

(E) 

(I) 

(G) 

(H) 

(F) 

(A
 

(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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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의 구조 
ONE WIRE 시스템은 동시에 종속되어 있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흡입 장비 (16 max)과 관련된 여러 리시버들(47 max)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컨트롤 로직 (SERVER 장비)는 첫번째로 재료 요청을 하는 리시버가 처음으로 작동 하는 대기열 구조를 사용하여, 리시버들의 요청을 컨트롤 한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저장 장치(리시버) 

2. VTS / VTK / VTN 흡입 장비  

3. 사이클론 필터 

4. 서버 컨트롤러 OW2 

5. 재료 저장 시스템 (컨테이너, 사일로, 호퍼 등) 
 
 

 

 

2.1. 작동 원리 
재료 요청은 시스템에 있는 현재 리시버들의 팔레트 상태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서버에 의해 감지된다. 만약 여러 요청들이 있을 경우, 대기 모드 정렬된 

순서에 의해 컨트롤 된다. Server에 종속되어 있는 Receiver는 관련된 진공 밸브를 활성화 하여 통제된다. 이 작업은 관련된 리시버 내부에 진공 상태를 

만들게 함으로써 재료는 연결된 재료 라인을 통해 흡입 되어 진다. 
 
다음은 로딩 단계 이다. 
 

2.1.1. 흡입 
저장 탱크, 재료 라인 및 관련 연결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은 진공 발생 장비에 의해 진공의 힘을 받는다. 이 상태는 재료 라인에서 컨테이너까지 재료 

흐름을 생성한다. 적절한 필터가 장착된 Receiver는 흡입된 재료는 남기고 공기는 배출하게 되며, 모터에 의해 흡입된 공기는 대기로 돌아가는 동안 재료가 

컨테이너 바닥으로 떨어진다.  

배출 밸브는 컨테이너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흡입 단계에서 생성된 진공에 의해 닫힌다. 
 

2.1.2. 배출 
배출은 진공 밸브의 비 활성화를 통해서 시작된다.  

이것은 컨테이너 안에 진공 상태를 파기 시킨다. 배출 밸브는 컨테이너 안에 재료의 무게에 의해 닫힘 상태가 해제 되며, 그 내용물들을 비울수 있게 

컨테이너를 열리게 한다. 흡입된 재료들의 배출은 배출 밸브와 원료 감지 센서에 의해 동시에 감지 되어 제어 된다. 재료는 일반적으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 

적절한 사이즈의 호퍼로 배출된다. 
 

2.1.3. 자동 필터 클리닝 
흡입된 공기는 공급 장치 혹은 브로워 근처에 있는 중앙 필터들에 의해 필터를 청소한다. 필터는 일반 흡입에 반대 방향에서 생성되는 압축 공기에 의해 

청소된다. 이것은 이전 사이클 단계 동안 저장되어 있던 잔류 필터 먼지를 치운다. 원재료 이송 과정은 필터 청소가 완성 되었을 때에 다시 시작한다. 
 

2.1.4. 바이- 패스 밸브 
바이 패스 시스템은 재료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지 않을 때마다, 브로워를 끄고 켜는 스위치 작업을 피하기 위해 제작되었었다. 이러한 시설은 대형 

브로워에서는 옵션 기능으로써 항상 고객에게 많은 요구가 있었으며, 추가적인 밸브 – 바이 패스 밸브와 이것의 공장에 설치된 파라메터(마스터 

200참조)값을 활성화 한다. 이 밸브가 활성화 되면 브로워와 진공 라인에는 진공이 발생하진 않는다.  

2 

4 

3 

5 

1 

 = Vacuum line 
 = Material line 
 = Electric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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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특성 
ONE WIRE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 

• 컨트롤럴 서버 

• 흡입 장비 

• 리시버 

• 중앙 집중식 필터 
 

3.1. 기술 구조적인 데이터 서버 
 
TECHNICAL-STRUCTURAL DATA 
   

CHARACTERISTICS   
   

Height mm   143 
Width mm   493 
Depth mm  405 
 

 

컨트롤러 서버 

중요: 흡입 장비에 관련된 기술적 데이터, 중앙 집중화된 필터와 

리시버는 관련 매뉴얼에 나와 있다. 

 

4. 안전 
고용주는 직원에게 위험에 대한 부상, 보호장치 및 일반 법규 및 표준 

규범에 대해 숙지 시킨다. 

안전 법규와 기준뿐만 아니라 매뉴얼의 규정들이 적절한 문자로 표기 

되어야 한다. 장비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용 설명서 

전체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주의: 작업자는 시작전에 모든 제어 장치와 안전 법규 및 기준을 준수 

해야만 한다. 

경고: 비공인된 부품으로 기계의 장비를 교체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부상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제조업자는 상기건에 

대해 민사 및 형사적 책임이 없다. 

주의: 기계를 다루는 작업자들의 의상은 아래의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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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작업장은 작업자들의 작업 혹은 긴급 작업을 위해서 작업장은 

막혀있지 않아야 한다. 
 
 

4.1. (비)의도적 및 잘못된 사용 
이 시스템은 열가소성 물질을 처리하도록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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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ro PMP PTFE 
CP OSA PEC POM PTMT 
CPE PA PEEK PP PUR 
CPET PA amorfo PEI PPA PUS 
EBA PAI PEM PPC PVB 
ECTFE PAR  PES PPEK PVC 
EFTE PAS PET iniez. PPO SAN 
ETP-COP PB PET bott. PPS SMA 
ETP.PTO PBT PETG   

 
시스템은 반드시 옳바른 유지보수 조건에 맞게 사용 되어야 하며, 유지 

보수의 의미는 유지 보수 단락에 묘사된 방법과 시간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위에 설명된 것을 준수 하지 않은 어떠한 사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하며, 상해나 어떠한 고장에 관해 제조업자는 상기건에 대해 민사 및 

형사적 책임이 없다. 

이러한 지침은 규정 품질 기준을 얻기 위해 준수해야 한다. 

주의: 모든 작업자들은 안정 장비가 양호한 상태에서만 작업해야 한다. 

4.2. 위험, 보호 장치, 경고 및 주의 
채택된 조치들은 위험에 노출된 작업자들을 보호 하기 위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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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의 부주의나 무의식중에 야기 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 

하는 것을 수반 하고 있다. 

만약에 올바른 조건 하에서 사용이 된다면, 기계는 지침 2006/42 EC에 

명시된 위험은 발생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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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로부터 보호해 준다. 공급된 전기 부품들은 이중 절연과 함께 제공 

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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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에 대한 정보는 첨부 문서 A2에 포함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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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환경 작동 조건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계는 주변 온도 5-40 °  C 인 곳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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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으로, 만약 시스템이 부식될 수 있는 환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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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해 야기 될 수 있는 불안정한 조건에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해야만 한다. 이에 대한 관련 조언이 필요할 경우에는 판매처나 

공급처에 문의 할 수 있다. 

중요: 보호 등급: I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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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폭발성 혹은 잠재적인 폭발있는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조명 
시스템의 옳바른 사용에 관해서는, 다른 조명을 필요로 하는 2 가지 

경우가 있다.  

정상 작동을 위해서, 시스템이 설치된 공간에는 컨트롤 판넬과 특히 전원 

스위치는 보기 쉬운 곳에 있도록 해야 하며 조명을 설치 해야 한다.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조명은 필요한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적절한 조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규법들과 기준을 준수 하고 

있는지 보장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달려 있다. 

진동 
만약에 기계가 올바른 사용 지침에 따라 사용되어 지면, 사용자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경고: 만약 비정상적인 진동이 발생하면, 운영자는 시스템을 중지하고 

서비스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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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기계 근처에 누구 가가 있을 필요가 없다. 

4.6. 잔류물 및 환경 오염 
만약 재료들이 설명 된 것과 같이 처리되어 진다면, EN626-1 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유해성 물질이 생성되지 않을 것이며 먼지가 대기로 

방출 되지 않을 것이다. 

4.7. 시스템 해체 
시스템은 반드시 지침 7에 따라 해체되어야만 한다. 

철거의 경우에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국가의 현재 법에 의해 

지정된대로 철거 보고 및 인증을 발행한 공식적인 기관에 문의를 한다. 

 

5.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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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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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해서 수행 되어야 하며, 어떤 다른 사람이 이단계를 행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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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법적인 책임이 제조업자에게는 있지 않다. 

주의: 설치 단계의 준수는 안전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계 

담당자에게는 반드시 필수적이다. 

5.2. 포장된 기계의 외관 
브로워, 리시버와 서버는 선적 도중 구조적 혹은 외관상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해 셀로판에 싸여 판지 컨테이너에 포장 된다. 

운송 후에, 시운전 작업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픽 심볼 이 보여주는 외관상 마크는 기기가 최소 안전 기준에 

관한 EU 지침을 준수 함을 증명한다.  

5.3. 하역 작업 
포장된 장비는 포장의 외부 포장에 그림 문자 및 문구의 지시에 따라 

맞춰져야 한다. 

주의: 적어도 두명 이상의 숙련된 기술자의 감독 하에서 팔레트에 적용할 

리프트 트럭 혹은 다른 긴 포크 리프트 트럭등 다른 장비를 사용하여 

하역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Figure 1 
 

5.4. 개봉 
포장된 장비의 박스를 연다. 

선택한 구성과 함께 제공디는 구성 요소를 확인 하고, 제품들이 좋은 

상태에 있는지 확인한다. 

제품 라인에서 출고시에, 장비는 개별적으로 최종 테스트를 실시한다. 

구조적인 손상이 운송 중에 기계에 발생할 경우에는, 손상된 상태에서 

제품을 작동하는 것은 금한다. 

• 전기 상자가 손상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전원 케이블의 손상 여부 확인 한다. (잘림, 침식 등.) 

• 리시버 커버의 후크가 닫혀 있는 확인한다. 

• 구조가 손상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중요: 변조 또는 손상의 경우, 즉시 제조업체나 대리점에 문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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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외관 
아래에 설명된 동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컨트롤러 서버의 주요 

부품을 나열하였다. 

CONTROLLER SERVER 
 

 

 
 

Figure 2 

1. 시작 버튼 

2. 마스터 스위치 

3. 리셋 버튼 

4. MST200 연결  

5. 통신 LED 

6. 작동 LED 
 

알람 원격 연결 박스 
 

 
Figure 3 

 
7. 적색 알람  

8. 녹색 알람 (전원 켜짐) 

9. 알람 부져 
 

5.6. 장소 선택 및 설치  
중요: 이 장비는 반드시 적절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즉, 일반적인 장비 

컨트롤 작업 및 일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주의: 만약 바닥이 경사가 있을 경우, 장비의 오작동이 있을 것이다. 설치 

기사는 공급 장비를 옳바르게 위치할 곳을 찾을 의무가 있다. 고정 

플랜지는 모레또 호퍼들을 설치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만약 다른 호퍼를 

사용할 시에는 컨테이너의 다른 유형 플랜지를 조절하기 위한 구멍의 

레이 아웃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 설치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UNI 10380 혹은 표준을 준수하는 

적절한 조명 

• 설치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IEC60364 혹은 표준을 준수하는 접지 

시스템 

• 설치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IEC60364 혹은 표준을 준수하는 전기 

시스템 

• 장비 및 부품 주위에 적어도 50cm 근방에 깨끗한 장소 확보 
 

5.7. 피팅 및 설치 
설치 작업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단계를 준수하며 올바르게 수행 되어야 

한다. 

• 리시버의 기계 고정 

• 다양한 장비를 보유 여부 

• 흡입 장비에서 리버서 공압 연결 

• 재료 흡입 리시버 연결 

• 서버- 브로워- 리시버 연결 

• 하우징 및 원격 알람 연결 

• 전원 공급 라인 연결 

• 공압 공급 라인에 연결 

단계별 세부 사항 및 순서를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주의: 설치 단계를 옳바르게 준수하는 것은 시스템을 보호하는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ure 4 

 

5.7.1. 리시버의 기계 고정 
설치를 위해, 호퍼는 반드시 사용되어야만 하며, 공급 장비 플랜지와 

호환되는 크기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안정적인 방법으로 기계를 보유하고, 설비의 고정 할 수 있는 홀과 

맞게 고정 한다.(플랜지 – 고정 베이스). 

2. 고정 스크류(표준 공급)를 구멍에 삽입 한다.  

3. 나사에 모든 너트를 조이고 반대로 볼트를 조이고, 플랜지와 고정 

베이스 사이에 똑바로 접촉할 수 있게 한다. 

경고: 이 시스템은 수직 위치에서 주축에 장착되어야만 한다. 다른 

위치는 금지된다. 
 

5.7.2. 다양한 장비를 보유 여부 
설치될 각 장비의 위치를 결정하고, 필요시에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작업 장소는 눈에 보이는 장소여야 하며, 연결될 길이를 최소화 해야 

한다 . 
 

5.7.3. 흡입 장비에서 리시버 진공 라인 연결 
진공 라인 
진공라인이 준비 되어 있어야 하며, 각 Receiver마다 Hose로 분기하여 

연결한다. 진공이 새지 않도록 진공 발생 장치부터 Clamp로 확실하게 

채결 한다. 

1 

2 

3 

6 

5 

4 

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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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5.7.4. 리시버 재료 흡입 연결 
재료 라인 
재료라인을 구성하고 각 Receiver마다 연결 한다. 
 

만약 같은 재료가 항상 사용되면, 

• 진공 라인과 재료 라인을 정전기 방지 Hose를 사용하며 Clamp를 

사용하여 새는 부위가 없게 연결 한다. 
 

만약 여러 라인을 사용하는 경우, 

• 진공 라인과 재료 라인을 분리/결합이 간편한 Joint와 정전기 방지 

Hose를 사용하여 새는 부위가 없게 연결 한다. 
 

 
Figure 6 

 

5.7.5. 서버 - 브로워 - 리시버 로지컬 연결 
1. 제공된 멀티 One-wire 케이블을 찾는다. 

2. 각 리시버와 흡입 장비에 One-wire Box를 준비한다. 

3. 모든 리시버에 대해, 첨부된 배선 레이아웃을 참고하여 커넥터와 

One-wire Box 에 케이블을 연결한다. 멀티 소켓 커넥터(리시버와 

제공된)를 케이블 끝에 맞춘다. 

4. 리시버에 있는 전기 박스에 위의 케이블을 연결한다.  

5. 모든 브로워에 대해서, 첨부된 배선 레이아웃을 참고하여 One-

wire Box에 케이블을 연결한다. 브로워 제어 바스안에 배선 도면을 

참조하여 배선하고 케이블을 연결 한다. 

6. One-wire 케이블을 서버에 연결하고 첨부된 배선 레이아웃을 

참고하여, 제공된 케이블 클램프를 통해 박스안에 맞춘다.  
 

 
Figure 7 

5.7.6. 원격 알람 하우징 및 연결 
1. 원격 알람 박스 설치할 장소를 결정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 

되는지 판단 하고 연결할 거리를 최소화 한다.  

2. 전기 박스를 연다. 

3. 상자안   4코너 적절한 지점에 구멍을 뚫는다.  

4. 박스 안에 있는 구멍과 일치하는 지점에 벽을 뚫는다.  

5. 적절한 사잊의 4개  스크류를 사용하여 박스를 고정한다.  

6. 제공된 케이블을 원격 알람 박스와 첨부된 배선 다이어그램에 

따라 서버 컨트롤러에 연결한다. 

7. 박스를 닫는다. 
 

5.7.7. 전기 메인 전원 연결 
주의: 이 작업은 설치될 국가에서 요구하는 표준 IEC60364 기준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자(전기)에 의해 수행 되어야 한다. 

기계를 메인에 연결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 해야 한다. 
 
• 설치 지점에서 전격 단시간 대기 전류가 10kA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만약 이 경우가 아닐시, 제한된 피크 전류가 15kA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메인 전압 및 주파수가 장비 명판에 표시된 값과 일치 하는지 확인 

한다.   

• 접지가 잘 되어있는지 확인 한다. 

• 메인 전압의 최대 변화는 ± 10%를 초과 하지 않는지, 주파수의 최대 

변화가  ± 2%를 넘지 않는지 확인한다. 

• 장치에 의해 흡수된 전압에 관련하여 충분한 직경의 전원 케이블을 

사용한다. 

• 전원 케이블이 현재 기준에 따라 단자 보드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기계에 의해 흡수된 전력에 크기와 적절하게 조정 된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과전류 및 과전압에 대한 전원 공급 라인을 보호한다.  
 
각 장비를 전기 전원 메인에 연결하기 위해, 다음의 단계를 따른다. 

• 어떠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의 상류 전기 연결을 끈다. 

• 컨트롤 판넬의 스위치를 끈다. 

• 전기 부품 보호 박스를 열고, 나사를 푼다. 

• 케이블 그리퍼를 풀고 연결 케이블을 삽입한다. 

• 보호 상자 안 단자에 연결한다.  

• 케이블 그리퍼를 고정한다. 

• 커버를 닫고, 고정 나사를 완전하게 조인다.  

• 각 장비에 대한 이러한 작업을 반복한다. 

• 시작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 하고, off push- button을 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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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중요: 시스템이 현재 전원이 켜져 있지만,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5.7.8. 공압 제어 라인에 연결 
브로워와 리시버는 압력 4-6 바에서 압축 공기를 작동한다. 연결은 

quick-fit union을 통한다. 만약 세정 장치와 중앙 필터가 제공되면, quick-

fit union을 브로워의 union에 연결한다.   
 

5.8. 흡입 프로브 포지셔닝 
흡입 프로브의 끝은 꺼내야 할 재료안에 묻혀져 있어야만 한다.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서, 구멍 연결 지점에 드릴로 뚫은 구멍이 막혀 있으면 

안된다. 우리 저장 컨테이너들에 프로브를 맞추는 것은 프로브 하우징 

규정에 의해 가능해 진다.   
 
경계: 유연성이 좋은 제품은 필수 요소이다. 
 

6. 작동 및 사용 

6.1. 컨트롤 장치 
중요: 핸드 패드 MASTER 200 혹은 MOWIS 은 시스템을 확인 하고 

프로그래밍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Master 200                                               MOWIS 

 

FigurE 9 
 

6.2. 시스템 시작 
단락 5 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모든 연결이 이루어 졌을 때, 시스템은 

작동 준비가 된다. 

1. 관련 전기 박스를 찾기 위한 스위치를 사용 하는 모든 각각 장비의 

전원을 킨다. 

2. 시스템을 환경설정 한다. 

중요: MASTER 200 은 시스템의 환경 설정하기 위해 사용해야만 한다.  

( Master 200 매뉴얼 참조). 

3. 흡입 장비의 회전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서버 컨트롤러에 시작 

버튼을 눌러 시스템 시작한다. (흡입 장비 매뉴얼 참조). 

4. 만약 위에 언급된 절차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다면, 시스템은 작동될 

준비가 되었다. 
 

6.3. 정상 작동 
중요: 모든 프로그래밍, 시스템 파라메탈 수정 및 알람 을 위해, MASTER 

200 매뉴얼과 터치 스크린 매뉴얼을 참고한다.  

6.3.1. 작동 및 구성 
시스템을 활성화 하고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을 따른다.  

• 자동 정렬 장치에 연결된 리시버의 네트워크 주소는 각각의 arm 

minus1 에 해당해야만 한다. (e.g. arm 2 - network address 1). 

• 시스템을 활성화 할때, 현재 존재하지 않는 모든 리시버는 자동으로 

OFF LINE으로 배치되고, 마크 “?” 가 같이 화면에 나타날 것이다.  

• 리시버 또는 브로워의 파라메탈은 네트워크에서 물리적으로 분리 

되었거나 혹은 장비가 off line 이라 할때, 편집할 수 없다. 마스터 

200으로 하는 작업을 편집하는 것은 장비와 네트워크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을 때와 서버 컨트롤과 통신할고 있을 때만 수행 

가능하다.  

• 네트워크 에서/로부터 장비들(리시버 혹은 브로워)의 정확한 추가 

혹은 제거는 새로운 (마스터 200 참고) 매뉴얼을 활성화할 시스템을 

요구한다.  

• 시스템이 일반 작동 모드에 있는 동안, 리시버는 물리적 및 

일시적으로 라인(예를 들어, 이것은 특별 유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에서 분리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MASTER 200을 사용하고, 리시버를 OFF 상태로 설정한다. 

- 이것을 분리시킨다. 

• 장비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 리시버를 라인에 재연결 시킨다. 

- 리시버가 컨트롤러에 의해 라인을 즉시 인식하기 위해, RESET 

(핸드 패드 또는 서버 컨트롤러를 통해)을 누르거나 또는 최대 

4분을 기다기면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된다.  
 

중요: 만약 이러한 작업들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는 경우, 서버는 OFF-

LINE 알람 상태를 입력한다. 
 

6.4. 재료 디코딩 컨트롤 장비 
만약 컨테이너 안에 이송되는 재료가 프로그래밍화 될 경우, 디코딩 

기능과 정렬 제어 장비는 컨트롤이 가능하게 만든다. 재료의 

프로그래밍화는 – 할당 받은 이름- 컨트롤 서버에 연결된 plam-

top키패드랑만 사용이 가능하다.  

처리딜 재료를 변경하기 위해서, 호스와 디코딩 플러그를 분리 하고, 

그것들을 새로운 픽업 튜브에 연결 시키고 서버에 코드 설정을 수정한다. 

프로그래밍 절차를 위해, MASTER 200 매뉴얼에서 One-Wire Server 

챕터를 참고한다.   
 

6.5. 자동 정렬 장비 
공압 arms 의 시스템은 자동 정렬 장치가 원하는 리시버와 재료들을 

연결하는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버 컨트롤러에 핸드 

패드를 연결하거나 또는 관련 터치 스크린 페이지를 입력 함으로써 

장비는 프로그램화 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화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MASTER 200 매뉴얼에 서버 

원와이어 단락, 혹은 MOWIS 매뉴얼을 참조한다. 
 

6.6. 알람, 고장, 긴급 상황들 
컨트롤러 서버에 의해 감지된 모든 알람들은 경보 빛과 palm-top 에 

메시지와 터치 스크린(관련 매뉴얼 참조)등으로 인해 신호가 난다.   
 
경보 가능한 원인. 
 

오류 원인 조치법 

이송 안됨 재료가 더 이상 없음 

로드 확인 시간이 너무 

김 

재료 공급. 

로딩 시간을 짧게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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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열 차단기 재료 오버 로딩 

브로워 실패 

원인 확인하고 , 

필요시에는 서비스 

부서에 연락한다.  

부정확한 재료 

(디코딩 기능을 

가진 시스템만) 

프로그래밍 오류. 

컨트롤 장비에 잘못된 

연결  

올바르게 

프로그램한다.  

선택한 재료가 맞는지 

확인 한다.  

자동 매니 폴드의 

이상( 자동 정렬 

장치를 가진 

시스템만) 

장비의 컨트롤 판넬과 

관련 매뉴얼 참조. 

 

잘못된 설정 같은 코딩과 여러 

장비들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한다. 
Off line 서버와 장비들 사이에 

통신 문제 

전기 연결 확인 

 

6.7. 시스템 정지 
긴급 정지와 자발적 정지 작업은 정지와 같다. 마스터 스위치를 서버 

박스에 “0”으로 설정한다.  

시스템에 한 개 장비만 멈추기 위해서, 개별 각 스위치를 “0” 또는 palm-

top에 그것들의 스위치를 끈다 ( Master 200 매뉴얼 참조). 

 

7. 청소 및 제품 미사용시 
강판 부분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문제되는 페인트나 금속 표면에 비 

부식성 세제를 사용한다. 핸드 홀더 키패드(제공시)를 청소하려면, 천 

변성 에탄올이나 물을 적셔 사용한다.  
 

경고: 터치 스크린, 전기 박스 및 palm-top 판넬의 스크린을 청소할 때는 

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기계를 눕히기 위해, 장비를 전원을 분리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배치한다. 

다음과 같이 장비를 진행한다. 

1. 전기 전원 라인에서 장비를 분리시킨다.  

2. 공압 공급 라인에서 모든 장비를 분리 시킨다.  

3. 모든 전원 판넬의 단자에서 전원 케이블과 서버 컨테이너 

브로워에 연결 케이블을 분리 시킨다.  

4. 프로세스 재료의 잔류물을 청소한다.  

5. 모든 아이템을 닫는다.  

6. 모든 부품을 나일론과 이와 유사한 재질의 시트로 덮는다. 

7. 모든 부품들을 갑작스런 충격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넣어    

둔다. 

만약 모든 장비들을 해체 해야 할 겨우, 이전 섹션의 4 지점까지 진행한 

다음, 다른 재료를 분리하고, 그것들을 안전한 방법으로 저장하거나 혹은 

현재 법규에 따른다.  
 

8. 유지 보수 
유지보수 작업은 규정 품질 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장비에 대한 서비스는 관련 매뉴얼을 참조 한다.  



-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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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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GIANATO, 3 
35010 MASSANZAGO (PD) ITALY 
TEL.  (+039) 0499396711 R.A. 
FAX. (+039) 0499396710 
http: www.moretto.com 
e-mail: info@moret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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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ONE-WIRE 2 
SCHEMA ELETTRICO, WIRING LAY-OUTS, SCHALTPLÄNE, SCHÉMAS ÉLECTRIQUES, ESQUEMAS ELÉCTRICOS, ESQUEMAS ELÉCTRICOS  N° 3.2.119.1 

ITEM DESCRIZIONE ( I ) DESCRIPTION (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RIPCIÓN ( E ) DESCRIÇÃO ( P ) COD. Q. MODELLO 
AL SCHEDA LED 

 
LED BOARD LED KARTE CARTE POUR LED TARJETA PARA LED CARTÃO PARA LED 453862 1 VER. 1 

AS SCHEDA PER SERVER 
 

SERVER FOR BOARD KARTE FÜR SERVER CARTE POUR SERVER TARJETA PARA SERVER CARTÃO PARA SERVER 452660 1 SCHEDA OW 2 VER.1 

C1 CONDENSATORE 
ELETTROLITICO 

CAPACITOR KONDENSATOR CONDENSATEUR CONDENSADOR CONDENSADOR 451210 1 22000mF 63V 

C2 CONDENSATORE 
ELETTROLITICO 

CAPACITOR KONDENSATOR CONDENSATEUR CONDENSADOR CONDENSADOR 451210 1 22000mF 63V 

F1 FUSIBILI PRIMARIO 
TRASFORMATORE 

TRANSFORMER PRIMARY 
WINDING FUSES 

SICHERUNGEN FÜR 
PRIMÄRKREIS DES 
TRANSFORMATORS 

FUSIBLES PRIMAIRES 
TRANSFORMATEUR 

FUSIBLES PRIMARIO 
TRANSFORMADOR 

FUSÍVEIS PRIMÁRIO 
TRANSFORMADOR 

452008 2 4A 10,3x38 GL 

F2 FUSIBILI SECONDARIO 
TRASFORMATORE 

TRANSFORMER 
SECONDARY WINDING 
FUSES 

SICHERUNGEN FÜR 
SEKUNDÄRKREIS DES 
TRANSFORMATORS 

FUSIBLES SECONDAIRES 
TRANSFORMATEUR 

FUSIBLES SECUNDARIO 
TRANSFORMADOR 

FUSÍVEIS SECUNDÁRIO 
TRANSFORMADOR 

452026 1 16A 10,3x38 GL 

F3 FUSIBILI SECONDARIO 
TRASFORMATORE 

TRANSFORMER 
SECONDARY WINDING 
FUSES 

SICHERUNGEN FÜR 
SEKUNDÄRKREIS DES 
TRANSFORMATORS 

FUSIBLES SECONDAIRES 
TRANSFORMATEUR 

FUSIBLES SECUNDARIO 
TRANSFORMADOR 

FUSÍVEIS SECUNDÁRIO 
TRANSFORMADOR 

452007 1 10A 10,3x38 GL 

F4 FUSIBILI SECONDARIO 
TRASFORMATORE 

TRANSFORMER 
SECONDARY WINDING 
FUSES 

SICHERUNGEN FÜR 
SEKUNDÄRKREIS DES 
TRANSFORMATORS 

FUSIBLES SECONDAIRES 
TRANSFORMATEUR 

FUSIBLES SECUNDARIO 
TRANSFORMADOR 

FUSÍVEIS SECUNDÁRIO 
TRANSFORMADOR 

452008 1 4A 10,3x38 GL 

HAA SIRENA ALLARME 
 

ALARM BUZZER ALARMSIRENE SYRÈNE D’ALARME SIRENA ALARMA SIRENE ALARME 457040 1 SE125 L 24VDC 

HAL 
HSV 

LAMPADA ALLARME + 
START 

ALARM + START LAMP START/ALARMLAMPE VOYANT D’ALARME + START LÁMPARA ALARMA + START LÂMPADA ALARME + START 97607V 1 LAMPADA STYLO MAXI 
CON SCHEDA 

HRES LAMPADINA PULSANTE 
RESET 

RESET BUTTON BULB LAMPE RESETTASTE VOYANT BOUTON DE RESET LAMPARA BOTÓN DE RESET LÂMPADA BOTÃO 457056 1 BAIONETTA BA9 30V 

HSTA LAMPADA DI START 
 

START LAMP STARTLAMPE VOYANT START LÁMPARA START LÂMPADA START 457056 1 BA9 30V 

KAL RELE’ ALLARME REMOTATO 
 

EXTERNAL ALARM RELAY ALARMRELAIS RELAIS D’ALARME RELÉ ALARMA RELÉ ALARME 451069 1 SUBMINIATURA 24VDC 

KS TELERUTTORE DI START 
 

START CONTACTOR STARTKONTAKTGLIED TELERUPTEUR DE START TELERRUPTEUR DE START CONTACTOR DE START 453961 1 CL00A310T1 24V 50/60Hz 

QG INTERRUTTORE PRINCIP. MAIN SWITCH HAUPTSCHALTER INTERRUPTEUR GENERAL INTERRUPTOR GENERAL INTERRUPTOR GERAL 451318 1 D/061 301-251 16A 
 MANOVRA  MANOEUVRING UNIT MANÖVEREINHEIT UNITÉ DE MANOEUVRE GRUPO DE MANIOBRA MANOBRA  451645 1 D/061900 - 653 

GIALLO/ROSSA 
STA PULSANTE START 

 
START BUTTON STARTTASTE BOUTON DE START BOTÓN DE START BOTÃO START 457092 1 P9XPLVGD  

SRES PULSANTE RESET 
 

RESET BUTTON RESETTASTE BOUTON DE RESET BOTÓN DE RESET BOTÃO RESET 457094 1 P9XPLGGD  

T1 TRASFORMATORE TRANSFORMER TRANSFORMATOR TRANSFORMATEUR TRANSFORMADOR TRANSFORMADOR 451214 1 350VA P.220/230/380/400/ 
/415 S.14V 150VA 20V 
150VA 24V 50VA 

V1 PONTE A DIODI 
 

DIODE BRIDGE DIODENBRÜCKE PONT À DIODES PUENTE DE DIODOS PONTE DE DÍODOS 453060 1 200V - 25A 

V2 PONTE A DIODI 
 

DIODE BRIDGE DIODENBRÜCKE PONT À DIODES PUENTE DE DIODOS PONTE DE DÍODOS 453060 1 200V - 25A 

ZS FILTRO ANTIDISTURBO NOISE FILTER SCHALLDÄMMENDER 
FILTER 

FILTRE-SILENCIEUX FILTRO SILENCIADOR FILTRO ANTIDISTÚRBIO 415113 1 BSLV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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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ZIONE ALLARME ACUSTICO / LUMINOSO, SIGNAL LAMP / AUDIBLE ALARM ASSEMBLY, ANBRINGUNG DER ALARM AKUSTISCHER / LEUCHTER, GROUPE ALARME ACOUSTIQUE / LUMINEUX, APLICACIÓN ALARMA 
ACÚSTICA / LUMINOSO, APLICAÇÃO ALARME SONORO / LUMINOSO 
SCHEMA ELETTRICO, WIRING LAY-OUTS, SCHALTPLÄNE, SCHÉMAS ÉLECTRIQUES, ESQUEMAS ELÉCTRICOS, ESQUEMAS ELÉCTRICOS  N°  3.8.172.0 
SIGLA DESCRIZIONE ( I ) DESCRIPTION (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RIPCIÓN ( E ) DESCRIÇÃO ( P ) COD. Q. MODELLO 
HAA SIRENA D’ALLARME ALARM BUZZER ALARMSIRENE SIRÈNE D’ALARME SIRENA DE ALARMA SIRENE DE ALARME 457040 1 SE125 L24V 
HSV, 
HAL 

LAMPADA DI SEGNALAZ. 
(VERDE E ROSSA) 

SIGNAL LAMP (GREEN AND 
RED) 

LEUCHTMELDER (GRÜNE 
UND ROT) 

LAMPE DE SIGNALISAT. 
(VERT ET ROUGE) 

LÁMPARA DE SEÑALIZAC. 
(VERDE Y ROJO) 

LÂMPADA DE SINALIZAÇ. 
(VERDE E VERMELHO) 

97607V 1 LAMPADA STYLO MAXI 24V 
DC 

V1 PONTE A DIODI DIODE BRIDGE DIODENBRÜCKE PONT À DIODES PUENTE DE DIODOS PONTE DE DÍODOS 453060 1 200V-25A ATTACCO 
FA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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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DA ELETTRONICA SERVER 
SERVER ELECTRONIC BOARD 
SERVER ELEKTRONISCHE KARTE 
CARTE ÉLECTRONIQUE SERVER 
TARJETA ELECTRÓNICA SERVER 
CARTÃO ELECTRÓNICA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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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ONE-WIRE 
SCHEDA ELETTRONICA, ELECTRONIC BOARD, ELEKTRONISCHE KARTE, CARTE ÉLECTRONIQUE, TARJETA ELECTRÓNICA, CARTÃO ELECTRÓNICA  COD.452660 

  DESCRIZIONE 
( I ) 

DESCRIPTION 
(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RIPCIÓN 
( E ) 

DESCRIÇÃO 
( P ) 

CN1  ALIMENTAZIONE 24 VAC POWER 24 VAC SPANNUNGS 24 VAC ALIMENTATION 24 VAC ALIMENTACIÓN 24 VAC ALIMENTAÇÃO 24 VAC 
CN2  INGRESSI DIGITALI DIGITAL INPUTS DIGITALEN EINGÄNGEN ENTRÉES NUMÉRIQUES ENTRADAS DIGITALES ENTRADAS DIGITAIS 
CN3  PROGRAMMAZIONE PROGRAMMING PROGRAMMIERUNG PROGRAMMATION PROGRAMACIÓN PROGRAMAÇÃO 
CN4  AUSILIARIO - EMULATORE AUXILIARY - EMULATOR HILFS AUXILIAIRE AUXILIAR AUXILIAR 
CN5  USCITE DIGITALI DIGITAL OUTPUTS DIGITALE AUSGÄNGE SORTIES NUMÉRIQUES SALIDAS DIGITALES SAÍDAS DIGITAIS 
CN6  DISPLAY (RS422) + SUPERVIS. 

(RS485) 
DISPLAY (RS422) + SUPERVIS. 
(RS485) 

DISPLAY (RS422) + SUPERVIS. 
(RS485) 

DISPLAY (RS422) + SUPERVIS. 
(RS485) 

DISPLAY (RS422) + SUPERVIS. 
(RS485) 

DISPLAY (RS422) + SUPERVIS. 
(RS485) 

CN7  RETE OW OW CONNECTION VERBINDUNG OW BRANCHEMENT OW CONEXIÓN OW LIGAÇÃO OW 
CN8  AUSILIARIO – ALIMENTAZIONI AUXILIARY -  POWER SUPPLY HILFS - SPEISUNGSSPANNUNG AUXILIAIRE - TENSION 

ALIMENTATION 
AUXILIAR - TENSIÓN 
ALIMENTACIÓN 

AUXILIAR - TENSÃO DE 
ALIMENTAÇÃO 

CN9  COLLEGAMENTO SLAVE 1 SLAVE 1 CONNECTION VERBINDUNG SLAVE 1 BRANCHEMENT SLAVE 1 CONEXION SLAVE 1 LIGAÇÃO SLAVE 1 
CN10  COLLEGAMENTO SLAVE 4 SLAVE 4 CONNECTION VERBINDUNG SLAVE 4 BRANCHEMENT SLAVE 4 CONEXION SLAVE 4 LIGAÇÃO SLAVE 4 
CN11  COLLEGAMENTO SLAVE 2 SLAVE 2 CONNECTION VERBINDUNG SLAVE 2 BRANCHEMENT SLAVE 2 CONEXION SLAVE 2 LIGAÇÃO SLAVE 2 
CN12  COLLEGAMENTO SLAVE 5 SLAVE 5 CONNECTION VERBINDUNG SLAVE 5 BRANCHEMENT SLAVE 5 CONEXION SLAVE 5 LIGAÇÃO SLAVE 5 
CN13  COLLEGAMENTO SLAVE 3 SLAVE 3 CONNECTION VERBINDUNG SLAVE 3 BRANCHEMENT SLAVE 3 CONEXION SLAVE 3 LIGAÇÃO SLAVE 3 
CN14  COLLEGAMENTO SLAVE 6 SLAVE 6 CONNECTION VERBINDUNG SLAVE 6 BRANCHEMENT SLAVE 6 CONEXION SLAVE 6 LIGAÇÃO SLAVE 6 
CN15  CONNETTORE TASTIERA 

PALMARE 
KEYPAD CONNECTOR VERBINDUNG 

KONTROLLTASTATUR 
CONNECTEUR CLAVIER À MAIN  CÓNECTOR TECLADO  CONECTOR TECLADO PAL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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