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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개요 

1.1. 개요 
이 매뉴얼은 기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 올바른 설치 

• 부품 및  기계의 기능적 설명 

• 기계 조정 및 시작 하는 방법 

• 올바른 유지관리 방법 

• 안전법 준수 
 
용어 설명: 
 

DANGEROUS AREA (위험지역): 
 
내부 혹은 장비 근처에 일하는 작업자들은 서로간에 위험요소에 대해 인식 

시켜야 한다. 
 

EXPOSED PERSON (위험에 노출된 사람) :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위험 지역 안에 있는 사람 
 

OPERATOR (작업자) :  
기계 설치, 작동, 유지, 청소 하는 모든 사람 
 

QUALIFIED TECHNICIAN (검증된 기술자) :  
특별히 훈련된 기술자는 기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수리 작동해야 한다. 
 
중요 노트: 장비 설치하기 전에, 메뉴얼에 작성된 기술적 지시사항을 

자세히 읽고 관련 내용을 준수한다. 이 메뉴얼을 보관해야 하며 모든 

작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 시켜야 한다. 

이 책에는 기술적으로 부정확한 내용이나, 인쇄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주기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변경 사항들은 이후 

개정판에 통합 될 것입니다. 설명된 제품 또는 프로그램의 개선 또는 

변경은 언제든기 가능합니다. 
 
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의 그래칙 기호가 있다.  
 
NOTE: 중요한 지침은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주의: 작업자를 위한 안전 규직. 
 
 
WARNING: 기계 및/ 또는 부품의 손상 가능성. 
 
 
PRECAUTION: 현재 작업에 대한 추가 정보. 
 
 
NOTE: MORETTO S.p.A. 혹은 정품 부품에 관련 기술 서비스. 
 

 

1.2. 제조사 표시 
장비에 대한 제원 및 제조자는 금속 플레이트에 표시되어 있다. 
 

A 제조사 이름과주소 
B 기계타입  
C 제품번호 
D Model명 
E 작동 전압 
F 최대 소모전력량 
G 기계중량(호이스트와 이동목적은위한) 
H 주파수 
I 제조년도 
L CE마크로 유럽 안전 기준 2006/42/EC에 의거 제작  

 

 

 

NOTE: 향후 장비 제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명판을 훼손 또는 제거하지 

않는다.  
 

1.3. 사용자 준비 사항 
 
계약상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다음에 따른 것들은 사용자가 제공해야 

한다. 

• 보호 도체 (접지)를 포함한 전원 공급 시스템 

• 공구 및 소모품 
 

1.4. 기술지원 
 
만약 고객이 기술자를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로 연락한다. 

chapter A1 에 요구한 것을 명기하여 연락한다. 
 

1.5. 예비부품 
 
정품 부품을 반드시 사용한다. 
 
 

(B
 

(D
 

(C
 

(E) 

(I) 

(G) 

(H) 

(F) 

(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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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와이어 3-6 시스템 설명 
 

A 원와이어 3-6 공장 서버는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석션 유닛 (최대 8개)에 연결된 한 개 이상의 리시버 (최대 79)를 동시에 관리 및 활성화 시킬 수 있다.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로 제공된 컨트롤 판넬 (One wire 3-9 서버)은, 순차적인 구조로 리시버에서 보내는 요청 사항들을 관리한다. 이러한 순차적인 구조는, 

처음으로 요청받은 리시버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공장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아이템으로 형성된다: 
 

1 Storage unit (receiver): 흡입된 재료를 담고 있으며 내부에는 discharge 밸브가 있다. 탱크 용량은 탱크 볼륨에 나타난다. 

2 Receiver filter cleaning system (옵션 사항): 필터는 일반 석션 유닛의 반대 방향의 컴프레샤 에어에 의해서 청소되어 진다. 

3 Suction unit (VTS/VTN/VTK): 시스템 내부로 진공을 만들어, 재료가 탱크에서 리시버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4 Cyclone filter: 진공 이송 시스템에서 먼지를 분리시킨다. 

5 Cyclone filter cleaning system: 공압밸브가 활성화 되면, 주변 공기를 역류 시켜 싸이클론 필터안에 있는 카트리지가 청소되어 진다. 

6 원와이어 서버 3-6: 각 장비 (석션 유닛, 리시버 등)의 프로그램화 및 모니터링이 터치 스크린 화면으로 가능하다. 

7 Alarm remote connection box (옵션 사항): 참조 par.5.5.1 

8 Material storage system (containers, silos, hoppers, etc.) 

9 By-pass valve: 브로워 꺼짐 방지 및 매번 재료 요청이 지속적이기 않기 위한 장치이다. 

10 Ratio-valve (옵션 사항): 두가지 다른 재료가 같은 리시버로 이동할 경우 반드시 필요로 함. 

11 Line cleaning valve (옵션 사항): 재료 이송 배관을 청소한다. 

12 (Manual or automatic) Manifold plate with decoding unit: 참조 par.5.6.3 - 5.6.4 

13 Derivation box: 공장 장비와 One-Wire 3-6 서버 사이에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게 한다. 

 
 

 
 
 

 

 

 = Vacuum line 
 = Material line 
 = Electric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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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작동 원리 
재료요청은 컨트롤 로직(One-Wire 3-6 서버)은 시스템 내에 현재 리시버가 블레이트 상태임을 모니터링 되어 감지 된다. 만약 여러 요청사항들이 있을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대기 방식으로 제어된다. 수신기의 슬레이브는 이에 관련된 진공 밸브가 활성화 됨으로써 명령이 전달되며, 이러한 작동은 리시버 내에 포함된 

진공을 만들어 프로브에 연결된 것을 통해 재료 흡입이 가능하게 한다. 
 

이것들은 로딩 단계 이다. 
 

2.1.1. 석션 
시스템은 석션 유닛에 의해 진공을 받게 되어, 재료 픽업에서 리시버까지 재료의 흐름을 생성한다. 재료는 컨테이너 바닥으로 떨어지는 동안, 공기는 대기중으로 

빠져 나간다. 리시버 바닥에 설치되 discharge 밸브는 석션 단계에서 생성된 진공에 의해 닫힌다. 
 

2.1.2. Discharge 
진공 브레이크 밸브의 비활성화를 통해 배출은 시작된다. 이는 리시버 내부에 진공 상태를 중단시킨다. Discharge 밸브는 리시버 내의 재료무게에 의해 

닫히거나 열리지 않게 하고, 컨테이너 내부를 비울 수 있게 한다. 흡입된 재료 배출은 discharge 밸브와 동기화된 마이크로 스위치의 오픈 상태의 점검에 의한 

제어 시스템에 의해 검출된다. 

재료는 항상 적절한 사이즈의 호퍼로 배출된다.  
 

2.1.3. 자동 필터 클리닝 
흡입된 공기는 리시버에 설치된 필터에 의해 청소되어 지며, 브로워 근처에 설치된 중앙 필터에 의해 대안적으로 청소된다. 공압밸브가 활성화 되면, 주변 

공기를 역류 시켜 싸이클론 필터안에 있는 카트리지가 청소되어 진다. 리시버 필터는 일반 석션 유닛의 반대 방향의 컴프레샤 에어에 의해서 청소되어 진다. 
 
 

2.2. DUAL ZONE 
Zone은 One-Wire 3-6 서버의 현재 기능이며, 덕분에 VPC 매니저는 나눠져 있는 라인 클리닝 밸브를 사용하여 동시에 여러 석션 사이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VPC 매니저 덕분에, 공장의 각 라인 클리닝 밸브를 제어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단락 6.4.6.6 (Factory parameters - Storage)을 참조한다. 
 

 

   

VPC 
MANAGER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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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특징 
 

 
 

 
NOTE: technic characteristics of the units integrated in the plant are written int the enclosed respective manuals of use and maintenance. 
 

3.1. 치수 
 

 
 

 
 

 

NOTE: 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the units integrated in the plant are written int the enclosed respective manuals of use and maintenance. 
 

 

Model 원와이어 서버 3-6  

Power Supply /Line 
230-480V 50-60Hz / L+N+PE or 2L+PE 

** 120V 60Hz / 2L+PE 

Installed Power kW 0,13 

Absorbed Current A 
* 1,2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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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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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Protection Degree  IP42 

Model 10” 원와이어 서버 3-6 15” 원와이어 서버 3-6 

Width (A) mm 420 520 

Depth (B) mm 420 520 

Height (H) mm 1312 1393 

Weight Kg 3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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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 
사용자는 부상, 보호 장치 및 일반 안전법 및 표준의 위험에 대해 직원에게 

지시해야 한다. 안전법과 표준 및 설명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장지에서 작업하는 모든 작업자들은 이 작동 설명서에 전체 내용을 읽고 

이해해야 한다. 

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자는 모든 제어 장치를 알아야 하며 안전 

법규 및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WARNING: 장비 부품을 조작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면, 

부상 위험이 있으므로 기계 제조 업자는 민사 및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주의: 기계 작업자의 복장은 개인 보호 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EEC 

Directives n.89/686 의 필수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NOTE: 작업장은 비상 작동이 발생될 경우, 무언가로부터 방해 받지 

않도록 제한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1.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부정확한 사용 
이 서버는 원와이어 3-6 이송 설비 (하나의 케이블로 bus structure 임)를 

관리하도록 설계 되었다. 

시스템은 올바르게 유지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즉, 유지보수 

단락에서 설명된 시간과 방법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부적절한 사용 및 사물 / 사람에 

관련된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의: 안전 장치가 좋은 상태일 경우에만, 작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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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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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의식중에 야기 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 하는 것을 수반 하고 

있다. 

올바른 조건에서 사용될 경우, 기계는 지침 2006/42/EC에 명시된 위험을 

나타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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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로부터 보호해 준다. 실생활 전기 부품들은 이중 절연으로 제공 되어 

진다. 
 

4.4. 인증 
원와이어 서버 3-6 는 지침 2006/42/EC 의 지시에 맞게 설계 및 제작 

되었다. 적합성에 대한 정보는 첨부 문서 A2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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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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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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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사용자는 폭발성 혹은 잠재적인 폭발있는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 

조명 
기계의 올바른 사용에 관해서는, 조명에 대한 다른 두가지 요구 사항이 

있다.  

일반 작업, 장비가 있는 공간에는 반드시 컨트롤 판넬의 정지 스위치를 볼 

수 있는 조명이 있어야 한다.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명이 필요로 한다. 

적절한 조명을 제공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현재의 법률과 표준이 준수 

되도록, 사용자에 의해서 제공 되어야 한다. 

 

4.6. 시스템 해체  
시스템은 단락 9 의 지침에 따라 해체되어야 한다. 해체의 경우 장비가 

설치된 국가의 현행법에 명시된 대로 해체 보고서와 인증서를 발급하는 

공식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5.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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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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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외관 
서버는 운송 중에 손상 혹은 모든 유형의 파손을 방지 하기 위해 포장된다. 

패킹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나이론 포장 

• 추가적인 나무 포장 (팔렛트) 

• 포장 외관에 표시된  마크와 적합성 및 주의에 대한 참조 사항. 

운송 이후에는, 시운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실행 되어야 한다. 

외부에 나타난  마크는 장비가 EU의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인증 마크 이다. 
 

5.3. 하역 작업 
패킹된 장비는 픽토그램의 표시 및 패킹의 외부 포장에 대한 설명에 따라 

방향을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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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풀기 
원와이어 서버 3-6 장비가 들어 있는 패키기를 연다. 선택한 구성과 함께 

제공된 제품들이 맞는지 확인하고,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 한다. 

선적 중에 장비에 구조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장비가 양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동하지 않도록 한다. 

• cab 과 터치 스크린 화면이 손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전원 케이블이 손상 (예: 철단, 침식 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구조가 손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NOTE: 개조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제조업체 또는 현지 

대리점으로 문의한다.  



 

6 

5.5. 외관 
 

 
 

                  
 

Figure 2 

 
1. Touch screen display 
2. Main switch 
3. Electric panel of the Server unit 
4. Connection plug for Master K / Master 300 palmtop 
5. Remote alarm box 
 

5.5.1. 원격 알람 박스 

 
Figure 3 

 

6. Red warning light 
7. Green light (power supply indication) 
8. Alarm buzzer 
 

5.6. 원와이어 3-6 PLANT UNITS 

5.6.1. 카스코 리시버 
카스코 리시버는 흡입된 재료를 담는 탱크이며, 내부 discharge valve가 

같이 제공 된다. 리시버의 용량은 리시버의 볼륨을 나타낸다. 리시버를 

채우는 것은 특정 파라메터에 의해서 제어되며, 이는 공장도 파라메터에 

의해서 설정 및 수정이 가능하다. 커버에 있는 vaccum-breaking valve는 

석션 단계를 시작한다. 원와이어 3-6 장비에는 최대 79 개의 리시버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공장에 있는 석션 유닛이나 디코딩 유닛의 숫자에 

따라 제한된다. 이는 이러한 세개의 다른 장비 타입의 총 합이 80개를 초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5.6.2. 원와이어 3-6 카스코 석션 유닛 
석션 유닛은 저장 시스템에서 리시버로 재료 흡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진공을 만든다. One-Wire 3-6 공장에 최대 8개의 석션 유닛을 설치 할 수 

있으며, Kruise Kontrol 장비를 포함해 총 최대 8개의 석션 유닛을 소유할 

수 있다. 

5.6.3. 재료 디코딩 매니폴드 플레이트 (옵션) 
디코딩 옵션으로된 매니폴더 플레이트 (또는 디코딩 장비)는 만약 

컨테이너에 로드된 재료가 프로그램 되어 있으면 제어가 가능 하다. 

진행된 재료를 변경하고 싶을 경우에는, 호스를 분리하고 디코딩을 

연결하여 새로운 튜브에 다시 연결한 뒤에 서버에 설정되어 있는 코드를 

수정한다. 원와이어 3-6 시스템에는 최대 4개까지 디코딩 장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 디코딩 장비는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석션 유닛에 연결할 수 

있다.  

5.6.4. 자동 매니 폴드 플레이트 (옵션) 
(돌핀) 자동 매니 폴드 플래이트는 재료를 원하는 리시버에 쉽게 연결하게 

하는 공압식 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프로그래밍 절차는 돌핀 매니 

폴드 플레이트 설명서를 참조 한다.  원와이어 3-6 시스템에는 최대 4개의 

돌핀 매니 폴드 플레이트를 설치 할 수 있으며, 각 돌핀 장비는 한개의 석션 

유닛과 연결될 수 있다. 

5.6.5. Info monitor (옵션) 
Info monitors 는 리시버, 석션 유닛, 디코딩 장치 및 돌핀 매니 폴더 

플레이트에 대한 일부 정보에 대해서 두배의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다. 원와이어 3-6 시스템에는 최대 10개의 정보 모니터를 설치 

할 수 있다. 

5.6.6. KruiseKontrol (옵션) 
Kruise Kontrol 석션 유닛에는 전체 석션 사이클 동안에, 이에 대한 

작동하는 이송 속도의 자동 제어 시스템이 제공된다. 원와이어 3-6 

시스템에는 최대 4개의 Kruise Kontrol 석션 유닛을 설치 할 수 있으며, 한 

공장에 총 최대 8개 (스탠다드 및 Kruise Kontrol) 를 초과할 수 없다.  
 

5.6.7. Supervision Software (옵션) 
원와이어 3-6 시스템은 또한 MOWIS 시스템을 통해 제어 할 수 있다. 
 

 
Figure 4 

 

5.7. 알맞은 장소 선택 및 설치 준비 
NOTE: 서버 장비는 반드시 적절한 장소, 즉 정상적인 기계 제어 작업이 

가능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장비는 반드시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UNI 10380 또는 설치 국가의 현행 표준을 준수하여 적절한 조명이 

있는곳. 

• IEC 60364 또는 설치 국가의 강제 표준을 준수하는 접지 시스템이 

있는곳. 

• IEC 60364 또는 설치 국가에서 유효한 표준을 준수하는 전기 시스템 

있는 곳. 

• 기계와 그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최소 50cm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5.8. 설치  
설치는 다음 단계를 따라, 옳바르게 수행되어야 한다. 
 

• 플랜트 및 장비에 진공 배관 설치 

• 원와이어 3-6 네트워크 설치 

• 돌핀 매니폴드 / Info monitor / Mowis / Wifi access point (옵션) 

• 원격 알람의 설치 및 연결  

• 메인 전기에 연결. 

4 
2 

3 

1 

6 

7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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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기계 설치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려면 모든 설치 단계를 정확히 지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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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5.8.1. 플랜트 및 장비에 진공 재료 배관 설치 
 

NOTE: 이 작업은 반드시 MORETTTO S.p.A에서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수행해야 한다. 
 

시스템의 구성에 따라 공급 라인 (진공, 재료 및 공압 공급식 라인)을 준비 

하며, 설치 단계는 석션 유닛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다.  
 

장소의 가시정을 평가하고, 장비 설치할 연결 길이를 최소화 하여 장치의 

배치를 식별한다.  

5.8.2. 원와이어 3-6 네트워크 설치 
 

NOTE: 이 작업은 반드시 MORETTTO S.p.A에서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수행해야 한다. 
  

1. 플랜트 장비를 위해 준비된 원와이어 3-6 derivation 박스를 찾는다. 

2. derivation 박스를 T 연결부에 놓고, 각 리시버, 석션 유닛, 매니폴더 

플레이트를 서버에 가깝게 배치한다 (fig.4). 

3. 패키지 내의 지침서에 따라, derivation 박스를 해당 장치에 

연결한다. 배선 다이어그램은 서버와 함꼐 동봉 된다.  

4. 특정 커넥터를 사용하여 리시버 및 디코딩 매니 폴드 플레이트와 

derivation 박스를 연결한다. 

5. 석션 유닛안에 준비된 케이블 그립을 사용하여, 석션 유닛과 Info 

monitors로 derivation 박스를 연결한다. 

6. 특정 케이블 그립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서버 derivation 박스를 특정 

내부 터미널 보드에 연결한다. 동봉된 배선도와 figure 5 참조. 
 

SERVER CONNECTION WITH THE DERIVATION BOX 

 
Figure 5 

 
7. 제공된 원와이어 3-6 케이블을 사용하여 모든 derivation 박스 

사이를 연결 시킨다. 

8. 점퍼 및 라인 엔드 가열 요소 설정을 수행한다. 
 

a. 원와이어 3-6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위 네트워크를 찾는다. 

하위 네트워크는 원와이어 서버 3-6 또는 원와이어 3-6 

증폭기에 연결된 케이블과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와이어 3-6 증폭기로 인터럽트 할 수 있다 (자세한 예시 

사항은 참조 par. 5.8.2.1). 

b. 가장 긴 케이블로 연결된 각 서버 네트워크에서 원와이어 3-6 

derivation 박스를 찾는다. 내부 점퍼를 위치 B에 놓는다  ( line-

end heating 요소가 켜짐) (참조 fig. 6). 

원와이어 서버 3-6 및/ 또는 원와이어 3-6 증폭기와 함께 

제공되는 레이블 “T”를 두개의 원와이어 3-6 derivation 박스 

의 덮개에 놓는다 (참조 par. 5.8.2.1). 

c. 다른 원와이어 3-6 derivation 박스 의 점퍼가 위치 A 에 

설정되어 있는지 (line-end heating 부품이 꺼져 있음), 각 서브 

네트워크를 점검한다 (참조 fig. 6). 
 

  
 

Jumper in position A 
 

 

Jumper in position B  
 

Figure 6 

 

5.8.2.1. 원와이어 3-6 네트워크의 예시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과 같다. 
 

 

 
 

원와이어 3-6 network Server 
 

 
 

원와이어 3-6 network amplifier 

 

 
 

Derivation box with line-end heating element 
(jumper in postion B) 

 

 
 

Derivation box without line-end heating element  
(jumper in position A) 

Material One Wire Network Compressed Air Vacuum One Wire Derivation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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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번호. 1: 
원와이어 3-6 하위 네트워크는 1 개의 서버와 6 개의 장비를 여러 
캐비넷으로 연결한다. 
 

 

 

 
Figure 7 

 

서브 네트워크 (하위 네트워크): 
 
- cabinet no. 2 와 cabinet no. 7 사이에 피스는 205 미터이다. 
 
마지막 라인은 cabinets no. 2 와 7 를 넣는다. 
 
예제 번호. 2: 
원와이어 3-6 하위 네트워크는 1 개 의 서버와 11 개의 장치를 여러 
캐비닛으로 연결한다.  
 
 
 
 

 
 

Figure 8 

 

하위 네트워크: 
 
- cabinet no. 5 과 cabinet no. 9 사이에 피스는 225 미터 길이이다. 

- cabinet no. 5 과 cabinet no. 13 사이에 피스는 135 미터 길이이다. 

- cabinet no. 9 과 cabinet no. 13 사이에 피스는 210 미터 길이이다. 
 
마지막 라인은 cabinets no. 5 과 9를 넣는다.

예제 번호. 3: 
원와이어 3-6 네트워크는 1 대의 서버, 1 대의 AMPLIFIER 및 18 대 장비를 
여러 캐비닛으로 연결한다. 
 
 
 
 
 

 
 

Figure 9 

 
하위 네트워크 A 는 1 개의 서버로 구성되며 7 개의 장비는 다른 많은 

캐비닛에 연결된다.  

하위 네트워크 B 는 1개의 amplifier 와 11 개의 장비로 구성되며, 많은 

캐비닛에 연결 된다.  
 
하위 네트워크 A: 
 
- cabinet no. 5 와 cabinet no. 9 사이에 피스는 225 미터 길이이다. 
 
마지막 라인은  cabinets no. 5 과 9 를 넣는다. 
 
하위 네트워크 B: 
 
- cabinet no. 14 와 cabinet no. 19 사이에 피스는 135 미터 길이이다. 

- cabinet no. 14 와 cabinet no. 22 사이에 피스는 165 미터 길이이다. 

- cabinet no. 19 와 cabinet no. 22 사이에 피스는 150 미터 길이이다. 
 
마지막 라인은  cabinets no. 14 와 22 를 넣는다. 
 

5.8.3. 돌핀 매니폴더 플레이트/ Info monitor 
/ Mowis / Wifi Access Point (옵션) 

 

NOTE: 이 작업은 반드시 MORETTTO S.p.A에서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수행해야 한다. 
 

Dolphin Manifold Plate / Info monitor / Mowis / Wifi Access Point 의 

연결을 위해 준비된 서버 장치에서 Ethernet 연결을 수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서버 장치 및 배선도를 참조한다. 
 

5.8.4. 원격 알람의 하우징 및 연결 (Optional) 
 

1. 원격 알람 박스의 위치를 결정하고,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며, 연결 

길이를 최소화 한다.  

2. 전기 상자를 연다. 

3. 네 모서리의 적절한 지점에 상자에 구멍을 뚫는다. 

4. 상자의 구멍과 일치하는 지점에다 벽에 구멍을 뚫는다. 

5. 적절한 사이즈 4개의 나사를 사용하여, 상자를 고정한다.  

6. 제공된 배선도에 따라 원격 알람 박스와 서버 컨트롤에 제공된 

케이블을 연결한다.  

7. 상자를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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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메인 전원 연결 
 

주의: 이 작업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 (전기 기술자)가 설치되어있는 

국가에서 시행되는 표준 IEC 60364 또는 시행 표준을 충족해야한다. 
 

주의: 장비는 직접 접지 된 중성선과 접지가 시스템에 중립 인 TN 분배 

시스템에 연결해야한다. 
 

장비를 전원에 연결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점검했는지 확인 한다. 

• 설치 지점의 정격 단시간 내 전류가 10 kA 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한된 피크 전류가 15 kA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주전원 전압과 주파수가 기계 식별 판에 표시된 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접지 시스템이 효율적인지 확인 한다.  

• 전원 전압의 최대 변동이 ± 10 %를 초과하지 않도록하고 주파수의 

최대 변동이 ± 2 %를 초과하지 않도록한다. 

• 기계에 의해 흡수 된 전력에 따라 자기 보호 기능이있는 라인 

스위치와 보조 케이블을 사용하여 기계를 전원 전원에 연결한다. 

• 회선 스위치에 차동 보호 장치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 장치 작동 

전류가 300mA 이상이고 배전 설비와의 협조가 보장되는지 

확인한다. 
 
서버 장비를 메인 전원에 연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행한다. 
 

1.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기계에 연결된 다리 라인에 설치된 나이프 

스위치를 사용하여 장비에서 업스트림의 전원 공급 장치를 

차단한다.  

2. 전기 판넬에 주 스위치를 “0” 으로 돌린다 (fig.2). 

3. 전기 판넬을 연다. 

4. 내부 케이블 그리퍼를 풀고, 전원 공급 장치 케이블을 삽입 한다. 

5. 접지 케이블을 제공된 단자 (노란색 / 녹색)에 연결하고 단단히 

고정한다. 

6. Appendix A1의 배선도에 따라 상 내부의 적절한 단자 보드에 상 

도체를 연결한다.  

7. 케이블 그리퍼를 조인다. 

8. 특수 안전 키를 사용하여, 전기 패널을 다시 닫는다.   

9. 기계의 업스트림 전기 시스템에 전원 코드를 연결한다. 

10. 전기 시스템 스위치를 통해 다리에 전원 공급 장치를 다시 보관한다.  
 
NOTE: 각 공장 장비에 대한 메인 전기 연결을 수행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각 메뉴얼에 있는 전기 구성표를 참조 한다.  

 

6. 작동 및 사용 

6.1. 제어 및 작동 장치 
• Touch-screen Display: 작업 파라메터 설정을 허용하고, 매 

순간 플랜트의 상태를 시각화 한다. (참조 par. 6.3.1.1 – 6.3.3.1). 
 

 
Figure 10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에 대한 일반적인 모든 기호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KEY Keys Description 

 
“리시버 리스트 – 홈” 메뉴 

 

- “리시버 리스트  – 홈” 메뉴 
- Access to a single device 

 

- “석션 유닛 리스트” 메뉴 
- Access to a single device 

 
“컨트롤 판넬 ” 메뉴 

 
“공장도 파라메터” 메뉴 

 
“진단” 메뉴 

 
“패스워드” 메뉴 

 
“언어” 메뉴 

 
“재료” 메뉴 

 
“저장” 메뉴 

 
“ 구성” 파라메터 메뉴 

 
“석션 유닛” 파라메터 메뉴 

 
“리시버” 파라메터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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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Keys Description 

 
“돌핀” 파라메터 메뉴 

 
“디코딩 유닛” 파라메터 메뉴 

 
“저장” 파라메터 메뉴 

 
“Info monitor” 파라메터 메뉴 

 
“서비스” 파라메터 메뉴 

 

 

리시버 및 석션 유닛의 시작/정지 키 

 
“활성화” 파라메터 메뉴 

 “계산” 메뉴 

 
“계산 리셋” 키 

 
이전 페이지로 이동 

 

- 알람 활성화 (“타이트 바”에) 

- “활성화 알람” 메뉴 

 
“알람 등록” 메뉴 

 
“알람 리셋” 키 

 
 
 

 
 
 
 

Description of details 

 TITLE BAR: 상단에 나타난 막대 표시 바. 설정한 언어, 활성 알람 

(기호 포함 ), 선택한 장치, 삽입 된 암호 수준, 날짜 및 시간 등 

원와이어 3-6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다. 

 DATA AREA: 장치 및 파라메터를 표시하도록 설계된 중앙 

영역을 나타낸다.  

Description of details 

 STATUS BAR: 하단에 막대 메뉴 바. 여기서는 스크롤 하는 페이지 

또는 장치의 키를 찾을 수 있으며, 선택한 장비의 시스템에 대한 

상태 정보가 나타난다.  

 COMMANDS SIDE BAR: 사이드 바를 표시하며, 최대 6개의 다 

기능 버튼을 표시한다.  
 
• MASTER K Palmtop: 이 장비는 각 장치의 기본 구성을 위새 각 

장치에 연결할 수 있다.  
 

 
Figure 11 

 
• MASTER 600 Palmtop (옵션): 이 제품은 원와이어 3-6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리모콘용 테블릿이며, 시스템 모니터링 및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Figure 12 
 

6.2. 시스템의 시작 및 구성 
 
단락 5.8 “FITITING AND INSTALLATION” 에 설명된 모든 연결이 

완려되면, 시스템은 구성 준비가 되어 있다.  
 

1. 원와이어 3-6 서버의 메인 스위치 “2” (fig. 2 ) 를 킨다. 시작과 동시에 

서버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에 소프트웨어 로딩 단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표시 된다.  
 

 
 
2. 마지막에는, “Receivers list – Home” 페이지가 표시된다 (첫번째 

시작시에는 비어 있다). 
 

2 

1 

4 

3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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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목 표시 줄의 아이콘을 사용하여 원하는 언어  를  설정한다 

(참조 par. 6.4.2). 

4. START 키  를 눌러 시스템 전원을 켠다. 
 

 
 
5. 관련 전기 캐비닛에 설치된 스위치를 사용하여 각 장치 (석션 유닛, 

돌핀, 디코딩 장비 등)에 전원을 공급한다.  

6. 마스터 K를 사용하여 CAN 주소를 설정하여 각 장비 (리시버, 석션 

유닛 및 디코딩 장비)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을 수행한다 (참조 par. 
6.2.1). 

7.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의 셀프 디코딩 (리시버, 석션 유닛, 돌핀, 

디코딩 장비 등) 을 수행한다. 

a. 를 눌러 “Control Panel” 로 이동한다.  

b. 를 눌러 “Factory Prameters” 로 이동한다.  

c. 를 눌러 “Configuration” 섹션으로 이동한다 (암호: 참조 
par. 6.2.2). 

d. 명령 사이드 바에 키  를 누른 다음, 원와이어 3-6 서버가 

검색을 시작한 후에 진행을 완료할 때 까지 기다린다. 
 

 
 

 
 

 
 
 
 

8. 시스템 구성을 완료한다 (Factory Parameters). 
 

a. Configuration 및 service (참조 par. 6.4.6.1 및 6.4.6.8) 

b. Suction units (참조 par. 6.4.6.2) 

c. Riceivers (참조 par. 6.4.6.3) 

d. Dolphin manifold plate(참조  par. 6.4.6.4) 

e. Decoding unit (참조 par. 6.4.6.5) 

f. Info monitor (참조 par. 6.4.6.7) 
 
9. 연결되어 있는 브로워의 회전 방향을 확인 한다 (참조 석션 유닛 

메뉴얼). 

10. 파라메터 설정 후에, 리시버와 브로워를 START 키   (초록색) 

을 눌러 작동 시킨다. 
 

NOTE: 만약 터치 스크린이 몇분 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화면 보호가 

활성화 된다. 이때에는, 화면 아무곳이나 터치하면 마지막으로 표시된 

페이지가 나타난다. 
 

6.2.1. 원와이어 3-6 네트워크 구성 
1 과 80 (극한값 제외) 사이에 고유한 CAN address 는 반드시 원와이어 3-

6 시스템의 각 리시버, 석션유닛 및 디코딩 장비로 지정되어야 한다. 
 
주소를 할당하기 위해, Master K 를 각 장치에 연결한다. 

“CAN address” 파라메터를 입력한 뒤에, 원하는 주소를 지정한다 (참조 

Master K 메뉴얼– MASTER K ON 원와이어 3-6 PLANT).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소를 선택한다. 

Receivers  address 1 과 그뒤에 오는 주소. 

Suction units  address 80 과 그 이전 주소. 

Decoding unit  address 72 과 그 이전 주소. 
 
NOTE: OW 3-6 시스템 장비의 예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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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파라메터 수정 화면 
암호의 다른 레벨은 작동 파라메터의 설정을 제어한다. 

데이터 필드를 누르면, 설정할 암호를 요청할 것이다. 단락 6.4.1.1 에 

설명된 키보드를 사용하여 입력해야 한다.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암호는 다음과 같다. 
• User Level: 0000 
• Super-User Level: 1111  
• Administrator Level: 201207 

 

6.2.2.1. 숫자 또는 문자 키보드  
프로그래밍 페이지에서 설정 될 (파란색) 데이터를 누르면, 숫자 또는 

영숫자 키보드가 나타나 숫자 값 입력을 허용한다. 값을 입력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른다. 
 

NUMERICAL KEYBOARD 

 

 
 

 
1. 숫자 값을 입력한다. 

2. 마지막으로 입력한 데이터를  를 눌러 삭제한다.  

3. 입력한 데이터를   를 눌러 확인 한다. 

4. 콤마  를 눌러 쉼표를 추가한다.  

5. 숫자 기호를 수정하려면  를 누른다. 

6.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고 종료하려면  를 누른다. 
 
NOTE: 타이틀 바 위쪽에, 수정할 데이터의 설명이 나타날 것이며 – 

제공될 경우에- 입력할 수 있는 최소값 및 최대값이 표시된다. 
 

ALPHANUMERICAL KEYBOARD 
 

 
 

 
1. 원하는 유형을 나타내는 버튼을 눌러 (숫자 또는 문자), 데이터를 

입력한다 (왼쪽 키보드 버튼 참조) 

2. 마지막으로 입력된 기호를 취소하려면, 버튼 를 누른다. 

3.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하기 위해서 버튼 

를 누른다. 

4. 저장버튼은  를 누른다. 

5. 데이터 변경 없이, 나가기 위해서는 를 누른다. 

6. 쿼서 이동은,  와  를 누른다. 
 

 
 

6.3. 서핑 및 사용자 작업 파라메터 
6.3.1. Receivers List – “Home” 

 

모든 구성되어 있는 리시버들이 화면에 표시된다. 
 

 

 

•  와  를 사용하여, 리시버들을 검색할 수 있다. 

• 아이콘  로, “Suction units list” 메뉴를 입력할 수 있다 (참조 par. 
6.3.3). 

• 아이콘  로,  “Control panel” 메뉴로 이동한다 (참조 par. 6.4). 

• 아이콘  로,  “Alarms” 메뉴로 이동한다 (참조 par. 7). 

• 아이콘 START 버튼으로, 시스템을 시작할 수 있다 (par.6.2). 
 

 
 

(Grey key) 

SYSTEM OFF: 이 버튼은 “Pre-start” 에 있으며,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이 작동된다. 

 
 

(Green key) 

SYSTEM WORKING: 시스템이 작동 중 이다. 

 

• 아이콘  로, 사용중인 리시버의 “RECEIVER PARAMETERS”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참조 par.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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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리시버 옆에 LED  빛이 나는 것은 작동 상태를 보여준다 

(참조 par. 6.3.1.1). 
 

6.3.1.1. 리시버 작동 상태 
 

각 리시버의 작동 상태는, “Home” 페이지에서 LED 색상으로 표시된다. 
 

Receiver 
displaying Colour of the led Operation status 

description 

 

투명색 
 receiver / led 

“시스템 사전 시작” 

리시버 연결이 안됨. 

 

회색 LED 

“로드됨” 

“대기중” 

“로드 확인” 

“사이클 간 일시 중지” 

 

노랑색 LED  

“Off” 

“비활성화” 

 

초록색 LED 

“버진  문제. 석션” 

“버진 파이프 청소” 

“분쇄재 문제. 석션” 

“분쇄재 파이프 청소” 

“필터 클리닝” 

 

적색 LED 

“알람” 

“브로워 비 활성화” 

 
NOTE: 리시버는 석션 단계 및 알람 상태를, 녹색/적색 경고 알람이 켜짐에 

따라 상태를 나타낸다.  
 

아이콘  를 누르면, 작동 상태 설명을 나타낸다.  
 

 

 

 
 

 
설명 화면이 움직이면 현재 작동 상태에 따라 변경 된다. 
 
 

6.3.2. 리시버 파라메터 
선택한 리시버에 관련된 “USER PARAMETERS”로 이동하기 위해서, 

HOME 페이지에서, 버튼  를 누른다. 이 페이지에서는 작업자는 작업 

시간 수정과 모든 관련 옵션을 활성화 할 수 있다.  
 

 

 

 
 
• 선택한 리시버의 이름이 타이틀 바에 나타난다.  

• 작업 상태가 상태 바에 나타난다 (참조 par. 6.3.1.1) 

• 온라인 리시버 페이지를 보기 위해  와  버튼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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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  로,  “Enabling” 메뉴로 이동 할 수 있다 (참조 par. 
6.3.2.4). 

• 아이콘  로, “Computations” 메뉴로 이동 할 수 있다 (참조 
par. 6.3.2.3) 

• 아이콘 로, 리시버 활성화/ 비활성화 할 수 있다 (par. 6.3.2.2). 
 
이 페이지에 표시된 파라메터는 다음과 같다. 
 
• Material 
• Regring recovery (활성화가 활성화 된 경우) 
• Pipe cleaning (활성화가 활성화 된 경우) 
• Filter cleaning (활성화가 활성화 된 경우) 
 
메인 활성 파라메터 설정이 이 페이지에 나타난다. 모든 설정의 

디스플레이와 수정에 관해서는 par. 6.3.2.1.를 참조한다. 
 

6.3.2.1. 리시버 파라메터 수정 
 

NOTE: 파라메터는 User password 에 의해 보호 된다 (par. 6.4.1.1). 

 
파라메터 수정하기 위해, 원하는 프레임을 누른다.  
 

 
 

“Material” 섹션에서 설정할 수 있다. 
 

 
 

또는, 
 

 
 

• Suction: 재료 석션 타임 

• Material taking code (“Decoding”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조 par. 6.3.2.4): 관련된 저장 탱크 코드. 
• Material taking (“Material taking control” 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조 par.6.4.6.6): 관련된 저장 탱크 코드. 
• Material (“Material control” 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조 

par.6.4.6.6): 저장 탱크와 관련된 재료 타입. 
 

NOTE: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누른다 (참조 par.6.2.2.1). 
 

다음의 아이템을 “Regrind recovery”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활성화가 

활성화 된 경우). 
 

 
 

• Percentage: 분쇄재 석션 에 대한 시간이며, 이는 총 석션 시간에 

대한 것을 백분율로 나타낸다.  

• Layers: 석션 사이클 동안 로드된 분쇄재 레이어 층. 
 

NOTE: 값을 변경하기 위해, 데이터를 누른다 (참조 par.6.2.2.1) 
 
 “Pipe cleaning” 섹션에서 다음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활성화가 활성화 

된 경우). 
 

 
 
• Virgin: 버진 재료 파이프 청소 시간 

• Regrind: 분쇄재 파이프 청소 시간 
 

NOTE: 값을 변경하기 위해, 데이터를 누른다 (참조 par.6.2.2.1) 
 
 “Filter cleaning” 섹션에서 다음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활성화가 활성화 

된 경우). 
 

 
 
• Mode: 필터 클리닝 모드 
 

o “Cycles”: 사이클 간격으로 수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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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ime”: 시간 간격으로 수행 된다. 

• Frequence: 청소 사이클 주기 
• Pulses: 각 필터 청소 주기마다 수행되는 펄스 횟수 
 

NOTE: 값을 변경하기 위해, 데이터를 누른다 (참조 par.6.2.2.1) 
 

6.3.2.2. 리시버 시작 / 정지 
 

다 기능 “Start/Stop” 버튼  은 명령 사이드 바에 있다.  

이 버튼은 색상에 따라 다른 기능을 가질 수 있다. 
 

KEY Key description 

 
 

(Grey key) 

RECEIVER DISABLED: 리시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전기 박스 스위치를 누른다. 

 
 

(Green key) 

RECEIVER ENABLED AND INACTIVE: 이 버튼을 

누르면, 리시버가 작동 된다. 

 
 

(Red key) 

RECEIVER ENABLED AND ACTIVE: 리시버가 

주기적이지 않고 이키를 누르면, 리시버는 비활성화 

되고, 그렇지 않으면 STOP 모드가 된다. 

 
 

(Yellow key) 

RECEIVER IN RESERVED STOP: 리시버는 사이클 

상태이므로 작동 단계가 끝나면, 리시버는 비활성화 

된다. 
 

6.3.2.3. 계산 
 

 “COMPUTATIONS” 섹션은 사이클, 처리된 자재 및 작동과 관련된 일부 

데이터를 표시 한다.  

“COMPUTATIONS” 페이지에 들여가기 위해서는, “RECEIVERS 

PARAMETERS” 페이지에서  를 누른다. 
 

 
 

여기에는 작업 사이클 부분/ 전체 계산에 대한 페이지가 나타난다. 부분 

계산이 기본 설정으로 표시된다. 
 

 
 
부분 계산 의 바를 누르면, 전체 계산을 입력 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 버튼  와  를 이용하여, 온라인 리시버 페이지를 

살펴 볼 수 있다. 
 
총 통계 데이터는 시스템 가동후에 등록된 데이터 이며, 반면에 부분 통계 

데이터는 마지막 카운터 재설정 후 등록된 데이터 이다 (데이터및 마지막 

재설정 시간이  바에 나타난다). 

버튼  를 누르면, 부분 계산을 재설정 한다 (User password 필요). 
 
표시되는 통계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Cycle weight (이 값은 User password 로 편집 할 수 있다): 

사이크로 당 로드된 재료의 무게. 
• Hourly loads: 마지막 한시간 동안 수행된 로드의 수. 
• Hourly throughput: 미자믹 1시간 동안 전달된 재료의 양. 
• Use: 지난 1시간 동안에 관련 석션 유닛을 사용한 시간의 백분율. 
• Use (partial or total): 관려 석션 유닛이 작업 시간에 사용된 시간의 

백분율. 
• Throughput (partial or total): 흡입된 재료. 
• Loads with positive outcome (partial or total): 알람 없이 수행 

로드된 횟수. 
• Working time (partial or total): 리시버 작업 시간. 

 
 

6.3.2.4. 리시버 활성화 
“ENABLING” 석션은 몇가지 리시버 옵션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  

“ENABLING”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RECEIVERS 

PARAMETERS”페이지에서 버튼  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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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파라메터 설정을 위해서는 Administrator 암호를 필요로 한다. 

(참조 par.6.4.1.1) 

활성화 가능한 목록은 아래와 같다. 
 

• Regrind recovery: 분쇄재 회수를 위한 레티오 밸즈 활성화. 
• 버진 파이프 청소: 버진 파이프 청소 밸브 활성화. 
• 분쇄재 파이프 청소: 분쇄재 파이프 청소 밸브 활성화 (분쇄재 회수 

가능). 
• Filter cleaning: 필터 청소 밸브 활성화. 
• Decoding: 저장 탱크 코딩 활성화. 
 
원하는 기능을 눌러서 활성화 (YES) 또는 비활성화 (NO) 옵션을 선택 할 

수 있다. 
 
 

6.3.3. 석션 유닛 리스트 

HOME 페이지에 (Receivers list – HOME), 버튼 를 누르면 구성 

및 온라인 석션 유닛 관련 페이지로 이동한다.  
 

 
 

 
 

• 아이콘  를 누르면, “Receivers list – Home” 페이지 로 

돌아 간다 (참조 par. 6.3.1). 

• 아이콘  를 누르면,  “Control panel” 메뉴로 이동한다 (참조 
par. 6.4) 

• 아이콘  를 누르면, “Alarms” 메뉴로 이동한다 (참조 par. 7) 

• 아이콘 START 를 누르면, 시스템이 작동된다 (par.6.2). 

 

 
 

(Grey key) 

SYSTEM OFF: “Pre-start” 단계이다. 이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이 작동된다.  

 
 

(Green key) 

SYSTEM WORKING: 시스템이 시작되었다. 

 

• 아이콘   로, 선택한 장비의 “SUCTION UNIT PARAMETERS”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참조 par. 6.3.4). 

• 각 석션 유닛 옆에 유색 LED  는 작동 상태를 보여준다 (참조 par. 
6.3.3.1). 

 
 
 

6.3.3.1. 석션 유닛 작동 상태 
 

각 석션 유닛의 작동 상태는 “Suction Units List” 페이지에 색깔로 

표시된다 (par. 6.3.3). 
 

Suction unit 
displaying Colour of the led Operation status 

description 

 

투명한 석션 유닛 

“시스템 사전 시작” 

석션 유닛이 연결 안됨 

 

회색 led “대기중” 

 

노란 led “Off” 

 

녹색 led 

“브로워 시작” 

“Virgin mater. suction” 

“버진 파이프 청소” 

“Regrind mater.suction” 

“분쇄재 파이프 청소” 

“Bypass” 

“필터 청소” 

 

적색 led “알람” 

 

아이콘  를 누르면, 작동 상태 설명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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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 디스플레이는 역동적이며 현재 작동 상태를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페이지 하단에 서브된 리시버를 나타내고, 브로워를 순서대로 

대기중인 리시버에게 제공한다 (처음 여섯개 리시버 대기). 
 

 
 

6.3.4. 석션 유닛 파라메터 
 

HOME (Receivers list – HOME) 페이지 오른쪽 바에 있는 버튼 

 를 누르면, One Wire 시스템 브로워 리스트로 이동한다. 
 

    
 

선택한 브로워에 관한 “USER PARAMETERS”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햐, 

버튼  를 누른다. 작동 시간 및 작업 상태의 디스플레이 및 가능한 

옵션을 변경할 수 있다. 
 

 
 

• 선택한 석션 유닛의 이름이 타이틀 바에 표시된다.  

• 작동 상태는 상태 표시 줄 (참조 par. 6.3.3.1)에 표시 된다. 

• 버튼  와  로, 접속된 석션 유닛 페이지를 살펴본다.  

• 아이콘   로, “Enabling” 메뉴에서 선택한 장비로 이동할 수 

있다 (참고 par. 6.3.4.4). 

• 아이콘   로, “Computations” 메뉴에서 선택한 장비로 

이동할 수 있다 (참고 par. 6.3.4.3) 

• 아이콘  으로 석션 유닛을 활성화 / 비활성화 시킬 수 있다 (par. 
6.3.4.2). 

 
이 페이지에 표시된 파라메터는 다음과 같다. 
 

• Bypass valve (활성화가 활성화 된 경우) 
• Filter cleaning (활성화가 활성화 된 경우) 
 
주요 활성 파라메터 설정은 이 페이지에 표시된다. 디스플레이 및 모든 

설정의 수정은 참조 par. 6.3.4.1 한다. 
 

6.3.4.1. 석션 유닛 파라메터 수정 
 

NOTE: 파라메터는 Super User password 로 보호 된다 (par. 

6.4.1.1). 

 
파라메터 수정하기 위해, 원하는 프레임을 누른다. 
 

 
 
“Bypass valve” 섹션에서 (활성화가 활성화 된 경우), 설정이 가능하다. 
 

 
 
• Bypass: 리시버에 석션 요청이 없을 경우, 브로워 작동 시간. 
 
NOTE: 값을 변경하기 위해, 데이터를 누른다 (참고 par.6.2.2.1) 
 
 
“Filter cleaning” 섹션에서 다음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활성화가 활성화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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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 필터 클리닝 모드 
 

a) “Cycles”: 사이클 간격으로 수행. 

b) “Time”: 시간 간격으로 수행. 

• Frequence: 청소 주기 간격 
• Pulses: 각 필터 클리닝 사이클 수행에 펄스 횟수  
 
NOTE: 값을 변경하기 위해, 데이터를 누른다 (참고 par.6.2.2.1) 
 
 

6.3.4.2. 석션 유닛 시작 / 정지 
 

명령 사이드 바에 있는 다기능 버튼 “Start/Stop”  바가 있으며, 이 

버튼은 색삭에 따라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  
 

KEY Key description 

 
 

(Green key) 

SUCTION UNIT INACTIVE: 이 버튼을 누를 경우, 

석션 유닛이 작동 된다. 

 
 

(Red key) 

SUCTION UNIT ACTIVE: 석션 유닛이 사이클 

상태가 아닌 상태로 이 키를 누르면, 석션 유닛이 비 

활성화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예약된 STOP 모드가 

된다. 

 
 

(Yellow key) 

SUCTION UNIT IN RESERVED STOP: 석션 유닛이 

사이클 상태이며, 작업 단계 마지막에서 비활성화 

된다.  

 
 
NOTE: 마스터 K 또는 마스터 600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멈출 수 있다. 
 

6.3.4.3. 계산 
 

“COMPUTATIONS” 섹션은 사이클, 처리된 재료 및 작동과 관련된 일부 

데이트를 보여준다.  

“COMPUTATIONS”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 “SUCTION UNIT 

PARAMETERS”페이지에 버튼  를 누른다.  
 

 
 

작업 사이클 일부/ 전체 계산에 대한 페이지 이며, 부분 계산이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다. 
 

 
 
partial computations 바를 누르면, 총 대수와 그 반대로 이동할 수 있다. 
 

 
 

• 버튼  와  로 석션 유닛 페이지를 둘러 볼 수 있다.  
 
총 통계 데이터는 공장 가동 후에 저장되며, 반면에일부 통계 데이터는 

마지막 카우터 재설정 후에 등록된다 (데이터 및 마지막 설정 시간은 바에 

나타난다). partial computations (User password 요구)를 재설정 하려면, 

버튼  를 누른다.  
 
디스플레이된 통계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Hourly loads: 브로워에 의해 로드된 모든 리시버들의 지난 1시간 

동안 수행한 로드 횟수. 
• Hourly throughput: 지난 1시간 동안 이송된 재료의 양. 
• Use: 지난 1시간 동안 석션 유닛을 사용한 시간의 퍼센트. 
• Use (partial or total): 작업 시간내에 사용된 석션 유닛를 사용한 

시간의 퍼센트. 
• Throughput (partial or total): 흡입된 재료. 
• Loads with positive outcome (partial or total): 알람 없이 수행된 

로드 횟수. 
• Working time (partial or total): 석션 유닛의 작업 시간. 
 

6.3.4.4. 석션 유닛의 활성화 
 

“ENABLING” 섹션을 사용하면, 석션 유닛의 일부 기능을 활성화 시킬수 

있다.  

“ENABLING”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 “SUCTION UNIT PARAMETERS” 

페이지에서 버튼  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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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라메터 설정을 위해서는 Administrator 암호가 필요하다 (참조 
par.6.4.1.1). 
 
활성 가능한 기능 다음과 같다. 
 

• Bypass valve: bypass 밸브 활성화. 
• Filter cleaning: 필터 클리닝 밸브 활성화. 
 
원하는 기능을 활성화 (YES) 혹은 비활성화 (NO)  선택한다.  
 

6.4. 컨트롤 판넬 

“Receivers list” / Suction units list” 페이지에서, 버튼 을 누르면, 

“CONTROL PANEL” 페이지가 나타난다. 
 

    
 

 
 

• 아이콘   로, ”Password” 메뉴로 이동할 수 있다 (참조 par. 
6.4.1). 

• 아이콘   로, “Language” 메뉴로 이동할 수 있다 (참조 
par. 6.4.2). 

• 아이콘   로, “Diagnostic” 메뉴로 이동할 수 있다 (참조 par. 
6.4.3). 

• 아이콘   로, “Factory paramters” 메뉴로 이동할 수 있다 

(참조 par. 6.4.6). 
 
만약 “Material taking control” 과 “Material control” 옵션이 가능할 경우 

(참조 par. 6.4.6.6), “Storage” 과 “Materials” 메뉴도 나타난다. 
 

 
 

• 아이콘   로, “Storage” 메뉴로 이동할 수 있다 (참조 par. 6.4.4). 

• 아이콘   로, “Materials” 메뉴로 이동한다( 참조 par. 6.4.5). 
 

 

6.4.1. 암호 
”PASSWORD” 페이지 이동은, “CONTROL PANEL” 페이지에서 아이콘 

를 누른다. 
 

 
 
NOTE: 화면 우측에 나타난 버튼에 대한 설명은, par. 6.1을 참조한다. 
 

6.4.1.1. Login 
 

“LOGIN” 프레임을 누르면, Password 페이지가 나타난다. (다음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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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숫자 암호를 입력한다. 버튼  은 입력한 암호를 확인 

시키고, 이전 페이지로 돌아 간다. 버튼  는 암호를 재설정 할 수 

있다.  버튼을 누를 경우, 암호 입력 없이 이전 페이지로 돌아 간다.   
 
암호 수준은 다음과 같다 (중요도가 놓은 순서대로 표시). 

• User (0000) –  가장 낮은 레벨의 암호이며, 기계 작동 및 설정 

을 가능하게 한다.  
 

• Super-user (1111) –  패스워드는 데이터 제어를 변경할 수 

있는 암호이다. 
 

• Administrator (201207) -  패스워드는 장비 구성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 암호이다.  
 

• Factory –  패스워드는 기술자에게만 주어지며, 장비의 low 

level 작동 파라메터로 접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 Service -  패스워드는 기술자에게만 주어지며, 장비 관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증 및 설정에 접근할 수 있다.  
 
활성 암호 레벨은 시간을 나타내는 곳 근처 타이틀 바에 표시된다. 

아이콘이 없을 경우, 암호가 입력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암호를 입력하면, 암호가 활성화 된 기능에 접근할 수 있다. 
 
 

주의: 암호 201207 은 사이클 단계를 변경 시킬수 있으며, 반드시 

기술자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NOTE: LOGIN 세트에서 몇 분후에 암호는 자동으로 연결이 끊기며, 

암호의 단절 시간은 사용자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다 (참조 par. 6.4.6.8). 
 

NOTE: 마지막으로 입력된 것보단 상위 레벨의 암호로 보호되는 데이터/ 

메뉴에 대한 접근 시도가 있을 경우, 이 화면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6.4.1.2. Log Out 
이 기능은 마지막에 개입이 있는 것과 자동 로그 아웃 시간 경과 사이 

동안에 기술자 외에 다른 사람으로 부터 잘못 입력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 된다.  

“Log Out” 프레임을 누르면, 타이틀 바에 암호 수준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없어 짐으로써, 초기 수준 레벨로 돌아 갈 수 있다 (암호 입력 불 필요). 
 

6.4.1.3. 암호 변경 
 

“Password Change” 프레임을 누르면 입력된 암호와 하위 레벨의 모든 

암호를 변경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한다.  
 

 
 
Log in  할때와 마찬가지로, 변경할 레벨을 누르고 새 암호를 입력한다 

(참조 par. 6.4.1.1). 
 

NOTE: 입력한 암호 변경은 사용자가 저장해야 한다.  
 

6.4.2. 언어 설정 
“LANGUAGE” 로 이동하기 위해, “CONTROL PANEL” 페이지에서 아이콘 

를 누른다. 
 

 
 

NOTE: 타이틀 바에서 아이콘 를 눌러, ”LANGUAGE” 페이지로도 

이동할 수 있다. 
 

 
 

이 페이지에서 다음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1. Italian 
2. English 
3. German 
4. French 
5. Spanish 
6. Portuguese 

 

이 설정에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다. 
 

1. 원하는 언어 프레임을 누른다. 

2. 선택한 언어로 페이지가 바로 변경된다. 
 

6.4.3. 진단 
“DIAGNOSTIC”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 “CONTROL PANEL” 에서 

아이콘  를 누른다. 
 

 
 
DIAGNOSTIC 페이지에서, receivers input / output 상태 및 suction units 

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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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input/output 는 한 곳에 표시된다.  
 

green  : 사용 가능한 input 일 경우. 

grey  : 비활성 input 일 경우. 

red  : 사용 가능한 output 일 경우. 

grey  : 비활성한 output 일 경우. 
 

RECEIVERS DIAGNOSTIC PAGE 
 

 
 

• 사이드 바에 버튼  와  로, Diagnostic 페이지를 

검색한다. 

• 상태 바에 버튼  와  로, online-receivers 페이지를 

둘러 볼 수 있다. 만약 리시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 

페이지가 표시되지 않는다.  

 
 

SUCTION UNITS DIAGNOSTIC PAGE 
 

 
 

• 상태 바에서 버튼  와  로, online-units 페이지를 

둘러 볼 수 있다. 만약 석션 유닛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 페이지가 표시되지 않는다. 
 
 

원와이어 서버 3-6 DIAGNOSTIC PAGE 
(I/O UNIT) 

 

 
 
 
 
 
 
 
 
 
 

DOLPHIN MANIFOLD PLATE DIAGNOSTIC PAGE 
 

 
 
NOTE: 돌핀 매니폴더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페이지는 

표시 되지 않는다. 
 
이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 Machine state (장비 상태) 

• Associated suction unit (연결된 석션 유닛) 

• Associated receiver (연결된 리시버) 

• Material taking container (재료 담는 컨테이너) 

 (만약 재료를 가져오는것이 컨트롤이 가능할 경우) 

• Material taking (재료 가져오기) 

 (만약 재료를 가져오는것이 컨트롤이 가능할 경우) 

• Material taking container code (재료를 가져오는 컨테이너 코드) 
 
 

DECODING MANIFOLD PLATE DIAGNOSTIC PAGE 
 

 
 
NOTE: decoding manifold plates 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페이지는 표시 되지 않는다. 
 
이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 Internal P.C.B. module for the manifold plate outputs control 
• Manifold plate output number 
• Associated receiver 
• Material taking container (만약 재료를 가져오는것이 컨트롤이 

가능할 경우) 

• Material taking (재료 관리가 활성화 되는 경우) 
• Material taking container code 

 

오른쪽 사이드 바에 있는 버튼  으로, 매니폴더 플레이트 output, 

연결되어있는 리시버 및 매니 폴드 플레이트에 의해 검출된 재료 담긴 

컨테이너 간에 연결 확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 상태 바에서 버튼  와  로, online-manifold plates 

페이지를 둘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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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ADDRESSES DIAGNOSTIC PAGE 

 

 
 

다음과 같이 공장 주소를 표시할 수 있다. 
 

• Black address and name of the device: 서버와 통신하고 구성된 

장비. 

• Red address and name of the device: 구성된 장비 이나 서버와 

통신하지 않는다 (e.g. 오프라인 알람의 경우). 
 

NOTE: 사용하지 않는 주소는 숨겨진다. 

오른쪽 사이드 바에 버튼  를 누르면, 추가 정보가 나타난다. 
 

• Black address: 서버와 통신 하는 장비이나, 구성되어 있지 않음 

(e.g. 새로운 리시버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나, 구성되어 있지 

않음). 

• Red address: 사용 가능 / 사용되지 않는 주소. 
 

 

 
 

6.4.4. 저장 
 

NOTE: 이 단락은 재료 관리가 가능할때만 나타난다 (참조 par. 6.4.6.6). 

이 단락에서 리시버에 연결된 탱크의 파라메터를 설정할 수 있다. 

“STORAGE”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 “CONTROL PANEL” 페이지에 

아이콘  를 누른다. 
 

 
 

 
 

• 사이드 바에 아이콘  와  로 둘러 볼 수 있다. 
 
먄약 “Containers zone”, “Material lot control”, “Container barcode” 및 

“Material control” 설정이 가능할 경우 (참조 par. 6.4.6.6), 컨테이너에 다른 

파라메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저장 장비 (싸이로, 컨테이너, 호퍼) 는 이 페이지에서 점진적인 번호로 

식별 가능하게 되어 있다. 파라메터 바를 누르면, 설정 메뉴로 들어가거나, 

문자 숫자식의 키보드가 표시된다. 
 

 
 

 

NOTE: 파라메터는 Administrator 암호로 관리된다 (par. 6.4.1.1) 

 
파라메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Name: 저장 장비 이름 

• Barcode (활성화 된 경우): 저장 장비에 연결된 바코드 

• Zone (활성화 된 경우): 장비에 연결된 서비스 영역 

• Material (활성화 된 경우): 장비에 연결된 재료. 재료는 구성된 

리스트에 의해 선택 된다 (참조 par. 6.4.5.1). 

• Lot (활성화 된 경우): 장비에 연결된 로트 
 
NOTE: 최대 200 저장 장비 (싸이로, 컨테이너, 호퍼 등)을 제어 할 수 있다. 
 

아이콘   로 컨테이너 이름이나 재료로 검색이 가능하며, 프레임을 

누르면 원하는 검색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것은 프레임 안에 

마크(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에 의해 확인 된다. 
 

 
 

NOTE: 버튼  를 누르면, 검색 페이지에서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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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재료 
 

NOTE: 재료 제어가 가능한 경우에만 표시된다 (참조 par. 6.4.6.6). 
 

6.4.5.1. 재료 리스트 화면 
“MATERIALS” 페이지로 이도하기 위해서, “CONTROL PANEL” 

페이지에서 아이콘  를 누른다. 
 

 
 

 
 

• 사이드 바에 있는 버튼   와  로 , 페이지를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각 재료는 이 페이지에서 점진적인 숫자로 식별되어 있다. 

MORETTO 에서 미리 설정한 재료나 고객이 만든 재료가 화면에 

나타난다 (참조 par. 6.4.6.6). 재료 프레임을 누르면, 파라메터 설정 

메뉴로 들어간다 (참조 par.6.4.5.2). 
 
NOTE: 최대 100개 재료까지 관리 할 수 있다. 

아이콘  로 이름 혹은 설명으로 재료 검색이 가능하며, 프레임을 

누르면 원하는 검색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은 원하는 프레임( )에 기호 

V 가 표시되어 진다. 
 

 
 

NOTE: 버튼  를 누르면, 검색 페이지에서 나갈 수 있다. 
 

6.4.5.2. 재료 파라메터 
이 단락에서는 저장 탱크에 연결할 수 있는 재료 파라메터를 설정 및 

수정할 수 있다. 재료를 선택하면 파라메터 페이지로 이동한다. 

 

 
 

NOTE: 모든 파라메터는 Administrator 암호로 보호된다 (par. 

6.4.1.1). 

 

 
 
NOTE: 변경 가능한 값은 항상 연한 파랑색으로 표시되고, 변경할 수 없는 

값은 회색으로 표시된다. 

• 아이콘  를 누르면, 파라메터가 변경된다. 
 

 
 

• 변경 값을 저장 하기위해, 아이콘  를 누른다. 

• 사이드 바에 버튼  와  를 누르면, 페이지를 둘러 볼 수 

있다. 

• MORETTO 에서 사전 설정해 놓은 재료 파라메터의 기본값을 

복원하기 위해, 아이콘  를 누른다. 
 
파라메터 화면은 다음과 같다. 
 

IDENTITY: 재료에 대한 일반적이 파라메터 
 

• Name: 재료 이름 혹은 약어 
• Description: 재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 
• Code: 재료 코드 
• Group (활성화 된 경우): 상호 교환 가능한 재료를 함꼐 그룹화 하는 

숫자 코드  
 
MATERIAL PROPERTIES: 중요한 기술적 특성 
 

• BULK DENSITY (PSA): 부피 밀도는 kg/dm3 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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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 (활성화 된 경우): 활성화 된 경우 
 

• Process temperature 
• Alarm delta: 최대 프로세스 온도 값 
 

ANTISTRESS (활성화 된 경우): 건조 시스템에 대한 정보 
 

• Antistress delta: 최대 안티스트레스 온도 값 
 

 
 

TC / OTX DRYING (활성화 된 경우): TC / OTX 호퍼에 건조 시스템에 

대한 정보   
 

• Residence 
• Flow rate 

 

 
 
PRESERVATION (활성화 된 경우): 호퍼 보존 기능에 관한 정보. 
• Preservation temperature 
• Waiting preservation 
• Standby waiting 
 
KRUISE KONTROL (활성화 된 경우): Kruise Kontrol 장비에 관한 정보. 
• Speed 
• Coefficient 
 

6.4.6. 공장도 파라메터 
“FACTORY PARAMETERS” 페이지를 열러면, “CONTROL PANEL” 

페이지에서 를 누른다.  
 

 
 
NOTE: 이곳은 Super User 혹은 higher level만 접근 할 수 있다. 
 

 
 

사이드 바에 있는 버튼  와  로 메뉴를 둘러 볼 수 있다. 
 

 
 

 
 
이 메뉴로 원와이어 서버 와 공장 장비를 구성(configure)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을 표시 할 수 있다. 
 

• CONFIGURATION (참조 par. 6.4.6.1) 
• SUCTION UNITS (참조 par.6.4.6.2) 
• RECEIVERS (참조 par.6.4.6.3) 
• DOLPHIN (참조 par.6.4.6.4) 
• DECODING UNIT (참조 par.6.4.6.5) 
• STORAGE (참조 par.6.4.6.6) 
• INFO MONITOR (참조 par.6.4.6.7) 
• SERVICE SETTINGS (참조 par.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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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1. 구성 (Configuration) 
 

NOTE: 파라메터는 기호 (*)를 제외 하고는 Factory 암호로 보호되고 

있으며 (par. 6.4.1.1), (*)는 Administrator 암호로 수정 가능하다. 

 
원와이어 서버 configuration은 “FACTORY PARAMETERS” 페이지에서  

 를 누른다. 
 

 
 
원와이어 서버와 연결된 장비 및 서버 네트워크 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연결된 장비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다. 
 

 
 
파라메터 화면은 다음과 같다. 
 

SERVER: 원와이어 서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 Version: 소프트웨어 버전 
• Serial number: 장비 시리얼 넘버 
• Description (*): 서버 이름 
 
CONFIGURATION: 공장 장비 정보 
 

• Suction units: 검출된 석션 유닛의 수 

• Receivers: 검출된 리시버의 수 

• Decoding unit: 검출된 디코딩 장비의 수 

• Dual Zone outputs modules: 석션 장비중에 검출된 공유 파이프 

청소 모듈수 (최대 4개). 

• KK unit modules: 검출된 Kruise Kontrol 석션 장비의 수. 
 

오른쪽 사이드 바에 아이콘  를 누르면, 원와이어 서버에 연결된 

모든 장비 (리시버, 석션 유닛, 돌핀 매니폴드, 디코딩 매니폴드  플레이트) 

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다. 

다음 사건중 하나가 발생하면, 원와이어 네트워크 구성 자체 검색을 

수행한다.  

• 첫번째 공장 설치: 구성요소 구성 후  

• 다음 확장: 네트워크 연결 및 구성요소 구성 후. 

• 네트워크 변경 및 / 혹은 구성부품 교체.   

• 네트워크에서 장비의 추가 또는 최종 제거 (리시버 혹은 브로워).   
 

버튼  로, 네트워크 파라메터 페이지에서 선택한 장비로 이동할 수 

있다. 
 

 
 

• 파라메터 변경하기 위해, 아이콘  를 누른다 (*). 
 

• 변경사항 저장은, 아이콘  를 누른다 (*). 
 

주의: 네트워크 파라메터를 수정하면, 원와이어 서버 3-6에 연결된 터치 

스크린 화면 및/ 또는 마스터 600에 통신이 끊어진다. 
 

그런 다음, 사이드 바에  를 누르면 파라메터 시작되는  곳에서 서버 

작동 방식을 나타내는 파라메터가 나타난다. 
 

 
 
• Plant start-up buzzer:  YES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시스템을 

시작할때 까지 서버 전환시 경보 알람이 울린다. 
• Start at plant switching-on: YES 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서버가 

켜질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시작된다. 
 

6.4.6.2. Suction Units 
 

NOTE: 파라메터는 기호 (*)를 제외 하고는 Factory 암호로 보호되고 

있으며 (par. 6.4.1.1), (*)는 Administrator 암호로 수정 가능하다. 

 

“FACTORY PARAMETERS” 페이지에서, 석션 유닛 공장도 

파라페터로들어가기 위해  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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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상단에 파라메터에 관해 참조할 석션 유닛의 이름이 있다. 상태 

바에 있는 버튼  와  로 온라인 페이지를 둘러 볼 수 있다. 
 

Factory 파라메터 화면은 다음과 같다. 
 

IDENTITY: 석션 유닛에 대한 일반 파라메터 
 

• Version: 석션 유닛 팜웨어 버전 
• Address: CAN network address 
• Serial number: 장비 실리어 넘버 
• Name (*): 석션 유닛 이름 
• Model: 석션 유닛 모델 
 

우측 상단 바에 버튼  으로 선택한 석션 유닛 구성을 다른 선택 

가능한 석션 유닛에 복사 할 수 있다.  

사이드 바에 버튼  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CONFIGURATION: 석션 유닛 시작 시간 파라메터 

• Blower Start: 시작 지연 시간 
• NAS plant cleaning 
 
KRUISE KONTROL: 서버가 있는 KruiseKontrol 장비 구성 
 

• Enabling 
• Analogue units module: network address 

 

 

 
FILTER CLEANING: 필터 클리닝 밸브 파라메터. 
 

• On-ground filter: 접지 필터 타입 (공압식, vacuum-breaking one) 
• Delay: 필터 클리닝 시작시 지연 
• Pulse time: 필터 클리닝 펄스 사이에 일시 중지 

• Pause among pulses: 필터 클리닝 펄스 사이의 일시 중지 
• Wait end: 각 펄스 종료 후 대기 시간 
 

6.4.6.3. Receivers 
 

NOTE: 파라메터는 기호 (*)를 제외 하고는 Factory 암호로 보호되고 

있으며 (par. 6.4.1.1), (*)는 Administrator 암호로 수정 가능하다. 

 

“FACTORY PARAMETERS” 페이지에서, 아이콘  를 누르면 

리시버 공장도 파라메터로 이동한다. 
 

 
 

 
 
페이지 상단에는 파라메터 참조하는 리시버 이름이 있다. 상태 바에 버튼 

 와  로 리시버 페이지를 둘러 볼 수 있다. 
 

Factory 파라메터 화면은 다음과 같다. 
 

IDENTITY: 리시버 일반적인 파라메터 
 

• Version: receiver 펌웨어 버전 
• Address: CAN network address 
• Serial number: 장비 시리얼 넘버 
• Name (*): 리시버 이름 
• Model: 리시버 모델 
• Suction unit (*): 석션 유닛에 연결된 (한 개 장비만 연결될 수 있음) 
• Zone: 관련 서비스 영역 (“Containers zone” 이 가능할 경우) 
 

우측 바에 있는 아이콘  를 누르면, 선택한 리시버 구성을 다른 선택 

가능한 리서버에 복사 할 수 있다. 

사이드 바에 버튼  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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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ING: 파라메터 활성화 
 

• External enabling (*): 레벨 센서 활성화 
• Kruise Kontrol: Kruise Kontrol 활성화 
 
BLADE CONTROL: 디스차지 블레이드 제어 파라메터 
 

• Opening filter: 블레이드가 열렸을 때 열릴 수 있는 최소 시간. 
• Load check: 로드 제어 시간 
• Closing filter: 닫힌 상태에서 블레이드 닫은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최소 시간. 
 

 
 

LOAD CYCLES 
 

• Pause among cycles (*): 석션 사이클 중 정지 시간 
 
ALARMS: 알람 활성화 파라메터 
 

• Attempt for material lack: 시도 횟수, 그 이후에는 “Material lack” 

알람이 활성화 됨. 
• Empty loads limit: 빈 로드 횟수, 그 후에 관련 알람이 활성화 됨. 
• Stop for material lack (*): “Material lack” 알람의 경우 장비 잠금 

활성화. 
 

 
 
FILTER CLEANING: 필터 클리닝 밸브 파라메터. 
 

• Position: 장비 사이클에서 필터 클리닝 단계 위치. 
 

a) Cycle start: 석션 사이클 전에 필터 클리닝  
b) Cycle end: 석션 사이클 후에 필터 클리닝 
 

• Delay: 필터 청소 시작시 지연 
• Pulse time: 필터 청소 펄스 지속 시간 

• Pause among pulses: 필터 클리닝 펄스 사이의 일시 중 지 
• Wait end: 각 펄스 종료 후 대기 시간. 
 

 
 
DIMENSIONS 
 

• Volume 
• Vacuum pipe length (KK가 활성화 된 경우에만 표시됨) 

• Vacuum pipe diameter (KK가 활성화 된 경우에만 표시됨) 
• Virgin mat.pipe length (KK가 활성화 된 경우에만 표시됨) 
• Virgin mat.pipe diameter (KK가 활성화 된 경우에만 표시됨) 
 

 
 
KRUISE KONTROL: Kruise Kontrol의 제어 파라메터 (KK가 활성화 된 

경우에만 표시됨) 
 

• Pressure drop 
• Virgin / regrind material suction 
• Virgin / regrind material cleaning 
 

6.4.6.4. Dolphin 
 

NOTE: 파라메터는 기호 (*)를 제외 하고는 Factory 암호로 보호되고 

있으며 (par. 6.4.1.1), (*)는 Administrator 암호로 수정 가능하다. 

 

“FACTORY PARAMETERS” 페이지에서, 아이콘  을 누르면 

돌핀 메니폴드 공장도 파라메터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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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바에서 버튼  와  로 페이지를 둘러 볼 수 있다.  
 

공장도 파라메터 화면은 다음과 같다. 
 

• Controlled Dolphins (*): 네트워크에 연결된 돌핀 수. 최대 4개의 

자동 매니 폴드 플레이트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 하나의 석션 유닛만 

연결할 수 있다. 
 

DOLPHIN 1: Dolphin no.1 의 파라메터 
 

• Name (*): 메니폴더 플레이트 이름 
• Node: 네트워크 node 
• Suction unit: 관련 석션 유닛 
 

6.4.6.5. 디코딩 유닛 
 

NOTE: 파라메터는 기호 (*)를 제외 하고는 Factory 암호로 보호되고 

있으며 (par. 6.4.1.1), (*)는 Administrator 암호로 수정 가능하다. 

 

“FACTORY PARAMETERS” 페이지에서, 아이콘  을 누르면 

디코딩 매니폴더 플레이트 공장도 파라메터로 이동한다. 
 

 
 

 
 

상태바에서 버튼  와  로 페이지를 둘러 볼 수 있다. 
 

Factory 파라메터 화면은 다음과 같다. 
 

IDENTITY: 디코딩 장비 일반적인 파라메터 
 

• Version: 장비 펌웨어 버전 

• Address: CAN network address 
• Serial number: 장비 시리얼 넘버 
• Name (*): 디코딩 장비 이름 
• Modules No.: 디코딩 장비 인터널 모듈의 수 (각 모듈은 20개의 

output 으로 구성된다). 
 

사이드 바에  를 누르면, 내부 P.C.B. 모듈 (첫 번째 열), 매니 폴드 

플레이트 outputs (두번째 열) 및 리시버 (세번째 열)의 연관 테이블을 

나타낸다. 
 

 
 

사이드바에서 버튼  와  로 출력을 표시한다. 
 

6.4.6.6. 저장 
 

NOTE: 파라메터는 기호 (*)를 제외 하고는 Factory 암호로 보호되고 

있으며 (par. 6.4.1.1), (*)는 Administrator 암호로 수정 가능하다. 

 

“FACTORY PARAMETERS” 페이지에서, 아이콘 를 누르면 저장 

섹션으로 이동한다. 
 

 
 

이 페이지에서 저장소 밑 관련 저장소 재료를 제어할 수 있다. 
 

 
 

파라메터 화면은 다음과 같다. 
 

STORAGE MANAGEMENT: 저장 페이지의 구성, 관리 및 사용자 정의. 
 

• Max storage units (*): 관리 및 시각화가 가능한 저장 탱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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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taking control: 재료를 갖을 수 있는 저장 장비 ( 싸이로, 

호퍼, 컨테이너 등)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 Dual zone: 여러 개 석션 유닛으로 저장 장비 파이프가 연결되어 

재료가 이송되는 경우 파이프 청소 관리가 가능하다 (만약 재료를 

가져오는것이 컨트롤이 가능할 경우). 

• Storage area: 활성화 된 경우, 특정 영역에 일부 리시버를 그룹화 

하고 저장 영역을 특정 영역과 연관 시킬 수 있다 (만약 재료를 

가져오는것이 컨트롤이 가능할 경우). 

• On machine: 저장 장비 근처에서부터 장비까지 재료를 가져갈 수 

있다 (만약 재료를 가져오는것이 컨트롤이 가능할 경우). 

• Shared file node: 저장 유닛 파일이 다른 공장 plcs와 공유되는 

node 설정. 그 값이 “0” 이면, 함수는 비활성화 된다 (만약 재료를 

가져오는것이 컨트롤이 가능할 경우). 

• Material control: 자재 관리가 가능함 (만약 재료를 가져오는것이 

컨트롤이 가능할 경우). 

• Material lot control: 활성화 된 경우, 컨테이너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많은 코드를 연관 시킬 수 있다 (재료 관리가 활성화 되는 

경우). 

• Barcode storage: 활성화 된 경우, 컨터이너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많은 코드를 연결시킬 수 있다 (재료 관리가 활성화 되는 

경우). 
 

 
 
NOTE: 이 페이지는 “Material control” 이 활성화 되어 있을 경우에만 

나타난다.  
 
MATERIALS FILE: 재료 페이지의 구성, 관리 및 사용자 정의. 
• List: 재료 표시 모드 
 

a) User: 사용자가 설정한 재료만 나타난다. 
b) Standard: MORETTO 에서 미리 설정한 재료만 나타난다. 
c) Complete: 미리 설정된 재료와 사용자가 설정 한 재료를 

표시 한다. 
• User materials: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표시가능한 재료 수 (최대 

200 재료). 
• Material modification: 수정 가능한 재료 파라메터를 사용자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a) Complete: 모든 파라메터를 수정할 수 있다. 
b) No material in use: 사용중인 재료, 즉 적어도 한 개 

컨테이너에 지정된 재료는 수정할 수 없다. 
c) No identity: 재료의 “Identity” 파라메터를 수정할 수 없다. 
d) No: 수정 가능한 것이 없다. 
 

• Identity: 재료 “Identity” 파라메터를 사용자 정의 할 수 있다. 
 

a) Name: 재료 이름만 표시할 수 있다. 
b) Name + code: 재료 이름과 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c) Name + group: 재료 이름과 그룹 코드를 표시 할 수 있다. 
d) Complete: 재료이름, 코드 및 그룹 코드를 표시 할 수 있다. 
 

• Drying: 재료 건조 정보 표시를 사용자 정의 할 수 있다. 
 

a) No: 건조 정보가 표시되지 않음. 

b) Heating: 히팅 정보가 표시 된다. 
c) TC: TC 호퍼 정보가 표시된다. 
d) OTX: OTX 호퍼 정보가 표시된다. 
e) Complete: TC 와 OTX 호퍼 정보가 표시된다. 
 

• Options: 추가 재료 정보는 사용자 정의 할 수 있다. 
 

a) None: 추가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다. 
b) Preservation: 보존 기능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c) KK: Kruise Kontrol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d) Special mat.: 특별 재료 (---) 를 사용하여 빈 저장 장비를 

나타낼 수 있다. 
e) Preservation + KK: 위에서 언급한 정보의 조합. 
f) Preservation + Special mat.: 위에서 언급한 정보의 조합. 
g) KK + Special mat.: 위에서 언급한 정보의 조합 
h) All: 모든 정보. 
 

• Shared file node: 재료 파일이 다른 공장 plcs 와 공유되는 node 

설정. 값이 “0”이면, 함수는 비활성화 된다. 
 

 
 
NOTE: 이 페이지는 일부 파이프 클리닝 모듈 (Dual zone)이 있는 

경우에만 나타난다. 
 
Cleaning module: 16개 output 장치가 있으며 VPC 관리자에 있다. VPC 

관리자는 최대 5개의 모듈을 수용할 수 있으며, 각 모듈 아웃풋은 파이프 

세척 벨브로 제어된다.  
 
 
이 페이지에서는, 재료 탱크에 재료가 이송되는 파이프에 연결된 석션 

장비와 클리닝 모듈 아웃풋을 연결할 수 있다 ( 2개에서 4개 장비까지 

선택할 수 있다). 각 파이프는 공유된 파이프 클리닝 모듈을 지정할 수 

있다 (점진적 번호 지정). 만약 값이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이 파이프의 

Dual Zone 기능은 활성화 되지 않거나 (즉, 재료 이송 파이프는 하나의 

석션 유닛에 의해 제어된다), 이 파이프가 있지 않다.  

사이드 바에 버튼  와  로 이 페이지를 둘러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no.1 파이프에서 모듈 no.1의 아웃풋 no.6 에 의해 제어되는 

파이프 클리닝 밸브가 있다. “Blower 1” 과 “Blower 2” 로된 석션유닛과 

연결된 with the pipe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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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7. Info monitor 
 

NOTE: 파라메터는 기호 (*)를 제외 하고는 Factory 암호로 보호되고 

있으며 (par. 6.4.1.1), (*)는 Administrator 암호로 수정 가능하다. 

 
Info monitor 로 이동하기 위해, “FACTORY PARAMETERS” 페이지에서 

아이콘  를 누른다. 
 

 
 

 
 

상태바에서 버튼  와  로 페이지를 둘러 볼 수 있다. 
 
파라메터 화면은 다음과 같다. 
 

• Controlled panels: 서버에 연결된 information panels 의 수이며, 

최대 10개 판넬까지 연결 할 수 있다. 
 

PANEL 1: 판넬 no.1의 파라메터 
 

• Mode (*) : 판넬 작동 모드 
 

a) Complete: 상황에 따라 모든 정보가 표시된다.  
b) Only alarms: 선택한 장비에 활성화된 알람만 표시된다 

(다음 페이지 참조). 
c) Only activities: 석션 단계에 있는 장비만 표시된다. 
d) Only date and hour: 날짜, 시간 및 알람 부족 메세지만 

표시된다.  
• Alarms (*): 알람 표시 모드 
 

a) All: 선택한 장비의 모든 알람들을 나타낸다. 
b) Not acknowledged: 사용자에 의해 음소거 되지 않은 

활성화된 알람만 표시된다. 
 

• Language (*): 위에서 언급한 판넬에 표시되는 언어. 
• Message updating time (*): 모니터에 표시되는 메세지의 새로 

고침 시간. 
• Date format (*): 패널에 표시되는 데이터 형식 
 

a) dd/mm/yyyy: 일자, 월, 년 
b) mm/dd/yyyy: 월, 일자, 년 
c) yyyy/mm/dd: 년, 월, 일자 
 

• Hour format (*): 패널에 표시된 시간 형식 설정 
 

a) 24 hour 
b) 12 hour 
 

• Message for alarm lack (*): 선택한 장비에 활성화된 알람이 없는 

경우 패널에 표시되는 메시지. 
 

사이드 바에 버튼  을 누르면, 패널 및 공장 장비들의 연관 테이블을 

표시 할 수 있다. 기호 로 선택한 장비는 인포 판넬에 (*)로 표시된다. 
 

 
 

6.4.6.8. Service Settings 
 

NOTE: 파라메터는 기호 (*)를 제외 하고는 Factory 암호로 보호되고 

있으며 (par. 6.4.1.1), (*)는 Administrator 암호로 수정 가능하다. 

 
“SERVICE SETTINGS” 페이지에서, 판넬 시간, 측정 단위, 디스플레이, 

타임 아웃 및 데이터 레코더를 설정할 수 있다. 

“SERVICE SETTINGS”로 이동하기 위해, “FACTORY PARAMETERS” 

페이지에서 아이콘  를 누른다.  
 

 
 

 
 

사이드 바에 있는 버튼  와  로 파라메터 페이지를 둘러본다. 
 

파라메터 화면은 다음과 같다. 
 

CLOCK: 서버의 일자 및 시간 설정 
 

• Time zone (*) 
• Date (*) 
• Hour (*) 
• Daylight saving time (*): 활성화 된 경우, 시스템은 자동으로 

외관상 시간에서 일광 절약 시간으로 변경되며, 그 바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32 

UNIT OF MEASURE 
 

• System (*): 측정 시스템 설정 (인터내셔널 혹은 앵글로 색슨). 
 

 
 
DISPLAY: 디스플레이 속성 설정  
 

• Brightness (*) 
• Screen saver: 화면 보호 설정. 기본 타임 아웃은 설정된 화면 

보호에 따라 설정된다. 
 

TIMEOUT 
 

• Password (*): 자동 로그 아웃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 시간이다. 
• Screen saver (*): 화면이 화면 보호 모드로 변경될 때까지 대기 

시간 이다. 
 

 
 
CONFIGURATION 
 

• Configuration elimination: 실제 시스템 구성이 삭제된다. 이 

기능으로 실제 서버 구성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스템 구성이 필요로 하다. 
 

 
 

LOGGER: 일부 시스템 운영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 Protocol (*): 사용된 지원 시스템 설정 (compact flash, USB, FTP, 
Cifs, Nfs) 

 

6.5. 석션유닛/리시버 정지 

6.5.1. 의도적인 정지 
시스템에 있는 모든 석션 유닛 및 리시버들을 정지 시키기 위해서는 ,  

장비 파라메터에 관련된 페이지에서 STOP  (적색)  버튼을 누른다.  

STOP  명령이 실행될 경우에는 버튼 STOP  (노란색) 이 바뀐다.   
 

    
 

석션 사이클 마지막에서, 버튼은  (녹색)으로 바뀐다. 

예약된 (노랑색) STOP 버튼  을 누르면, 정지 명령이 취소되고, 

STOP 버튼  (적색)은 다시 적색으로 바뀐다.  
 

NOTE:  “Start/Stop” 다기능 버튼  에 대한 설명은 par. 6.3.2.3 와 

6.3.4.2 를 참조한다. 
 

NOTE: 시스템의 각 장비는 수동으로 정지 할 수 있다 (Master K / Master 

600 매뉴얼 참조). 
 
 

6.5.2. 긴급 정지 
모든 개별 장비의 긴급 정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마스터 스위치를 

사용한다.   
 

6.6. 원와이어 서버 3-6 정지 
긴급 정지 및 의도적인 정지는 동일하다.  

서버의 주 전원 스위치“2” (figure 2)를 “0”으로 돌려 놓으면, 정지된다. 
 

7. 알람, 오작동 및 긴급 
예외 사항은 원격 알람 박스 “7” (fig.3), 알람 부저 “8” (fig. 3) 및 타이틀 

바에 기호   와 터치 스크린 화면에 설정된 경고 표시등으로 신호가 

나타난다. 
 

 
 

각 화면에서, 우측에 있는 아이콘  을 누르면 재료 이송 시스템에서 

활성화된 알람 리스트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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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는, 모든 활성화된 알람이 발생된 순서대로 나타난다.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1. 알람 발생 날짜 및 시간 

2. 관련 장비, 알람 설명 및 관련된 코드 (다음 알람 테이블 참조) 
 
추가적으로, 알람 밴드 색상은 알람 상태를 표시한다. 

• RED: 활성 알람 

• BLUE: 사용자 재설정 이후에 알람이 계속 존재 

• GREEN: 알람이 중지되었으나, 재설정 되지 않음 

• BLACK: 시스템 정보 
 

현재 알람을 재설정 하려면, 버튼  를 누른다. 
 

NOTE: 만약 같은 화면에 현재 알람이 다 표시되지 않을 경우, 버튼   

혹은  를 이용하여 리스트를 둘러 볼 수 있다. 
 
NOTE: 또한, 재료 부족에 관한 알람 (아래 알람 테이블 참조) 은 터치 

스크린에 표시되고 알람이 발생된 리시버에는 알람 램프가 작동되어 

신호를 보낸다. 
 

• 아이콘 를 누르면, 알람 히스토리로 이동할 수 있다. 이 

목록에는 발생한 알람의 연대기 등록이 표시되며, 각 알람에 대해 

세가지 형태로 표시된다 (발생한 시기, 재설정 시기 및 복원 시점). 
 

 
 

아이콘  으로, 특정 장비의 활성 알람 또는 사전 설정 날짜를 검색할 

수 있다. 검색 유형을 선택하려면, 원하는 프레임을 누른다.  

프레임 안에 기호 V 가 되어 있는 것으로 선택 을 확인 할 수 있다 ( ). 
 

 

 

버튼  를 누르면, 이 페이지를 나갈 수 있다. 
 

7.1. 원와이어 3-6 시스템 알람 
 

알람은 2가지 유형이 있다. 

1. BLOCKING: 블로킹 알람이 발생하면 컨트롤러 원와이어 서버는 

문제를 보고하고, 시스템을 정지 시킨다. 이러한 경우에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알람 발생 원인을 해결 한다. 

• ALARM RESET 버튼  을 누른다. 

•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2. NON-BLOCKING: 이 유형의 알람이 발생되면, 원와이어 서버가 

알람을 보고 하지만, 시스템은 계속 작동 된다. 
 

• 알람 발생 원인을 해결 한다. 

• ALARM RESET 버튼  을 누르면, 디스플레이 된후에 

알람이 제거된다. 
 

터치 스크린에 나타난 전체 알람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34 

 

STATION DESCRIPTION AL TYPE CAUSE REMEDY/CHECKING 
 System start-up   원와이어 3-6 시스템 시작 경고. 

 

 

 Alarms reset   모든 활성 알람 재설정 경고.  

 Server – Flat battery  Non Blocking 원와이어 서버 의 PLC 컨트롤러 내의 

배터리 방전. 
• 배터리를 정품 부품으로 

교체한다 . 
(Receiver X) Material lack 401 Settable 리시버는 N 개의 로드 시도를 

성공하지 못 하였다.  ALARM ON 

에서 STOP 을 누르면 시스템이 

정지한다.  

(N = 특정 파라메터에 의해 설정된 

시도 횟수) 

• 재료 이송이 잘되는지 확인. 

• 진공 차단 밸브가 잘 되는지 확인. 

• 진공 연결 점검. 

• 재료를 보충하고, 다른 장애물이 있는지 

점검. 
 

(Receiver X) Wrong material 402 Blocking 리시버가 연결된 저장 탱크가 설정된 

것이 아님. 
 

• 설정된 저장 탱크 확인 (로드된 재료 

코드 혹은 로드된 재료). 

• 매니폴드 플레이트 연결 점검. 
(Receiver X) Offline 403 Blocking 공장 리시버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통신 문제가 있다.  
 

• P.C.B. 네트워크 주소 확인 

• 구성품의 전원 공급 장치를 점검. 

(Receiver X) Empty loads limit 406 Blocking 리시버는 N 개의 빈로드를 수행 함. 

(N = 특정 파라메터로 설정된 빈 로드 

제한 수). 
 

• 재료 블레이드의 효율성 점검. 

• 진공 차단 밸브가 잘 되는지 확인. 

• 진공 연결 점검. 

• 재료를 보충하고, 다른 장애물이 있는지 

점검. 
(Receiver X) Configuration 407 Blocking 잘못된 네트워크 주소 또는 관련 석션 

장비가 없다. 

• 장비 주소 확인 

• 석션 유닛의 연결 확인 
(Receiver X) Speed regulation error 408 Non Blocking 일부 정기적인 주기 후에, 리시버에 

의해 감지된 순간 속도가 설정된 

속도와 일치하지 않다.  

• 알람 해결을 위해, Kruise Kontrol 장비 

설명서를 참조. 

(Receiver X) Decoding error 409 Blocking 수동 디코딩 매니폴드 플레이트 또는 

연관된 돌핀 매니폴드 플레이트의 

변칙으로 재료 디코딩이 수행되지 

않거나 차단됨. 
 

• 연결된 돌핀 매니폴드 플래이트가 차단 

경보 상태인지 확인. 

• 연결된 수동 디코딩 매니폴드 플레이트 

혹은 돌핀 장비가 오프라인 알람 

상태인지 확인. 

• 돌핀 매니폴드 플레이트 암을 제어하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점검하거나, 기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Suction Unit 
X) 

Offline 403 Blocking 석션 유닛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안되어 있거나 통신 문제가 있음. 
 

• P.C.B. 네트워크 주소 확인 

• 구성품의 전원 공급 장치를 점검. 

(Suction Unit 
X) 

Blower thermic cutout 405 Blocking 석션 유닛의 과부하로 인한 차단 장치 

개입. 

• 석션유닛 모터가 잘되는지 확인 후에, 

모터의 열보호 장치를 복원. 
(Suction Unit 
X) 

Configuration 407 Blocking 잘못된 네트워크 주소  • 장비 주소 확인. 

(Suction Unit 
X) 

Obstructed filter 409 Non Blocking 브로워 사이클론 필터에 압력이 

허용치 보다 높음. 
 

• 사이클론 필터 점검. 

• 사이클론 필터 클리닝 사이클 점검. 

• 사이클론 필터를 비운다. 

• 필터의 차압 센서 점검. 

알람 해결을 위해, Kruise Kontrol 장비 

설명서를 참조. 
 

(Suction Unit 
X) 

A2 pressure sensor 
anomaly  

410 Non Blocking A2 압력 센서 판독 값 이상 • 알람 해결을 위해, Kruise Kontrol 장비 

설명서를 참조 
(Suction Unit 
X) 

A3 pressure sensor 
anomaly  

410 Non Blocking A3 압력 센서 판독 값 이상 • 알람 해결을 위해, Kruise Kontrol 장비 

설명서를 참조 
(Suction Unit 
X) 

A4 pressure sensor 
anomaly  

410 Non Blocking A4 압력 센서 판독 값 이상 • 알람 해결을 위해, Kruise Kontrol 장비 

설명서를 참조 
(Manifold Plate 
X) 

Offline 403 Blocking 매니폴드 플레이트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았거나, 통신 문제가 

있음. 

• P.C.B. 네트워크 주소 확인 

• 구성품의 전원 공급 장치를 점검. 

(Manifold Plate 
X) 

IO1 board offline 403 Blocking 디코딩 매니폴드 플레이트 이상 (I/O 
1 P.C.B.) 

• 디코딩 장비 메뉴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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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DESCRIPTION AL TYPE CAUSE REMEDY/CHECKING 
(Manifold Plate 
X) 

IO2 board offline 403 Blocking 디코딩 매니폴드 플레이트 이상 (I/O 
2 P.C.B.) 

• 디코딩 장비 메뉴얼 확인 

(Manifold Plate 
X) 

IO3 board offline 403 Blocking 디코딩 매니폴드 플레이트 이상 (I/O 
3 P.C.B.) 

• 디코딩 장비 메뉴얼 확인 

(Manifold Plate 
X) 

IO4 board offline 403 Blocking 디코딩 매니폴드 플레이트 이상 (I/O 
4 P.C.B.) 

• 디코딩 장비 메뉴얼 확인 

(Manifold Plate 
X) 

Configuration 407 Blocking 잘못된 네트워크 주소 
 

• 장비 주소 확인 

(Dolphin X) Offline 403 Blocking 돌핀 자동 메니폴드 플레이트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통신 문제가 있다. 

• P.C.B. 네트워크 주소 확인 

• 구성품의 전원 공급 장치를 점검. 

(Dolphin X) Manifold plate in error 404 Blocking 돌핀 자동 메니폴드 플레이트 이상 • 돌핀 자동 매니폴드 플래이트 메뉴얼 

확인 
(Dolphin X) Configuration 407 Blocking 잘못된 네트워크 주소 또는 연결된 

석션 유닛이 없음. 
 

• 장비 주소 확인 

• 석션 유닛의 연결 확인 

Server I/O Module is lacking or 
faulty 

601 Blocking 서버가 I/O 모듈과 통신 할 수 없음. • 서버와 I/O 모듈 사이에 전기 연결 

점검. 

• I/O 모듈에 전기 공급이 되는지 확인. 

• P.C.B. 네트워크 주소 확인 
 

Server X Module is lacking or 
faulty (pipe cleaning 
outputs) 

602 Blocking 서버가 파이프 클리닝 아웃풋 모듈과 

통신 할 수 없음. 

• 모듈 네트워크 주소 확인. 

• 모듈 네트워크 파라메터 확인. 

• 구성품의 전원 공급 장치를 점검 
 

 

8. 청소 및 보관 
강판의 부품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페인트 또는 금속 표면에 비 부식성 

세제를 사용한다. 핸드 키패드 (제공될 경우)를 청소할 경우에는, 변성 

에탄올 또는 물을 적신 천을 사용한다. 
 
WARNING: 핸드 키패드 및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패널을 청소할 때에는,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한후에 보관한다. 

1. 전원 공급 장치에서 서버 장비 연결 해체 

2. 안정되게 장비를 배치 한다.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1. 주전원 전기에서 모든 장비를 분리한다. 

2. 공압 공급 라인에서 모든 장비를 분리한다. 

3. 진공 재료 파이프에서 모든 장비를 분리한다.    

4. 처리 과정에 잔류물을 청소 한다. 

5. 모든 장비들을 닫는다. 

6. 나이론 혹은 이와 유사한 재질의 시트로 덮는다. 

7. 적절한 장소에 장비를 두고, 적절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장비를 분해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의 언급한 4단계를 진행한다. 

다른 재료들은 분리하고, 현행법 / 표준법에 따라 보관 한다. 
 

9. 유지보수 
주의: 모든 유지보수 관리 작업은, 공장의 전원 공급 장치를 차단한 후에, 

엄격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NOTE: 서버는 일상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9.1. 서버의 비 정기적 유지 관리 
 

NOTE: 이러한 정비들은 반드시 MORETTO S.p.A. 에서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수행해야 한다. 
 

9.1.1. 퓨즈 교체 
기계에 설치된 안전 퓨즈의 목적은 과도한 흡수 사고 및 보호하는 회로의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다. 퓨즈 그룹이 고장나면 교체를 해야 한다.  

교체 하려면, 먼저 과전류의 원인을 제거한 다음, 전기 판넬에 다시 접근하여 

이 리스트에 따라 다음 작업을 수행한다. 

1.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기계의 상류 측의 전기 연결을 주 스위치로 

차단해야 한다.  

2. 주 전원이 복구 될때, 예기치 않은 작동으로 인해 기계가 시동되지 

않도록 주 스위치를 “0”으로 돌린다. 

3. 퓨즈가 끊어 졌는지 확인한다. 

4. 차단 된 퓨즈는 같은 종류의 퓨즈로 교체한다. 

5. 모든 장비의 뚜껑을 닫는다. 

 

9.1.2. PLC 배터리 교체 
PLC 에 있는 배터리는 3-4 년 작동 가능하다. 
 

주의: 모든 교체는 반드시 항상, 데이터 설정 손실이 있을수 있으므로 PLC 

ON 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PLC 스위치가 꺼져 있을 경우, 1 분 이내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배터리 교체는 다음과 같다. 

1. 브로워 메인 스위치를 “0”으로 돌린다. 

2. 특별히 제공된 특수 키로 전기 상자를 연다.   

3. CPU 에서 미끄러져 나오도록, 베터리 덮개를 제거한다 (see fig. 13). 
 

 
 

Figure 13 
4. 절연된 집게 또는 손으로 장착된 배터리를 꺼낸다.   

5. 새 배터리를 넣고, “+” 가 있는 쪽은 USB 소켓 근처 오른쪽으로 한다. 

6. 하우징의 왼쪽을 눌러 배터리를 고정한다.   

7. 배터리 커버를 덮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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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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ER, SERVER, SERVEUR, SERVER, SERVER OWE WIRE 3-6 § 
SCHEMA ELETTRICO, WIRING LAY-OUTS, SCHALTPLÄNE, SCHÉMAS ÉLECTRIQUES, ESQUEMAS ELÉCTRICOS, ESQUEMAS ELÉCTRICOS  N° 3.2.341.1 120V  60HZ 

ITEM DESCRIZIONE ( I ) DESCRIPTION (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CRIPCION ( E ) DESCRIÇÃO ( P ) INTERNAL 
COD. 

Q. CODE FILE REPORT 

A1 ALIMENTATORE 24 V 
 

24 V POWER SUPPLY  SPEISER 24 V ALIMENTATEUR 24 V ALIMENTADOR 24 V ALIMENTADOR 24 V 457264 1 24V 5A 90-264VAC NMTR7.E21531
2 

A10 MODULO CPU 
 

CPU MODULE MODUL CPU MODULE CPU MÓDULO CPU MÓDULO CPU 454697 1 X20CP1583 Low voltage limited 
energy 

A11 MODULO INTERFACCIA 
CAN 
 

CAN INTERFACE MODULE MODUL DER CAN 
SCHNITTSTELLE 

MODULE INTERFACE CAN MÓDULO INTERFAZ CAN MÓDULO INTERFACE CAN 454777 1 X20IF1072 Low voltage limited 
energy 

A2 SCHEDA UNITA’ I/O 
 

I/O UNIT P.C.B. KARTE DER I/O EINHEIT CARTE DE L’UNITE I/O TARJETA DE LA UNIDAD 
I/O 

PLACA DA UNIDADE I/O 454755 1 ALIM. KASKO 
LOGICA 

Low voltage limited 
energy 

A20 INTERFACCIA SERIALE 
(OPZIONALE) 
 

SERIAL INTERFACE 
(OPTIONAL) 

SERIELLEN 
SCHNITTSTELLEN  
(OPTIONAL) 

INTERFACE SERIE  
(EN OPTION) 

INTERFAZ SERIAL 
(OPCIONAL) 

INTERFACE SERIAL 
(OPCIONAL) 

454452 1 RS232/RS485.NET
200-1AD 

Low voltage limited 
energy 

A3 SWITCH ETHERNET 
(OPZIONALE) 
 

ETHERNET SWITCH  
(OPTIONAL) 

SWITCH ETHERNET 
(OPTIONAL) 

SWITCH ETHERNET 
(EN OPTION) 

SWITCH ETHERNET 
(OPCIONAL) 

SWITCH ETHERNET 
(OPCIONAL) 

454476 1 UNMANAGED 5 
PORTE 

Low voltage limited 
energy 

A4 INTERFACCIA GRAFICA 
OPERATORE 10” 
(OPZIONALE) 

10” USER GRAPHIC 
INTERFACE (OPTIONAL) 

10” GRAPHISCHE 
SCHNITTSTELLE 
(OPTIONAL) 

INTERFACE GRAPHIQUE 
UTILISATEUR 10” (EN 
OPTION) 

INTERFACE GRAFICO DEL 
OPERADOR 10” 
(OPCIONAL) 

INTERFACE GRAFICO 
OPERADOR 10” 
(OPCIONAL) 

454781 1 6PPT30.101G-20B Low voltage limited 
energy 

A5 INTERFACCIA GRAFICA 
OPERATORE 15” 
(OPZIONALE) 

15” USER GRAPHIC 
INTERFACE (OPTIONAL) 

15” GRAPHISCHE 
SCHNITTSTELLE 
(OPTIONAL) 

INTERFACE GRAPHIQUE 
UTILISATEUR 15” (EN 
OPTION) 

INTERFACE GRAFICO DEL 
OPERADOR 15” 
(OPCIONAL) 

INTERFACE GRAFICO 
OPERADOR 15” 
(OPCIONAL) 

455196 1 PP520  15" Low voltage limited 
energy 

F1 FUSIBILI INGRESSI 
ALIMENTATORE 

POWER SUPPLY INPUT 
FUSES 

SICHERUNGEN FÜR 
VERSORGUNGSEINGÄNG
EN 

FUSIBLES ENTRÉES 
ALIMENTATION 

FUSIBLES ENTRADAS 
ALIMENTACIÓN 

FUSÍVEIS ENTRADA 
ALIMENTAÇÃO   

452970 2 10,3X38  4A AC/DC 
CLASS CC U.L. 

JDDZ.E4273 

F2 FUSIBILE 24VDC  
(INTERNO QUADRO) 

FUSE 24VDC 
(INSIDE THE ELECTRIC 
CABINET) 

SICHERUNG 24VDC 
(IN DER SCHALTTAFEL) 

FUSIBLE 24VDC 
(DANS LE TABLEAU 
ELECTRIQUE) 

FUSIBLE 24VDC 
(EN EL CUADRO 
ELÉCTRICO) 

FUSÍVEL 24VDC 
(NO INTERIOR DO 
QUADRO ELÉCTRICO) 

452980 1 VETRO 5X20   2   A   
250V  U.L. 

JDYX.E19180 

F3 FUSIBILE 24VDC  
(INTERNO QUADRO) 

FUSE 24VDC 
(INSIDE THE ELECTRIC 
CABINET) 

SICHERUNG 24VDC 
(IN DER SCHALTTAFEL) 

FUSIBLE 24VDC 
(DANS LE TABLEAU 
ELECTRIQUE) 

FUSIBLE 24VDC 
(EN EL CUADRO 
ELÉCTRICO) 

FUSÍVEL 24VDC 
(NO INTERIOR DO 
QUADRO ELÉCTRICO) 

452980 1 VETRO 5X20   2   A   
250V  U.L. 

JDYX.E19180 

F4 FUSIBILE 24VDC  
(DISTRIBUZIONE AL 
CAMPO) 

FUSE 24VDC 
(FOR FIELD 
DISTRIBUTION) 

SICHERUNG 24VDC 
(FELDVERSORGUNG) 

FUSIBLE 24VDC 
(DISTRIBUTION AU CHAMP 
ELECTRIQUE) 

FUSIBLE 24VDC 
(DISTRIBUCIÓN ALCAMPO) 

FUSÍVEL 24VDC 
(DISTRIBUIÇÃO AO 
CAMPO) 

452982 1 VETRO 5X20   4   A   
250V  U.L. 

JDYX.E19180 

F5 FUSIBILE 24VDC  
(DISTRIBUZIONE AL 
CAMPO) 

FUSE 24VDC 
(FOR FIELD 
DISTRIBUTION) 

SICHERUNG 24VDC 
(FELDVERSORGUNG) 

FUSIBLE 24VDC 
(DISTRIBUTION AU CHAMP 
ELECTRIQUE) 

FUSIBLE 24VDC 
(DISTRIBUCIÓN ALCAMPO) 

FUSÍVEL 24VDC 
(DISTRIBUIÇÃO AO 
CAMPO) 

452982 1 VETRO 5X20   4   A   
250V  U.L. 

JDYX.E19180 

HAA SIRENA ALLA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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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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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 voltage limited 
energy 

KAL RELE’ ALLARME 
REMOTATO (OPZIONALE) 

EXTERNAL ALARM RELAY 
(OPTIONAL) 

ALARMRELAIS (OPTIONAL) RELAIS D’ALARME  
(EN OPTION) 

RELÉ ALARMA 
(OPCIONAL) 

RELÉ ALARME 
(OPCIONAL) 

451069 1 SUBMINIATURA 
24VDC 

Low voltage limited 
energy 

KS TELERUTTORE DI START 
 

START CONTACTOR STARTKONTAKTGLIED TELERUPTEUR DE START TELERRUPTEUR DE 
START 

CONTACTOR DE START 452114 1 3RT2015-1BB42 
24VDC 

NLDX.E31519 

QG INTERRUTTORE 
GENERALE 

MAIN SWITCH HAUPTSCHALTER INTERRUPTEUR GENERAL INTERRUPTOR GENERAL INTERRUPTOR GERAL 451369 1 63A GA063 A WHTY.E328470 

 MANOVRA  MANOEUVRING UNIT MANÖVEREINHEIT UNITÉ DE MANOEUVRE GRUPO DE MANIOBRA MANOBRA  451371 1 GIALLO-ROSSA 
GAX61 

NLRV.E93602 

 PROLUNGA EXTENSION VERLÄNGERUNG RALLONGE ELEMENTO DE 
PROLONGACIÓN 

EXTENSÃO 451372 1 200MM GAX7200 NLRV.E93602 

ZKS FILTRO ANTIDISTURBO 
 

ANTIJAMMING FILTER ENTSTÖRFILTER FILTRE ANTIPARASITE FILTRO ANTIPARÁSITOS FILTRO ANTIDISTÚRBIO 452145 1 3RT2916-1BB00 
24V 

NKCR2.E4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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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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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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0282 1 24V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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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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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ZIONE 
( I ) 

DESCRIPTION 
(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CRIPCION 
( E ) 

DESCRIÇÃO 
( P ) 

CN1 +24 +24V +24V +24V +24V +24V +24V 
GND       
CANL SEGNALE CAN L CAN L SIGNAL CAN L SIGNAL SIGNALISATION CAN 

L  
SEÑAL CAN L SINAL CAN L 

CANH SEGNALE CAN H CAN H SIGNAL CAN H SIGNAL SIGNALISATION CAN 
H 

SEÑAL CAN H SINAL CAN H 

GND-I RIF. SEGNALI CAN CAN SIGNALS REF. BEZ.CAN SIGNALE REF.SIGNALIS.CAN REF.SEÑALES CAN REF.SIANIS CAN 
CN2 +24 +24V +24V +24V +24V +24V +24V 

GND       
D+ COMUNICAZIONE 

485 D+ 
485 D+ 
COMMUNICATION 

485 D+ 
ÜBERTRAGUNG 

COMMUNICATION 
485 D+ 

COMUNICACIÓN 
485 D+  

COMUNICAÇÃO 
485 D+ 

D- COMUNICAZIONE 
485 D- 

485 D- 
COMMUNICATION 

485 D- 
ÜBERTRAGUNG 

COMMUNICATION 
485 D- 

COMUNICACIÓN 
485 D- 

COMUNICAÇÃO 
485 D- 

CN3 OD1 NON USATO NOT USED NICHT BENUTZT NON UTILISE NO USADO NÃO USADO 
OD2 NON USATO NOT USED NICHT BENUTZT NON UTILISE NO USADO NÃO USADO 
OD4 NON USATO NOT USED NICHT BENUTZT NON UTILISE NO USADO NÃO USADO 
GND NON USATO NOT USED NICHT BENUTZT NON UTILISE NO USADO NÃO USADO 
ID3 NON USATO NOT USED NICHT BENUTZT NON UTILISE NO USADO NÃO USADO 
+24 NON USATO NOT USED NICHT BENUTZT NON UTILISE NO USADO NÃO USADO 

CN4 PE TERRA EARTHING ERDUNG MISE A TERRE PUESTA A TIERRA LIGAÇÃO À TERRA 
CN5 PE NON USATO NOT USED NICHT BENUTZT NON UTILISE NO USADO NÃO USADO 

GND NON USATO NOT USED NICHT BENUTZT NON UTILISE NO USADO NÃO USADO 
+24 NON USATO NOT USED NICHT BENUTZT NON UTILISE NO USADO NÃO USADO 
OD1 SIRENA DI 

ALLARME 
ALARM BUZZER ALARMSIRENE SIRENE D’ALARME SIRENA DE 

ALARMA 
SIRENE DE 
ALARME 

OD2 LAMPADA ROSSA RED PILOT LIGHT ROTE 
KONTROLLAMPE 

VOYANT ROUGE INDICADOR 
LUMINOSO ROJO 

LUZ AVISADORA 
VERMELHA 

OD3 RELÈ ALLARME 
REMOTATO 

REMOTE CONTROL 
ALARM RELAY 

FERNGESCHALTET
ES ALARMRELAIS 

RELAIS ALARME A 
DISTANCE 

RELÉ ALARMA 
CONECTADO A 
DISTANCIA 

RELÉ ALARME 
REMOTO 

OD5 TELERUTTORE DI 
SICUREZZA 

SAFETY 
CONTACTOR 

SICHERHEITSKONT
AKTGLIED 

TELERUPTEUR DE 
SECURITE 

TELERRUPTOR DE 
SEGURIDAD 

CONTACTOR DE 
SEGURANÇA 

OD6 NON USATO NOT USED NICHT BENUTZT NON UTILISE NO USADO NÃO USADO 
CN6 GND NON USATO NOT USED NICHT BENUTZT NON UTILISE NO USADO NÃO USADO 

D+ NON USATO NOT USED NICHT BENUTZT NON UTILISE NO USADO NÃO USADO 
D- NON USATO NOT USED NICHT BENUTZT NON UTILISE NO USADO NÃO USADO 

+24 NON USATO NOT USED NICHT BENUTZT NON UTILISE NO USADO NÃO USADO 
CN7 AC1 NON USATO NOT USED NICHT BENUTZT NON UTILISE NO USADO NÃO USADO 

OD11 NON USATO NOT USED NICHT BENUTZT NON UTILISE NO USADO NÃO USADO 



 

 

  DESCRIZIONE 
( I ) 

DESCRIPTION 
(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CRIPCION 
( E ) 

DESCRIÇÃO 
( P ) 

CN8 ID2 NON USATO NOT USED NICHT BENUTZT NON UTILISE NO USADO NÃO USADO 
ID4 NON USATO NOT USED NICHT BENUTZT NON UTILISE NO USADO NÃO USADO 
+24 NON USATO NOT USED NICHT BENUTZT NON UTILISE NO USADO NÃO USADO 
GND NON USATO NOT USED NICHT BENUTZT NON UTILISE NO USADO NÃO USADO 

CN9 ID1 AVVENUTA 
ATTIVAZIONE KS 

KS START-UP 
PERFORMED KS AKTIVIERT ACTIVATION DU KS 

EFFECTUEE   

+24 +24V +24V +24V +24V +24V +2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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