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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이 문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복제판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발행일 기준으로 정확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TOOL-TEMP AG 측에서 

구속력있는 의무를 갖지 않으며 통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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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안전 정보 

1.1. 안전 기호 
 

위험 
 

 

임박한 위험을 나타낸다. 

정보에 주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망이나 중상을 입을 수 있다 (신체 장애)! 

 

 

경고 
 

 

위험한 상황을 나타낸다.  

이 정보에 주의 하지 않으면 사망이나 중상을 입을 수 있다 (신체 장애)! 

 

 

주의 
 

 

잠재적으로 위함함 상황을 나타낸다.  

이 정보에 주의 하지 않으면 사소한 부상이나 중상을 입을 수도 있다! 

 

 

공지 
 

 

일반 정보 사항으로 사용자에게 유용한 조언 및 작업 권장 사항을 나타내지만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1.2. 적용 범위 

이 일반 안전 정보는 일반적으로 TOOL-TEMP의 모든 온도 제어 장치에 유효하다. 

 

1.3. 사용목적 

TOOL-TEMP 온도 조절 장비는 최신 기술 및 일반적인 공학 원칙에 따라 제작되었다. 또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영역에서 사출 및 다이캐스팅 몰드, 압출기, 캘린더, 믹서 및 기타 등등의 가열 / 또는 

냉각을 위한 일반적인 용도로만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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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용도는 부적절한 사용으로 간주되며, 제조업체는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한 위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TOOL-TEMP 의 사전 동의 

없이 온도 제어 장비를 다른 작동 조건 및/ 또는 다른 매체와 함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장비를 제대로 사용 하려면 제조업체가 규정한 작동, 서비스 및 유지 보수 조건을 준수한다. 온도 

조절 장비는 이러한 작업에 익숙하고 위험에 대비 할 수 있는 직원만이 작동, 유지 보수 할 수 있다. 

 

1.4. 안전 정보 

1.4.1. 일반 정보 

TOOL-TEMP 온도 조절기는 안전한 장비이나 의도한 용도 이외에 목적으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에는 생명이나 죽음에 이르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작업자 또는 제3자의 생명과 

신체적 위험을 끼칠 수 있으며 작업자에게 속하는 장비 및 기타 중요한 자산에 대한 악영향과 

장비의 효율적인 작동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장비 시작 작업은 (즉, 의도된 사용일) 기계 작동 지침(2006/42/EC)에 따라 온도 제어 장비가 

설치되고 배선 될때 까지 금지 된다. EN 60204-1 (Safety of Machinery) 도 준수해야 한다. 

 

장비 시작하기 전에 이 메뉴얼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하며, 의도된 사용 및 예측 가능한 오용에 

관한 정보를 준수해야 하며 해당 지역 안전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온도 조절기를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온도 조절기의 주의 사항 및 안전 

규정을 준수 해야 한다. 

 

1.4.2. 프로세스 모니터링 

온조기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위험에 빠지거나 장비가 파손 되는 경우, 플랜트를 

안정적으로 중단 시키는 독립적인 프로세스 모니터를 사용해야 한다.  

 

1.4.3. 작업자 및 직원을 위한 정보 

작업자와 온조기 작업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은 작업 안전 및 사고 예방과 관련된 기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작업자는 이 사용 설명서, 특히 안전에 관련된 창을 잘 읽고 이해해야 한다.  

 

경고 
 

 

심장 박동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성으로 연결된 펌프를 분리하거나 유지해서는 

안된다! 

 

온조기의 기술적인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작업 방법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작업자는 온조기가 완벽한 상태에서만 작동 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장비를 사용하는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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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에게 보호복을 착용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  

 

설치, 시운전, 작동, 작동 조건 및 작동 모드 수정, 유지 보수, 검사 및 수리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작업의 경우에는 작동 지침에 명시된 셧다운 절차를 따라야 한다. 

 

1.4.4. 파라메터 변경 

제어 시스템의 파라메터는 TOOL-TEMP 전문 기술자에 의해서만 수행 할 수 있다. 특히 구성 

(configuration)은 TOOL-TEMP 과 논의 없이 변경 될 수 없다. 

 

관련 사고 예방 규정과 일반적인 안전 공학, 작업 의학 및 구조 공학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 안전 규정 또한 준수해야 한다. 

 

1.4.5. 잔여 위험 

제어 시스템의 파라메터 설정에 대한 무단 변경 뿐만 아니라 온조기의 무단 개조 및 변경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된다.  

 

만약 온조기가 손상되면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결함이 있는 부분은 즉시 교체 하거나 수리해야 

한다. TOOL-TEMP 사의 정품 부품만 사용해야 하며, 제 3자 부품 사용으로 인한 손해는 워런티를 

제공 하지 않는다.  

 

위험 
 

 

온조기는 제어반을 열어 점검할때에는 전류가 공급 되지 않아야 한다! 온조기에 

메인 스위치를 내리고 전원 플러그를 뽑는다!  

감전 위험! 

 

온조기 회로 (장비, 연결 라인, 가열 대상 등) 에 누수 부분을 즉시 수리한다. 

 

온조기는 오일 열 전달 매체로 특정 조건 하에서 오일은 인화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온조기를 열이 발생하는 곳 근처에 절대 설치하면 안된다. 장비의 단열재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열매체 오일이 묻어 있는 단열재는 화재 위험이 크다. 

 

연소하는 열 오일은 스프레이 폼 소화기, 분말 소화기 (먼지에 민감한 플렌트, 제어 시스템, EDP 

등은 피한다) 또는 CO2  소화기를 사용하여 소할 수 있다. 적절한 소화기는 실내에 있는 장비와 

필수 안전 규정을 고려하여 작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온조기는 모든 안전 시스템이 완전히 설치되고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작동 할 수 있다. 

온조기는 스프레이 및 세척제로부터 보호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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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제어 회로의 연결 라인 및 온도 출구에 따라 분리 전에 온조기가 먼저 식도록 한 다음 

전원을 끈다. 펌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경고 
 

 

중요 – 물이나 기름이 빠져 나갈 때 부상 위험! 

 

1.5. 이 문서 사용 

이 문서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작동 및 장비의 적절한 유지 관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다.  

 

이 메뉴얼을 준수하면 위험을 피하고 수리 비용 및 가동 중지 시간을 최소화 하고 장비/시스템의 

신뢰성 및 서비스 수명을 늘릴 수 있다. 

 

NOTE 

 

작동 지침은 해당 장비 가까이에 보관 되어야 하며, 항상 작동 및 유지 보수 

작업자가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 

 

1.5.1. 추가 문서 

포함된 문서는 기본 버전의 장비에 대해 정확하다. 기본 하드웨어에 속하지 않는 구성 요소는 

추가 장비로 표시된다. 해당 추가 문서는 특수 버전의 장비의 포함되어 있다. 추가 문서는 이 

메뉴얼에 포함된 설명을 보충 또는 대체하며, 그럴경우 이 설명서는 유효하지 않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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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도 조절기 개요 

2.1. 전면 보기 

 

 

 

 

1 ON/OFF-Switch unit (green) 

2 ON/OFF-Switch heating (green) 

3 ON/OFF-Switch heating (green) 

4 ON/OFF-Switch horn (green) 

5 Temperature Controller MP-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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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압력 해제 (녹색) 
- 70°C 이하로 장비 냉각 

- 녹색 ON/OFF-스위치로 장비를 끈다. 

- 시스템 내에 잔류 압력이 0 bar 가 될 때까지 이 버튼을 누른다. 

7 컨트롤 램프 썻머 릴레이 펌프 (적색) 

펌프 모터의 써머 릴레이가 작동 / 설비 꺼짐 

8 컨트롤 램프 온도 모니터링 t1 (적색) 

펌프 모터의 썻머 릴레이가 작동 / 설비 꺼짐  

9 컨트롤 램프 온도 모니터링 t2 (적색) 

온조기 최고 온도 초과. 히터의 전원이 꺼지고, 장비가 작동하며 냉각이 활성화 될 수 있다. 

10 컨트롤 램프 온도 모니터링 t3 (적색) 

온도 편차 제어: 설정 온도와 실제 온도의 편차값이 크다.  

11 레벨 컨트롤 램프 (노란색) 

라이트 자동으로 채워질 때까지 점등 

라이트 + 알람 펌프를 정지시키며 물은 보충한다.  

12 컨트롤 램프 냉각수 (녹색) 

13 유량 제어 램프 (적색) 

유량의 변화로 알람 발생. 

14 알람 

15 메인 스위치 

긴급 정지 

16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이 있는 명판: 
 

 

17 압력계 펌프 압력 

18 압력계 시스템 압력 

19 스위치 케비냇 – 안전 장치 

20 옆 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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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뒷면 
 

 

 

21 후면 패널  

22 서비스 커버  

23 To mould ¾“ BSP female thread 

24 From mould ¾“ BSP female thread 

25 워터 필터와 냉각수 입구  ⅜“ BSP female thread 

26 냉각수 출구 ⅜“ BSP female thread 

27 배수 ⅜“ BSP female thread 

28 안전 밸브 / 10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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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비에 남아있는 잔여 위험 식별 

다른 위험을 확인 하기 위해 온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호 그림들이 장착되어 있다. 

 

 

 

위험 
 

 

온조기는 제어반을 열어 점검할때에는 전류가 공급 되지 않아야 한다! 온조기에 

메인 스위치를 내리고 전원 플러그를 뽑는다!  

감전 위험! 

 

경고 
 

 

심박동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 금지!! 

심장에 문제로 심박동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성으로 연결된 펌프를 

분리하거나 유지해서는 안된다! 

심박동기를 착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상해의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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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사양 
 

모델 TT-142 N 

온도 범위 최대 140°C 연속 온도 

온도 조절기 
자동 최적화 시스템 및 마이크로 프로세스 컨트롤 MP-888 

또는 

자동 최적화 시스템 및 전자 마이크로 프로세스 컨트롤러 MP-988 

히팅 용량 12 kW: in stage switching 6/6 

펌프 용량 N-Pump (Axial face seal) 

motor 1,8 kW 

max. 5 bar / max. 110 l/min 

Vacuum mode (Vacuum) max. 8mH2O 

냉각 용량 indirect: approx. 60 kW at 140°C 

충전량 자동 

연결 to mould ¾“ BSP female thread 

from mould ¾“ BSP female thread 

cooling water inlet with water filter ⅜“ BSP female thread 

cooling water outlet ⅜“ BSP male thread 

치수 (L×W×H) 870 × 360 × 915 mm, incl. castors 

무게 무게 약. 107 kg  

보호 카테고리 IP-44 

전기 별도의 스위치 캐비닛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색상 silver-grey RAL 7001 

열 교환기 적은 유지 보수 

소음 레벨 (dBA) < 70 dBA (distance 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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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 Declaration of con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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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 

장비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 및 호스연결을 해야한다. 장비 설치는 다음 장에서 순서대로 수행해야 

한다. 적절한 설치가 완료되면 기기를 사용할 준비가 된다. 

 

위험 
 

 

온조기는 반드시 물 사용만으로 작동 되어야 한다. 물에 휘발유, 톨루엔 등의 

용제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주의 
 

 

규정된 연결 없이 기기를 시작하면 기기가 손상될 수 있다. 

수질 – 염소가 첨가된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NOTE 
 

 

일반 안전 정보를 준수 한다! 

메뉴얼에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읽어야 한다! 

 

5.1. 온도 조절기 설치 및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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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조기는 주변 온도가 +10 에서 최대 40°C까지 설계 되었다. 설치 중에 충분한 환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온조기와 다른 시설들과의 거리는 반드시 최소 10cm 이상 이어야 하며, 환기 시설은 

용이해야 한다. 

 가능한 손상 여부 및 장비가 완벽하게 이상 없는지 확인 한다.  
 장비는 평평한 지면에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캐스터 위에 있어야 한다. 

 이 장비는 스플래시 물에 보호되지 않으며,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 하지 않다.  

이 장비는 야외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기기는 누워서 선적 될 경우에는 고장 날 수 있으니, 반드시 눕혀서 이송하지 않는다. 

 

경고 

 

 

 

온조기는 과도한 압력을 방출 할 수 있다. 증기가 빠져 나올 때, 상해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한다!  

측면 판넬 없이는 장비를 가동 하지 마시오! 

위험한 장소에서는 본 기기를 사용하지 마시오! 

누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수리 한다! 

설치 시에는 현지 법규를 준수 하시오! 

 

주의 
 

 

온조기는 가압 될 수 있다! 

압력계가 0 bar 로 표시된 경우에만 호스를 분리 한다! 

 

5.2. 연결 

온조기와 가열 대상 사이의 연결 라인을 설치하기 전에 다음의 점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가열 대상 채널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 한다. 
 파울링 (예: 라인에 있는 부스러기를 제거한다) 을 제거 한다. 

 녹 및 석회 침전물은 가열 대상과 열 전달 매체간에 열 교환을 크게 방해하고 가열 대상의 

압력 강하를 증가시키므로 제거 해야 한다.  

 

금형 라인 (몰드, 냉각수 입구 및 출구 등 과의 연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호스 직경을 권장한다. 

 

Thread on the unit Internal hose-Ø 

3/8“ 10mm 

1/2“ 15mm 

3/4“ 20mm 

1“ 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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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릴리즈 커플링은 유량을 감소시킨다. 권장 튜브 사이즈가 금형에 연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형에 

연결을 줄이고 온조기에 연결 하지 않는다. 그런식으로 압력 강하를 피할 수 있다. 

 

냉각수 연결의 경우, 압력 및 내열 고무 호스를 사용하면 충분 하다. 수돗물의 압력은 2,0 에서 

5,0 bar 가 되어야만 한다. 기기 (냉각수 배출구)의 물을 압력이 없는 배출구로 옮기는 것이 좋다. 

 

경고 
 

 

압력 및 내열 호스를 사용하려면 작업 안전이 필수적이다.  

내압 최대 20 bar / 내열성 최대 +200°C. 

안전을 위해 항상 냉각 장비를 연결해야만 한다! 

 

NOTE 
 

 

리턴 라인에 프로세스 워터 필터는 장비 내의 오염을 줄이며, 이는 장비 고장 

(솔레노이드 밸브의 오염)을 유발 할 수 있다.  

연결에 적합한 최대 온도를 표시하고 낮춘다! 

 

5.3. 전원 공급 장치 

시리얼 명판에 명시된 전원 전압과 주파수 정보를 비교한다. 전기 배선도에 따라 예비 퓨즈의 정격을 

확인한다. 설치 하는 동안 지역 법규를 준수 한다. 

 

전원 케이블: 

 

 

 

경고 

 

 

 

이 기기는 전문 기술자만이 연결할 수 있다.  

전원 공급 장치 (전원 어댑터 또는 주전원 연결부)를 절단하는 수단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접근은 반드시 접근 수준 보다 0.6 과 1.9m 위에 위치 

해야 한다.  

가열 매체 호스가 연결 될 때까지, 전원 공급 장비를 연결 하지 마시오! 

 

5.4. 초기 작업 – 매체유 공급 

온조기는 유압식 및 전동식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가능한 차단 밸브가 열려 있어야 한다. 

 장비 전원 켜기: 메인 스위치를 켜고 기기의 ON/OFF 스위치를 누른다. 

 장비 전원을 켜고 펌프를 작동 키고 난 후에, 시스템에 물을 채워질 뿐만 아니라 기기가 자동으로  

Phases black / black / black L1 / L2 / L3 

Earth yellow / green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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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된다. 그 동안, 노란색 램프가 켜지고 알람 소리가 난다. 장비는 시스템이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정지하고 시작할 수 있으며, 노란색 램프만 켜질 경우에는 기기는 작동하나 알람 소리는 

나지 않으며, 자동 재충전이 실행 되고 있다. 

 

5.4.1. De-aeration 

기계가 다시 채워지면, 자동으로 공기가 빠진다. +80°C 이상에서는 공기 배출 밸브가 닫혀 있다.  

 

5.4.2. 펌프 회전 점검 

장비 뒤에서 회전 방향을 확인 할 수 있다. 장비가 주 전원 공급 장비에 연결되어 있고 호스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열 전달 메체가 채워져 있어야 한다. 스위치를 다시 켜서 모터의 회전을 

확인 한다. 회전 방향은 화살표로 표시된 것과 같이 시계 방향이어야 한다. 

만약 회전 방향이 반 시계 방향이라면, 3상 입력전원의 2상을 바꾸어 연결한다. 이는 자격 있는 

전문 기술자가 수행해야 한다.  

 

5.4.3. 펌프 압력 표시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압력 배출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 압력이 펌프로 배출된다. 압력 배출은 

60°C 이하의 열전달 온도에서만 안전을 위해 작동한다. 이 프로세스의 냉각수 배출구의 배압에 

따라 길이가 다를 수 있다. 

 

경고 
 

 

온조기는 가압 될 수 있다! 

압력계가 0 bar 로 보여줄 때, 호스를 분리한다. 

 

6. 작동 

기기는 온도 컨트롤러 MP-888 또는 MP-988에 의해 제어된다. 온도 컨트롤러 MP-888 은 모든 

TOOL-TEMP 장비의 범용 컨트롤러 이다.  

MP-988 은 3개의 온도 센서를 평가하는 온도 컨트롤러이다. 아날로그 및 디지털 방식 방식으로 입력 

하며, 신호 처리 및 평가를 의미하는 유량 센서 평가가 통합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출력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기능을 이 기능에 지정할 수 있으며, 전력 소비는 5개 릴레이 출력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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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개요 MP-888 

 

 

1 설정 값 표시 

2 실제 값 표시 

3 유량 제어                  현재 유량 표시 : litres/min, English 또는 American gallons/min. 

4 Up 화살표 설정 값 올리기  

5 Down 화살표 설정 값 내리기  

6 프로그램 버튼 

7 유량 제어  

유량 제어 활성화 

알람 유량 제어 

  

LED 녹색 

LED 적색 

8 LED 냉각 

냉각 릴레이가 활성화될 때 점등.  

9 LED 히팅 

히팅 릴레이가 활성화될 때 점등. 

10 LED 센서 오류 

센서가 잠시 멈출때 점등. 

11 LED 온도 편차 컨트롤 

설정 온도와 실제 온도의 차이가 너무 높을때 점등.  

12 LED 최대 온도 

최대 온도에 도달시 점등. 

13 LED 외부 온도 조절 

외부에서 설정 값이 적용되면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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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 사양 

2 온도 세선 연결 

21+23 Temperature sensor – note + / - 

22 Pt-100 compensation 

3 유량 제어 – 엔코더 신호 

4 외부 연결 설정 점 
26+28 Analog input 4 - 20mA 

27+28 Analog input 0 - 10 V 

5 연결 실제 값 - 출력 

29+30 Analog output 0 - 10V 

6 전원 공급 

1 230V AC 

2 Neutral 

3 PE 

7 유량 제어 (알람) 

8 온도 모니터링, 온도 편차 알람 

9 냉각 (명령) 

10 히팅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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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파라메터 설정 MP-888 

각 장비마다 다른 프로그램 설정이 필요로 한다. 각 모델마다 지정된 프로그램이 있으며, 모든 

파라메터가 수동으로 설정되지 않아야만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모델 별 설정이 저장되어 있다. 

 

Model: TT-142 N  Program: P84 

 기능 공장도 조정 설명 

P1 최대 온도 145°C / 293°F 

(0.0...400.0°C) 

(32.0...752.0°F) 

최대 온도가 초과되면, 히팅 및 

냉각이 비활성화 되고 컨트롤러의 

최대 온도 LED 가 켜진다. 

P2 온도 편차 제어 

(설정 온도와 실제 온도의 

편차) 

5.0°C / 9.0°F 

(0…20.0°C) 

(0…36.0°F) 

한도는 공칭 값과의 최대 편차를 

결정하며 여전히 허용된다. 설정 값 

밖의 실제 온도가 경보가 울리면 

온도 편차 제어 LED 가 켜진다. 

재시동 잠금 (P24) 이 켜지면 온도 

편차 제어는 설정 온도에 도달한 

경우에만 활성화 된다. 설정 점은 

시동 잠금을 다시 변경한다. 

P3 유량 측정 기능 0: Manual 

1: Automatic 

자동 유량 측정이 활성화된 경우, 

측정된 유량이 20초 후에 저장되고 

모니터링이 활성화 된다. 녹색 LED 

가 켜진다. 

P4 Alarm value flow 8.0 L 

(0.1…999.9 L) 

(P3) 을 수동으로 설정. 

설정 값이 부족한 경우 알람이 

발생한다.  

P20 Temperature unit 1: °C 

2: °F 

장비가 시작되면 선택한 

표기방법이 잠시 동안 표시될 

것이다. 온도 단위를 변경 한다.  

P23 Analog input 1: Voltage 0-10V 

2: Strom 0-20 mA 

3: Strom 4-20 mA 

설정 값 선택에 대한 아날로그입력 

0-10 V (switching threshold <0.1V) 

0-20 mA (switching threshold <0.5mA) 

4-20 mA (switching threshold <0.1mA) 

P27 Temperature 

at 0 V INPUT 

0.0°C / 32°F 

(-50.0...399.9°C) 

(-58.0...751.8°F) 

Lower scaling point of the voltage 

analog input  

0 V corresponds to 0°C 

P28 Temperature 

at 0 V INPUT 

400.0°C / 752°F 

(-49.9…400.0°C) 

(-57.8…752.0°F) 

Upper scaling point of the voltage 

analog input 

10 V corresponds to 4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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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9 Temperature 

at 0/4 mA INPUT 

0.0°C / 32°F 

(-50.0...399.9°C) 

(-58.0...751.8°F) 

Lower scaling point of the voltage 

analog input 

4 mA corresponds to 0°C 

P30 Temperature 

at 20 mA INPUT 

400.0°C / 752°F 

(-49.9…400.0°C) 

(-57.8…752.0°F) 

Upper scaling point of the voltage 

analog input 

20 mA corresponds to 400°C 

P31 Temperature 

at 0 V OUTPUT 

0.0°C / 32.0°F 

(-50.0…399.9°C) 

(-58.0…751.8°F) 

Lower scaling point of the voltage 

analog output 

0 V corresponds to 0°C 

P32 Temperature 

at 10 V OUTPUT 

400.0°C / 752°F 

(-49.9…400.0°C) 

(-57.8…752.0°F) 

Upper scaling point of the voltage 

analog output 

10 V corresponds to 400°C 

P45 Relation between 

cooling- and heating 

capacity 

0 

(1...50) 

Adjusting of the cooling capacity 

0: 2-point cooling (Standard) 

1: cooling capacity maximum 

50: cooling capacity minimum 

P53 Flow unit 0: Flow OFF 
1: Impulse (Hz) 

2: litres/min 

3: US gallons/min 

4: Imperial gallons/min 

Flow unit to display 

1 US gallon = 3.785 litres 

1 Imperial gallon = 4.546 litres 

P60 Flow measurement 

Calibration table 

0 = Manual 

1 = Smal units 1 

2 = Medium units 

3 = Large units 

4 = Reserved 

5 = Small units 2 

6 = Reserved 

Selection of the calibration table 

for flow measurement 

 

컨트롤러  

컨트롤러에 들어가서 다른 파라메터로 이동한다.  

 컨트롤러의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면 3초 동안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야 한다.  

 파라메터에서 파라메터로 이동하러면, 프로그램 버튼을 누른다. 

 

 
 

 

파라메터 값 설정: 

두 개의 화살표 버튼으로 파라메터 값을 조정 한다.  

 

  

파라메터 설정 저장: 

 파라메터 세팅을 저장하고 제어 기능으로 돌아가, 플로우 버튼을 눌러야 한다.  

 파라메터 설정을 저장하고 다음 파라메터로 이동하여,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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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개요 MP-988 

 

 

 

1 실제 값 화면 2 설정 값 화면 

3 유량 제어 

현재 유량 표시 litres/min, English or American gallons/min. 

4 Up 화살표 설정 값 상승  

5 Down 화살표 설정 값 하락  

6 Program button 

7 유량 제어 

유량 제어 활성화 

알람 유량 제어 

  

LED 녹색 

LED 적색 

8 LED 냉각 

냉각 릴레이가 활성화될 때 점등. 

9 LED 히팅 

히팅 릴레이가 활성화될 때 점등. 

10 LED 센서 고장 

센서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유형의 센서가 사용되면 점등된다.  

11 LED 온도 격차 제어 

설정 온도와 실제 온도의 차이가 너무 높으면 점등된다.  

12 LED 최대 온도 

최대 온도에 도달하면 점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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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LED 외부 온도 조절 

외부에서 설정 값이 적용되면 점등된다. 

14 T1 = Sensor 1 - Actual value (이 값이 제어 됨) 

T2 = Sensor 2 - Temperature to mould (성능 측정 관련) 

 T3 = Sensor 3 - Temperature from mould (성능 측정 관련) 

15 LED 받는 것 16 LED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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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chnical specification 

2 88+89 

90 

Flow control – encoder signal 

PE 

(factory occupied) 

(factory occupied) 

3 Temperature sensor connection 

21+22 Temperature sensor 1 – note + / - 

23+24 Temperature sensor 2 – note + / - 

25+26 Temperature sensor 3 – note + / - 

 

(factory occupied) 

4 27+28 Collective alarm 10V Output (reserved 29,30) 

5 14+15 

14+16 

Output flow control normally open 

Output flow control normally close 

 

6 31+32 

32+33 

Analog input 4 - 20mA 

Analog input 0 - 10 V 

 

7 41+42 Analog output 0 - 10V  

8 4+5+6 Input unit ON/OFF (factory occupied) 

 7+8+9 Temperature monitoring, deviation alarm (factory occupied) 

 10+11 Cooling (command) (factory occupied) 

 12+13 Heating(command) (factory occupied) 

9 Power supply  

 1 PE (factory occupied) 

 2 Neutral (factory occupied) 

 3 230V AC (factory occup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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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파라메터 설정 MP-988 

각 기기마다 다른 프로그램 설정이 필요 하며, 각 모델마다 지정된 파라메터가 있고 모든 

파라메터가 수동으로 설정되지 않아야만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모델 별 설정이 저장된다. 링크 

된 모델이 있는 프로그램의 개요는 부록의 별도 컨트롤러 설명서에 나열 되어 있다.  

 

Model: TT-142 N  Program: T84 

 기능 공장도 조정 설명 

P100 언어 0: 영어 

1: 독일어 

2: 프랑스어 
3: 이탈리아어 

4: 스페인어 

설정할 언어 선택. 

P101 온도 1: °C 
2: °F 

실제/설정 값을 나타내는 온도 뿐만 

아니라 관련 파라메터 온도 (내부 

온도는 항상 °C 로 저장 됨). 

P102 유량 단위 0: Flow OFF 
1: Impulse (Hz) 
2: Litre/min 
3: US gallons/min 
4: Imperial gallons/min 

유량 단위 표시. 

P120 최대 설정 설정 온도 400°C / 752°F 
(-49.9...400.0°C) 
(-57.8...752.0°F) 

이 파라메터는 설정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제한 한다. 

P150 전력 측정 계수 0.0 switched off 
0.6 oil 
1.0 water 
(0.0...10.0) 

전력 계산: 

P=k * (TX2-TX3)*Q 
P: Performance in kcal/h 
k: Coefficient of performance 
TX: Sensor temperature 
Q Flow rate in l/h 

P151 전력 측정 단위 0: switched off 
1: W 
2: kW 
3: kcal/h 

전력 측정 단위. 

P160 명암 표시 62 
(45…80) 

화면 명암 표시. 

P201 온도 오프셋, 라인 

보정 

0.7°C / 1.2°F 
(0.0...130.0°C) 
(0.0...234.0°F) 

매우 긴 센서 라인을 사용할 때 이 

값을 사용 하여 라인 오프셋 / 

편차를 수정할 수 있다. 이 조정은 

Pt-100 에만 필요 하다. 

P302 냉난방 용량 간의 

관계 

0 
(1...50) 

냉각 용량 조정: 

0: 2-point cooling (Standard) 
1: cooling capacity maximum 
50: cooling capacity 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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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00 유량 측정 기능 0: Off 
1: Automatic 
2: Manual 

자동 유량 측정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 15초 후 (기기 시작 후), 

측정된 유량은 참고로 저장되고 

모니터링이 활성화 된다. 녹색  

LED가 켜진다. 

P401 유량 측정 보정 

테이블 

0 = Manual 
1 = Small units 1 
2 = Medium units 

3 = Large units 
4 = Reserved 
5 = Small units 2 
6 = Reserved 

 유량 측정에 대한 교정 테이블을 

선택한다. 

P410 알람-유량에 장애물 8.0 l /min 

(0.1...999.9 l/min) 
(P400) 수동으로 설정  

설정 값을 초과하면 알람이 발생된다.  

P600 최대 온도 145.0°C / 293.0°F 

(0.0...400.0°C) 
(32.0...752.0°F) 

최대 온도를 초과 했을 경우에는, 

히팅 및 냉각이 비활성화 되고, 

컨트롤러의 최대 온도 LED 가 

켜진다. 

P602 안전 서머스탯 T2 0.0 

(0...50.0°C) 
0.0: sec. T2 비활성화 

(컨트롤러 메뉴얼 참조) 

P610 인터락 시작 중 1: On 

0: Off 
제한 온도의 활성화는 초기 전력과 

처음 목표 온도에 도달 후에 발생 

한다. 

P611 한계 값 5.0°C / 9.0°F 

(0.0...20.0°C) 
(0.0...36.0°F) 

한도는 공칭 값과의 최대 편차를 

결정하며 여전히 허용된다. 

P630 안전 온도 50.0°C / 122.0°F 

(-50.0...400.0°C) 
(-58.0...752.0°F) 

인터페이스를 통한 작동: 해당 

명령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신되면이 온도에 도달합니다.  

P631 Trail temperature 70.0°C / 158.0°F 

(-50.0...400.0°C) 
(-58.0...752.0°F) 

인터페이스를 통한 작동: When 

해당 명령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신되면이 온도에 도달합니다. 

P640 배수 시간 30s 

(5...120s) 
목표 온도에 도달 한 후에 배수 

시간. 

P722 난방 및 냉방 능력 

관계. 

0 

(0...50) 
0: PID 히팅 제어, 냉각 2 포인트 

1…50: PID 히팅/ 냉각 제어 

P732 최소 스위칭 시간 냉각 1.0s 

(0.2...9.0s) 
냉각 릴레이의 최소 스위칭 시간. 

P791 설정 값 도달까지의 

최대 지연. 

10 min 

(1...120 min) 
조정 된 시간 내에 설정 값에 

도달하지 않으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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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00 인터페이스 0: Switched off 

1: RS232 
2: RS485 
3: Current Loop 
4: CAN 

인터페이스 정의 

P801 ComProtocol 

Communication- 
protocol 

0: Switched off 
1: Arburg 
2: Engel 
3: Krauss – Maffei 
4: Bühler 1 
5: Italpress 

6: Dr. Boy 
7: Battenfeld 
8: Demag (RS232, CL) 
9: Ferrom. – Millacron 
10:  Frech 
11:   Stork 

12:   Müller weing. 
13:   Euromap 17 
14:  Billion 
15:  Fanuc 
16:  Husky 
17:  Demag (CAN) 
18:  Euromap 66 (CAN) 
19:  Bühler 2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정의 

P802 ComAdress 1 여러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 숫자는 
각 장비에 대해 선택되어 진다.  

 Adress of the unit (1…128)  

P840 CAN – Baud rate Nr. CAN  CAN-bus 인터페이스의 전송 속도 
  0: 125 kBit/s  

  1: 250 kBit/s  

  2: 500 kBit/s  

  3: 615 kBit/s  

  4: 625 kBit/s  

  5: 750 kBit/s  

  6. 1000 kBit/s  

 

 

Navigation in the controller  

컨트롤러에 들어가서 다른 파라메터로 이동. 

 컨트롤러의 프로그램으로 이동하기 위해, 프로그램 버튼은 메뉴 페이지가 나올때 

까지 눌러야 한다.. 

 메인 메뉴에서, 하위 메뉴 „3. Parameter” 를 선택하고 프로그램 버튼을 다시 누른다. 

 파라메터에 서 파라메터로 이동하려면, 두개의 화살표 버튼을 누른다 (프로그램 

버튼을  다시 눌러 확인한다). 

 

 
 

 
 

  

파라매터 값 설정: 
두 개의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파라메터 값을 조정할 수 있다. 

 

  

파라메터 설정 저장: 

 파라메터 설정을 저장하고 메뉴로 돌아 가려면 유량 버튼을 누른다.  

 제어 기능으로 돌아 가려면, 메인 메뉴에서 하위 메뉴 “1. Controller” 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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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온도 설정 – Heating / Cooling 

온도설정은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히팅 모드는 컨트롤러에 빨간색 다이오 모드로 표시되며, 0-1 스위치 (히팅) 가 활성화 되어 있을 

때에만 기기가 가열 한다. 

 

쿨링 모드는 온도 컨트롤러에 녹색 다이오드로 표시 된다.. 

 

6.6. 전자식 유량 제어 조정 

전자식 유량 제어는 매체 회로의 실제 흐름을 측정하고 이 값을 컨트롤러에 디지털로 표시 한다.  

유량 단위는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다 : litres per minute, English (imperial) gallons or 

American (US) gallons. 온조기를 작동시킬 때에는 컨트롤러에 짧은 시간 동안 디스플레이에 

유량 단위를 보여준다.  

최소 유량 제어하기 위해 자동 및 수동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표준 프로그래밍 모드는 

자동 모드 이다.  

 

자동 모드: 

이 모드에서 유량의 알람 값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장비를 작동시키고 (그리고 컨트롤러를 시작한 후에) 20초 후에 실제 유량이 측정되고 

저장된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소 유량에 대한 알람 값이 계산 된다.  

예: 10 l/min 에서 알람 값은 약 30% (7 litres) – 40 l/min 에서는 약 20 % (32 litres) 이다. 

 유량 제어가 활성화 되어 유량 제어 버튼의 녹색 LED 로 몇 초 후에 시각화 된다. 

 유량이 알람 값 아래로 떨어지자 마자, 알람은 유량 버튼에 있는 적색 LED로 표시도니다. 

알람은 유량 버튼을 누르면 알람이 재설정 된다. 

 실제 유량이 측정되고 저장되며, 새로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람 값이 계산 된다.  

 

수동 모드: 
이 모드를 사용하면, 유량의 알람 값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다.  

 컨트롤러의 프로그램 단계3 (MP-88) 에서 값은 반드시 “0”으로 변경해 줘야 하며, 프로그램 

단계 400 (MP-988) 에서는 값을 “2” (수동)으로 변경해 줘야 한다. 

 프로그램 단계 4 (MP-888) 에서 각각에 프로그램 단계 410 (MP-988) 에서 최소 유량의 

알람 값에 대한 필요한 값을 조정할 수 있다 (factory side 8 l/min). 

 유량 제어 버튼이 눌러져 있고 녹색 LED가 켜져 있을 때만 유량 제어가 시작 된다. 

 유량이 알람 값 아래로 떨어 지자 마자 알람은 적색 LED로 표시 된다. 

 유량 제어 버튼을 눌러 모니터링을 활성화 시키고, 낮은 편가의 경우가 추적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알람을 다시 실행 한다. 최소 유량은 프로그램 단계 4 (MP-888) 에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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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압력 배출 – 가열 대상 교체 

금형 압력은 압력 게이지에 표시된다. 장비가 꺼질 경우에는, 압력 배출 버튼을 눌러서 시스템 

압력이 배출 될 수 있다. 압력 배출은 60°C 이하의 수온에서만 안전상의 이유로 작동한다. 냉각수 

배출구의 뒷쪽 압력에 따라 공정 시간이 다를 수 있다. 

 

압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 한다. 

 장비를 +60°C 이하로 냉각 시킨다. 
 녹색 ON/OFF-스위치로 장비를 끈다. 
 시스템 압력이 사라질 때까지 녹색 버튼 “pressure discharge” 을 누른다. 
 열전달 회로 연결  (금형간) 은 이제 안전하게 제거 할 수 있다. 

 연결을 설치하고 장비를 다시 시작한다. 

 

경고 
 

 

온조기는 가압 될 수 있다! 

압력계가 0 bar 로 나타날 때만, 호스를 분리한다! 

장비는 완전히 배수하고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10-40°C 정도 되는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Manual of instructions TT-142 N 29/41 
 

 

 

7. 안전 및 모니터링 장치 

7.1. 펌프 

펌프 모터는 과부하 릴레이 및 사전 스위치 자동 차단 장치가 장착 되어 있다. 

 

7.2. 히팅 – 온도 모니터링 

온도 컨트롤러에는 최대 온도 (145°C) 가 제한되며, 이 온도를 초과하면 히터가 꺼진다. 

수동 리셋 기능이 있는 기계식 열 스위치 (150°C) 는 시스템을 추가로 보호 한다. 이 온도를 초과하면 

장비는 자동으로 멈추고 램프가 켜진다. 압력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 스팀은 안전 

밸즈 (10 bar로 설정)를 통해 외부로 빠져 나간다. 장비 내에 서머 스위치는 온도가 허용 가능할 정도로 

떨어질 때 수동으로 다시 설정할 수 있다. 

 

경고 
 

 

컨트롤러의 설정온도를 최대값 보다 높게 설정하지 마시오!  

온조기는 초과 압력을 초과할 수 있다. 증기가 빠져 나갈때 부상 위험이 있다! 

 

7.3. 레벨 컨트롤 

장비는 레벨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시스템에 물이 없으면 노란색 램프가 켜지고 장비는 자동으로 

다시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채워서 노란색 램프가 꺼지도록 한다. . 

기기 안에 물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펌프가 꺼지고 노란색 램프가 켜지며 알람이 울린다. 기기는 

자동으로 채워지며 레벨이 충분히 높아지면 펌프가 자동으로 켜진다. 

 

7.4. 유량 제어 

전자식 유량 제어는 열 전달 회로에 실제 유량을 측정하고 컨트롤러에 디지털 방식으로 나타낸다. 

최소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 중에서 선택 한다. 

 

7.5. 온도 편차 제어 

사전에 설정되었던 요구 값과 실제 값의 차이가 +/- 5°C를 초과하자 마자, LED 램프가 켜지고 

알람이 울리나 장비는 계속 작동 된다.  

이 알람은 설정된 온도에 처음 도달할 경우에만 활성화 되며, 온도 편차 제어 (출하시 사전 설정 +/- 

5°C) 의 온도 값과 온도 편차 제어 (공장 출하시 사전 설정)를 인터록을 시작할 수 있는 컨트럴에서 

조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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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결함 (경적)의 청각적 표시 

결함을 알리기 위해 알람은 즉시 울린다. 만약 시스템의 레벨이 최소 레벨 아래로 떨어지면 모터의 

열 릴레이 또는 장비의 안전 서모스탯이 꺼지고, 장비는 멈추고 알람이 울린다. 

유량 제어 또는 온도 편차 제어로 알람이 울리며, 온조기도 여전히 작동된다. 컨트롤러의 유량 

제어 버튼이나 온도 사양을 눌러 알람을 끌 수 있다.  

 

8. 유지보수 

검사 및 유지보수 작업은 반드시 지시된 직원 (유능한 직원)이 수행 해야 한다. 

사용 및 환경에 따라 다음 유지 보수 간격이 필요로 할 수 있다.  

 

물 필터 청소 / 교체 매달 

펌프 모터 blow out the fan 6개월 마다 

호스 및 파이프 단단히 연결 되었는지 6개월 마다 

펌프 단단히 연결 되었는지 6개월 마다 

볼트와 씰 단단히 연결 되었는지 12개월 마다 

열 전달 오일 (오일 장비에만 유효) 교환 4‘000 작동 시간 마다 

 

악조건 사용시 상황에 따라서점검 주기를 줄여야 하며, 오일로 작동하는 온도 조절 장비의 

경우에는 사용온도에 따라 오일을 일찍 교체해야 한다. 오일 제조업체의 지침 및 권장 사항을 

준수 한다! 

 

8.1. 검사 

장비를 시작하기 전에 온조기의 일반 상태, 전기 연결 및 연결부 호스 (가열 대상 포함)의 조임을 

점검해야 한다. 

 

8.2. 청소 

온조기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해야 한다. 유지 보수 전에 장비 전원을 공급 장치에서 분리해야 

한다.  

 

8.3. 수리 

확인된 결함 수리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TOOL-TEMP 정품 부품으로만 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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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온조기는 제어반을 열어 점검할때에는 전류가 공급 되지 않아야 한다! 온조기에 

메인 스위치를 내리고 전원 플러그를 뽑는다!  

감전 위험! 

주의 – 뜨거운 물이나 기름 누출로 인한 부상 위험! 

 

주의 
 

 

폐유는 법에 따라 처분되어야 한다. 하수 시스템이나 토양으로 폐유가 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9. 보관 및 운송 

온조기를 식히고, 금형을 배수 시킨 다음 메인 스위치를 누른후 전원 공급 장치를 분리 한다. 

온조기에서 모든 호스를 분리한다.  

온조기는 운송 전에 반드시 내용물이 없이 비워져 있어야 한다. 저온에서 동결 (파이프 또는 기타 

부품의 파열) 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운반 하거나 작업 위치에 보관 되어야 한다. 

 

주의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를 배수 한다! 

압축 공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압축 공기를 불어 내면 장비가 손상 될 수 있다!  

장비를 절대 누워서 운송 하지 않는다 – 눕히는 경우에는 파손될 우려가 있다! 

 

10. 처분 

온도 조절 장비는 완전히 배수하여 현지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온조기는 TOOL-TEMP 으로 

반환하여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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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류 해결 방법 
 

기호 증상 원인 조치 

 

 

녹색 ON/OFF-스위치 

뿐만 아니라 램프에 불이 

들어오지 않음. 

 퓨즈 고장 

 변압기 또는 스위치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 

 5 x 20 mm 1 A 퓨즈 교체 

 결함 부품 교체 

 

 

녹색 ON/OFF-스위치에 

불이 들어오나, 장비가 

작동하지 않음. 

 수압이 너무 낮음.  냉각수 입구가 최소 1 bar 

로 공급 되어야 함. 

 
 
 
 
 

 

적색 램프 “thermal relay” 

점등. 

 
알람 울림 

 펌프 모터의 과부하 

릴레이가 응답.  

 장비 스위치 off (펌프) 

 2-phase 가동 가능 

 모터를 냉각 시킴 

 장비를 열고 과부하 릴레이 

“motor” 의 파란색 버튼을 

누른다. 

 전기 연결 확인 

모터가 냉각되면 장비가 

다시 켜진다. 

 
 

 

적색 램프 „temperature 

monitoring“ 점등 및 장비 

스위치 off 

알람 울림 

 기기의 최대 온도에 

도달했으며, 서모스탯이 

응답함. 

 장비를 냉각 시킴 

 원인을 밝히고, 압력을 

확인한다. 

 

 

„Temperature 

monitoring“ 점등 

 
알람 울림 

 요구 온도와 실제 온도의 

온도 편차가 너무 큼. 

 히팅 컨텍터 및 발열 

저항기 점검 

 냉각 상태 점검 

 
 
 

 

 

„Flow control“ 점등 

알람 울림 

 매체의 흐름이 너무 낮음 

 흐름이 변경 됨 

 열전달 회로 점검 

 fast couplings 제거 

 컨트롤러의 유량 제어 버튼을 

눌러 재설정 할 수 있다.  

 자동 모드에서 낮은 유량 값이 

자동으로 새롭게 사전 설정된 

유랑 값으로 인계 된다. 
 

 

노란색 램프 „level 

control“ 점등 

 

 회로에  열매체가 

충분하지 않음. 

 레벨 스위치 결함 

 장비를 60°C 이하로 냉각시킴 

 누수를 찾고 수리 

 
 

 

노란색 램프 „level 

control“ 점등, 

장비 스위치 off, 

알람 울림 

 회로에 열매체가 

충분하지 않음 

 레벨 스위치 및 / 또는 

압력 스위치 결함 

 장비를 60°C 이하로 냉각 

 누수를 찾고 수리  

 결함 부품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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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가 작동하지 않고, 

압력도 없음 

 장비 내의 공기  장비의 스위치를 끄고 다시 

킨다. The unit should be 

deairing. 
 

요구된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가열 램프가 

켜진다. 

 냉각 시스템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닫히지 않거나 결함. 

 너무 큰 가열대상  

 히팅 고장 

 히팅 컨텍터 고장 

 솔레노이드 밸브를 

청소하고, 밸브에 신호 및 

기능을 확인하고 수리 또는 

교체 

 대리점으로 연락 

 히터저항 측정 

 컨텍터 교체 

 
 

 

램프 „cooling“ 점등되나, 

장비가 냉각 되지 않음 

 냉각수 입구 또는 

출구가 닫힘 

 

 필터가 더러움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 

 물 공급 확인 

냉각수 배출구의 역 압력 

확인 

 필터 청소 

 솔레노이드 밸브 점검 

 
압력 배출이 불가능하다. 

시스템 내에 압력이 

버튼을 눌러도 떨어지지 

않음. 

 열 전달 매체가 60°C 

이상 이며 장비가 꺼지지 

않는다. 

 솔레노이드 밸브 압력 

방출이 열리지 않는다. 

 펌프 결함 

 장비가 60°C 이하로 냉각 

시키고 끈다. 

 

 솔레노이드 밸브 점검 

 

 펌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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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성 요소 및 예비 부품 

 

12.1. 구성 요소 개요 및 예비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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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구성요소 및 예비 부품 
 

 
Art.-Nr. ELD-Code Description Comment 

1 Fa0800326 

Fa0800328 

Fa0700040 

Fa0700041 

N 1 Digital temperature controller MP-888 

Digital temperature controller MP-888 

Digital temperature controller MP-988 

Digital temperature controller MP -988 

new 

revised 

new 

revised 

2 Fa0900003 

Fa0900001 

 
Fixing clips for controller MP-888 

Fixing clips for controller MP-988 

As a pair incl. straining 
screw 

3 Wa1000010 B 1 Temperature probe FeKo cable length 2000 mm, with 
straight plug 2.8 mm 

4 Gb0700900 

 
Gb0702300 

F 1 Motor protection relay 4.0 – 6.0A 

 
Motor protection relay 7.0 – 10.0A 

380 – 415V 50Hz 
440 – 480V 60Hz 

200 – 230V 50Hz 
200 – 240V 60Hz 

5 Gl0200003 

Gl0200011 

F 7 

 
 

F 7/1 

Fuse 1A primary T1, 6.3 x 32 mm 

Fuseholder big 

 
Automatic cutout 2A 

Packing of 10 pieces 

 
 

200 – 480V 50/60Hz 

6 Gl0200002 

Gl0200002 

F 8 Fuse 1A secondary T1, 5 x 20 mm 

Fuseholder small 

Packing of 10 pieces 

7 Gf0101200 F 10 Capillary pipe thermostat 80°C – 370°C 
 

8 Gi0200100 

Gi0200420 

F 16 Relay NK5272, 11-poles 

Probe level control 

200 – 240V 50/60Hz 

With pint, length 35 mm 

9 Gl0400600 F 24 Automatic cutout 32A, 3-poles 380 – 415V 50Hz 

10 Gf0101200 F 36 Capillary pipe thermostat 80°C – 370°C 
 

11 Gf0101200 F 51 Capillary pipe thermostat 80°C – 370°C De-aeration / Pressure discharge 

12 Df0000028 F 64 Sensor flow measurement Type A (4.0…65 l/min) 

13 Gk0300300 H 4 Lamp level control (yellow) 
 

14 Gk0300100 H 6 Indication lamp motor overload (red) 
 

15 Gk0300100 H 7 Lamp safety thermostat (red) 
 

16 Gg0300000 H 15 Horn 
 

17 Gk0300200 H 17 Lamp water cooling (gree) 
 

18 Gk0300100 H 20 Lamp temperature deviation control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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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Gk0300100 H 36 Lamp safety thermostat heating 
 

20 Gk0300100 H 63 Indication lamp flow control failure (red) 
 

21 Gb0101211 

 
Gb0101210 

K 1 Contactor 56A pump motor (main 
contactor) 

Contactor 32A pump motor (main 
contactor) 

200 – 230V 50Hz 
200 – 240V 60Hz 

380 – 415V 50Hz 
440 – 480V 60Hz 

22 Gb0101211 

 
Gb0101210 

K 3 Contactor 56A  (heating 1) 

 
Contactor 32A  (heating 1) 

200 – 230V 50Hz 
200 – 240V 60Hz 

380 – 415V 50Hz 
440 – 480V 60Hz 

23 Gb0101211 

 
Gb0101210 

K 4 Contactor 56A  (heating 2) 

 
Contactor 32A  (heating 2) 

200 – 230V 50Hz 
200 – 240V 60Hz 

380 – 415V 50Hz 
440 – 480V 60Hz 

24 Gb0706021 K 25 /-4 Mini-relay 8-poles, complete with base 
 

25 Gb0706021 K 51 Mini-relay 8-poles, complete with base setpoint value 

26 Gb0706021 K 68 Mini-relay 8-poles, complete with base Flow disturbance 

27 Wb0100300 

Wb0100400 

Wb0100306 
Wb0100304 

 

Wb0100404 
Wb0100400 
 
Wb0100301 

- 

M 1 Pump type B with pump motor 1.8kW 

Pump type N with pump motor 1.8kW 

Pump type B with pump motor 1.8kW 

 
Pump type N with pump motor 1.8kW 

 

Pump type B with pump motor 1.8kW 

Pump type N with pump motor 1.8kW 

400 – 415V 50Hz 

400 – 415V 50Hz 

380V 
440 – 480V 60Hz 

 
380V 
440 – 480V 60Hz 
 
200 – 230V 50/60Hz 

200 – 230V 50/60Hz 

28 Gk0701801 Q 1 Main switch 40A without locking 

29 Gm0101400 

Gm0101301 

Gm0101400 

 

Gm0101500 

Gm0001301 

R 1 / R 2 Heating 6000 Watt 

Heating 6000 Watt 

Heating 6000 Watt 

 
 

Heating 6000 Watt 

Seal for heating 6000 Watt 

3 x 380 – 415V 50Hz 

3 x 200V 50/60Hz 

3 x 380 – 420V 60Hz 

 
 

3 x 440 – 480V 60Hz 

30 Gk0300700 S 1 / H 1 Switch unit "ON-OFF" 
 

31 Gk0300700 S 2 / H 2 Switch "ON-OFF" green Heating stage 1 

32 Gk0300700 S 3 / H 3 Switch "ON-OFF" green Heating stage 2 

33 Gk0300702 S 5 / H 5 Switch "ON-OFF" green h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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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Gk0500100 S 10 Press button green 
 

35 Gc0100600 

Gc0100820 

Gc0100700 

T 1 Transformer control 70VA 

Transformer control 70VA 

Transformer control 80VA 

380 – 415V 50Hz 

440 – 480V 60Hz 

200 – 230V 50/60Hz 

36 Df0200000 

Df0200901 

 

Df0200600 

Y 1 Solenoid valve R3/8“ (18bar) 

Repair kit for solenoid valve R3/8“ 

 

Trip coil 230V 50/60Hz 

water cooling 

material: membrane, 
spring, tappet 

Ø  12 mm 

37 Df0200110 

Df0200910 

Df0200600 

Y 2 Solenoid valve R1/4“ (18bar) 

Repair kit for solenoid valve 

R1/4“ Trip coil 230V 50/60Hz 

Pressure discharge 

material: spring and tappet 

Ø  12 mm 

38 Df0200110 

Df0200910 

Df0200600 

Y 2/2 Solenoid valve R1/4“ (18bar) 

Repair kit for solenoid valve 

R1/4“ Trip coil 230V 50/60Hz 

De-aeration 

material: spring and tappet 

Ø  12 mm 

39 Df0200000 

Df0200901 

 

Df0200600 

Y 3 Solenoid valve R3/8“ (18bar) 

Repair kit for solenoid valve R3/8“ 

 

Trip coil 230V 50/60Hz 

Filling 

material: membrane, 
spring, tappet 

Ø  12 mm 

40 Bb0300100 
 

Door locking electrical cabinet 

41 Bb0300500 
 

Quick fastener (Clip, knop, base and 

screw nut) 

Packing of 5 pieces 

42 Dc0100400 
 

Steering rollers Ø  100 mm with 4 mounting holes 

43 De0100400 
 

Water filter 3/8“, with mesh bottom Cooling water inlet 

44 De0203500 
 

Non-return valve 3/8“ Filling, De-aeration, Blow- 
out moulding, Pressure 
discharge, Direct- and 
Indirect cooling 

45 De0501300 
 

Safety valve 1/2“ 8.0 bar 

46 De0501600 
 

Safety valve 1/2“ 10.0 bar 

47 De0701500 

De0701200 

 
Manometer -1 up to 15 bar 

Fixing clips for manometer Ø  62 mm 

Ø  62 mm 

85 x 30 x 2 mm 

48 Di0100110 
 

Expansion tank, 2 Liter max. 10 bar 

49 Wf0100030 
 

Insulation - S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