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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확인 

1.1. 개요 
이 설명서는 기계의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 전무가에 의해 

제작 되었다.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 올바른 설치 

• 기계 및 모든 부품의 기능 설명 

• 조절 및 시작하는 방법 

• 올바른 유지 관리를 실행하는 방법 

• 안전 법률의 준수 
 
다음 용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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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 

위험에 노출된 사람: 
위험지역에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있는 사람 

작업자: 
기계를 설치, 작동, 유지, 청소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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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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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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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게 읽고 그에 따른 것들을 준수 한다. 

이 메뉴얼과 부속 출판물들은 모든 사용자들이 사용 가능 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 둬야 한다. 
 

이 출판물에는 기술적으로 부정확한 내용이나 인쇄상에 오류가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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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되며, 제품의 변경이나 개선점과 같은 기술된 프로그램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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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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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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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모든 기계들의 데이터를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판을 훼손 

또는 제거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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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되어야 한다. 

• 보호 도체(접지)을 포함하는 전력 공급 시스템 

• 도구 및 소모품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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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한다. 
 

1.5. 예비부품 
반드시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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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조 

2.1. 작동 원리 
 

 

 
 
 
 
 
 

Figure 1 
 

1 OTX 호퍼 
 

 5 프로세스 히팅 챔버 (RP) 

2 프로세스 필터  6 재생 필터 

3 프로세스 미니 터보 컴프레샤 (MSP)  7 재생 미니 터보 컴프레샤 (MSR) 
 

4 로터:  
 

a) 프로세스 구역  

b) 환기 구역 

c) 재생 구역 
 

 8 재생 히팅 잼버 (RR) 

 
 
제습기의 목적은 폐쇄 회로 내로 건조된 공기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림 1 의 회로도를 참조하면 시스템 작동이 다음과 같이 구분 된다.   

• 프로세스 사이클 

• 재생 사이클 

• 환기 사이클 
 

2.1.1. 프로세스 사이클 
 

OTX 호퍼 (1) 의 리턴 공기는 프로세스 필터 (2) 를 지나, 결과적으로 제올라이트 로터 (4a)의 프로세스 구역 내부의 미니 터보 컴프레샤 (3) 에 의해 밀려 난다.  

허니컴 구조는 프로세스 가열 챔버 (5)로 보내지기 위해 기류 내의 습기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건조될 재료를 담고 있는 호퍼 (1) 에 도달한다.  
 

2.1.2. 재생 사이클 
 

필터 (6) 를 통해 대기에서 들어온 공기는 재생 미니 터보 컴프레샤(7)에 의해서 흡입되어 재송 가열 챔버 (8) 로 보내진다. 가열된 공기는 제올라이트 로터  (4c) 

의 재생 부분을 교차하여 이전 공정 단계에서 흡수된 습기를 제공한다. 외부 로터에 공기가 이송되고 배출 배관 (R) 애 의해 운반되고 배출된다. 
 

2.1.3. 냉각 사이클  
 

프로세스 공기의 일부는 제올라이트 로터 (4b)의 냉각 부분으로 보내지도록 회수되어 재생 단계의 고온 기류에 의해 이전에 교차된 허니콤 구조를 냉각 시킨다 

(참조 단락 2.1.2). 배출 공기는 대기로 배출된다.  
 

 

IN ENVIRONMENT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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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인 특성 
X COMB 시리즈 제습기는 제올라트 로터가 있어 건조 작업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3.1. 기술적 – 구조적 데이터 
 

                             
 

 
 

 

 50 HZ DEHUMIDIFYING DRYER TECHNICAL DATA 60 HZ DEHUMIDIFYING DRYER TECHNICAL DATA 

Model XD12 XD13 XD14 XD15 XD16 XD12 XD13 XD14 XD15 XD16 

Air flow  mc/h 
 

 cft/min 
2÷ 8 3 ÷ 12 4 ÷ 16 5 ÷ 20 7,5 ÷ 30      

1,2 ÷ 4,7 1,8 ÷ 7,1 2,4 ÷ 9,4 2,9 ÷ 11,8 4,4 ÷ 17,7      

Hopper capacity  dmc 
 

 cft 
12 24 36 48 60 12 24 36 48 60 

0,423 0,85 1,27 1,70 2,12 0,423 0,85 1,27 1,70 2,12 

Heating  kW 
 

 HP 
0,75 2   

1 2,7   

Installed power  kW 
 

 HP 
1,7 3   

2,3 4   

Power supply 230 V / 1F+N+PE 400 V / 3F+N+PE  

Adsorbed current A 8,5 8,7      

Cable section  mm² 
 

 AWG 
1,5  2,5      
14 14      

Throughput  kg/h 
 

 lb/h 
2,4 4,8 7,2 9,6 12      

5,3 10,6 15,9 21,2 26,4      

Process temperature  °C 
 

 °F 
60 ÷ 180   
140 ÷ 356   

Process Temperature 
Accuracy  % 0,9  FS  at  2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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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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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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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 
 Connector 
 Type 

 
A ( Female ) 

USB Flash Drive (USB 1.1 e USB 2.0) 

Index of protection IP IP42 

User interface Display LCD - Touch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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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치수 
 

 

  
XD12 - XD13 - XD14 XD15 - XD16 

 

Dimensions XD12 XD13 XD14 XD15 XD16 
Width (A) mm. 
 

 in 
363 432 519 552 565 

14,3 17 20,4 21,7 22,2 

Depth (B) mm. 
 

 in 
460 503 595 662 700 

18,1 19,8 23,4 26,1 27,6 

Height (H) mm. 
 

 in 
609 744 934 1010 1060 

24 29,3 36,8 39,8 41,7 

Fixing plate (F) mm 
 

 in 
150 x 150 150 x 150 220 x 220 220 x 220 220 x 220 

5,9 x 5,9 5,9 x 5,9 8,7 x 8,7 8,7 x 8,7 8,7 x 8,7 

Fixing plate PCD (I) mm 
 

 in 
120 120 180 180 180 

4,7 4,7 7,1 7.1 7.1 

Discharge diameter (D) ø mm 
 

 ø in 
70 70 70 70 70 

2,8 2,8 2,8 2,8 2,8 

Fixing holes diameter (d)  n°4  ø mm 
 

 ø in 
9 9 11 11 11 

0,35 0,35 0,43 0,43 0,43 

Hopper loader fixing PCD (I1) mm 
 

 in 
180 230 280 280 280 

7,1 9,1 11 11 11 

Fixing screw (d1)  n°4 x M6 n°4 x M6 n°4 x M8 n°4 x M8 n°4 x M8 

Weight Kg 
 

 lb 
34 38 57,5 75 79 

75 83,8 126,8 165,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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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 
고용주는 직원에게 위험에 대한 부상, 보호장치 및 일반 법규 및 표준 

규범에 대해 숙지 시킨다. 

안전 법규와 기준뿐만 아니라 매뉴얼의 규정들이 적절한 문자로 표기 

되어야 한다. 장비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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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만 한다. 
 
경고: 비공인된 부품으로 기계의 장비를 교체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부상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제조업자는 상기건에 

대해 민사 및 형사적 책임이 없다. 
 
주의: 기계를 다루는 작업자들의 의상은 아래의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에 

관한 EEC 지침 n.89/686의 필수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 해야만 한다. 
 
NOTE: 작업장은 작업자들의 작업 혹은 긴급 작업을 위해서 작업장은 

막혀있지 않아야 한다. 
 

4.1. (비)의도적 및 잘못된 사용 
이 장비는 열가소성 소재를 처리하도록 설계 되었다.  

기계는 올바르게 유지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즉 유지보수 단락에서 

설명된 시간 및 방법으로 유지 보수를 수행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 한 지침을 준수 하지 않는 사용은 부적절하며 사물 및 / 또는 

사람의 손상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건조기에서, 순환 공기는 지름이 2mm 이상인 과립 덩어리 (또는 더 큰 

치수) 사이에서 유동해야 한다. 이 조건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리턴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필터는 종종 막힐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기의 다른 부분이 가려 질 수 있다. 

제습 과정에서 다루어진 재료는 다음과 같다. 
 

- Materials Table – 
3.34.180.1 

ABS PE black PPO 
ASA PEEK PPS 
CA PEI PPSU inj 
CAB PEN PPSU ext 
CP PES inj PS 
EVA PES ext PSU inj 
LCP PET inj PSU ext 
PA 6-6/6 PET ext PUR 
PA 6/10 PET-G PVC 
PA 11-12 PI SAN 
PBT PMMA S/B 
PC POM TPE 
PC+ABS PP   
PE PP talc  

 

다른 재료의 제습을 위해서는 기계의 제조업체에 문의해야 한다. 

플라스틱 재료를 처리하는 온도에 관해서는 원재료 생산자에게 문읜 한다.  

MORETTO 는 잘못된 건조 온도 설정으로 인해 물건이나 인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히, 기계에 건조표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값은 지표이므로 재료 생산자에게 확인 해야한다. 

선언된 생산 사양을 얻으려면 이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주의: 모든 작업자는 안전 장치가 완벽한 상태 일때에만 작업 할 수 있다.  

 

4.2. 위험, 보호 장치, 경고 및 주의사항 
채택 된 조치는 노출 된 운영자 (2006 / 42 / EC에 명시된대로)를 보호하고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혹은 비자발적인 운영으로 인한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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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내지 않습니다. 
 

4.2.1. 일반적인 안전 정보 
주의: 보안 장치, 액티브 (마이크로 스위치) 또는 수동 (카터) 또는 위험을 

나타내는 노란색 레이블이 있는 곳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생성자는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 

보안에 대한 모든 책임을 거부한다. 
 

4.3. 안전 보호 장치 
채택 된 안전 장치는 정상 작동 중에 발생할 수있는 위험 요소를 포함한다. 

생활 전기 구성품에는 이중 절연이 제공된다. 
 

4.4. 인증 
건조기는 Directive 2006 / 42 / EC 의 사양을 충족하도록 설계 및 

제조되었다. 이 적합성 선언은 부속서 A2에 포함되어있다. 
 

4.5. 작업 환경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계는 5 ~ 40 ° C의 온도 범위에서 사용하고 

날씨 (비, 우박, 눈, 안개 등)로부터 보호해야한다. 

안전성과 관련하여 건조기가 부식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 유지 보수 

시간과 방법이 건조기 또는 부품의 과도한 마모로 인해 신뢰할 수없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해야한다. 이를 위해 공급자 

또는 해당 지역 판매 업체에 연락하여 조언을 구할 수 있다. 
 

NOTE: INDEX OF PROTECTION: IP 42 

폭발성 환경 
주의: 기계는 Atex 지침 2014 / 34 / EU (ATEX)의 최소 요구 사항에 따라 

설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폭발 위험이 있거나 잠재적으로 폭발 

위험이있는 환경에서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조명 
기계의 올바른 사용에 관해서는, 다른 조명 요구 조건에 대한 두가지 

상황이 있다.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기계를 설치하는 실내 조명은 반드시 밝아야 하며, 

특히 정지 스위치를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일상적인 유지 보수의 경우, 조명을 사용하여 필요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작업자는 적절한 조명을 제공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현재의 법률과 기본 

사항에 준수되도록 한다. 

진동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시 사항에 따라 기기를 사용하면, 진동으로 인한 

작업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경고: 비정상적인 진동이 발생하면 작업자는 기계를 중지하고 대리점으로 

연락한다. 

소음 
기계가 올바르게 유지되면 소음 수준이 80dB (A) 미만이며, 또한 작업자의 

관리가 필요 없으므로 아무도 기계 옆에 서있을 필요가 없다. 

온도 
기계가 정상 상태에서 작동하는 경우, 즉 장비를 구조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 고온 요소와의 접촉으로 인한 위험이 없다. 다음의 온도들은 

드라이어의 다른 작동 단계 중에 도달한다. 

• 제습: 에어 이송 튜브를 필요로 한다. 구성품은 180 °C에 도달 할 수 

있다. 

• 재생: 이것은 허니콤 로터 및 관련 덕트를 포함한다. 구성품은 

95°C에 도달 할 수 있다. 
 

4.6. 잔여물 및 환경 오염 
처리 된 재료가 지정된 경우, EN ISO 14123-1에 설명 된대로 유해 물질이 

생성되지 않는다. 건조기 프로세스 사이클은 폐쇄 회로에 있으므로 건조 

공기가 환경에 오염되거나 외부로 오염 될 위험이 없다. 반대로, 재생 

단계는 시브스를 통과 한 뜨거운 공기를 대기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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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D14-15-16 

중요 공지: 재생 파이프에서 배출되는 공기가 대기로 직접 방출 될 수 

있는지 또는 관련 필터로 정화되어야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고객의 

결정 이며, 상기 특징은 재생 중에 플라스틱이 재생 단계에서 재생 공기와 

함께 시브스에 의해 제거되는 수분 이외의 성분을 방출 할 때 요구된다. 
 

5. 운송 및 설치 

5.1. 포장, 취급 선적 및 운송 
이 단락에서는 드라이어를 올바르게 설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경고: 이러한 작업은 전문 기술자에 의해 수행해야하며, 공급자가 

수행하는 것을 더 선호 한다. 다른 사람은이 단계에서 행동 할 수있는 

권한이 없으며,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물 및 / 또는 사람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면제받는다. 

주의: 설치 단계의 올바른 준수는 작업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안전 

조건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5.2. 포장된 기계의 외관 
이 기계는 개별 장비로 포장되어 팔레트에 적재되고 셀로판으로 포장된다. 

인도시 시운전 작업은 다음 지시 사항을 준수하면서 실행해야 한다.  

그래픽 기호 를 나타내는 외부 표시는 기계가 최소 안전 표준에 대한 

EU 지침을 준수 함을 증명한다. 
 

5.3. 하역 작업 
포장 된 기계는 그림의 표시와 포장의 외부 포장에 대한 설명에 따라 배치 

되어야 한다. 

XD12 -13: 수동으로 배출 작업을 한다. 평면으로 기기를 올려 놓고, 최소 

1q/mq 의 용량을 가져야만 한다. 

XD14-15-16: 리프팅 포인트에 적용해야하는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장비를 들어 올린다 (그림 참조). 운반기가 현지 안전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기계를 들어 올린다. 

기계 취급시 신속하고 갑작스런 움직임을 피하십시오. 
 

 
Figure 2 

 

5.4. 포장 풀기 
• XCOMB가 담긴 박스를 연다. 

• 선택한 구성과 함께 제공된 구성 요소를 확인하고 양호한 상태인지 

확인한다. 

건조기 및 액세서리는 생산 라인에서 나올 때마다 테스트된다. 선적 중에 

장비에 구조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양호한 상태가 아닌 동안 기계를 

가동하지 않도록 한다. 
 

NOTE: 조작이나 손상이 발생하면 즉시 제조업체 또는 현지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5.5. 알맞은 장소 선택 및 설치 준비 
NOTE: 기계 설치를 위해 지정된 장소는 천장과 기계 몸체의 상단 사이에 

최소 1m의 거리가 있어야한다. 

NOTE: 가장 가까운 장애물로부터 최소 2 미터의 거리가 필요한 제어 

패널이있는 앞부분을 제외하고는 1m 의 장애물이없는 공간이 기계 경계 

주위에 허용되어야한다. 

NOTE: 설치 장소는 열이 분산되도록 통풍이 잘되어야한다. 
 
기계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해야한다. 

• UNI 10380 또는 설치 국가의 현행 표준을 준수하는 적절한 조명 

• IEC 60364 또는 설치 국가의 강제 표준을 준수하는 접지 시스템 

• IEC 60364 또는 설치 국가의 강제 표준을 준수하는 전기 시스템 
 

5.6. 고정 및 설치 
다음 단계에 따라 설치가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프로세싱 장비 고정 

• 재생 방출 라인 (옵션) 

• 공급 라인 연결  

위의 단계는 세부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주의: 설치 단계를 올바르게 관찰하는 것은 기계를 보호하는 안전한 

조건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다. 
 

5.6.1. 변형 기계에 설치 
이 경우에 건조기는 가소화 챔버 공급 플랜지에 설치해야만 한다. 설치시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변경 장비를 끈다. 

2. 장비의 구멍 배열을 측정한다. 

3. 믹싱 부분 바닥에 플랜지 구멍을 제공한다. 

4. 믹싱 부분에 구멍과 일렬로 놓고 가공 기계에 고정 시킨다. 

5. 플레이트에 호퍼를 조인다. 

이제 장비에 전기를 연결한다. 
 

5.6.2. 재생 배출의 라인 (옵션) 
100°C 이상의 작동 온도를 유지 하기 위해 적합한 배관으로 재생 배출을 

연결하고 외부로 배출하도록 한다. 파이프를 단열하는 것이 좋다.  
 

 

 
Figure 3 

 

  

XD15-16 

XD1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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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전원 공급 장치 라인에 연결 
NOTE: 기계는 IEC 60364 또는 설치 국가의 강제 표준을 준수하는 전기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주의: 장비는 직접 접지된 중성선과 접지가 시스템에 중립인 TN 분배 

시스템에 연결해야 한다. 
 

경고: 이 작업은 자격이있는 기술자가 수행해야하며 현재 표준에 맞게 

연결해야 한다. 

• 기기를 전원에 연결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한다. 

• 설치 지점의 정격 단시간 내 전류가 10 kA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된 피크 전류가 15 kA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주 전압과 주파수가 장비 명판에 표시된 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접지 시스템이 효율적인지 확인 한다. 

• 전원 전압의 최대 변동이 ± 10% 를 초과하지 않으며, 주파수의 최대 

변동이 ±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장비가 흡수하는 에너지에 따라 자기 보호 및 치수가 지정된 

케이블이 있는 메인 스위치를 사용하여 기기를 전원에 연결한다. 

• 주 스위치에 감전 보호 장비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장치 작동 

에너지가 300mA 보다 낮지 않고 전기 시스템과 같은지 확인한다. 
 
NOTE: 전원 공급 장비에 출력 케이블이 있으면, 플러그를 끼운다. 
 
기기기기는 사용자로 간주되어, 최신 첨단 장비의 완성도에 따라 주전원 

에 연결하는 것은 설치자의 책임이다. 
 
1.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건조기가 연결된 라인 다리 부분에 설치된 

나이프 스위치를 사용하여 장비 상류에 있는 전원 공급 장비를 

차단한다.  

2. 메인 스위치를 끄고, 예기치 않은 작동으로 인해 기기가 시작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접지 시스템 및 연결 이상 없음을 확인 한다. 

4. 보호 케이스 (터치 스크린면)의 고정 나사를 풀어 전기 캐비닛을 

연다. 

5. 하단 케이블 그립을 풀고 연결 케이블 연결을 넣는다. 

6. 접지 케이블을 제공된 단자 (노란색/녹색)에 연결하고 고정 시킨다. 

7. 부록 A1의 배선도에 따라 상 켄덱터를 판넬 내부에 적절한 단자 

보드에 연결한다. 

8. 케이블 그립을 조이고 보호 케이스를 닫는다. 

9. 메일 플러그를 사용하여 컨트롤 판넬에서 나오는 케이블을 연결 

한다. 이 플러그는 반드시 IEC 60364 표준 및 현지에서 유효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0. 전기 에너지 분배 시스템 콘센트에 플러그를 연결 한다. 
 
NOTE: 이 시점에서 기계는 전압이 부족하고 첫번째 시작 작동 준비가 

완료 된다. 
 

 

6. 작동 및 사용 

6.1. 작동 및 제어 장치 
 

 
 
 

XD 12 ÷14 
 

             
 
 

XD 15 ÷16 

Figure 4 
 
 

1. 알람 / 동작 라이트 

2. 메인 스위치 

3. 터치 스크린 화면  

4. 프로세스 에어 필터 

5. USB 커넥터 

6. 프로세스 온도 화면 (참조 단락. 6.3.2) 

7. 4개의 2색 LED 로 구성된 LED 막대 바로, 드라이어 시스템 상태를 

나타낸다 (참조 단락. 6.3.3).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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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벤츄리 호퍼 로더 전원 공급 장치 플러그 (XD12-13-14 에만 해당) 
 
NOTE: USB 타입 A (Female) 커넥터는 플래시 드라이드 USB (USB 1.1 

및 USB 2.0) 에만 연결 할 수 있다. 
 

6.1.1. 터치 스크린 화면 
 
터치 스크린 화면으로 파라메터를 설정하고 제습기 작동 상태를 표시 할 

수 있다.  
 

터치 스크린 장비의 공통적인 사용 기호는 다음 목록과 같다. 
 

KEY Key description 

 
(녹색) 장비 시동을 위한 키  

 
(적색) 장비 정지 키 (냉각 정지) (참조 단락. 6.7) 

 
(노랑색) 냉각 정지 중 

 
홈: HOME 화면으로 돌아 가기 

 

컨트롤 판넬: 이 버튼을 눌러, “CONTROL PANEL” 

페이지로 이동 (참조 단락. 6.6) 

 

공정 온도, 노점 및 재생 경향: 터치 스크린 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공정, 재생 및 노점 추세를 볼 수 있다 

(참조 단락. 6.3.5.1 - 6.4.2.1-6.4.3.1). 

 

재료: 이 키를 누르면 프로세스 파라메터 설정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다 (참조 단락. 6.5). 

 
사용자 재료 리스트  

 
모레또 재료 리스트 

 

활성화: 이 버튼을 누르면 드라이어에 가능한 사용 

가능 여부가 표시 된다.  

 

REMAINING TIME STOP: 이 버튼을 누르면, 남은 

잔여 시간을 재설정 할 수 있다 (확인 메세지 이후). 

 
알람: 이 키를 누르면 모든 알람이 표시 된다. 

 

알람 재설정: 이 버튼을 누르면, 발생한 알람을 재설정 

하고 활성화 알람을 읽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 이전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6.1.2. 노점 제어 (옵션) 
습도계 (참조 figure 5) 설치 옵션은 장비 (Dew Point Control) 에 직접 제공 

된다.  

DPC (Dew Point Control) 는 제습기 제어 시스템이 공정 대기의 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게 한다. 
 

 
Figure 5 

 
9. 습도계 

 

6.2. 장비 작동 
단락 5.6 “FITTING AND INSTALLATION” 에 설명된 모든 연결이 

완료되면 기기를 시작 한다.  
 
시작 단계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 드라이 호퍼 로딩 

• 전기 연결 확인 (참조 단락. 5.6.3). 

• 건조기 시작  
 
장비 시작 하려면, 다음을 수행한다. 

1. 마스터 스위치 시작 (Figure 4 에서 2 번) 

2. 몇 초후에, 터치 화면 (Figure 4 에서 3번) 에 기기 펌웨어 버전이 

있는 첫번째 페이가 나타난다. 
 

 
 

3. 그러면 HOME 페이지가 나타난다. 여기서 제습기 상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설명 될 수 있으며, 이는 제습기 작동 상태 및 사이클을 

나타낸다.  
 

 
 

4. 버튼  을 누르면, 제습기 시스템 파라메터 설정 페이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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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료 가열 단계의 파라메터 설정을 위해, “Process” 프레임을 

누른다 (참조 단락. 6.4.2). 

6. (파라메터가 활성화된 경우) Equalizer 기능의 파라메터 설정을 

위해 “Equalizer” 프레임을 누른다 (참조 단락. 6.4.3). 

7. 제습기 공기 흐름 조절에 대한 파라메터 설정을 위해서는 “Airflow” 

프레임을 누른다 (참조 단락. 6.4.5). 

8. HOME 페이지로 돌아가서 버튼 을 누르면 PROCESS 

PARAMETERS 페이지로 이동한다. 
 

 
 

 
 

9. 시간당 사용량 및 재료와 관련된 파라메터 설정 (참조 단락. 6.5). 

10. HOME 페이지에서, 버튼 을 누르면 “CONTROL PANEL” 

(참조 단락. 6.6) 페이지로 이동하며, 필요시에는 설정한다. 
 

• Password (암호) 
• Language (언어) 
• Machine maintenance 

(유지보수) 
• Weekly timer (주간 타이머) 
• Diagnostics (진단) 
• Factory parameters 

 (공장도 파라메터) 
 

 

 

11. 파라메터를 설정/ 선택 하고 난후에, 홈 화면에 (녹색) START 버튼 

 을 눌러 기기를 시작한다. 
 

12. 기기를 멈추기 위해 (냉각 정지), (적색) STOP 버튼  이 

START 대신에 표시 된다 (참조 단락. 6.7). 

13. 터치 스크린 화면에 알람 상황이 있으면, 제목 표시 줄의 왼쪽 

상단에 (깜박임) 아이콘  이 나타난다. 알람을 표시하려면, 

터치 스크린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  을 누른다 (참조 

단락. 7). 

14. 제어판에 알람이 표시되면 기호 를 눌러 삭제 한다. 

15. HOME 화면에서 제습기를 작동하는, 기호  를 눌러 각 회로 

구성 요소의 상태를 표시 할 수 있다 (참조 단락. 6.3). 
 
NOTE: 파라메터를 설정하려면, 적절한 암호를 입력한다 (par. 6.2.1). 
 

NOTE: 터치 스크린 화면을 몇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 보호기가 

작동 되게끔 설정된다. 마지막으로 표시된 페이지가 화면을 터치할 경우 

다시 표시 된다.  
 

NOTE: 변경 가능한 값은 항상 연한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변경할 수없는 

값은 회색으로 표시된다. 
 

6.2.1. 파라메터 수정 화면 
다른 암호 레벨은 제습기의 작동 파라메터의 설정을 제어 한다. 

설정할 데이터 필드를 누르면 적절한 암호가 요구된다 (참조 단락. 6.6.1.1). 

다음 단락에 설명된 키보드를 사용하여 입력한다. 
 

Level Password 
User 0000 
Super User 1111 
Administrator 201207 

 
 
 
 

6.2.1.1. 암호, 숫자 및 영자 키보드 
프로그램밍 페이지에서 설정할 데이터 (연한 파란색) 를 누를때, 암호, 

숫자 또는 알파벳 키보드가 나타나며 이에 따른 숫자 값을 입력 할 수 있다. 

값을 입력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른다.  
 

 

 
Password Keyboard 

 
 

1. 숫자 암호를 입력한다. 

2. 입력된 암호를 확인 하게 위해  버튼을 누른다.  

3. 마지막으로 입력된 암호를 지우기 위해, 버튼  을 누른다. 

4. 암호 변경 없이 페이지 종료 하기 위해,  을 누른다.  
 

 

 
Numeric Key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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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숫자 값을 입력 한다. 

2. 마지막으로 입력한 데이터를 삭제 하려면 버튼  을 누른다. 

3.  을 눌러 확인한다. 

4.  을 눌러 쉼표를 추가 한다. 

5. 시각화된 숫자 기호를 수정하려면  를 누른다. 

6. 암호 변경 없이 페이지 종료 하기 위해,  을 누른다. 
 

NOTE: 제목 표시 줄 맨 위에 수정할 데이터의 설명과 제공되는 경우 

데이터 삽입을 위해 입력 할 수 있는 최소값과 최대 값이 표시 된다. 
 
 

 

 
Alphanumeric Key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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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한다 (왼쪽 키보드 버튼 참조). 

2. 마지막으로 입력된 기호를 취소하려면  을 누른다. 

3. 소문자에서 대문자 및 그 반대로 바꾸기 쥐애서는 을 누른다. 

4. 공백 입력은 을 누른다. 

5. 확인 버튼은 을 누른다. 

6. 데이터 변경 없이 페이지를 나가기 위해,  을 누른. 
 

NOTE: 제목 표시 중에는 변경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표시된다. 
 
 

6.3. 제습기의 작동 상태 

6.3.1. 알람 램프 
신호등 “1” fig.4 은 장비의 상태를 나타낸다. 

• 녹색등 켜짐: 장비의 정상 작동 

• 적색등 켜짐: 장비의 막힘 알람 

• 적색 깜박이는 등: 장비의 차단되지 않는 알람 
 

6.3.2. 7-segment 화면 
컨트롤 판넬 (Figure 4, 애서 6번) 에는 호퍼 내의 재료로 보내주는 공기의 

온도를 보여주는 화면이 있다. 또한 PID 자동 튜닝이 진행 중일 때, 조정 

문자열을 표시한다. 
 

6.3.3. 적색 바 
신호등에 있는 적색 바 (Figure 4에서 7번) 는 기기 상태를 나타낸다. 

• 적색등: 비정상 상황을 나타낸다. 

• 녹색등: 정상 작동을 나타낸다. 
 

 

6.3.4. 터치 스크린 화면 
HOME 화면에서는 건조 시스템의 기본 작동 정보를 보여주며, 다음과 

같은 섹션을 찾을 수 있다.  
 

 
 
 
 

 
 
 A : TITLE BAR 
상단 표시 바. XD 제습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언어, 활성 알람 (기호

), 장비 모델, 입력된 암호 수준, 날짜 및 시간. 
 
 B : 건조 회로 영역 
이 영역에서는 건조주기의 작동 상태가 표시 된다. 
 
 

 
 
 
 
 
 

 
1. 재생 히터 상태 : 노랑색 LED는 활성화된 히터 
2. 프로세스 히터 상태 : 노랑색 LED는 활성화된 히터 

 
• 화살표 (적색/파란색)  는 공기 흡입 또는 나가는 것을 

나타낸다. 

− 적색 화살표: 뜨거운 공기 

− 파란색 화살표: 차가운 공기 
 
NOTE: 브로워 활성화는 브로워 블레이드 작동으로 표시된다. 
 

그래픽 기호  로 표시된 회로 요소를 클릭 하면, 구성품의 상태 

페이지나 제습기 파라메터로 접근 할 수 있다  (표시된 페이지에 

대한 설명은 6.3.5 – 6.4 – 6.4.2 – 6.4.5 을 참조한다). 
 
 C : 상태 표시 줄 
이 영역에는 제습주기의 현재 상태에 대한 설명이 표시된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OFF”: 건조 사이클이 활성화 되지 않음. 

• “ON”: 건조 사이클이 활성화 됨. 

• “COOLING STOP”: 장비가 전원 끄는 단계. 
 
 D : 명령 사이드 바 
 

디스플레이 사이드 바는 기기 설정 및 데이터 베이스에 다양한 메뉴 선택 

버튼 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단락을 참조한다. 
 

A 

D 

C 

B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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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재생 단계 

HOME 화면에서, 로터를 누르면  재생 온도 페이지가 나타난다. 
 

 
 

이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표시 된다. 
 

• 재생 중 탑 입구 온도 (Inlet temperature) 
 
 

6.3.5.1. 재생 온도 추세 
 

선택한 제습기의 재생 온도 추세를 보려면, 아이콘  를 누른다.  
 

 
 

 
 
이 페이지에서 마지막 8 시간 (기기 시작할 때부터) 의 온도 값을 

그래픽으로 나타낸다. 
 
• 적색 굴곡은 입구 온도를 나타낸다. 

• 키  와  는 추세표를 축소 및 확대해서 볼 수 있다. 
 

• 키  와  로 시간 축에 따라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 버튼  로 줌 및 시간 축 위치를 기본 값으로 복원 할 수 있다. 
 
 
 
 
 
 
 

 
 

6.4. 제습기 파라메터 

HOME 화면에서 을 누르면, 제습기 시스템 파라메터를 요약한 

페이지가 나타난다. 
 

NOTE: 이 페이지의 화면은 제습기의 옵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조 

단락. 6.4.1). 
 

활성화된 노점 (ON) 
 

 
 
 

비활성화된 노점 (OFF) 
 

 
 

이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된다. 
 

• Process: 참조 단락. 6.4.2 

• Equalizer (optional): 참조 단락. 6.4.3 

• Performance (optional): 참조 단락. 6.4.4 

• Airflow: 참조 단락. 6.4.5 

• Venturi hopper loader (optional): 참조 단락. 6.4.6 
 
 

6.4.1. 시스템 파라메타 활성화 

HOME 화면에서, 버튼  을 누르면 “DRYER PARAMETERS” 

페이지로 이동한다. 

아이콘   에 ON/OFF 을 누르면 다음 시스템 파라메터를 

활성화/비활성화 할 수 있다. 
• Dew point 
• Antistress 
• Picking valve 
• Venturi feeder  
 
이 설정 페이지는 기기 configuration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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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Super-User 또는 상위 사용자만이 이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다. 
 

6.4.1.1. 벤츄리 피더 작동 (옵션) 
HOME 화면에서 Venturi ON 옵션을 사용하면, 벤츄리 피더에 새로운 버튼 

SWITCH ON/OFF 이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피더는 OFF (  icon) 로 설정되어 있으며,   를 

누르며 켜진다 (ON). 

벤츄리의 실제 switching on 은 아이콘  으로 표시된다. 

 

6.4.2. 프로세스 온도 

HOME 화면에서  를 누르면, “DRYER PARAMETERS”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한다. 

“Process” 프레임을 누르면 프로세스 온도 설정으로 이동할 수 있다. 
 

 
 

 
 

NOTE: 이 페이지에서는 작업 사이클에서 프로세스 히터 를 설정 하여 

표시 할 수 있다 (par. 6.3.4). 
 
이 페이지에는 가열된 공기 온도가 표시된다. 막대 바는 이 값과 설정 지점 

(Set)의 편차를 표시 한다. 
 
아래에 대한 데이터가 나열 되어 있다. 
 
• Reading: 감지된 프로세스 온도를 나타낸다. 
 

• Set: 프로세스 온도 설정 값 설정 ( User level 에서). 
 

1. 설정할 데이텀 (밝은 청색)에 해당하는 영역을 누른다.  

2. 아직 입력되지 않은 경우 숫자 키패드가 사용자 암호 항목에 

표시된다. 

3. 그런 다음 데이텀을 입력 한다 (참조 단락. 6.2.1.1). 

4. 설정 값을 설정하면 파란색 표시 막대 아래의 화살표가 선택한 

값에 따라 이동한다. 
 

NOTE: 범위: 20°….200°C 
 
NOTE: 공정 온도는 호퍼 재료 선택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되며 (참조 단락 

6.5), 기본 설정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다. 
 
• Safety: 알람 301- 프로세스 과열이 발생한다. 실제 온도 (적색) 가 

“Set” 값 + “Safety ∆T” 값 을 초과할때, 알람 301 은 활성화 된다. 
 

Alarm 301 =  °C Probe reading  >  °C Set + ∆°C Safety 
 
NOTE: 프로세스 설정과 원하는 경고 값의 차이로 알람 값 (Safety ∆T)을 

입력한다.  
 

예: 
Desired alarm value 150.0 °C 
Process set  120.0 °C 
Safety ∆T (to be set)   30.0 °C 

 
이 값을 설정 하려면 Set 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NOTE:  범위: 0….50°C 
 
• Antistress: 안티스트레스 용량의 활성화를 결정한다. 

안티스트레스 센서로 읽힌 실제 온도가 “Set” 값 + “Antistress ∆T” 

값 을 초과하면, 용량이 감소한다. 
 

Antistress capacity = °C Probe reading  >  Set + ∆°C Antistress 
 
이러한 기능은 생산량이 감소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 되는 상황에서 

재료가 쓸데없이 따뜻해 지는 것을 피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설정 온도는 호퍼 상단 부분에 관련된 온도로 마지막으로 이송된 

재료가 있다.  

재료 소비가 계속 될 때까지, 이 부분에 온도는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반면에 온도를 줄이거나 사용 끝 부분에는 증가한다.   

이 지점에서 antistress device 가 개입되어 제습기의 공기 흐름을 

감소시킴에 따라 antistress device 는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NOTE:  프로세스와 원하는 안티스트레스 값 사이에 차이에 따라 

안티스트레스 알람 값 (Antistress ∆T) 을 입력한다.  
 

예: 
Desired antistress value   90.0 °C 
Process set  120.0 °C 
Antistress ∆T (to be set) - 30.0 °C 

 
이값을 설정 하려면 Set 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NOTE:  범위: 0°….-50°C 
 
NOTE: “Factory parameters - Antistress” (참조 단락. 6.6.6) 에서, 

안티스트레스 활성화의 경우에는 프로세스 용량 감소를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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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1. 공정 온도 추세 
 

공정 온도 추세를 표시하려면 아이콘  을 누른다. 
 

 
 

 
 
이 페이지에서 마지막 8시간 (기기 작동시)에 공정 온도 값이 그래픽으로 

표시 된다.  
 
• 파랑색 곡선은 온도 설정을 나타내고, 적색 곡선은 센서에 의해 

온도가 읽힌 것을 나타낸다. 
 

• 키  와  는 추세표를 축소 및 확대해서 볼 수 있다. 
 

• 키  와  로 시간 축에 따라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 키  는 확대/ 축소 및 시간 축 위치를 기본값으로 복원할 수 

있다.  
 
 

6.4.3. Equalizer 
NOTE: X-Dryer 에 활성화된 노점. 
 

HOME 화면에서 아이콘  을 누르면, “DRYER PARAMETERS”로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한다. 

“Equalizer” 프레임을 누르면 equalizer 기능 설정 페이지로 이동한다. 
 

 
 

 
 

이 페이지에서는 노점 온도 설정을 할 수 있다. 움직이는 바에서 이 값과 

설정 점(Set)에서 편차를 보여준다. 
 
이 화면에서 사용자 파라메터 (User parameters)는 다음과 같다. 

• Reading: 실제 제습기 노점 온도 (건조 공기에 있는 수분 양) 표시. 
 

• Set equalizer: 노점 온도 설정점 값 설정 ( User level 에서). 
 

1. 설정할 데이텀 (밝은 청색)에 해당하는 영역을 누른다.  

2. 아직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숫자 키패드가 User password 

항목에 대해 나타난다. 

3. 그럼 다음 데이텀을 입력한다 (참조 단락. 6.2.1.1). 

4. Set 값을 설정하면, 파란색 막대 바 아래에 화살표가 선택한 값에 

따라 이동 한다. 
 

NOTE: 범위: -80….20°C 
 

 
NOTE: 노점이 낮을수록, 공기 안에 물의 양이 적다. 그러므로, 낮은 노점 

값은 건조된 공기를 가져올 수 있다. 
 

6.4.3.1. 노점 온도 추세 
 

선택한 제습기의 노점 온도의 추세를 보려면, 아이콘 를 누른다.  
 

 
 

 
 

이 페이지에서 마지막 8시간 (기기 작동시)에 온도 값을 그래픽으로 표시 

된) 보여주고 있다. 
 

• 파랑색 곡선은 온도 설정을 나타내고, 적색 곡선은 습도계에 의해 

온도가 읽힌 것을 나타낸다. 
 

• 키  와  는 추세표를 축소 및 확대해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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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와  로 시간 축에 따라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 키  는 확대/ 축소 및 시간 축 위치를 기본값으로 복원할 수 

있다. 
 

6.4.4. 성능 
 

NOTE: 비활성화된 XD 노점. 
 

HOME 화면에서 버튼  을 누르면, “DRYER PARAMETERS”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한다. 

프레임 “Performance” 을 누르면, 기기 성능 설정 페이지로 이동 할 수 

있다.  
 

 
 

 
 

이 페이지에서 A, B, C 가능한 제습기 성능 레벨중 하나를 설정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A 모드를 설정하면 소비 및 성능을 설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C 모드를 설정하면, 제습기의 소비 및 성능이 감소한다. 
 
 

6.4.5. 공정 공기 흐름 / 브로워 상태 

HOME 화면에서 버튼  을 누르면, “DRYER PARAMETERS”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한다. 

프레임 “Airflow” 을 누르면 airflow displaying / adjustment으로 이동한다. 
 
 

 
 

 
 

NOTE: 이 페이지는 작업 사이클 이미지에서 브로워 아이콘 을 눌러 

표시 할 수 있다 (par. 6.3.4). 
 
공정 공기 흐름 (Process airflow): 움직이는 막대 바는 값과 설정 점과 

편차를 표시한다. 
 

• Set: 이는 제습기에 의해 생성된 공기 흐름을 보여준다. 이 값은 

시간당 사용량과 선택한 재료에 따라 계산된다 (참조 단락. 6.5). 
 
• Airflow rate: 프로세스 브로워 효율성을 보여준다. 이 값은 시간당 

사용량과 선택한 재료에 따라 계산되며 (참조 단락. 6.5),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User level 에서 수정 가능하다. 
 

1. AIRFLOW RATE 필드를 누른다. 

2. 암호가 이전에 입력 되지 않은 경우, User password (0000) 를 

입력울 위한 키보드가 나타나다. 

3. 그 후에 데이터를 입력한다 (참조 단락.  6.2.1.1). 

4. 데이터를 설정한 후에,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나타난다. 
 

“Airflow rate changed” 
(original value …%) 

5. 따라서 필요한 유량 설정이 수정 (설정) 된다. 
 

 

NOTE: Range: 50….100 
 
 
NOTE: 안티스트레스를 통해 해당 페이지 메시지 아래가 “Antistress Step 

x” 로 변결될 것이며, 여기서 x 는 안티스트레스 모드의 현재 단계를 

나타낸다 (참조 단락. 6.6.6.5). 
 
 

6.4.6. 벤츄리 피더 타입 
NOTE: XD 벤츄리 피더가 현재 활성화됨. 
 

HOME 화면에서, 을 누르면 “DRYER PARAMETERS” 페이지로 

이동한다. 

Venturi feeder 를 설정하려면, “Venturi feeder” 프레임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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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  을 누르면 피더 타입을 수정할 수 있다. 
 

 
 
이 페이지에서 User 파라메터는 다음과 같다. 

• Type: 피터 타입 설정 ( User level 에서) 
a. Standard: 하나 재료만 로딩 모드 

b. Proportional: 두가지 재료의 로딩 모드. 분쇄재 비율이 

원재료와 혼합된다. 혼합은 시간에 두개의 공급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어하며 실현된다. 필요로하는 파라메터는 “Factory 

parameters” (par.6.6.6.3) 섹션에서 정의된 “Cycle time”과 

활성화 후에 이 페이지에서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Regrind 

percentage” 이다. 
• Regrind  
• Regrind percentage 
 
 

6.5. 프로세스 파라메터 

HOME 화면에서 아이콘  을 누르면 건조 재료 파라메터 설정 및 

시간당 사용량 페이지로 접근할 수 있다. 
 

 
 

 
 

 

STOP REMAINING TIME: 이 키를 누르면 남아 있는 

시간이 초기화 된다 (확인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난다). 

주의: 이 작업은 START 상태에 있는 장비에만 

유효하다. 
 
다음의 아이템들은 이 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다. 
 

• Material type: 재료 타입이 적용되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 다음의 

파라메터를 6.5.1 를 참조한다. 플라스틱 타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온도 및 남은 시간 값이 자동으로 설정 된다 (참조 단락. 
6.4.2). 

 
• Throughput: 시간당 킬로그램으로 시간당 사용량 (Hourly Output) 

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User level 에서 설정할 수 있다. 
 

1. 설정할 데이터를 누른다. 

2. 이전에 암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User password (0000) 를 

입력하기 위한 숫자 키보드가 나타난다.  

3. 데이터를 입력한다 (참조 단락. 6.2.1.1). 
 

NOTE: 재료에 대한 시간당 사용량을 최대 값보다 높게 입력할 경우에는, 

제습기는 자동으로 시간당 사용량을 이 최대 값으로 설정한다. 
 
• Process Temperature Set: 플라스틱 타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설정된다 (참조 단락. 6.5.1). 
 
• Residence Time: 플라스틱 타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설정된다 

(참조 단락. 6.5.1). 
 
• Remaining Residence Time: 호퍼에서 재료를 이송하기 전에 남은 

시간. 
 
• Bulk Density (PSA): 플라스틱 타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설정된다  (참조 단락. 6.5.1) 
 
• Flow Rate: 플라스틱 타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설정된다  (참조 

단락. 6.5.1) 
 
• Airflow: 공기 흐름 (시간당 큐빅 미터)은 시간당 출력에 따라 

적용된다. 
 
NOTE: 화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단락. 6.1.1 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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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재료 리스트 
 “PROCESS PARAMETERS” 페이지에서 Material 을 누르면,  

“MATERIAL LIST” 로 이동한다. 
 

 
 
MATERIALS LIST 섹션의 첫번째 화면이 나타난다. 

NOTE: 페이지 이동은 버튼  또는 를 누른다. 
 
NOTE: 재료 목록은 8 페이지로 되어 있고 추가 20페이지가 있어 다른 

재료 타입의 정보를 추가 하고 (client material lists) 할 수 있다. 
 
 

 
 
약어로된 재료를 누르면 “PROCESS PARAMETERS” 또는 데이터 

화면/수정 할 수 있다.  
 

NOTE: 입력되어 있을 않았을 경우에는, User password (0000) 를 위한 

숫자 키보드가 나타난다. 
 

 
 
선택한 재료를 사용하고 싶거나 (데이터는 제습기에 따라 사용될 것이다) 

또는 재료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할지를 선택한다. 
 
NOTE: 재료 데이타 시트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에, 사용중인 

재료를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Super-User 레벨에서 값을 변경할 수 있다. 

1. 재료 페이지에서, 아이콘  을 누른다. 

2. 재료 데이터 수정은 이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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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은 회색으로 표시 된다. 
 

3. 변경을 위해 프레임을 누르면, 데이터 입력을 위한 키보드가 

나타난다 (참조 단락. 6.2.1.1). 

4. 데이터 설정 후에, 확인을 위해 키 를 누른다 (Super-

User password – 1111 – 가 아직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숫자 키보드가 나타난다). 
 

6.5.1.1. 고객의 재료 리스트 

고객 재료 리스트는 아이콘  를 누른다.  
 

 
 
비어 있는 셀을 누른 다음 기본 재료 사전 설정 목록의 값을 수정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요청된 부분을 입력한다 (par.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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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MATERIAL LIST:  이 키를 누르면 사전 설정된 

자료 목록으로 돌아간다. 
 
 

6.6. 제어판넬 

HOME 화면에서, 아이콘  을 누르면, “CONTROL PANEL” 페이지가 

나타난다. 
 

 
 

 
 
컨트롤 판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PASSWORD (참조 단락. 6.6.1) 
• LANGUAGE (참조 단락. 6.6.2) 
• MACHINE MAINTENANCE (참조 단락. 6.6.3) 
• WEEKLY TIMER (참조 단락. 6.6.4) 
• DIAGNOSTICS (참조 단락. 6.6.5) 
• FACTORY PARAMETERS (참조 단락. 6.6.6) 
 

6.6.1. 암호 (Password) 

”PASSWORD” 페이지는, “CONTROL PANEL” 페이지에서 아이콘  

을 누른다. 
 

 
 
NOTE: 화면 오른쪽에 있는 키에 대한 설명은 단락. 6.1.1 참조 한다. 
 

6.6.1.1. 로그인 (Log In) 
 

“LOG IN” 프레임을 눌러 Password 페이지를 연다 (다음 그림 참조). 
 

 
 

이 페이지에서 숫자 암호를 입력할 수 있다. 암호 입력을 확인하기 위해 

버튼  을 누르고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며, 버튼  은 암호 재설정 

할 수 있다. 버튼  을 누르면, 암호 입력 하지 않고 이전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다. 
 
암호 레벨은 다음과 같다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표시. 
 

• User (0000) – 가장 낮은 레벨의 암호로 기기 조작을 정의하는 

설정을 허용한다. 

• Super-user (1111) –  암호는 컨트롤 데이터를 변경 할 수 있다. 

• Administrator (201207) -  암호는 기기 구성 (configuration) 

데이터를 변경 할 수 있는 암호. 

• Factory –  이 암호는 기술 서비스 작업자에게 권한된 암호로 

기기에 낮은 레벨 수준의 작동 파라메터로 접근 할 수 있다.  
 
활성 암호 레벨은 막대 바에 시간을 나타내는 곳 근처에 표시되어 있다. 

아이콘이 없을 경우에는 암호가 입력되지 않은 것이며, 적절한 암호를 

입력하면 암호로 활성화된 기능에 접근할 수 있다.  
 

주의: 암호 201207 을 입력하면 일부 주기 단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전문 기술자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NOTE: LOGIN 설정에서, 몇분 후면 암호가 자동으로 끊어진다. 암호의 

끊긴 시간은 사용자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참조 단락. 6.6.6.4). 
 

NOTE: 마지막으로 입력한 암호 보다 상위 레벨의 암호로 보호되는 

데이터/ 메뉴에 접근하려는 즉시 화면이 자동으로 나타난다. 암호 입력이 

올바르지 않고 보호된 데이터를 변경하려고 하면 다시 암호를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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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2. 로그 아웃 (Log Out) 
이 기능은 마지막 개입과 자동 Log Out 시간경과 사이의 기간 동안 

비전문가의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 된다. 

“Log Out” 프레임을 누르면 제목 표시 줄에 암호 수준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없이 초기 수준 (암호가 입력되지 않음) 으로 되돌아 간다. 
 

6.6.1.3. 암호 변경 (Password Change) 
 

 “Password Change” 프레임을 누르면 제목줄에 암호 수준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없어지면서, 초기 수준 (암호가 입력되지 않음)으로 되돌아간다. 
 

 
 
Log in 할 때와 마찬가지로 변경할 레벨을 누르고 새 암호를 입력한다 

(참조 단락. 6.6.1.1). 
 
NOTE: 입력된 암호의 변경 사항은 사용자가 저장해야 한다. 
 
 
 
 

6.6.2. 언어설정 (Language Setting) 
“LANGUAGE”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CONTROL PANEL”페이지에 

아이콘  을 누른다. 
 

 
 

NOTE: 제목 줄의 아이콘 을 누르면 ”LANGUAGE”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이 페이지에서 다음 언어를 설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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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된다. 
 
 

6.6.3. 유지보수 (Machine Maintenance) 
“MAINTENANCE”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CONTROL PANEL” 페이지에 

아이콘  을 누른다. 
 

 
 

 
 
이는 가능한 유지 보수 작업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제습기 작동 데이터를 

표시하는 페이지 이다. 
 

다음 데이터가 적용된다.  
 
• Total operation : 제습기 총 작업 

• Frequency : 슬롯: 일반적인 유지 보수가 요청된 이후의 시간을 

나타낸다 (참조 단락.9.2). 설정은 SuperUser 수준이다. 
• Remaining maintenance time 
• Rotor life (교체 후 수행해야 하는 재생 횟수), 설정은 Factory 

수준이다. 
• Rotor residual life 
 
잔여 시간 카운터를 재설정하려면, 유지 보수 알람 312 및 313 “Filters - 

rotor maintenance” (참조 단락.7.1) 이 발생하면, 버튼  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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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위클리 타이머 (Weekly Timer) 
 

“WEEKLY TIMER” 페이지로 접근 하기 위해서는, “CONTROL PANEL” 

페이지에서 아이콘  을 누른다. 
 

 
 

 
 
이 페이지에서는 매일 제습기의 켜기 / 끄기 시간대 (ON / OFF) 가 

나타난다. 만약 화면에 나타난 시간대를 수정하려면 자동 활성화 시간을 

설정 한다.  

이 페이지에서는 시간 설정을 할 수 있다. 페이지 하단에는 날짜가 

표시되고 시간은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다. 
 
NOTE: 위클리 타이머는 작동 가능해야만 한다.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  

 /  을 눌러 활성화 / 비활성화를 할 수 있다. 

만약 위클리 타이머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의 요일과 

ON/OFF 프레임이 회색으로 표시가 되고 버튼 이 표시된다. 만약 

타이머가 활성화 되면 요일은 검정색으로 표시되고 버튼이 와 같이 

나타난다. 
 
NOTE:  (switching on/off) 시간을 각 시간대 왼쪽에 있는 프레임을 눌러 

서 설정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 프레임이 검정 ( ) 이면, 시간대가 

활성화 되고, 프레임이 비어 있으면 ( ) 비활성화 된다. 활성화된 

타이머를 사용하여 시간 변경 및 상대적인 활성화를 수행할 수 있다.  
 

시간 입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설정할 프레임을 누른다.  

2. 암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User password (0000) 를 

입력한다. 

3. 그 뒤에 데이터를 입력한다 (참조 단락 6.2.1.1). 
 
기본 설정에 따라 모든 필드는 00h:00m 으로 설정된다. 
 
예 

만약 장비 작동 설정을 월요일 08:00 a.m. 에서 Friday at 05:00 p.m. 

까지로 설정하고 싶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월요일 시간대의 경우 ON 시간대에 at 08:00 을 설정하고 활성화 

시킨다음 OFF 시간을 비활성화 한다. 

2.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간대를 비활성화 시킨다. 

3. 금요일 시간대에는 OFF 시간을 17:00 로 설정한 다음 ON 시간을 

비활성화하고 OFF 시간을 활성화 한다. 

4. 멋는일과 일요일의 시간대를 비활성화 한다. 
 
위주간 타이머로 드라이어를 정지 시키면 다음과 같은 통신이 표시된다. 
 

 
 

기기는 단락 6.7.1 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정지할 것이다. 
 

6.6.5. 진단 (Diagnostic) 

“DIAGNOSTIC” 페이지에서, “CONTROL PANEL”페이지의 아이콘  

을 누른다. 
 

 
 

 
 
DIAGNOSTICS 페이지에서, 전체 시스템 입력 (input) /출력 (output) 

상태가 표시된다. 
 
각 입력 / 출력 (input/output) 이 점으로 표시된다. 
 
• 활성화가 가능한 input / output 은 녹색 

• 회색 점: 활성화 되지 않는 입력 / 출력 ( input / output). 
 

DIAGNOSTIC 페이지를  또는 로 둘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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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공장도 파라메터 (Factory 
parameters) 

“FACTORY PARAMETERS” 페이지를 열려면, “CONTROL 

PANEL”페이지에서   를 누른다. 
 

 
 

NOTE: Super User 또는 상위 레벨만 접근 할 수 있다.  

FACTORY PARAMETRS 페이지를 보려면,  또는 를 누른다. 
 

 
 

 
 

페이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Configuration (Factory level에서 설정 가능) 
• Process (Factory level 에서 설정 가능. network parameters 

configuration 은 Administrator level 에서만 가능함). 
• Regeneration (Factory level 에서 설정 가능. autotuning 만  

Administrator level이다.) 
• Feeding (Administrator level 에서 설정 가능.) 
• Service settings (Super User level 에서 설정 가능.) 
• Antistress (Administrator level 에서 설정 가능.) 

 

6.6.6.1. 프로세스/Process (Auto-Tuning 절차) 
auto-tuning 절차를 통해 장비는 PID 조절기 파라메터를 다시 계산하므로, 

공정 온도를 보다 잘 조절할 수 있다.  
 
auto-tuning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FACTORY PARAMETERS” 페이지에서 “PROCESS” 버튼을 누른다. 
 

 
 

PID 조절기에 대한 관련 데이터가 있는 페이지가 나타난다. 
 

 
 

버튼  을 눌러 자동 튜닝 절차의 활성화를 요청한다. 
 

NOTE: 설정은 Administrato 레벨에서만 가능하다. 
 
다음 페이지가 나타난다. 
 

 
 

“YES” 를 누르면 autotuning 절차가 화면에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기 온도 페이지에 “TUNE” 이 라는 글자가 나타난다  (fig. 4 pos.6). 
 

autotuning 단계는 설정 온도에 따라 5-10 분 지속된다.  
 

6.6.6.2. 재생/Regeneration (Auto-Tuning 절차) 
auto-tuning 절차를 통해 기기는 PID 조절기 파라메터를 다시 계산하므로, 

재생 온도를 보다 잘 조절할 수 있다.  
 
auto-tuning 절차를 수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FACTORY PARAMETERS” 페이지에서 “REGENERATION”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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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조절기에 대한 관련 데이터가 있는 페이지가 나타난다. 
 

 
 

버튼  을 눌러 자동 튜닝 절차의 활성화를 요청한다. 
 

NOTE: 이 설정은 Administrator 레벨에서만 가능하다. 
 
다음 페이지가 표시된다. 
 

 
 

“YES” 를 누르면 autotuning 절차가 표시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계 온도 

페이지에 “TUNE” 이라는 글자가 표시된다 (fig. 4 pos.6). 
 
 

6.6.6.3. 피딩/Feeding 
벤츄리 피더에서 호퍼까지 재료 이송에 관한 파라메터 설정은, 

“FACTORY PARAMETERS” 페이지에서  “Feeding”를 누른다. 

 
 

 
 

 
NOTE:  이 설정은 Administrator 레벨에서만 가능하다. 
 
페이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Cycle time: 재료의 총 로딩 시간이다 (원재료 첫번째, 분쇄재 

두번째). 사용자는 6.4.5 단락에서 총 시간과 비교해서 분쇄재 로딩 

시간을 백분율로 설정한다.  
• Max loading time: 재료가 부족한 경우에, 로딩 정지전에 경과한 

시간을 나타낸다. 로딩 시간이 끝나면 355 알람이 나타난다. 
 

6.6.6.4. 서비스 진행/Service Proceeding 
SERVICE SETTING 페이지에서 패널 시간, 측정 단위, 화면, 시간초과, 

데이터 레코더 및 데이터 가져오기/내보내기를 설정할 수 있다. 

“SERVICE” 페이지에 접근하려면, “FACTORY PARAMETERS” 프레임을 

누른다. 
 

 
 

시계를 설정 하고 항목 크기의 측정 단위를 변경하는 페이지가 나타날 

것이다.  
 

 
 
NOTE: 이 설정은 SuperUser레벨에서만 가능하다. 
 

아이콘 을 사용하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면, 화면 밝기, 화면 보호 

유형, 암호 로그 아웃 시간 종료 및 패널 역광 조명 끄기를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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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이 설정은 오직 SuperUser 레벨에서만 가능하다. 
 

아이콘 을 사용하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면, 팩토리 파라메터를 

복원하고 데이터 레코더를 설정할 수 있다. 
 

 
 

NOTE: 공장도 파라메터 복원의 활성화는 Factory 레벨에서만 가능하며, 

데이터 레코더 설정은 SuperUser 레벨에서 가능하다. 
 
USB 드라이브가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 레코더가 항상 활성화 되어 

있으며, 지난달 작동시 백업을 허용한다. USB 드라이브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 레코더가 자동으로 비활성화 된다. 데이터 샘플링 빈도는 

1분에서 5분까지 설정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의 버튼  으로 이동하며, 내보내거나 가져올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 
 

 
 

NOTE: SuperUser 레벨에서만 설정이 가능하다. 
 

원하는 파일을 저장/로드 하러면 컴퓨터 전면에 있는 커넥터에 USB 

드라이브를 넣고, 시스템이 인식할 때 까지 몇초간 기다린다 (Figure 4 
pos.5). 
• 드라이브가 OK 버튼에 있으면 해당 작업이 시작된다. 
• 작업이 끝나면 알림 메세지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작업이 성공한 

경우 “File writing completed (파일 쓰기 완료)”, 실패한 경우: “Failed 

import, materials file not found (가져 오기 실패, 재료 파일을 찾을 

수 없음)” 또는 “Failed export, file writing error (내보 내기 실패, 파일 

쓰기 오류)” 이다. 

• Materials file (재료 파일)의 경우 “OK” 버튼을 클릭하면, 같은 

라인의 다른 드라이어에서 가져올 수 있다. 이 경우 파일이 USB 

드라이브에 있는지 확인 한다. 
 

NOTE: 파일 저장 / 불러 오기 작업 중에는 USB 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로 

제거되지 않는다. 
 
USB 드라이브에 생성된 파일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 Technical: “numero_matricola.tech.log.txt” 
• Alarm history: “numero_matricola.alarms.log.html” 
• Materials: “materiali.mat” 
 
 

6.6.6.5. Antistress 
안티스트레스 파라메터를 수정하려면, “FACTORY PARAMETERS” 

페이지에서 “Antistress” 버튼을 누른다. 

 
 

 
 

NOTE: 이 설정은 Administrator 레벨에서만 활성화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다. 
 
페이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Mode: 기류 감소 모드 설정 

a) 1step: 체류 시간 초과 후, 안티스트레스 센서로 읽힌 온도가 

안티스트레스 온도 설정 (“Process temp. set” + “Antistress 

ΔT”) 보다 높으면, 프로세스 기류가 “Airflow decrease 1” (이 

예에서는 25%) 이다. 

b) 2step: 이 모드는 첫 번째 단계 (“1step” 작업과 동일) 와 

두번째 단계가 따르는 것을 예측한다. 이전 단계의 온도가 

여전히 유효하면, 요인 “Airflow decrease 2” (예에서는 50%)의 

기류를 더 감소시키기 전에 “Intervention delay” 시간이 

대기된다 (예: 60분).  
 

6.7. 장비 정지 

6.7.1. 정상 정지 (냉각 정지) 
 

정상 작동 중에, 기기를 정지 시키려면 화면 우측에 있는 STOP  

(red)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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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화면은 각각의 확인 응답으로 화면에 나타난다. 
 

 
 

정지 버튼은 노랑색으로  바뀌면 냉각 정지 (Cooling Stop) 진행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낸다. 기기가 60°C 에 도달하자 마자 냉각 정지가 

종료되고 실제 건조 정지 후에 신호는 자동으로 사라진다. 냉각 정지 

(Cooling Stop) 진행 끝에는 START 버튼  이 나타난다. 
 

NOTE: 냉각 정지 (Cooling Stop) 절차를 중지하려면, 다시 (노락색) 키 

 를 누르면 적색으로 바뀐다. 
 
냉각 정지가 끝나면, 메인 스위치를 “OFF” 로 전환 하여 제습기를 끌 수 

있다 (Figure 4 pos.2). 
 

6.7.2. 긴급 정지 
NOTE: 긴급 정지 (Emergency Stop) 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마스터 

스위치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Figure 4 pos.2). 
 

 

7. 알람, 오류 및 비상 상황 
 

알람 상태는 제습기에 위치한 알람 램프나 LED 바 (figure 4 pos.7) 및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아이콘  이 깜박인다. 
 

 
 

화면 오른쪽에 아이콘  을 누르면, 활성화된 알람 리스트들이 

나타난다. 
 

 
 

이 페이지에서 모든 활성화된 알람들이 발생 순서대로 표시된다.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알람 발생시 날짜와 시간  

2. 알람 번호와 설명 (다음 알람 목록 참조) 

3. 알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이콘  을 누른다. 
 
또한, 알람 색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적색: 새 알람 

• 청색: 사용자 재설정 후 알람이 계속 표시됨 
 
 
NOTE: 만약 현재 모든 알람들이 같은 페이지에 표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버튼   또는 를 사용하여 목록을 스크롤 한다.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려면 버튼  을 누른다. 

• 아이콘 을 누르면 알람 기록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목록은 

발생한 알람 순서대로 보여주며, 각 알람에 대해 세가지 상태를 

보여준다 (발생 시점, 재설정 시점 및 복원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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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습기 알람 
 

2가지 알람 종류가 있다. 
 

1. BLOCKING: Blocking 알람이 발생하면 기기는 멈춘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 한다. 
 

• 알람 발생 원인을 해결 한다.  

• ALARM RESET 버튼  을 누른다. 

• (녹색) START 버튼 을 눌러 기기를 작동한다. 
 
2. NON-BLOCKING: 이 유형의 알람이 발생하면, 기기가 알람을 

알리지만 계속 작동은 한다. 

• 알람 발생 원인을 해결한다. 

• ALARM RESET 버튼  을 누르면 알람이 

삭제된다. 
 

전체 알람 목록을 보려면, 아래 표를 참조한다. 

 
 
 
 
 
 
 
 
 
 
 
 
 
 
 
 
 
 
 
 
 
 
 
 
 
 
 

AL TYPE DESCRIPTION CAUSE REMEDY/CHECKS 
301 Blocking Process Overtemperature 

프로세스 센스가 임계 값보다 높은 과열 

감지.  

• 온도 임계 값 설정이 잘못되었다 

(프로세스 온도에 너무 가까움). 

• 프로세스 센스의 오작동 
 
• 제어 보드 고장 

• 알람 온도 임계 값이 올바르게 설정 

되었는지 확인 한다. 

• 프로세스 온도 교체 (대리점 문의) 

• 제어 보드 교체 (대리점 문의) 
 

302 Non 
blocking 

 

 

Process Under temperature 
시스템이 설정 온도에 도달할 수 없음을 

감지. 
 

• 프로세스 히터를 보호하는 퓨즈가 

끊어짐. 

• 프로세스 히터 고장 
 
• 프로세스 센서 오작동 
 
• 제어 보드 고장 
 

• 퓨즈 교체 
 
• 프로세스 히터 교체 (대리점 문의) 

• 프로세스 센서 교체 (대리점 문의) 

• 제어 보드 교체 (대리점 문의) 

303 Blocking Process chamber safety 
챔버 써머커플이 안전 임계 값보다 높은 

온도를 감지. 
 

• 열 관성 때문에 발화 온도가 상승하여, 

히터가 작동하는 동안 마스터 스위치로 

장비가 정지 되었다 (관성 효과가 

중지되기 전에 점화가 실행된 경우). 

• 써머커플 고장 

• 제어 보드 고장 

•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린다. 
 
 
 
 
 
• 써머커플 교체  (대리점 문의) 

• 제어 보드 교체  (대리점 문의) 
 

305 Blocking Process probe failure 
프로세스 제어 센서 고장. 

• 연결 케이블 손상 

• 센서 고장 

• 제어 보드 고장 
 

• 전기 센서 연결 점검  

• 센서 교체 (대리점 문의) 

• 제어 보드 교체 (대리점 문의) 

306 Blocking Antistress probe failure  
안티스트레스 제어 센서 고장. 

• 연결 케이블 손상 

• 센서 고장 

• 제어 보드 고장 
 

• 전기 센서 연결 점검  

• 센서 교체 (대리점 문의) 

• 제어 보드 교체 (대리점 문의) 

308 Blocking P.C.B. case overtemperature • 실내 온도가 너무 높음 

• 리턴 공기 온도가 너무 높음 
 

•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린다. 

310 Blocking Process blower safety • 제어 보드 고장 

• 브로워 모터 이상  

• 제어 보드 교체  (대리점 문의) 

• 브로워 모터 교체 
311 Blocking Regeneration blower safety • 제어 보드 고장  

• 브로워 모터 이상 
 

• 제어 보드 교체  (대리점 문의) 

• 브로워 모터 교체 

312 Non 
Blocking 

Filters maintenance 
 
 

• 예정된 유지보수를 위해 예정된 작업 

시간에 도달 
 

• 필터 상태 점검하고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청소 또는 교체 한다. 

313 Non 
Blocking 

Rotor maintenance • 지난번 교체에서부터 예정된 재생 

사이클 (공장 파라메터) 의 최대 횟수에 

도달하여 초과 했다. 
 

• 유지보수: 로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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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TYPE DESCRIPTION CAUSE REMEDY/CHECKS 
321 Non 

Blocking 
Process PID autotuning • 자동 튜닝 절차가 정확한 시간에 

종료되지 않는다. 

• BP  
•  
• 센서 점검  

• 히터 저항 점검 (대리점 문의). 
 

322 Non 
Blocking 

Regeneration PID autotuning • 자동 튜닝 절차가 정확한 시간에 

종료되지 않는다. 
 

• BRI 온도 센서 점검  

• 파이프 및 필터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 히터 저항을 점검 (대리점 문의) 
323 Blocking I/O Card communication alarm  • 디스플레이 관리 카드와 전원 카드 

사이의 연결 부족 
 

• 디스플레이 관리하는 카드 및 전원 

카드의 컨넥터를 점검한다. 

• 대리점 문의. 
325 Blocking IN regeneration probe anomaly • 연결 케이블 손상. 

 
• 센서 고장  

• 제어 보드 고장  
 

• 센서 전기 연결을 점검 

• 센서 교체 (대리점 문의) 

• 제어 보드 교체 (대리점 문의) 

326 Blocking 
 

Auxiliary probe anomaly • 연결 케이블 손상. 

• 센서 고장  

• 제어 보드 고장  
 

• 센서 전기 연결 점검 

• 센서 교체 (대리점 문의) 

• 제어 보드 교체 (대리점 문의) 

327 Blocking Dew-point probe anomaly • 연결 케이블 손상. 

• 센서 고장  

• 제어 보드 고장  
 

• 센서 전기 연결 점검 

• 센서 교체 (대리점 문의) 

• 제어 보드 교체 (대리점 문의) 

328 Blocking Regeneration chamber safety • 열 관성으로 인해 점화 온도가 상승해서 

히터가 활성화되는 동안 기기가 메인 

스위치에 의해 정지 되었다 (관성 효과가 

중지되기 전에 점화가 수행된 경우). 

• 써머커플 고장 

• 제어 보드 고장 

• 온도가 내려가게 한다. 
 
 
 
 
• 써머커플 교체.  (대리점 문의) 

• 제어 보드 교체 (대리점 문의) 

329 Blocking Rotor anomaly • 제어 보드 고장 

• 회전 제어 센서 고장 

• 제어 보드 교체 (대리점 문의) 

• 회전 제어 센서 교체 
330 Blocking Regeneration over-temperature • 센서 고장  

• 제어 보드 고장 

• 센서 교체 (대리점 문의) 

• 제어 보드 교체 (대리점 문의) 
331 Non 

Blocking 
Regeneration undertemperature • 센서 고장  

• 제어 보드 고장 

• 재생 히터 고장 

• 재생 히터 퓨즈 끊어짐 

• 센서 교체 (대리점 문의) 

• 제어 보드 교체 (대리점 문의) 

• 재생 히터 교체 (대리점 문의) 

• 퓨즈 교체 
341 Blocking Process chamber thermocouple 

failure 
• 연결 케이블 손상. 

• 센서 고장 

• 제어 보드 고장 
 

• 센서 전기 연결 점검 

• 센서 교체 (대리점 문의) 

• 제어 보드 교체 (대리점 문의) 

342 Blocking Regeneration thermocouple failure • 연결 케이블 손상. 

• 센서 고장 

• 제어 보드 고장 
 

• 센서 전기 연결 점검 

• 센서 교체 (대리점 문의) 

• 제어 보드 교체 (대리점 문의) 

355 Non 
Blocking 

Hopper loading anomaly 
호퍼 로딩에 최대 시간이 종료됨. 
 

• 이송할 재료가 없음 • 호퍼에 재료를 채운다.  

로드가 성공적이면, 알람 재설정이 자동으로 

된다. 
 

356 Blocking Safety mode alarm • 호퍼 온도가 너무 높음 

• 호퍼에서 재료 이송이 멈춤 

• 잘못된 프로세스 설정 

• 재료의 시간당 사용량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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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소 및 중지 

8.1. 청소 
• 부품을 강판과 깨끗한 유리로 유지하려면, 폐인트 또는 금속 표면에 

비 부식성 세제를 사용한다. 

• 플라스틱 부품을 닦으려면, 변성 에타올 또는 물에 헝겊을 묻혀 

사용한다. 
 

경고: 솔벤트를 사용하여 터치 스크린 패널을 청소하지 마시오. 
 

8.2. 고장 및 분해 
 

hine out of service:  
1. 전원 공급장비에서 기기를 분리시킨다.  

2. 안정되게 배치한다. 
 

장비는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1. 라인을 분리 장치를 끄고, 전기를 주전원에서 분리한다. 

2. 측면 패널을 연다 (터치 스크린면). 

3. 전기 캐비닛 터미널에서 전원 케이블을 분리한다 (참조 단락 
“INSTALLATION”). 

4. 기기의 잔재를 청소한다. 

5. 기기를 닫는다. 

6. 나일론 또는 이와 유사한 소재의 시트로 덮는다. 

7. 적합한 장소에 기기를 놓고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기기를 분리할 경우에는 위의 5단계까지 진행 한 후에,   

• 다른 재료를 분리하고 현행법/ 표준에 따라 보관한다. 
 

9. 유지보수 
주의: 모든 유지 보수 작업은 다음을 반드시 엄격하게 수행해야 한다. 
 
• 메인 스위치를 “0” (OFF) 로 돌린다. 

• 라인 스위치를 사용하여 기기 또는 설비에서 전압을 차단한다. 
 
NOTE: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기억한다. 

• 기기가 작동 중인 동안에 필터를 제거하지 않는다. 

• 기기는 정지 버튼을 눌러 멈추어야 하며, 전기 연결은 장비가 

연결된 지점과 연결된 회선 스위치를 분리시켜 끊도록 한다. 

• 비 정기적인 (비상용) 유지보수 작업은 전문 기술자가 수행해야 

한다. 
 
주의:유지보수 작업은 품질 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기 

작동에 위험을 줄 일수 있는 구조적인 가해를 주진 않지만, 일부는 마모 

될 수 있다. 
 
그림 6 은 기기의 주요 장치를 보여준다. 

 
XD12-13-14 

 

 
XD15-16 

Figure 6 
 
1. 제습기 보호 커버 

2. 재생 필터   

3. 보조 피딩 

4. 알람 램프 

5. 재생 미니 터보 컴프레샤 (MSR) 

6. 인터페이스 P.C.B. (AI) 
7. ON/OFF 버튼 (QG) 

8. 프로세스 필터 

9. 컨트롤 보드 (AC) 

10. 프로세스 미니 터보 컴프레샤 (M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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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히터 안전 써머커플 

12. 안티스트레스 센서 

13. 프로세스 – 재생 터보 컴프레샤 컨트롤 P.C.B. (A1) 
 

9.1. 정기적 유지 보수 
 

매일: 기기 회로에 누수가 있는지 확인 한다. 
 

매주: 전기 부품 내부 및 외부의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전기 연결을 점검한다. 
 

매월: 기기, 제어 장치 및 연결된 (물 등) 프로세스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한다.  
 

 
주의: 기기가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작동 하는 경우에는 유지 보수 작업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9.2. 일상적인 유지보수 

9.2.1. 에어 필터 청소 
작동 200 시간 마다 장비는 터치 스크린 화면에 필터를 청소해야 한다는 

신호가 나타난다. 그러나, 기기가 먼지가 많은 공간에서 작동하거나, 

먼지가 많은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간들의 제한이 너무 

늦을 수 있다. 따라서 기기 사용하는 환경을 좀더 고려하며,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필터를 더 자주 청소하는 것이 좋다.  

필터 유지 보수 시간 제한은 alarm no. 312 로 표시 된다. (참조 알람 

리스트 단라 7.1). 

알람 감지후에는, 아이콘  을 눌러 계산을 재설정 한다. 
 

주의: 장비가 가동하는 동안에는 필터를 제거 할 수 없다. 
 
 
 

 

 
XD12-13-14 

Figure 7 
 

 

 
XD15-16 

Figura 8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작업 시작하기 전에, 라인 스위치를 사용하여 기기의 전기 연결을 

차단한다. 

2. 메인 스위치를 (참조 단락. 6.1) (par. 6.1) “0” (OFF)으로 돌려, 

전원이 복구 되었을때, 기기가 우발적으로 작동되지 않게한다. 

3. 필터 케이스를 식히기 위해 기기가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4. 필터 커버에서 핸드 그립을 돌려 푼다 (참조 Figure 7-A 및 8-A). 

5. 필터를 바깥쪽으로 당겨 뺀다. 

6. 압축 공기 분사로 필터를 불어 넣는다. 
 

NOTE: 액체로 필터를 청소하지 마시오. 필터가 손상된 경우에는 

교체한다. 
 
7. 필터를 다시 끼운다. 

8. 유속 손실 이나 더러운 공기의 흐름을 피하기 위해 카트리지 씰과 

클로징 커버 사이에 밀착된 접촉이 있는지 확인한다. 

9. 커버에 고정하는 휠을 수동으로 단단하게 조여준다. 

10. 제습기를 다시 시작한다. 
 

NOTE: 프로세스 필터와 동인한 순간에 재생 필터를 청소하는 것이 좋다 

(Figure 7-B 및 8-B). 
 
 

9.3. 비 정기적 정비 
이 작업은 일반적인 작업 조건의 전제하에서 매월 6개월 마다 실행 되어야 

하며, 작업 조건이 더 과중한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 하는 것이 좋다.  
 

9.3.1. 로터 교체 
 

정상적인 조건에서 제올라이트 로터는 작업 속도에 따라 5 년에서 

10년까지 수명 변수가 있다.  

성능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체가 필요로 한다. 

로터 유지보수 작업 시간 제한은 단락 7.1 에 알람 목록에 나타난 것과 

같이 313 alarm 메세지에 의해 표시 된다.  

알람이 감지된 후에, 터치 스크린 아이콘  을 눌러 계산을 재설정 

한다.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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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D12-13-14 

 

 
XD15-16 

Figure 9 
 

NOTE: 더 자세한 정보는 대리점으로 문의 한다. 
 

9.3.2. 퓨즈 교체 
장비에 설치된 안전 퓨즈의 목적은 과도한 흡수 경우를 막고 이를 

보호하고 있는 회로의 전원을 차단한다. 퓨즈가 고장난 경우에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절차: 과전류의 원인을 제거한 다음 전기 패널 내부에 

접근하여 주어진 순서대로 다음 작업을 수행 한다. 
 
1. 작동을 시도하기 전에 기기 상류 측의 전기 연결부를 주전원 

스위치와 분리해야 한다. 

2. 예기치 않은 작동으로 주 전원이 복구 될 때, 기기가 시작 상태가 

아닌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마스터 스위치를 0으로 전환 한다. 

3. 측면 클로징 패널 (터치 스크린 측면)을 연다. 

4. 퓨즈-홀더 베이스를 열고 퓨즈가 차단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5. 동일한 유형의 퓨즈로 교체한다. 

6. 모든 아이템을 닫는다. 

 

9.3.3. 시계 배터리 교체 
기기가 데이터 및 시간 설정을 유지하지 않으면 디스플레이 P.C.B 의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 
 
교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 한다. 
 

1.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기기 및 압축 공기 공급 장치의 전압을 꺼야 

한다.  

2. 보호된 가드 (터치 스크리면)의 나사를 풀어 전기 패널을 연다. 

3. 교체할 배터리 부분의 디스플레이 P.C.B. 위치를 확인한다 (fig.10). 

4. 배터리의 설치 방향을 주의한다. 
 

 

 
 

Figure 10 
 
 

NOTE: 부품들이 있는 쪽이 일반적으로 위로 향하게 한다. 
 

주의: 디스플레이 카드에서 배터리를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5. 동일한 종류의 배터리를 구입하여 동일한 위치에 넣는다. 새 

배터리를 이전 배터리와 동일한 방향으로 넣는다. 
 

주의: 잘못 교체하면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배터리는 동일한 종류의 

배터리로만 교체한다 (또는 동등한 것). 
 

9.3.4. 레벨 센서 감도 조정 (옵션) 
VTM 로더용 용량 센서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로 할 수 있다.   

하나를 올바르게 조정하러면 다음 단계를 준수해야 한다. 

1. 재료를 빼고 센서 표면을 청소한다. 

2. 센서의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다. 

3. 두개의 LED 가 초당 1회 깜박일때 버튼을 느슨하게 한다 (3초후 

발생) 

4. 레벨 센서가 반쯤 덮일 때까지 재료로 호퍼를 채운다. 

5. 버튼 M을 계속 누르고 있는다. 

6. LED 가 초당 두번 깜박일때 버튼을 느슨하게 한다 (6 초 후에 

발생한다). 

7. 필요한 경우에는, 호퍼를 비우고 닫은 후에 다시 시작한다. 
 

 

 
 

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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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노점 센서 보정 (옵션) 
 

 
Figure 12 

 

처리 조건에 따라, 노점 값이 지속적으로 0 (영) 부근 또는 -80°C 근처에 

지속적으로 표시될 때, 습도를 보정하는 것이 좋다. 
 

NOTE: 자세한 정보는 대리점으로 문의 한다.  
 

9.3.6. 에어 배관 검사 
기기의 성능이 떨어지면 파이프에 공기가 샐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점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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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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atet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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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fier type (X) numero de l’appareil (Y), 
références de la 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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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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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MIDIFICATORE , DEHUMIDIFYING DRYER, TROCKENLUFTTROCKNUNG, 
DESHUMIDIFICATEUR, DESHUMIDIFICADOR, DESUMIDIFICADOR. 

 

X COMB 
 

 
 

     
 

 XD12 XD13 X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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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MIDIFICATORE , DEHUMIDIFYING DRYER,  
TROCKENLUFTTROCKNUNG, DESHUMIDIFICATEUR,  
DESHUMIDIFICADOR, DESUMIDIFICADOR. 

 

X COMB 
XD1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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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MIDIFICATORE , DEHUMIDIFYING DRYER,  
TROCKENLUFTTROCKNUNG, DESHUMIDIFICATEUR,  
DESHUMIDIFICADOR, DESUMIDIFICADOR. 

 

X COMB 
XD1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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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ISTENZA DI RISCALDAMENTO, HEATER, 
HEIZWIDERSTAND, RESISTANCE DE RECHAUFFEMENT,  
RESISTENCIA DE CALENTAMIENTO, RESISTÊNCIA DE AQUECIMENTO. 

 

X COMB 
XD1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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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MIDIFICATORE , DEHUMIDIFYING DRYER, TROCKENLUFTTROCKNUNG, DESHUMIDIFICATEUR DESHUMIDIFICADOR, DESUMIDIFICADOR. 
XD12 - XD13 - XD14 

LISTA RICAMBI, SPARE PARTS LIST, ERSATZTEILLISTE, LISTE DES PIECES DE RECHANGE, LISTA DE RECAMBIOS, LISTA PEÇAS DE SUBSTITUIÇÃO. 
 DESCRIZIONE ( I ) DESCRIPTION (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CRIPCIÓN ( E ) DESCRIÇÃO ( P ) COD. Q. MODELLO 
1 PANNELLI XCOMB 

 
XCOMB PANELS XCOMB-TAFEL TABLEAU XCOMB PANELES XCOMB PAINÉIS XCOMB R05707 1 XD12-13 

2 FILTRO CARTA 
 

PAPER FILTER PAPIERFILTER FILTRE PAPIER FILTRO DE PAPEL FILTRO PAPEL R20418 1 D. 70 H. 80 

3 ALIMENTATATORE 
SWITCHING  

SWITCHING POWER 
SUPPLY 

SWITCHING-
SPEISELEITUNG 

ALIMENTATEUR 
SWITCHING 

ALIMENTADOR SWITCHING ALIMENTADOR SWITCHING R05708 1 XCOMB XD12-13 

4 LAMPADA STYLO  
 

STYLO LAMP STYLOLAMPE LAMPE STYLO LÁMPARA STYLO LÂMPADA STYLO R01106 1 KASKO C-F-R 1-12 

5 MOTORE  
 

MOTOR MOTOR MOTEUR MOTOR MOTOR R05709 1 BRUSHLESS D. 80  60W 
XD12-13 

6 SCHEDA DISPLAY 
 

DISPLAY P.C.B. KARTE DES DISPLAYS CARTE ECRAN TARJETA PANTALLA CARTÃO DISPLAY R05706 1 XD12-13 

7 INTERRUTTORE BIP. LUM. 
ROSSO  

RED LUMINOUS DOUBLE-
POLE SWITCH 

ROTER LEUCHTENDER 
ZWEIPOLIGER SCHALTER 

INTERRUPTEUR 
BIPOLAIRE LUMINEUX 
ROUGE 

INTERRUPTOR BIPOLAR 
LUMINOSO ROJO 

INTERRUPTOR BIPOLAR 
LUMINOSO VERMELHO 

R20111  V220  (5PZ)  16A 

8 FILTRO PROCESSO 
 

PROCESS FILTER PROZESSFILTER FILTRE PROCEDE FILTRO PROCESO FILTRO PROCESSO R05711 1 XD12-13 

9 SCHEDA CONTROLLO  
 

CONTROL BOARD STEUERKARTE  CARTE CONTRÔLE  TARJETA CONTROL  CARTÃO CONTROLO  R05712 1 XD12-13 

10 MOTORE  
 

MOTOR MOTOR MOTEUR MOTOR MOTOR R05710 1 BRUSHLESS D. 80 100W 
XD12-13 

11 TERMOCOPPIA 
SICUREZZA RESISTENZE 

HEATING ELEMENTS 
SAFETY THERMOCOUPLE 

SICHERHEITSTHERMOELE
MENT DES HEIZELEMENTS 

THERMOCOUPLE 
SECURITE RESISTANCES 

TERMOPAR SEGURIDAD 
RESISTENCIAS 

TERMOPAR SEGURANÇA 
RESISTÊNCIAS 

R05705 2 TLM  4X 60  CAVO L=0,8MT 

12 SONDA  PROCESSO E 
ANTISTRESS 

ANTISTRESS AND 
PROCESS PROBE 

ANTISTRESS- UND 
PROZESSSONDE 

SONDE PROCÉDÉ ET 
ANTISTRESS 

SONDA PROCESO Y 
ANTIESTRÉS 

SONDA DE PROCESSO E 
ANTISTRESS 

R05530  PT100 FORATA D4L 25 C 1     
(2PZ) 

13 SCHEDA CONTROLLER 
MOTORE 

MOTOR CONTROLLER 
P.C.B. 

KARTE DER 
MOTORSTEUEREINHEIT 

CARTE CONTROLEUR 
MOTEUR 

TARJETA CONTROLADOR 
MOTOR 

CARTÃO CONTROLADOR 
MOTOR 

R05787 1 BRUSHLESS XCOMB 

14  
 

        

15 GUARNIZIONE INFERIORE 
TESTATA ROTORE 

ROTOR HEAD ASSEMBLY 
LOWER GASKET 

UNTERDICHTUNG DER 
ROTORSTIRNSEITE 

GARNITURE INFÉRIEURE 
CULASSE ROTOR 

GUARNICIÓN INFERIOR 
CABEZAL ROTOR 

 R05717 1 XD12-13 

16 ROTORE A ZEOLITE  
 

ZEOLITE ROTOR ZEOLITHROTOR ROTOR À ZÉOLITHE ROTOR DE ZEOLITA  R05715 1 XCOMB XD12-13 

17 BOCCOLA ROTORE 
 

ROTOR BUSH ROTORBUCHSE BUSELURE ROTOR CASQUILLO ROTOR CASQUILHO ROTOR R05718  XD12-13        (2PZ) 

18 GUARNIZIONE SUPERIORE 
TESTATA ROTORE  

ROTOR HEAD ASSEMBLY 
UPPER GASKET 

OBERDICHTUNG DER 
ROTORSTIRNSEITE 

GARNITURE SUPÉRIEURE 
CULASSE ROTOR 

GUARNICIÓN SUPERIOR 
CABEZAL ROTOR 

 R05716 1 XD12-13 

19 MOTORIDUTTORE 
ROTORE  

ROTOR GEAR MOTOR ROTORGETRIEBEMOTOR MOTOREDUCTEUR ROTOR MOTORREDUCTOR ROTOR MOTOREDUTOR ROTOR R05720 1 XD12-13 

20 PIGNONE ROTORE 
 

ROTOR PINION ROTORRITZEL PIGNON ROTOR PIÑÓN ROTOR PINHÃO ROTOR R05719  XD12-13        (2PZ) 

21 SENSORE CONTROLLO 
ROTAZIONE ROTORE 

ROTOR ROTATION 
CONTROL SENSOR 

SENSOR FÜR 
ROTORDREHUNGSSTEUE
RUNG 

CAPTEUR CONTROLE DE 
ROTATION DU ROTOR 

SENSOR CONTROL DE 
ROTACIÓN ROTOR 

SENSOR CONTROLO  
ROTAÇÃO ROTOR 

R05721 1 INDUTTIVO XCOMB XD12-13 

22 GUARNIZIONI GRUPPO 
RESISTENZE 

HEATING ELEMENTS 
GROUP GASKETS 

DICHTUNGEN DER 
HEIZELEMENTEGRUPPE 

GARNITURES GROUPE 
RÉSISTANCES 

GUARNICIONES GRUPO 
RESISTENCIAS 

GUARNIÇÕES GRUPO 
RESISTÊNCIAS 

R05722  XD12-13 (2PZ) 

23 RESISTENZA  
 

HEATER HEIZELEMENTE RESISTANCES  RESISTENCIAS  RESISTÊNCIAS  R05723 2 XCOMB XD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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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MOGGIA PER DRY AIR XD12, HOPPER FOR DRY AIR XD12, 

TRICHTER FÜR DRY AIR XD12, TREMIE POUR DRY AIR XD12,  
TOLVA PARA DRY AIR XD12, TREMONHA PARA DRY AIR XD12 

 

X COMB 
X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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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MIDIFICATORE , DEHUMIDIFYING DRYER, TROCKENLUFTTROCKNUNG, DESHUMIDIFICATEUR DESHUMIDIFICADOR, DESUMIDIFICADOR. 
XD12 

LISTA RICAMBI, SPARE PARTS LIST, ERSATZTEILLISTE, LISTE DES PIECES DE RECHANGE, LISTA DE RECAMBIOS, LISTA PEÇAS DE SUBSTITUIÇÃO. 
 DESCRIZIONE ( I ) DESCRIPTION (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CRIPCIÓN ( E ) DESCRIÇÃO ( P ) COD. Q. MODELLO 

24 COLLETTORE COMPLETO  
 

COMPLETE MANIFOLD KOMPLETTER KOLLEKTOR COLLECTEUR COMPLET COLECTOR COMPLETO COLECTOR COMPLETO R05726 1 X TRAMOGGIA XD12 

25 MANOPOLA CHIUSURA 
TRAMOGGIA 

HOPPER CLOSING HAND 
GRIP 

HANDGRIFF FÜR 
TRICHTERVERSCHLUSS 

POIGNÉE FERMETURE 
TRÉMIE 

EMPUÑADURA CIERRE 
TOLVA 

 R05581  XD1-2 X-TX (5 PZ) 

26 TONDO MOUSSE SILICONE 
BIANCO  

WHITE SILICONE MOUSSE 
ROD 

WEIßER MOUSSE-
RUNDSTAHL AUS SILIKON 

ROND MOUSSE SILICONE 
BLANC 

REDONDO MOUSSE 
SILICONA BLANCO 

 R20446  D.  5 (5MT) 

27 MANTELLO COIBENTATO 
ESTERNO 

EXTERNAL INSULATED 
SHELL 

AUßENISOLIERUNGSMANT
EL 

CHEMISE ISOLE EXTERNE MANTO AISLADO 
EXTERIOR 

 R05728  XD2 TX - XD12 

28 TUBO INTERNO 
 

INTERNAL PIPE INNENROHR TUYAU INTERNE TUBO INTERIOR TUBO INTERNO R05648 1 XD2X - XD12 

29 CONO DIFFUSORE  
 

DIFFUSER CONE VERTEILERKEGEL CONE DIFFUSEUR CONO DIFUSOR CONE DIFUSOR R05556 1 XD2 - XD12 

30 BASE TRAMOGGIA 
COIBENTATA 

INSULATED HOPPER BASE UNTERSATZ DES 
ISOLIERUNGSTRICHTERS 

BASE TRÉMIE 
CALORIFUGÉE 

BASE TOLVA AISLADA BASE TREMONHA ISOLADA R05729 1 XDRY-AIR XD2 - XD12 

31 CONO SCARICO 
MATERIALE 

MATERIAL UNLOADING 
CONE 

MATERIALENTLADUNGSKE
GEL 

CÔNE DÉCHARGEMENT 
MATÉRIAU 

CONO DESCARGA 
MATERIAL 

CONE DESCARGA 
MATERIAL 

R05725 1 XD12 

32 SPIA POLICARBONATO 
 

POLYCARBONATE 
INSPECTION HOLE 

KONTROLLLEUCHTE AUS 
POLYCARBONAT 

TÉMOIN POLYCARBONATE INDICADOR 
POLICARBONATO 

LUZ AVISADORA DE 
POLICARBONATO 

R05724 1 D.58 DRY-AIR XD-XCOMB 

33 MANTELLO TRAMOGGIA 
 

HOPPER SHELL TRICHTERMANTEL CHEMISE TRÉMIE MANTO TOLVA  R05727 1 XD2 TX - X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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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MOGGIA PER DRY AIR XD13, HOPPER FOR DRY AIR XD13, 

TRICHTER FÜR DRY AIR XD13, TREMIE POUR DRY AIR XD13,  
TOLVA PARA DRY AIR XD13, TREMONHA PARA DRY AIR XD13 

 

X COMB 
XD13 

 

 
 

2
 

2
 

3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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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MIDIFICATORE , DEHUMIDIFYING DRYER, TROCKENLUFTTROCKNUNG, DESHUMIDIFICATEUR DESHUMIDIFICADOR, DESUMIDIFICADOR. 
XD13 

LISTA RICAMBI, SPARE PARTS LIST, ERSATZTEILLISTE, LISTE DES PIECES DE RECHANGE, LISTA DE RECAMBIOS, LISTA PEÇAS DE SUBSTITUIÇÃO. 
 DESCRIZIONE ( I ) DESCRIPTION (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CRIPCIÓN ( E ) DESCRIÇÃO ( P ) COD. Q. MODELLO 

24 CERNIERA TRAMOGGIA  
 

HOPPER HINGE TRICHTERGELENKBAND CHARNIER TREMIE BISAGRA TOLVA CHARNEIRA TREMONHA R05733 1 OTX24 - XD3 - XD13 

25 COPERCHIO  
 

COVER DECKEL COUVERCLE TAPA TAMPA R05732 1 OTX24 - XD3 - XD13 

26 TUBO INTERNO  
 

INTERNAL PIPE INNENROHR TUYAU INTERNE TUBO INTERIOR TUBO INTERNO R05730 1 XD3X - XD13 

27 PREMISPIA TRAMOGGE 
 

HOPPERS INSPECTION 
HOLE HOLDER 

KONTROLLEUCHTEHALTE
R DER TRICHTER 

PRESSE-TÉMOIN TRÉMIES PRENSAINDICADOR 
TOLVAS 

 R06122 1 TC 

28 SPIA COMPLETA  
 

COMPLETE INSPECTION 
HOLE 

KOMPLETTE 
KONTROLLLEUCHTE 

TÉMOIN COMPLET INDICADOR COMPLETO LUZ AVISADORA 
COMPLETA 

R06040 1 TC30-1000 

29 CHIUSURA A LEVA 
PICCOLA 

LITTLE LEVER CLOSURE KLEINER 
HEBELVERSCHLUSS 

FERMETURE À LEVIER 
PETITE 

CIERRE DE PALANCA 
PEQUEÑA 

 R20420 1         (5PZ) 

30 CONO SCARICO 
MATERIALE 

MATERIAL UNLOADING 
CONE 

MATERIALENTLADUNGSKE
GEL 

CÔNE DÉCHARGEMENT 
MATÉRIAU 

CONO DESCARGA 
MATERIAL 

CONE DESCARGA 
MATERIAL 

R05731 1 OTX24 - X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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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MOGGIA PER DRY AIR XD14, HOPPER FOR DRY AIR XD14, 

TRICHTER FÜR DRY AIR XD14, TREMIE POUR DRY AIR XD14,  
TOLVA PARA DRY AIR XD14, TREMONHA PARA DRY AIR XD14 

 

X COMB 
X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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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MIDIFICATORE , DEHUMIDIFYING DRYER, TROCKENLUFTTROCKNUNG, DESHUMIDIFICATEUR DESHUMIDIFICADOR, DESUMIDIFICADOR. 
XD14 

LISTA RICAMBI, SPARE PARTS LIST, ERSATZTEILLISTE, LISTE DES PIECES DE RECHANGE, LISTA DE RECAMBIOS, LISTA PEÇAS DE SUBSTITUIÇÃO. 
 DESCRIZIONE ( I ) DESCRIPTION (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CRIPCIÓN ( E ) DESCRIÇÃO ( P ) COD. Q. MODELLO 

24 COPERCHIO  
 

COVER DECKEL COUVERCLE TAPA TAMPA R06030 1 TC  30-50  -  OTX36 

25 GUARNIZIONE ADESIVA 
 

ADHESIVE GASKET ANHAFTENDE DICHTUNG GARNITURE ADHESIVE JUNTA ADHESIVA GUARNIÇÃO ADESIVA R20166  MOUSSE 10X 5 ROTOLO 
(10MT) 

26 TUBO INTERNO 
TRAMOGGIA 

HOPPER INTERNAL PIPE TRICHTERINNENROHR TUYAU INTERNE TREMIE TUBO INTERIOR DE LA 
TOLVA 

TUBO INTERNO DA 
TREMONHA 

R05796 1 XD14-OTX36 

27 PREMISPIA TRAMOGGE 
 

HOPPERS INSPECTION 
HOLE HOLDER 

KONTROLLEUCHTEHALTE
R DER TRICHTER 

PRESSE-TÉMOIN TRÉMIES PRENSAINDICADOR 
TOLVAS 

PRESSIONA LED 
TREMONHAS 

R06122 1  

28 SPIA COMPLETA  
 

COMPLETE INSPECTION 
HOLE 

KOMPLETTE 
KONTROLLLEUCHTE 

TÉMOIN COMPLET INDICADOR COMPLETO LUZ AVISADORA 
COMPLETA 

R06040 1 TC30-1000 

29 CHIUSURA A LEVA  
 

LEVER CLOSURE HEBELVERSCHLUSS FERMETURE À LEVIER  CIERRE DE PALANCA  FECHO DE ALAVANCA R06047  TC30-300  (6PZ) 

30 CHIUSURA A LEVA  
 

LEVER CLOSURE HEBELVERSCHLUSS FERMETURE À LEVIER  CIERRE DE PALANCA  FECHO DE ALAVANCA R20032  (10PZ) 

31 CERNIERA TRAMOGGIA  
 

HOPPER HINGE TRICHTERGELENKBAND CHARNIER TREMIE BISAGRA TOLVA CHARNEIRA TREMONHA R06137  OTX36-120  (2PZ) 

32 CONO DIFFUSORE 
 

DIFFUSER CONE VERTEILERKEGEL CONE DIFFUSEUR CONO DIFUSOR CONE DIFUSOR R06130 1 OTX 36-60 

33 FILTRO RITORNO 
COMPLETO  

COMPLETE RETURN 
FILTER 

KOMPLETTER 
RÜCKFILTER  

FILTRE DE RETOUR 
COMPLET 

FILTRO DE RETORNO 
COMPLETO 

FILTRO DE RETORNO 
COMPLETE 

R07007 1 TC3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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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MIDIFICATORE, DEHUMIDIFYING DRYER, TROCKENLUFTTROCKNER, DÉSHUMIDIFICATEUR, DESHUMIDIFICADOR, DESUMIDIFICADORES  
XCOMB  -  XD12-13-14  -   230V 50/60HZ 

SCHEMA ELETTRICO, WIRING LAY-OUTS, SCHALTPLÄNE, SCHÉMAS ÉLECTRIQUES, ESQUEMAS ELÉCTRICOS, ESQUEMAS ELÉCTRICOS   N° 3.4.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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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OCOMPRESSORE 
PROCESSO E 
RIGENERAZIONE 

CONTROL BOARD FOR 
PROCESS AND 
REGENERATION 
TURBOCOMPRESSOR 

STEUERKARTE FÜR 
PROZESS- UND 
REGENERIERUNGSTURBO-
KOMPRESSOR 

CARTE DE CONTROLE 
TURBOCOMPRESSEUR 
PROCESSUS ET 
REGENERATION 

TARJETA CONTROL PARA 
TURBOCOMPRESOR DE 
PROCESO Y 
REGENERACIÓN 

 454947 1 DOPPIO BRUSHLESS 
XCOMB 

A2 PRESA PER 
ALIMENTAZIONE 
ALIMENTATORE 

OUTLET FOR HOPPER 
LOADER POWER SUPPLY 

STECKDOSE FÜR 
STROMVERSORGUNG DES 
FÖRDERGERÄTS 

PRISE POUR ALIMENTATION 
DE L’ALIMENTATEUR 

TOMA PARA ALIMENTACIÓN 
ALIMENTADOR 

 454980 1 PRESA DA PANNELLO IEC 

A3 IGROMETRO ARIA 
PROCESSO (OPZIONE) 

PROCESS AIR 
HYGROMETER (OPTION) 

FEUCHTIGKEITSMESSER 
DER PROZESSLUFT 
(OPTIONAL) 

HYGROMÈTRE POUR AIR DE 
PROCÉDÉ (EN OPTION) 

HIGRÓMETRO AIRE 
PROCESO (OPCIONAL) 

HIGRÓMETRO AR 
PROCESSO (OPÇÃO) 

415328 1 EASIDEW EA2-TX 

AC SCHEDA DI CONTROLLO 
 

CONTROL BOARD STEUERKARTE  CARTE CONTRÔLE  TARJETA CONTROL  CARTÃO CONTROLO  455388 1 SERIE XD10 

AI SCHEDA INTERFACCIA  INTERFACE BOARD SCHNITTSTELLENKARTE CARTE INTERFACE TARJETA INTERFAZ PLACA INTERFACE 454772 1 DISPLAY 3,5" XDRY-AIR 
XD10-16 

 SINOTTICO  SYNOPTIC  SYNOPTIK  SYNOPTIQUE  SINÓPTICO  SINÓPTICO  648674 1 X COMB  
TOUCH SCREEN 

AS ALIMENTAZIONE AUSILIARIA 
 

AUXILIARY POWER SUPPLY HILFSVERSORGUNG  ALIMENTATION AUXILIAIRE  ALIMENTACIÓN AUXILIAR  ALIMENTAÇÃO AUXILIAR  457338 1 SWITCHING  
24V 10A 240W 

BAS SONDA ANTISTRESS ANTISTRESS PROBE ANTISTRESS- SONDE SONDE ANTI-STRESS SONDA ANTIESTRÉS SONDA ANTISTRESS 415329 1 PT100 FORATA  4X 20 
CAVO  1 MT 

BP SONDA TEMPERATURA 
PROCESSO 

PROCESS PROBE 
TEMPERATURE 

PROZESSTEMPERATURSON
DE 

SONDE TEMPÉRATURE DE 
PROCEDE 

SONDA TEMPERATURA 
PROCESO 

SONDA TEMPERATURA 
PROCESSO 

415283 1 PT100 FORATA  6X 50 
CAVO  2 MT 

BRI SONDA TEMPERATURA 
INGRESSO ARIA DI 
RIGENERAZIONE 

REGENERATION AIR INLET 
TEMPERATURE PROBE 

TEMPERATURSONDE FÜR 
REGENERIERUNGSEINGAN
GSLUFT 

SONDE TEMPÉRATURE 
ENTREE AIR DE 
REGENERATION  

SONDA TEMPERATURA 
ENTRADA AIRE DE 
REGENERACIÓN 

SONDA TEMPERATURA 
ENTRADA AR DE 
REGENERAÇÃO 

415329 1 PT100 FORATA  4X 20 
CAVO  1 MT 

BRO SONDA TEMPERATURA 
USCITA ARIA DI 
RIGENERAZIONE 

REGENERATION AIR 
OUTPUT TEMPERATURE 
PROBE  

TEMPERATURSONDE FÜR 
REGENERIERUNGSAUSGAN
GSLUFT 

SONDE TEMPÉRATURE 
SORTIE AIR DE 
REGENERATION  

SONDA TEMPERATURA 
SALIDA AIRE DE 
REGENERACIÓN 

SONDA TEMPERATURA 
SAÍDA AR DE 
REGENERAÇÃO 

415329 1 PT100 FORATA  4X 20 
CAVO  1 MT 

BRP TERMOCOPPIA SICUREZZA 
CAMERA RISCALDAMENTO 
DI PROCESSO 

PROCESS HEATING 
CHAMBER SAFETY 
THERMOCOUPLE 

SICHERHEITSTHERMOELEM
ENT DER 
PROZESSHEIZKAMMER 

THERMOCOUPLE SECURITE 
CHAMBRE RECHAUFF. DE 
PROCEDE 

TERMOPAR DE SEGURIDAD 
CÁMARA DE CALENTAM. DE 
PROCESO 

TERMOPAR SEGURANÇA 
CÂMARA AQUECIMENTO DE 
PROCESSO 

415394 1 IS. TLM  4X 30  CAVO 
L=0,8MT 

BRR TERMOCOPPIA SICUREZZA 
CAMERA RISCALDAMENTO 
DI RIGENERAZIONE 

REGENERATION HEATING 
CHAMBER SAFETY 
THERMOCOUPLE 

SICHERHEITSTHERMOELEM
ENT DER 
REGENERIERUNGSHEIZKAM
MER 

THERMOCOUPLE SECURITE 
CHAMBRE RECHAUFF. DE 
REGENERATION 

TERMOPAR DE SEGURIDAD 
CÁMARA DE CALENTAM. DE 
REGENERACIÓN 

TERMOPAR SEGURANÇA 
CÂMARA AQUECIMENTO DE 
REGENERAÇÃO 

415394 1 IS. TLM  4X 30  CAVO 
L=0,8MT 

F1 FUSIBILI PRIMARIO 
TRASFORMATORE 

TRANSFORMER PRIMARY 
WINDING FUSES 

SICHERUNGEN FÜR 
PRIMÄRKREIS DES 
TRANSFORMATORS 

FUSIBLES PRIMAIRES 
TRANSFORMATEUR 

FUSIBLES PRIMARIO 
TRANSFORMADOR 

FUSÍVEIS PRIMÁRIO 
TRANSFORMADOR 

452049 1 5x20  8A  F   250V 

F2 FUSIBILI PRIMARIO 
TRASFORMATORE 

TRANSFORMER PRIMARY 
WINDING FUSES 

SICHERUNGEN FÜR 
PRIMÄRKREIS DES 
TRANSFORMATORS 

FUSIBLES PRIMAIRES 
TRANSFORMATEUR 

FUSIBLES PRIMARIO 
TRANSFORMADOR 

FUSÍVEIS PRIMÁRIO 
TRANSFORMADOR 

452049 1 5x20  8A  F   250V 

F3 FUSIBILE PER PRESA A2 
 

FUSE FOR A2 OUTLET SICHERUNG FÜR 
STECKDOSE A2 

FUSIBLE POUR PRISE A2 FUSIBLE PARA TOMA A2  452101 1 VETRO 5X20   4   A T   
250V 

HS LAMPADA FUNZIONAMENTO 
/ ALLARME 

START / ALARM LAMP START- / ALARMLAMPE AMPOULE FONCTIONNEM. / 
ALARME 

LÁMPARA DE FUNCIONAM. / 
ALARMA 

LÂMPADA FUNCIONAMENTO 
/ ALARME 

93154V 1 STYLO KASKO CAVO 
L=0,5 MT 

KS1 RELÈ AUSILIARIO DI 
SICUREZZA 1 

AUXILIARY RELAY FOR 
SAFETY 1 

HILFSRELAIS FÜR 
SICHERHEIT 1 

RELAIS AUXILIAIRE DE 
SECURITE 1 

RELÉ AUXILIAR DE 
SEGURIDAD 1 

RELÉ AUXILIAR DE 
SEGURANÇA 1 

451069 1 40.52  24V-DC 

KS2 RELÈ AUSILIARIO DI 
SICUREZZA 2 

AUXILIARY RELAY FOR 
SAFETY 2 

HILFSRELAIS FÜR 
SICHERHEIT 2 

RELAIS AUXILIAIRE DE 
SECURITE 2 

RELÉ AUXILIAR DE 
SEGURIDAD 2 

RELÉ AUXILIAR DE 
SEGURANÇA 2 

451069 1 40.52  24V-DC 

MR MOTORE ROTORE 
 

ROTOR MOTOR ROTORMOTOR MOTEUR ROTOR MOTOR ROTOR MOTOR ROTOR 461246 1 ETONM ET-PGM36BL-
241.3 

MSP TURBOCOMPRESSORE DI 
PROCESSO 

PROCESS 
TURBOCOMPRESSOR 

PROZESSTURBOKOMPRESS
OR 

TURBOCOMPRESSEUR DE 
PROCEDE 

TURBOCOMPRESOR DE 
PROCESO 

TURBOCOMPRESSOR DE 
PROCESSO 

461265 1 BRUSHLESS D. 120 195W        
24VDC 

MSR TURBOCOMPRESSORE DI 
RIGENERAZIONE 

REGENERATION 
TURBOCOMPRESSOR 

REGENERIERUNGSTURBOK
OMPRESSOR 

TURBOCOMPRESSEUR DE 
REGENERATION 

TURBOCOMPRESOR DE 
REGENERACIÓN 

TURBOCOMPRESSOR DE 
REGENERAÇÃO 

461265 1 BRUSHLESS D. 120  195W        
24V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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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MIDIFICATORE, DEHUMIDIFYING DRYER, TROCKENLUFTTROCKNER, DÉSHUMIDIFICATEUR, DESHUMIDIFICADOR, DESUMIDIFICADORES  
XCOMB  -  XD12-13-14  -   230V 50/60HZ 

SCHEMA ELETTRICO, WIRING LAY-OUTS, SCHALTPLÄNE, SCHÉMAS ÉLECTRIQUES, ESQUEMAS ELÉCTRICOS, ESQUEMAS ELÉCTRICOS   N° 3.4.518.1 

SIGLA DESCRIZIONE ( I ) DESCRIPTION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CRIPCION ( E ) DESCRIÇÃO ( P ) COD. Q. MODELLO 
MV1 VENTILATORE DI 

RAFFREDDAMENTO A 
BORDO MACCHINA 

COOLING FAN BESIDE THE 
MACHINE 

KÜHLUNGSVENTILATOR AM 
GERÄT 

VENTILATEUR DE 
REFROIDISSEMENT AU PIED 
DE LA MACHINE 

VENTILADOR DE 
ENFRIAMIENTO EN LA 
MÁQUINA 

 417171 1 60X 60X15     
V24DC 

QG INTERRUTTORE GENERALE 
 

MASTER SWITCH  HAUPTSCHALTER INTERRUPTEUR GÉNÉRAL INTERRUPTOR GENERAL INTERRUPTOR GERAL 451005 1 BIP. LUM. 16A   220V  

RP RESISTENZA PROCESSO PRECESS HEATING 
ELEMENT 

VERFAHRENS-
HEIZELEMENT 

RÉSISTANCES DE PROCÈS RESISTENCIA DE PROCESO RESISTÊNCIAS DE 
PROCESSO 

650254 1 W  750 V230    L=230 

RR RESISTENZA 
RIGENERAZIONE 

REGENERATION HEATING 
ELEMENT 

REGENERIERHEIZELEMENT RESISTANCES DE 
REGENERATION  

RESISTENCIA DE 
REGENERACIÓN  

RESISTÊNCIAS DE 
REGENERAÇÃO  

650254 1 W  750 V230    L=230 

SRR SENSORE CONTROLLO 
ROTAZIONE ROTORE 

ROTOR ROTATION 
CONTROL SENSOR 

SENSOR FÜR 
ROTORDREHUNGSSTEUER
UNG 

CAPTEUR CONTROLE DE 
ROTATION DU ROTOR 

SENSOR CONTROL DE 
ROTACIÓN ROTOR 

SENSOR CONTROLO  
ROTAÇÃO ROTOR 

457337 1 INDUTTIVO AE1/AP-3F 

ZG FILTRO ANTIDISTURBO ANTIJAMMING FILTER ENTSTÖRFILTER FILTRE ANTIPARASITE FILTRO ANTIPARÁSITOS FILTRO ANTIDISTÚRBIO 415280 1 EMC FLCS 761501  6,5A 
V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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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DA POTENZA X-COMB, X-COMB POWER BOARD, 
LEISTUNGSKARTE X-COMB, CARTE DE PUISSANCE X-COMB, TARJETA 
DE POTENCIA X-COMB, CARTÃO POTÊNCIA X-COMB 

 

45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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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DA POTENZA X-COMB, X-COMB POWER BOARD, 
LEISTUNGSKARTE X-COMB, CARTE DE PUISSANCE X-COMB, TARJETA 
DE POTENCIA X-COMB, CARTÃO POTÊNCIA X-COMB 

 

455388 
 

 

  DESCRIZIONE 
( I ) 

DESCRIPTION 
(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CRIPCIÓN 
( E ) 

DESCRIÇÃO 
( P ) 

J1 
+24V 
GND  

USCITA 
ALIMENTAZIONE 
PER DISPLAY 
TOUCH SCREEN 

SUPPLY OUTLET 
FOR TOUCH 
SCREEN DISPLAY 

STROMVERSORGU
NGSAUSGANG FÜR 
TOUCH SCREEN 
DISPLAY 

SORTIE 
ALIMENTATION 
POUR ECRAN 
TACTILE 

SALIDA 
ALIMENTACIÓN 
PARA PANTALLA 
TÁCTIL 

SAÍDA 
ALIMENTAÇÃO 
PARA ECRÃ TÁTIL 

D+, D- 
BUS 
COMUNICAZIONE 
RS 485 

RS 485 
COMMUNICATION 
BUS 

BUS FÜR RS 485 
ÜBERTRAGUNG 

BUS POUR LA 
COMMUNICATION 
DU RS 485 

BUS 
COMUNICACIÓN 
RS 485 

BUS 
COMUNICAÇÃO RS 
485 

J2 
COM 

BUS PORTA 
SUPERVISORE 

SUPERVISOR 
PORT BUS 

BUS DES PORTS 
FÜR DEN 
ÜBERWACHER 

BUS DU PORT 
POUR LE 
SUPERVISEUR 

BUS PUERTO 
SUPERVISOR 

BUS PORTA 
SUPERVISOR 

D+, D- 
BUS 
COMUNICAZIONE 
RS 485 

RS 485 
COMMUNICATION 
BUS 

BUS FÜR RS 485 
ÜBERTRAGUNG 

BUS POUR LA 
COMMUNICATION 
DU RS 485 

BUS 
COMUNICACIÓN 
RS 485 

BUS 
COMUNICAÇÃO RS 
485 

J3 PT1A, 
PT1B 

SONDA PROCESSO PROCESS PROBE PROZESS-SONDE SONDE DE 
PROCESSUS 

SONDA DE 
PROCESO 

SONDA PROCESSO 

PT2A, 
PT2B 

SONDA 
ANTISTRESS 

ANTISTRESS 
PROBE 

ANTISTRESS -
SONDE 

SONDE 
ANTISTRESS 

SONDA DE 
ANTIESTRÉS 

SONDA 
ANTISTRESS 

PT3A, 
PT3B 

SONDA 
RIGENERAZIONE 
IN 

IN REGENERATION 
PROBE 

REGENERIERUNGS
SONDE EIN 

SONDE DE 
REGENERATION IN 

SONDA DE 
REGENERACIÓN IN 

SONDA 
REGENERAÇÃO IN 

PT4A, 
PT4B 

SONDA 
RIGENERAZIONE 
OUT 

OUT 
REGENERATION 
PROBE 

REGENERIERUNGS
SONDE AUS 

SONDE DE 
REGENERATION 
OUT 

SONDA DE 
REGENERACIÓN 
OUT 

SONDA 
REGENERAÇÃO 
OUT 

TC1A, 
TC1B 

SONDA 
TERMOCOPPIA J 
TERMOSTATO 
PROCESSO 

J-THERMOCOUPLE 
PROBE OF 
PROCESS 
THERMOSTAT 

SONDE DES 
THERMOELEMENTS 
J DES PROZESS-
THERMOSTATS 

SONDE 
THERMOCOUPLE J 
THERMOSTAT DE 
PROCESSUS 

SONDA TERMOPAR 
J TERMOSTATO 
PROCESO 

SONDA TERMOPAR 
J TERMÓSTATO 
PROCESSO 

TC2A, 
TC2B 

SONDA 
TERMOCOPPIA J 
TERMOSTATO  
RIGENERAZIONE 

J-THERMOCOUPLE 
PROBE OF 
REGENERATION 
THERMOSTAT 

SONDE DES 
THERMOELEMENTS 
J DES 
REGENERIERUNGS-
THERMOSTATS 

SONDE 
THERMOCOUPLE J 
THERMOSTAT DE 
REGENERATION 

SONDA TERMOPAR 
J TERMOSTATO 
REGENERACIÓN 

SONDA TERMOPAR 
J TERMÓSTATO 
REGENERAÇÃO 

IGRO, 
+24 

IGROMETRO HYGROMETER  FEUCHTIGKEITSME
SSER  

HYGROMETRE  HIGRÓMETRO  HIGRÓMETRO  

J5 
RV1, 
GND 

RIFERIMENTO 
VELOCITA’ 
SOFFIANTE 
PROCESSO 

PROCESS BLOWER 
SPEED 
REFERENCE 

RICHTDATEN DER 
GESCHWINDIGKEIT 
DES 
PROZESSGEBLÄSES 

REFERENCE 
VITESSE TURBINE 
DE PROCESSUS 

REFERENCIA 
VELOCIDAD 
SOPLADOR 
PROCESO 

REFERÊNCIA 
VELOCIDADE 
SOPRADOR 
PROCESSO 

ALL1, 
GND 

ALLARME 
(CONSENSO) 
SOFFIANTE 
PROCESSO 

PROCESS BLOWER 
(TRIGGERING) 
ALARM 

(FREIGABEN)-ALARM 
DES 
PROZESSGEBLÄSES 

ALARME 
(CONSENSUS) 
TURBINE DE 
PROCESSUS 

ALARMA 
(CONSENSO) 
SOPLADOR 
PROCESO 

ALARME 
(PERMISSÃO) 
SOPRADOR 
PROCESSO 

RV2, 
GND 

RIFERIMENTO 
VELOCITA’ 
SOFFIANTE 
RIGENERAZIONE 

REGENERATION 
BLOWER SPEED 
REFERENCE 

RICHTDATEN DER 
GESCHWINDIGKEIT 
DES 
REGENERIERUNGS
GEBLÄSES 

REFERENCE 
VITESSE TURBINE 
DE 
REGENERATION 

REFERENCIA 
VELOCIDAD 
SOPLADOR 
REGENERACIÓN 

REFERÊNCIA 
VELOCIDADE 
SOPRADOR 
REGENERAÇÃO 

ALL2, 
GND 

ALLARME 
(CONSENSO) 
SOFFIANTE 
RIGENERAZIONE 

REGENERATION 
BLOWER 
(TRIGGERING) 
ALARM 

(FREIGABEN)-ALARM 
DES 
PROZESSGEBLÄSES 

ALARME 
(CONSENSUS) 
TURBINE DE 
REGENERATION 

ALARMA 
(CONSENSO) 
SOPLADOR 
REGENERACIÓN 

ALARME 
(PERMISSÃO) 
SOPRADOR 
REGENERAÇÃO 

RV3, 
GND 

RIFERIMENTO 
VELOCITA’ 
MOTORE ROTORE 

ROTOR MOTOR 
SPEED 
REFERENCE 

RICHTDATEN DER 
GESCHWINDIGKEIT 
DES 
ROTORMOTORS 

REFERENCE 
VITESSE MOTEUR 
ROTOR 

REFERENCIA 
VELOCIDAD 
MOTOR ROTOR 

REFERÊNCIA 
VELOCIDADE 
MOTOR ROTOR 

J6 
LAN 

CONNESSIONE 
MODBUS TCP/IP, 
FTP 

TCP/IP, FTP 
MODBUS 
CONNECTION 

MODBUS TCP/IP, 
FTP VERBINDUNG 

CONNEXION 
MODBUS TCP/IP, 
FTP 

CONEXIÓN 
MODBUS TCP/IP, 
FTP 

CONEXÃO 
MODBUS TCP/IP, 
FTP 

J7 USB CONNESSIONE 
USB 

MODBUS USB USB VERBINDUNG  CONNEXION USB CONEXIÓN USB CONEXÃO USB 

J9 +24V, 
GND 

INGRESSO 
ALIMENTAZIONE 
+24VDC 

SUPPLY INLET 
+24VDC 

STROMVERSORGU
NGSEINGANG 
+24VDC 

ENTRÉE 
ALIMENTATION 
+24VDC 

ENTRADA 
ALIMENTACIÓN 
+24VDC 

ENTRADA 
ALIMENTAÇÃO 
+24VDC 

J14 ISP, 
(+24), 
OSP, 
(GND) 

INGRESSO SPARE / 
USCITA SPARE 

SPARE INLET / 
SPARE OUTLET 

SPARE-EINGANG / 
SPARE-AUSGANG 

ENTREE SPARE / 
SORTIE SPARE 

ENTRADA SPARE / 
SALIDA SPARE 

ENTRADA SPARE / 
SAÍDA SPARE 

ON, 
GND 

MACCHINA ON 
(LAMPADA VERDE) 

MACHINE ON 
(GREEN LIGHT) 

GERÄT EIN 
(GRÜNES LICHT) 

MACHINE ON 
(LAMPE VERTE) 

MÁQUINA ON 
(LÁMPARA VERDE) 

MÁQUINA LIGADA 
(LÂMPADA VERDE) 

ALL, 
GND 

MACCHINA IN 
ALLARME 
(LAMPADA ROSSA) 

MACHINE IN 
ALARM (RED LAMP) 

GERÄT IN ALARM 
(ROTES LICHT) 

MACHINE EN 
ALARME (LAMPE 
ROUGE) 

MÁQUINA EN 
ALARMA (LÁMPARA 
ROJA) 

MÁQUINA EM 
ALARME (LÂMPADA 
VERMELHA) 

VPR, 
GND 

VALVOLA 
PRELIEVO 

PICKING VALVE MATERIALENTNAH
MENVENTIL 

VANNE DE 
PRELEVEMENT 

VÁLVULA DE 
RECOGIDA 

VÁLVULA 
EXTRAÇÃO 

FAN, 
GND 

ATTUATORE 
VENTOLA 
SCAMBIATORE 
ARIA/ARIA 
(OPTIONAL) 

ACTUATOR FOR 
AIR/AIR 
EXCHANGER FAN 
(OPTIONAL)  

LÜFTERSTELLANT
RIEB FÜR 
LUFT/LUFT 
AUSTAUSCHER 
(OPTION) 

ACTIONNEUR 
VENTILATEUR 
ECHANGEUR 
AIR/AIR (OPTION) 

SERVOMOTOR 
VENTILADOR 
INTECAMBIADOR 
AIRE/AIRE 
(OPCIONAL) 

ATUADOR 
VENTOINHA 
TROCADOR AR/AR 
(OPCIONAL) 

VM1, 
GND 

VALVOLA VENTURI 
1° MATERIALE 
(VERGINE) 

VENTURI VALVE 
FOR 1ST MATERIAL 
(VIRGIN) 

VENTURI VENTIL 
DES 1.MATERIALS 
(NEUWARE) 

VANNE VENTURI 
1ERE MATIERE 
(VIERGE) 

VÁLVULA VENTURI 
1° MATERIAL 
(VIRGEN) 

VÁLVULA VENTURI 
1° MATERIAL 
(VIRG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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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ZIONE 
( I ) 

DESCRIPTION 
(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CRIPCIÓN 
( E ) 

DESCRIÇÃO 
( P ) 

VM2, 
GND 

VALVOLA VENTURI 
2° MATERIALE 
(RIMACINATO) 

VENTURI VALVE 
FOR 1ND MATERIAL 
(REGRIND) 

VENTURI VENTIL 
DES 2.MATERIALS 
(MAHLGUTS) 

VANNE VENTURI 
2EME MATIERE 
(BROYE) 

VÁLVULA VENTURI 
2° MATERIAL 
(REMOLIDO) 

VÁLVULA VENTURI 
2 ° MATERIAL 
(REMOVIDO) 

J15 
R1, GND 

COMANDO 
INDIRETTO 
RESISTENZA 
PROCESSO 

PROCESS 
HEATING ELEMENT 
INDIRECT 
CONTROL 

INDIREKTER 
BEFEHL DES 
PROZESSHEIZELE
MENTS 

COMMANDE 
INDIRECTE 
RESISTANCE DE 
PROCESSUS 

MANDO INDIRECTO 
RESISTENCIA 
PROCESO  

COMANDO 
INDIRETO 
RESISTÊNCIA 
PROCESSO 

R2, GND 

COMANDO 
INDIRETTO 
RESISTENZA 
RIGENERAZIONE 

REGENERATION 
HEATING ELEMENT 
INDIRECT 
CONTROL 

INDIREKTER 
BEFEHL DES 
REGENERIERUNGS
HEIZELEMENTS 

COMMANDE 
INDIRECTE 
RESISTANCE DE 
REGENERATION 

MANDO INDIRECTO 
RESISTENCIA 
REGENERACIÓN 

COMANDO 
INDIRETO 
RESISTÊNCIA 
REGENERAÇÃO 

 
R1A, 
R1B 

COMANDO 
DIRETTO 
RESISTENZA 
PROCESSO 

PROCESS 
HEATING ELEMENT 
DIRECT CONTROL 

DIREKTER BEFEHL 
DES 
PROZESSHEIZELE
MENTS 

COMMANDE 
DIRECTE 
RESISTANCE DE 
PROCESSUS 

MANDO DIRECTO 
RESISTENCIA 
PROCESO 

COMANDO DIRETO 
RESISTÊNCIA AO 
PROCESSO 

R2A, 
R2B 

COMANDO 
DIRETTO 
RESISTENZA 
RIGENERAZIONE 

REGENERATION 
HEATING ELEMENT 
DIRECT CONTROL 

DIREKTER BEFEHL 
DES 
REGENERIERUNGS
HEIZELEMENTS 

COMMANDE 
DIRECTE 
RESISTANCE DE 
REGENERATION 

MANDO DIRECTO 
RESISTENCIA 
REGENERACIÓN 

COMANDO DIRETO 
RESISTÊNCIA 
REGENERAÇÃO 

J16 ROT, 
+24, 
GND 

SENSORE 
ROTAZIONE 
ROTORE 

ROTOR ROTATION 
SENSOR 

SENSOR FÜR 
ROTORDREHUNG 

CAPTEUR DE 
ROTATION DU 
ROTOR 

SENSOR 
ROTACIÓN ROTOR 

SENSOR ROTAÇÃO 
DO ROTOR 

LIV, +24, 
GND 

SENSORE LIVELLO 
VENTURI 

VENTURI LEVEL 
SENSOR 

FÜLLSTANDS-
SENSOR VENTURI 

CAPTEUR DE 
NIVEAU VENTURI 

SENSOR NIVEL 
VENTURI 

SENSOR DE NÍVEL 
VENTURI 

F2 6.3 A  
250V 

FUSIBILE 
CIRCUITO  

CIRCUIT FUSE  KREISLAUFSICHER
UNG  

FUSIBLE  DU 
CIRCUIT 

FUSIBLE CIRCUITO FUSÍVEL CIRCUITO 

F3 6.3 A  
250V 

FUSIBILE 
CIRCUITO 

CIRCUIT FUSE KREISLAUFSICHER
UNG  

FUSIBLE  DU 
CIRCUIT 

FUSIBLE CIRCUITO FUSÍVEL CIRCUITO 

  



  

50 

 SCHEDA TOUCH SCREEN X-COMB, X-COMB TOUCH SCREEN BOARD, 
TOUCH SCREEN-KARTE X-COMB, CARTE ECRAN TACTILE X-COMB, 
TARJETA X-COMB TOUCH SCREEN, CARTÃO X-COMB TOUCH SCREEN 

 

454772 
 

 

 

 
 
  DESCRIZIONE 

( I ) 
DESCRIPTION 

(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CRIPCIÓN 

( E ) 
DESCRIÇÃO 

( P ) 
J1 TE 

CONNECT
IVITY 

COMUNICAZIONE 
CON TOUCH 
SCREEN 

COMMUNICATION 
WITH TOUCH 
SCREEN 

TOUCH-SCREEN-
KOMMUNIKATION 

COMMUNICATION 
AVEC L’ECRAN 
TACTILE 

CONEXIÓN AL 
TOUCH SCREEN 

COMUNICAÇÃO 
COM TOUCH 
SCREEN 

J2 
RS485 

CONNESSIONE 
SCHEDA POTENZA 

POWER CARD 
CONNECTION 

VERBINDUNG DER 
LEISTUNGSKARTE 

CONNEXION DE LA 
CARTE DE 
PUISSANCE 

CONEXIÓN 
TARJETA 
POTENCIA 

LIGAÇÃO FICHA 
POTÊNCIA 

BT1 25mA 
3V 

BATTERIA 
OROLOGIO 
SISTEMA 

SYSTEM CLOCK 
BATTERY 

BATTERIE DER 
SYSTEMUHR 

BATTERIE DE 
L’HORLOGE DU 
SYSTEME 

BATERIA RELOJ 
SISTEMA 

BATERIA RELÓGIO 
SIST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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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DA CONTROLLO TURBOCOMPRESSORE PROCESSO E RIGENERAZIONE X-COMB,  

X-COMB CONTROL BOARD FOR PROCESS AND REGENERATION TURBOCOMPRESSOR, 
STEUERKARTE FÜR PROZESS- UND REGENERIERUNGSTURBO-KOMPRESSOR DES X-COMB, 
TARJETA CONTROL PARA TURBOCOMPRESOR DE PROCESO Y REGENERACIÓN X-COMB.  

 

45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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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DA CONTROLLO TURBOCOMPRESSORE PROCESSO E RIGENERAZIONE X-COMB,  
X-COMB CONTROL BOARD FOR PROCESS AND REGENERATION TURBOCOMPRESSOR, 
STEUERKARTE FÜR PROZESS- UND REGENERIERUNGSTURBO-KOMPRESSOR DES X-COMB, 
TARJETA CONTROL PARA TURBOCOMPRESOR DE PROCESO Y REGENERACIÓN X-C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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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CRIPCIÓN 
( E ) 

DESCRIÇÃO 
( P ) 

J5 
1H1 

TURBOCOMPRESSO
RE PROCESSO 
(SONDA HALL1) 

PROCESS 
TURBOCOMPRESSO
R (HALL1 PROBE) 

PROZESSTURBOKO
MPRESSOR (SONDE 
HALL1) 

 TURBOCOMPRESOR 
PROCESO (SONDA 
HALL1) 

 

1H2 

TURBOCOMPRESSO
RE PROCESSO 
(SONDA HALL2) 

PROCESS 
TURBOCOMPRESSO
R (HALL2 PROBE) 

PROZESSTURBOKO
MPRESSOR (SONDE 
HALL2) 

 TURBOCOMPRESOR 
PROCESO (SONDA 
HALL2) 

 

1H3 

TURBOCOMPRESSO
RE PROCESSO 
(SONDA HALL3) 

PROCESS 
TURBOCOMPRESSO
R (HALL3 PROBE) 

PROZESSTURBOKO
MPRESSOR (SONDE 
HALL3) 

 TURBOCOMPRESOR 
PROCESO (SONDA 
HALL3) 

 

1GH 
 

GND GND GND GND GND GND 

1VH 
 

+ 5 + 5 + 5 + 5 + 5 + 5 

J7 R1 
 

RIFERIMENTO 
TURBOCOMPRESSO
RE PROCESSO  

PROCESS 
TURBOCOMPRESSO
R REFERENCE 

BEZUG AUF 
PROZESSTURBOKO
MPRESSOR 

 REFERENCIA 
TURBOCOCOMPRES
OR PROCESO 

 

 A1 
 

ALLARME 
TURBOCOMPRESSO
RE PROCESSO 

PROCESS 
TURBOCOMPRESSO
R ALARM  

ALARM DES 
PROZESSTURBOKO
MPRESSORS 

 ALARMA 
TURBOCOMPRESOR 
PROCESO 

 

 R2 
 

RIFERIMENTO 
TURBOCOMPRESSO
RE RIGENERAZIONE 

REGENERATION 
TURBOCOMPRESSO
R REFERENCE 

BEZUG AUF 
REGENERIERUNGST
URBOKOMPRESSOR 

 REFERENCIA 
TURBOCOMPRESOR 
REGENERACIÓN 

 

 
A2 

 

ALLARME 
TURBOCOMPRESSO
RE RIGENERAZIONE 

REGENERATION 
TURBOCOMPRESSO
R ALARM 

ALARM DES 
REGENERIERUNGST
URBOKOMPRESSOR
S 

 ALARMA 
TURBOCOMPRESOR 
REGENERACIÓN 

 

 GD1 
GD2 

GND GND GND GND GND GND 

J8 JUMPER 
APERTO 

REGIME ROTAZIONE 
PROCESSO LOW 

LOW PROCESS 
ROTATION 
OPERATION 

NIEDRIGE 
PROZESSDREHZAHL  

 RÉGIMEN 
REVOLUCIÓN 
PROCESO BAJO 

 

 JUMPER 
CHIUSO 

REGIME ROTAZIONE 
PROCESSO HIGH 

HIGH PROCESS 
ROTATION 
OPERATION 

HOHE 
PROZESSDREHZAHL 

 RÉGIMEN 
REVOLUCIÓN 
PROCESO ALTO 

 

J9 
JUMPER 
APERTO 

REGIME ROTAZIONE 
RIGENERAZIONE 
LOW 

LOW 
REGENERATION 
ROTATION 
OPERATION 

NIEDRIGE 
REGENERIERUNGSD
REHZAHL 

 RÉGIMEN 
REVOLUCIÓN 
REGENERACIÓN 
BAJO 

 

 
JUMPER 
CHIUSO 

REGIME ROTAZIONE 
RIGENERAZIONE 
HIGH 

HIGH 
REGENERATION 
ROTATION 
OPERATION 

HOHE 
REGENERIERUNGSD
REHZAHL 

 RÉGIMEN 
REVOLUCIÓN 
REGENERACIÓN 
ALTO 

 

J16 
2H1 

TURBOCOMPRESSO
RE RIGENERAZIONE 
(SONDA HALL1) 

REGENERATION 
TURBOCOMPRESSO
R (HALL1 PROBE) 

REGENERIERUNGST
URBOKOMPRESSOR 
(SONDE HALL1) 

 TURBOCOMPRESOR 
REGENERACIÓN 
(SONDA HALL1) 

 

 
2H2 

TURBOCOMPRESSO
RE RIGENERAZIONE 
(SONDA HALL2) 

REGENERATION 
TURBOCOMPRESSO
R (HALL2 PROBE) 

REGENERIERUNGST
URBOKOMPRESSOR 
(SONDE HALL2) 

 TURBOCOMPRESOR 
REGENERACIÓN 
(SONDA HALL2) 

 

 
2H3 

TURBOCOMPRESSO
RE RIGENERAZIONE 
(SONDA HALL3) 

REGENERATION 
TURBOCOMPRESSO
R (HALL3 PROBE) 

REGENERIERUNGST
URBOKOMPRESSOR 
(SONDE HALL3) 

 TURBOCOMPRESOR 
REGENERACIÓN 
(SONDA HALL3) 

 

 2GH 
 

GND GND GND GND GND GND 

 2VH 
 

+ 5 + 5 + 5 + 5 + 5 + 5 

 U1 
V1 
W1 

FASI MOTORE DEL 
TURBOCOMPRESSO
RE PROCESSO 

PROCESS 
TURBOCOMPRESSO
R MOTOR PHASES 

MOTORTAKT DES 
PROZESSTURBOKO
MPRESSORS 

 FASES MOTOR DEL 
TURBOCOMPRESOR 
PROCESO 

 

 U2 
V2 
W2 

FASI MOTORE DEL 
TURBOCOMPRESSO
RE RIGENERAZIONE 

REGENERATION 
TURBOCOMPRESSO
R MOTOR PHASES 

MOTORTAKT DES 
REGENERIERUNGST
URBOKOMPRESSOR
S 

 FASES MOTOR DEL 
TURBOCOMPRESOR 
REGENERACIÓN 

 

 +   - ALIMENTAZIONE 
24VCC 

POWER SUPPLY 
24VCC 

STROMVERSORGUN
G 24VCC 

 ALIMENTACIÓN 
24VCC 

 

 
LD1 

LED SEGNALAZIONE 
PRESENZA 
TENSIONE 24V 

VOLTAGE 24V 
PRESENCE 
SIGNALLING LED 

LED FÜR MELDUNG 
DER 
SPANNUNGSANWES
ENHEIT 24V 

 LED SEÑALIZACIÓN 
PRESENCIA 
TENSIÓN 24V 

 

 LD2 LED ALLARME 
SCHEDA PROCESSO 

PROCESS BOARD 
ALARM LED 

ALARM-LED DER 
PROZESSKARTE 

 LED ALARMA 
TARJETA PROCESO 

 

 
LD3 

LED ALLARME 
SOVRATEMPERATU
RA PROCESSO 

PROCESS 
OVERTEMPERATUR
E ALARM LED 

ALARM-LED DER 
PROZESSÜBERTEM
PERATUR 

 LED ALARMA 
SOBRETEMPERATU
RA PROCESO 

 

 
LD5 

LED ALLARME 
SCHEDA 
RIGENERAZIONE 

REGENERATION 
BOARD ALARM LED 

ALARM-LED DER 
REGENERIERUNGSK
ARTE 

 LED ALARMA 
TARJETA 
REGENERACIÓN 

 

 
LD6 

LED ALLARME 
SOVRATEMPERATU
RA RIGENERAZIONE 

REGENERATION 
OVERTEMPERATUR
E ALARM LED 

ALARM-LED DER 
REGENERIERUNGSÜ
BERTEMPERATUR 

 LED ALARMA 
SOBRETEMPERATU
RA REGENERACI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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