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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확인 

1.1. 개요 
이 설명서는 기계의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와 전문가에 의해 
제작되었다.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 
• 올바른 설치 
• 기계 및 모든 부품의 기능 설명 
• 조정 및 시작하는 방법 
• 올바른 유지 관리를 실행하는 방법 
• 안전 법률의 준수 
 
다음 용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한 지역 : 
내부 지역 혹은 기계 근처에 노출되어 있는 작업자들은 안전 및 건강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 
 
위험에 노출된 사람: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위험 지역 내 있는 사람 

운영자:  
기계를 설치, 작동, 유지, 청소하는 모든 사람 
 

검증된 기술자: 
(비) 정기적 유지 보수를 실행하기 위해 자격이 갖춘 기술자 혹은 특별한 
지식을 필요로 하여 기계를 수리하고 운영 방법과 안전장치와 같은 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 
 
중요: 기계를 시운전하기 전 에, 메뉴얼에 있는 기술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그에 따른 것들을 준수한다. 
이 메뉴얼과 부속 출판물들은 모든 사용자들이 사용 가능 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 둬야 한다. 
 
이 출판물에는 기술적을 부정확한 내용이나 인쇄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정보는 정기적으로 변경된다. 그러한 변경 사항은 이후 버전에 
통합되며 제품의 변경이나 개선점 및 기술된 프로그램들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메뉴얼 상에서 아래에 기호들은 다음과 같이 의미한다. 
 
중요: 중요 지시사항으로 신중히 준수되어야 할 사항. 
 
주의: 작업자들의 안전 수칙. 
 
경고: 기계 손실의 가능성 및 요소. 
  
경계: 현재 작업상의 부가적 정보. 
 
비고: MORETTO S.p.A 사의 관련된 기술적 서비스 혹은 정품 예비 부품에 
대한 내용. 

 

1.2. 제조사 표시 
기계에 금속 ID 명판이 있다. 
 

A 제조사 이름과 주소 

B 기계타입 

C 일련번호 

D 모델명 

E 작동전압 

F 최대 전력값 

G 장비 중량 ( 이동 및 운반 목적에 요구 됨) 

H 주파수 

I 제조년수 

L CE 마크로 유럽 안전 규범 EEC 98/97에 의거하여 제작 

 

 
중요: 모든 기계들의 데이터를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판을 훼손 또는 
제거하지 마시오. 
 

1.3. 사용자 준비 사항 
계약상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다음에 따른 것들은 사용자가 제공해야 
한다. 
• 안전 접지 등의 전력 공급  
• 압축 공기의 사전 배치 
• 도구 및 소모품 재료 
 

1.4. 기술 지원 
만약 고객이 전문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서비스 부서로 
연락한다. 이러한 문의 사항들은 전화 혹은 팩스를 통해 챕터 A1에 표기된 
번호로 회사에 전달 되어진다.  
 

1.5. 예비 부품 
예비 부품들은 정품을 사용 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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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 구조 

2.1. 작동원리 
 

 

 
 

사진 1 

1. Oil remover filter (오일 제거 필터) 
2. Delivery solenoid valve (Air 공급 솔레노이드 밸브) 

3. Pressure switch (압력 스위치) 
4. DX/SX sieves holder cartridge solenoid valve 

(DX/SX 제습탑 홀더 카트리지 솔레노이드 밸브) 

5. Sieves holder cartridges (제습탑) 
6. Simplex flow regulation valve (풍량 조절 밸브) 

7. Proportional pressure regulator (비례 압력 

조절기) 

8. Minimum air flow regulator (최소 공기 유량 조절기) 
9. Electric resistance (히터) 
10. Maintenance hopper (원재료 호퍼) 
11. Electronic board (제어판) 
12. Process probe (가동 온도 센서) 
13. Antistress probe (과열 온도 센서) 
14. No return valve (노 리턴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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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프로세스 및 재생주기 
공기 흐름 방향에 따르면 (작동 방법 그림 참조), 공급되는 압축 공기는 표준 압력 (6-10 바) 으로  제공 된다.  
오일제거 필터(1)를 통과한 정화된 에어는 첫 번째 솔레노이드 밸브(2)를 지나, 장비가 가동하면 에어를 보내기 위해, 전원이 차단될 때, 에어 또한 차단된다. 
압력 스위치(3)은 다운 스트림 솔레노이드 밸브 (2)인 압력을 조절하며, 에어 공급이 안될 경우 히터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솔레노이드 밸브(2)의 에어는 솔레노이드 밸브(4)로 보내게 되며, 제습탑의 재생과 제습 주기에 따라 선택 공급된다. 
예를 들면, 솔레노이브 밸브(4)가 왼쪽 제습탑으로 가며 에어가 공급되며, 동시에 오른쪽 제습탑에서 수분을 배출하기 위하여 에어가 공급하게 된다. 
왼쪽 제습탑 5으로부터, 제습된 프로세스 에어가 한쪽 방향으로( 6L)을 통과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압력 하강 없이 No-return 밸브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밸브 출구(6)에서 공기 흐름은 압력 조절기(7)와 단순 유량 조절 밸브(6R)에 현재 진행 방향으로, 유량 조절기를 통해서만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강력 하강을 
초래한다. 현재 카트리지(5R) 내부의 압력은 대기압과 비교될 수 있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주기적인 사이클 통해 변경 된다.. : 두 카트리지 제습탑의 역할, 흐름과 압력은 적절하게 변경(5) 된다. 
카트리지가 최대 압력 (6-10 바)에서 작동할 때, 외부 공기로부터 습기를 흡수하고, 반대로 이것이 기압 아래 있을 때, 이것이 (재생) 흡수된 습기의 일부를 
남긴다. 이러한 작동법은 "압력 스위치"로 알려져 있다. 압력, 시간, 크기는 공기 페러 메탈과 흡수력 있게 쓰인 물질의 유형에 따라 변경된다. 
전자 보드나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제어되는 비례 압력 조절기(7)는 압력을 조절하며, 따라서 입력 저항(9)에서 공기 흐름을 조절하여 요청된 폴리머의 
올바른 제습에 대한 풍량 속력을 실행한다. 
출구(8)에서 공기는 가열 히터로 전달 되며, 이것은 온도(12)와 전기 보드(11) 센서 양쪽 출구 사용으로 원하는 값에서 온도 조절이 가능한 전기 저항(9)을 
포함하고 있다. 
제습 공기 이송 파이프는 제습 될 재료를 담는 호퍼 하단 부분에 연결된다. 공기는 첫 번째 디퓨전 콘을 통과하고 호퍼(아래에서 위 방향), 뿐만 아니라 호퍼 
상부에 있는 온도 센서(13)의 통로 사이클을 포함한 경로을 통해 흐르게 된다.  
비례 압력 조절기 (7)는 전기제어 판넬 (11)에 의해서 제어가 된다. 이는 원하는 온도에 도달했을 때, 풍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다. 그리하여 낮은 에너지 
소비량을 보장하고 처리된 재료에 품질 저하을 줄인다. 
호퍼의 구조는 특별히 수분을 포함한 공기을 밖으로 전달 되어 질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기 방출 호스 연결과 결합하기 위해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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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특성 
XDRY AIR 시리즈 드라이어는 압축 공기 제습 드라이어로써 2개의 타워가 장착되어 제습 및 재생 공정 단계를 교대로 작동되며 이는 지속적인 제습을  
보장한다. 

3.1. 기술 구조적인 데이터 
사진은 압축 공기와 전원 소켓의 세부 사항과 함께 건조기의 전체 크기를 보여준다. 
 

                          
 XD1 TX XD2 T XD3 T XD4 T XD5 T 

 
 

 

 DEHUMIDIFYING DRYER TECHNICAL DATA  

Model XD1 T XD2 T XD3 T XD4 T XD5 T 

공기 흐름 Nm 3/h 1 ÷ 5 3 ÷ 10 6 ÷ 17 9 ÷ 30 9 ÷ 30 

호퍼 용량 dmc 6 15 30 50 75 

가열 히타 용량 kW 0,4 0,95 0,95 1,9 1,9 

전체 전기 용량 kW 0,45 1 1 2 2 

전원 공급 230 V / 1F+N+T 

Adsorbed current A 1,8 4,3 4,3 8,2 8,2 

케이블 크기 mm² 1,5  1,5 1,5 1,5 1,5 

80 °C에서 평균 소비량 kWh 0,021 ÷ 0,107 0,062 ÷ 0,206 0,121 ÷ 0,350 0,182 ÷ 0,606 0,182 ÷ 0,606 

공정 온도 °C 180 150 

(Room)공간 온도 5°C ÷ 40°C  (41°F ÷ 104°F) 

상대 습도 
Max 90% T < 30°C (T < 86°F) 
Max 50% T > 30°C (T < 86°F) 

이동 및 저장 온도 -25°C ÷ 55°C (-13°F ÷ 131°F) 

protection IP의 개요 IP42 

사용자 interface Display LCD - Touch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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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크기 
 

 
 

 

 
 

XD1 ÷ XD3 XD4 ÷ XD5 
 
 

크기 XD1 T XD2 T XD3 T XD4 T XD5 T 

폭 (A) mm. 356 409 455 581 621 

깊이 (B) mm. 298 344 390 484 506 

높이 (H) mm. 521 591 705 1063 1140 

       (H1) mm. 389 556 670 756 801 

고정하는 구멍의 직경(d) 
 mm 

9 9 9 11 11 

Discharge diameter (D) 
 mm 

50 50 50 70 70 

Receiver 설치 PCD (F) 
 mm 

130 180 230 280 280 

고정 plate PCD  
(I) mm 

100 x 100 100 x 100 100 x 100 180 x 180 180 x 180 

고정 plate 
(L) mm 

120 x 120 120 x 120 120 x 120 220 x 220 220 x 220 

무게 Kg 17,6 21 22,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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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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되어야 한다. 
장비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용 설명서 전체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주의: 작업자는 시작 전에 모든 제어 장치와 안전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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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해야만 한다. 
중요: 작업장은 작업자들의 작업 혹은 긴급 작업을 위해서 작업장은 
막혀있지 않아야 한다. 
 

4.1. (비)의도적 및 잘못된 사용  
기계는 열가소성 물질들을 처리하도록 제작되었다. 기계는 반드시 유지 
보수 상황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유지 보수의 의미는 시간에 영향을 
받고 유지보수 방식은 유지보수 단락에 명시되어 있다. 
위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한, 물건 또는 개인에 손상에 관련된 모든 
법적인 책임에서 제조업자와 관련은 부적절하다고 간주된다. 
제습기 안에는, 공기 순환은 2mm 이하 보다 큰 직경(이상 크기)과 과립층 
사이로 흐른다. 만약에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반환된 공기를 
청소하는 필터는 종종 막혀 지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계의 다른 
부분들이 막혀질 수 있다. 
처리될 제습 프로세스 재료들은 아래와 같다. 
 

- Thermoplastic Materials - 

ABS PEN PS 

CA PES PSU 

CAB PES (extrusion) PSU (extrusion) 

CP PET PUR 

LCP PETG PVC 

PA6 PBT SAN 

PA66 PI SB 

PA11 PA12 PMMA TPE 

PC POM  

PE PP  

PE (40% lampblack) PP (40% talcum)  

PEEK PPO  

PEI PPS  

 
어떠한 다른 재료들의 제습을 위해서, 기계의 제조업자에게 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플라스틱 재료에 관한 온도 취급은, 재료 제작자에게 연락한다.  
MORETTO는 건조 온도의 잘못된 설정으로 인한 물건 혹은 작업자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특히 기계가 이미 작성된 drying 
표를 포함할 경우, 이러한 값은 나타내며 재료 제작과 확인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지침은 시판된 제품 설명서에 획득되어 있어야 한다. 
주의 : 모든 작업자는 안전 장비가 완벽한 상태에서만 작업을 해야 한다. 

4.2. 위험, 보호 장치, 경고 및주의 사항 
채택된 조치들은 위험에 노출된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EC 2006/42에 지정), 작업자의 부주의 혹은 운영의 부주의나 

무의식중에 야기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수반 하고 
있다. 
만약에 올바른 조건 하에서 사용이 된다면, 기계는 지침 2006/42 EC에 
명시된 위험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4.3. 안전 보호 장치 
적용될 안전 장비는 일반적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해 준다. 실생활 전기 컴포너트들은 이중 절연과 함께 
제공 되어 진다. 
 

4.4. 인증 
제습기는 EC 지침 2006/42의 지시에 맞게 설계 및 제작되었다. 적합성에 
대한 정보는 첨부 문서 A2에 포함되어 있다. 
 

4.5. 장비 운영에 대한 환경 조건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계는 주변 온도 5-40 °  C 인 곳에 두고 
사용해야만 하며, 날씨(비, 우박, 눈, 안개 등)로부터 보호한다. 매우 
중요한 관련 안전으로, 만약 건조기가 부식될 환경에서 사용이 되면, 유지 
보수 시간 및 방법들은 부품들이나 혹은 건조기가 과도한 마모상태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적합한 
조건이어야만 한다. 이에 대해, 관련 조언이 필요할 경우 판매처나 
공급처에게 문의할 수 있다. 
참고 : INDEX에서 보호: IP 42 

폭발성 있는 환경 
 주의: 기계 장비들은 ATEX 지침 94/9/CE 의 최소 요구 사항들에 따라 
설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들의 사용은 폭발 또는 잠재적인 폭발성 
환경에서는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조명: 
기계의 올바른 사용에 관해서, 서로 다른 조명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2가지 
경우가 있다. 
일반 작업에는, 시스템이 설치된 공간에는 컨트롤 판넬과 특히 전원 
스위치는 보기 쉬운 곳에 있도록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조명은 필요한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적절한 조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사용자가 현재 규법들과 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진동: 
만약에 기계가 올바른 사용 지침에 따라 사용되어 지면, 사용자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경고 : 만약에 이상한 진동이 발생되면, 작업자는 기계를 멈추고 서비스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소음: 
만약에 기계가 올바르게 유지 관리된다면, 소음 수준은 80 dB (A)이며, 
이에 따라 기계 근처에 관리자가 있을 필요가 없다. 
온도: 
만약에 기계가 정상적인 조건에서, 그 구조가 조작되지 않고 실행이 
된다면, 고온 요소와 접촉되어 야기하는 위험성은 없을 것이다. 다음의 
온도는 드라이어의 다른 운영 단계 동안에 이를 수 있다. 
• 제습: 이것은 제습 픙량과 관련되어 있으며 180 °C에 도달할 수 있다. 
• 재생: 이것은 재생될 제습탑와 관련 배관을 포함하는 타워에 관한 

것이다.        온도는 주위 온도와 부합한다. 
 

4.6. 잔류물 및 환경 오염 
만약 처리된 재료들이 정해진 것과 같이 되면, 유해물질들은 EN626-1에 
설명된 것 처럼, 생성되지 않을 것이다. 제습기의 공정 주기가 오픈 회로로 
있다면, 환경 외에 혹은 오염의 위험이 없다. 반대로, 재생 단계에서 
습기가 들어왔지만 깨끗한 공기는 제습탑를 통해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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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레큐라시브(제습제)는 비독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러한 
물질에 의해 만들어진 이물질의 공기중으로 방출은 최대 오염 방출 3 g / 
cu.m 작업 노출 한계 (OEL)를 초과 하지 말아야만 한다. 만약 이와 같은 
오염이 초과했다면, 그것을 호흡한 사람에게 호흡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작업 공간이 적절한 크기 및 효율적인 통풍이 이뤄진다면 
야기되지 않는다. 

시브스의 구성 
물질/화합물 화합물 
설명 크리스탈 알루미늄 규산염 
요소 제올라이트(No.CAS 1318-02-1; No.EINECS 

215-283-8) 
위험 요소들  커츠 (CAS-No. 14808-60-7; EINECS-

No.238-878-4) ca.1% 
 

5. 설치 

5.1. 포장, 취급, 선적 및 운송 
이 단원은 올바른 건조기 설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고: 이러한 작업은 반드시 전문 기술자, 가급적 이 제품의 공급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며, 어떤 다른 사람이 이 단계를 행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제품 손상 및  인명 
피해에 관한 법적인 책임이 제조업자에게는 있지 않다. 
주의: 설치 단계의 준수는 안전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계 
담당자에게는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이다. 
 

5.2. 포장된 기계의 외관 
기계는 한 개 단위로 포장되어 팔레트에 의해 옮겨지고, 셀로판에 싸여 
있다. 배송 시, 시작 작업은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들이 준수되어 있는 
동안에 실행되야만 한다.  

외부에 표시하고 있는 그래픽 표시  은 장비가 최소한의 안전 
기준에서 EU 지침을 준수 함을 증명하고 있다. 
 

5.3. 하역 작업 
포장된 기계는 외부 포장에 그림 문자 및 나타난 지시 사항에 따라 진행 
돼야 한다. 하역 작업은 수동 작업으로 한다. 모든 재료들은 최소 용량 
1q/mq를 가지고, 수평 표면에서 올렸다가 내려놓는다. 
 

5.4. 개봉 
• XDry Air의 팩을 개봉한다.  
• 선택한 구성과 함께 제공되는 구성 요소들을 확인하고, 

구성품들의 상태를 확인한다. 
제습기 및 그 부속품들은 생산 라인을 마지막 단계에 차례로 시험된다. 
만약 장비에 어떠한 구조적 손상이 운송 중에 발생된다면, 완벽한 상태로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장비를 작동하는 것은 피하도록 확인 해야한다. 
중요:  조작 또는 훼손의 경우에는, 제조업체나 대리점에게 즉시  
연락한다. 
 

5.5. 장소 선택 및 설치 준비 
중요: 장비를 설치할 장소는 천장과 장비 본체의 상단과의 사이가 최소 1m 
거리를 보장해야 한다. 
중요: 기계 주변 1m 안에는 어떤 장애물도 허락되지 않으며, 조작 
제어부를 포함한 앞부분을 제외한 근처에 다른 제품이 필요로 하게 된다면 
최소 2m의 거리를 유지한다. 
경고: 설치 장소는 열을 잘 분산 시킬 수 있는 장소에 위치 돼야 한다. 
 
기계는 다음 요구 조건에 맞게 설치 되야 한다.: 

• 적절한 조명은 설치되는 국가 표준에 맞추거나, UN 10380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한다. 

• 접지 시스템은 IEC 60364기준에 따르거나 설치되는 국가 실정에 
맞게 설정돼야 한다. 

• 전기 시스템은 IEC 60364 기준에 따르거나 설치되는 국가 실정에 
맞게 설정돼야 한다. 

 

5.6. 피팅 및 설치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올바른 설치 방법으로 실행되어야만 한다.: 
• 장비 준비 
• 센서 연결 
• 공압 라인 연결 준비 
• 전원 라인 연결 준비 
위의 단계는 세부 사항 및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의: 설치 단계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은 기계를 안전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5.6.1. 기기의 설치 
이러한 경우에는, 제습기는 장비의 가소화 공급부 플랜지에 설치되어야 
한다.  
설치를 위해서 아래 단계를 진행 한다.: 
1. 기계의 전원을 끈다. 
2. 기계 자체에 있는 볼트 홀의 치수를 잰다. 

3. 가소화 베이스 플랜지의 홀 치수를 측정한다 
4. 제습기와 기계가 연결 되도록 고정한다. 
5. 어뎁팅 플래이트에 호퍼를 고정시킨다. 

 
 

5.6.2. 온도 센서 연결 
제습기와 같이 제공되는 온도센서는 재료 가공을 효율적이게 제어한다. 
주의: 기계 작동하기 전에, 온도센서가 호퍼의 윗부분에 센서 홀더가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림 3 – A 참조).  
 

 

 
 

사진 3 – A 

 
주의: 에어 필터 XD5 T를 연결한다. (3 – B 사진 참조). 
 

 

 

 

 

 
사진 3 – B 

 

5.6.3. 공압 라인의 연결 
압축 공기의 특성 

 필터 등급 0,3 µm (99,9% filtered particle) 

오일 농도 최대. 1,0 mg/m3 (ANR) (~ 0,8 PP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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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공기는 공기 공급 공정으로써 제습 드라이어에 의해서 사용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비량은 프로세스 풍량에 비례한다.  
연결은 rapid intake에 의해지며, 압축 공기 라인은 6-10 바의 압력에서 
공급되야 하며, 필터링 또한 중요하다. 
공기안에 있는 오일은 모레큐라시브의 기공(pores) 폐쇄와 같은 
문제점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제습 기능을 떨어 뜨린다. 
게다가, 만약 오일 입자가 히타와 접촉시에는, 호퍼 안에 있는 재료들이 
연소와 탄화의 그에 따른 과정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다. 불충분한 압력은 
최대 전달 가능한 유량과 도달할 수 있는 노점 값에 기계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압력이 4 bar 로 떨어질 때에는, 기계는 압력 부족 알람이 
발생한다. 

 

사진 4 
 

중요: 배출 밸브를 압축 공기 시스템에 맞추어야 한다. 
 

 XD1 XD2 XD3 XD4 XD5 

Air delivery 
  Nm3/h 

1 ÷ 5 3 ÷ 10 6 ÷ 17 9 ÷ 30 

 

5.6.4. 전원선 연결 
중요: 장비는 전기 시스템이 CEI 64-8 를 따르고 또는 설치될 국가에 표준 
규격에 준거하는 공간에 설치되어야 한다. 
경고: 이 작업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연결은 
현재의 기준을 충족되게 만들어야 한다. 
전기 전원에 컴퓨터를 연결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한다.: 
• 설치 지점에서 정격 단시간 전류가  10kA를 초과 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한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된 최대 전류가 15 kA를 초과 
하지 않는지 확인 한다. 

• 전원 전압 및 주파수가 장비의 명판에 표시된 값과 일치 하는지 확인 
한다. 

• 접지 시스템이 효율적인지 확인한다. 
• 주 전압의 최대 변화는 ± 1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주파수의 최대 

변화는 ±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magnetic protection의 메인 스위치를 이용하여 파워그리드(power 

grid)에 기계와 기계에 의해 흡수된 에너지에 따른 케이블에 
연결한다.  

• 메인 스위치가 감전 보호도 함께 장착되어 있는 경우, 장치 조작 
에너지는 300mA 보다 못하지 않은지, 전기 시스템 조정이 보장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중요: 만약 전원 공급 장치가 출력 전선을 가지고 있으면, 플러그를 맞춘다. 
 
기계는 사용자에 따라 간주되며, 이에 따라 전원 연결은 설치자의 
책임이다. 
1. 어떠한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제습기가 연결된 라인 다리에 장착된 

나이프 스위치를 사용하여 기계에서 업스트림 전력 공급을 
차단한다. 

2. 예상치 못한 전원 연결로 시스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정지 
버튼을 끈다. 

3. 접지 시스템의 완벽성과 연결을 확인한다. 

4. 배상 + 접지형 male 플러그인 컨트롤 박스를 남긴 케이블을 
연결한다. 이 플러그는 지역 IEC 60364 표준 및 시행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 전기 분배 시스템에 콘센트를 연결 한다. 
 
중요: 이 시점에서, 시스템은 전압을 받고 있으며 작동 작업을 준비한다 
 
주의: 시작 작업은 파트 7을 참조한다. 
 

6. 부가기능 
이 단락은 제조업체가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다른 
구성의 범위에서 제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택 사항들을 
보여준다. 

6.1. 휴대용 DEW POINT 연결 
이 장비는 휴대용 Dew-point 장비(DPP)를 제습기(XDRY AIR)에 연결시, 
공기 흐름 과정에서 습도 값을 측정할 수 있다. 
이 장비는 건조 공기에 있는 습도의 정도를 측정한다. 특히, 낮은 Dew-
point 온도,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적은 양의 물에 대해서 측정한다. 따라서, 
낮은 Dew-point 값은 공기가 건조함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기기 연결을 실행한다.  
경고: 공기 순환을 허용하도록 하여, 휴대용 Dew-point(DPP)의 출구 
(OUT)에 male 커플 링 (A)를 연결한다. 
 

 

 
사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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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동 및 사용 

7.1. 컨트롤 장치 
시스템 프로그래밍 방법을 제시하기 전에, 기계 제어 장치 설명이다. 
 

 
 

사진 6 
 

1. 알람 램프  
2. 시작 버튼 
3. 공정 온도 표시 (단락. 7.3.3 참조) 
4. 터치 스크린 화면 
5. 기능 및 프로그래밍 키 (단락. 7.3.2참조) 
 

7.2. 장비 시작 
5 장 "설치"에 설명된 연결이 다 된 후에는 기계를 시작할 준비가 된다. 
 
시작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 제습 호퍼 설치 
• 공압 및 전기 연결 확인 (단락 5.6. - "피팅 및 설치" 참조). 
• 제습기 가동 시작 
중요: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은 단락 7.3.2에 설명 되어 있다. 
 
각 페이지의 하단에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있다  
 

 
작동 키 

  

 
 냉각 정지 키 (단락 7.9 참조) 

  

 
 냉각 중지 키 

  

 
홈 :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으로 돌아감. 

  

 
제어판 : "제어판" 페이지로 이동. ( 단락 7.8 참조.). 

  

 
메인 메뉴 :"MENU" 페이지로 이동. (단락 7.7 참조)  

  

 

작업 및 재료 : "작업"페이지로 이동 (단락 7.5 참조). 

  

 

알람 재설정: 버튼을 누르면, 모든  발생된 알람이 재설정 
된다. (단락 8 참조). 

  

 
이전 메뉴로 돌아 감. 

 
기계 작동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I"로 마스터 스위치 (그림 6-1) (ON) 설정. 
2. 몇 초 후,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그림 6-4)가 첫 화면이 나타나고, 

제습기의 작동 상태 화면인 홈페이지가 나타난다. 
 

 
 

 
 

3.  을 누르면 작업 ’PRODUCTION’(단락 7.5 참조) 페이지로 
이동하며,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을 설정 할 수 있다. 

 

• Material Type ( 재료 유형) 
• Hourly throughput (시간별 

처리량) 
 

 
 

4.  을 누르면 메뉴 ’MENU’ (단락 7.7 참조) 페이지로 이동하며,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을 설정 할 수 있다. 

 

• Weekly timer (주간 타이머) 
• Maintenance (유지 보수) 
• Password (비밀 번호) 
• Alarms History( 알람기록)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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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을 누르면 프로세스 ‘PROCESS DATA ’ (단락 7.6 참조) 
페이지로 이동하며,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을 설정할 수 있다. 
 

 

• Process temperature 
(프로세스 온도) 

• Air flow (공기 흐름) 
• Dew-point temperature  

(노점 온도) 
  

 
6. 각각의 회로 구성 요소의 상태를 확인해야 할 경우, 화면 중간에 

있는 기호 누르면, 각 구성 요소의 상태 페이지 (단락 7.4 참조)가 
화면에 나타난다. 

7. 다른 페이지에서 홈페이지(HOME page)로 돌아갈 경우에는, 

을 누른다. 
8. 만약 어떠한 알람 상황이 컨트롤 판넬 화면에 나타날 경우에는, 터치 

화면 오른쪽에 위치한  버튼을 눌러서 표시를 제거한다. 

9. 만약 어떠한 알람 상황이 발생 되면,  와 같은 표시가 화면 
오른쪽 상단에 나타날 것이다. (단락 8 참조).  

 
중요: 파라메타값을 설정하기 위해 적절한 암호를 넣는다. (단락 7.2.1) 
 
중요: 만약 터치스크린을 몇 분간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은 자동으로 
어두워진다 (대기상태). 스크린을 터치할 경우에는 화면이 복구되고, 
마지막으로 접근한 화면이 나타난다.  
 

중요: 변경 값은 항상 예와 같이 상자안에 표기 된다. 예 ( ) 
 
주의: 제습기는 한 달 이상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제습제는 보관 
과정에서 매우 습할 수 있으며 기계의 초기 성능이 최적이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계는 1~6 시간 내에 process flow rate closed 로 
작동해야만 한다. 이 방법은 타워안에 있는 제습제가 재생되어 질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공정 온도는 20°C로 설정 하여 히타의 전력 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7.2.1. 파라메타의 설정 
비밀번호의 다른 단계는 제습기 운영 파라메타의 설정을 제어한다. 
정사각형에 증거 값 등 데이터 필드를 설정할 때, 옳바른 암호값이 요구 
된다. (단락 7.7.3 참조). 다음 단락 ‘키보드’에서 설명된 방법으로 암호값은 
입력되어야만 한다. 
 
암호는 사용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다. 

• 사용자 수준 : 0000 
• 상위 사용자 수준 : 1111 (단 일부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 

 

7.2.2. 숫자 또는 영문 자판 
프로그래밍 페이지에서 설정해야 데이터를 누를 때, 숫자 또는 영문 값을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가 나타난다.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다음의 단계를 

따른다. 

 

 

 
 

 
 

 

 
 

 

 

 
 

 

 
1. 숫자 값 또는 데이터를 입력한다. 

2. 버튼  을 누르면, 마지막 입력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 

3.  은 확인 버튼이다. 

4.  키를 누르면,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고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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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작동(운용) 

이 단락은 제습기의 프로그래밍 과정을 설명한다. 기계가 정기적으로 
작동하면 알람 램프 신호는 초록색으로, 반면에 상황 발생으로 알람이 
작동될 시에는 빨간색이 된다. 

7.3.1. 타워 전환시 소음 
 

타워는 “압력 스위치(pressure switch)” 시스템으로 인해서 제습 건조기를 
재생하게 되는데, 이는 높은 압력과 낮은 재생 압력을 결합한다. 이 
방법에서는 재생은 “콜드(cold)”이지만, 몰레큐라시브에 의해서 흡수하는 
물의 양은 줄어든다. 이것이 짧은 주기가 필요한 이유이다. 제습 건조기는 
타워가 약 2.5분 동안 주기적으로 바뀌는 싸이클로 작동이 된다. 타워가 
전환되는 동안에, 타워는 수분들을 빠르게 배출과 동시에 소음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소음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간주되며, 매 2.5분마다 
소리를 낸다.  
 

7.3.2. 프로그래밍 / 구성 
 

터치스크린 전면부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처리하기 위한 11 가지의 
버튼이 있다. 

 

 
 

F1 
아이콘에 해당하는 버튼들은 터치 화면 하단에 
나열 되어 있다. 
 

예: 홈(HOME)  
 

F1     

F2     

F3     

F4     

 

 
 

F2 

 

 
 

F3 

 

 
 

F4 

 

 
 

INS 선택한 매개 변수 변경 할 때. 

 

 
 

START / 
STOP 

제습기의 작동 스위치 

 

 
 

ENTER 프로그래밍 / 구성 단계 동안에 변경 값 확인 

 

 
 

UP 그것은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DATA 값을 증가 
시킴 

 

 
 

DOWN 
그것은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DATA 값을 
감소시킴. 

 

 
 

LEFT 원하는 필드를 선택하기 위해 왼쪽으로 이동. 

 

 
 

RIGHT 원하는 필드를 선택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이동. 

 

7.3.3. 공정 온도의 표시 
컨트롤 판넬( 사진 6  pos. 3 참조) 화면은 호퍼 안에 있는 재료로 공급된 
공기의 온도를 보여 주고 있다. 
 
 

7.4. 제습 사이클의 작동 상태 
 
터치스크린으로 제습 사이클의 운영 상태를 화면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홈(Home page) 단계에서, 제습 회로의 각 요소에 대한 상태 페이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화면에 있는 버튼 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보여진는 프로세스의 화면은 움직임을 잘 나타낸다. 
 
• 압축 공기 공급 밸브(A) : 활성화된 밸브는 노란색의 LED로 됨. 
• 압력 스위치(B): 일상적인 가동화 상태에서는 녹색의 LED로 표기가 

되고, 압축 공기가 부족할 경우 (알람 304)에는 적색으로 깜박인다 
• 타워 상태(C): 노란색 LED는 타워의 공정 상태를 나타낸다.  
• 공기 흐름 조절기(D): 안티 스트레스 밸브 (anti-stress valve)가 

활성화될 경우 노란색 LED가 깜박거린다.  
• 공정 저항(E): 저항이 활성화하는 것은 노란색 LED로 표시된다.  
• 온도 조절기(F): 일상적인 가동화 상태에서는 녹색의 LED로 표기가 

되고, 온도가 떨어 지거나(알람 302) 높아 지거나(알람 301) 저항 
온도장치(알람 303) 등 잘못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색으로 깜박인다.  
 

7.4.1. 공정 온도 
홈 페이지 (HOME)에서 관련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 프로세스 저항 

아이콘 을 선택한다. 

중요: 변화 값은 항상 예와 같이 네모 안에 표기 된다. 예 ( )참고. 
 

D 

F 

E 

A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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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페이지는 가열된 공기 온도를 보여준다. 수치가 적힌 바(bar)는 현재 
값과 정해진 값(set)에서부터 이동된 값을 보여 준다. 
 
다음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난다. 

• 리딩(Reading): 공정 온도  
 

• 설정(Set): ‘사용자 레벨 (User level)’에서 설정 온도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1. 설정할 데이터를 선택한다. 
2. 만약 사용자의 암호(0000)가 이전에 입력되지 않았다면, 

숫자 키보드가 암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화면에 나타날 
것이다. 

3.  데이터를 입력한다. (단락.7.2.2 참조) 
4.  설정값을 입력한 후에는, 아래쪽 파란색 바(bar)는 선택한 

값으로 이동할 것이다. 
 

중요: .범위: 20….200°C 
 

중요: 공정 온도는 선택된 재료에 따라 설정 되어 진다 (단락. 7.5.1 참조).  
기본값을 변경하려면 위에 설명된 절차를 따른다. 

 
• 셀프 델타(Safety Delta): 공정 초과 온도에 대한 알람 301의 발생 

원인이다. 만약 실제(적색-red) 온도가 “설정(Set)”값 + “안전 
델타(Safety Delta)”값을 넘긴다면, 알람 301이 활성화 된다. 

Alarm 301 = °C Probe reading > °C Set + °C ∆ Safety  
 

중요: 알람 밸브 값(alarm delta)을 공정 설정(process set)과 요구된 알람 
밸브 값(desired alarm value)의 차이로 입력 한다.  
 
예: 

Desired alarm value 150.0 °C 
Process set 120.0 °C 
Alarm delta (to be set)   30.0 °C 

이러한 값을 설정하려면, 설정 값에 사용 된 것과 같은 단계를 따른다. 
 
중요: 범위: 0….40°C. 참고 : 범위 : 0 .... 40 ° C. 
 
NOTA: 일반적인 작동 하에서, 기계는 어떠한 변동에 대해 기록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러할 경우에는 20°C  이하로 내려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 
값을 설정하는 것을 권 한다. 
 
• 안티 스트레스 델타(Anti-stress Delta): 이것은 안티 스트레스 풍량 

알람(anti-stress air flow alarm) 발생의 원인이다. 만약 안티 
스트레스 센서(anti-stress probe)가 “설정”값 + “안티 스트레스 
델타(Anti-stress Delta)”값 보다 높게 등록 된다면, 풍량은 감소 한다. 

  

Anti-stress air flow) = °C Probe reading > Set +  °C ∆ Anti-stress  
 

 
이러한 기능(anti-stress)은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혹은 생산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경우에 재료가 과열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결과적으로 재료를 

압박하는 것을 막는다. 특히, 설정된 온도는 마지막 배출 재료가 있는 호퍼 
상단부분에 언급된 부분이다.  
만약 소비량이 낮아지거나 멈춰지면 안티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동안, 
재료 소비가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이쪽 온도는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 
따라서, 안티 스트레스 장치(anti-stress device)는 제습기의 풍량과 동시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활성화 된다. 
 
중요: 안티 스트레스 값(Anti-stress value)를 공정 설정(process set)과 
요구 되는 알람 값 사이에 차이를 입력한다. 
 
예: 

Anti-stress value    90.0 °C 
process set  120.0 °C 
anti-stress delta (to be set) - 30.0 °C 
 

이러한 값을 설정하려면, 설정 값에 사용 된 것과 같은 단계를 따른다. 
 
중요:범위: -1°….-40°C. 
 
중요: 화면에 버튼 설명 단락 7.2를 참조 한다. 
 

7.4.2. 풍량 공정 (프로세스) 
홈 페이지 (HOME)에서, 해당 페이지를 나타 내기 위해 풍량 조절 밸브

 를 선택한다. 
 

중요: 변화 값은 항상 예와 같이 네모 안에 표기 된다. 예 ( )참고. 
 

 
 
이 페이지는 풍량 공정을 보여 준다. 움직이는 바(bar)는 값과 지정된 
값(set)으로부터 이동 하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표시 된다. 
• 리딩(Reading): 프로세스 온도 
 

• 요구 값(Required Set): 사용량 설정(set)에 따라 요구되는 풍량 t 
(단락. 7.5참조).  

 

• 설정(Set): 기계의 용량을 퍼센트로 나타내며, 재료 처리량과 선택된 
재료의 종류에 따라 바뀐다. 이러한 방법은 이 값을 사용자 단계 (at 
User level)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변경할 수 있다. 

 

1. 설정할 데이터를 누른다. 
2. 만약 사용자의 암호(0000)가 이전에 입력되지 않았다면, 숫자 

키보드가 암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화면에 나타날 것이다. 
3. 데이터를 입력한다. (단락.7.2.2 참조).  
4. 설정 값을 입력한 후에는, 다음의 메시지를 화면에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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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풍량(Modified air 
flow !”) 
본래 값(original value) 

( 85.0%) 

5. 아래에 있는 파란색 움직이는 바는 입력 값에 화살표가 이동할 
것이다. 

 
중요: 화면에 있는 아이콘 설명 단락 7.2 참조. 
 

 

7.5. 생산 

홈(HOME) 페이지에서, 버튼 혹은 F4 키를 누르면 
생산(“PRODUCTION)”로 이동 한다. 
 

 
 

 

STOP REMAINING TIME: 상기 버튼을 누르면, 남아 
있는 시간(Remaining time)을 재설정 할 수 있다. (확인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난다.)  
주의: 이 방법은 오직 기계가 시작(START)에서만 
효과적이다. 

 
이 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인용 된다. 

• 재료 종류(Material type): 재료 종류가 인용되는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단락 7.5.1를 참조한다. 특정 재료 종류를 선액 
함으로써, 재료에 관련된 모든 파라메타들은 자동적으로 설정이 
된다. 

 

• 시간당 산출(Hourly Output): 시간당 킬로그램에 대한 산출 량을 
사용자 단계에서 (User level)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설정할 데이터를 누른다. 
2. 만약 사용자의 암호(0000)가 이전에 입력 되지 않았다면, 
숫자 키보드가 암호를 입력 하기 위해서 화면에 나타날 
것이다.  

3. 데이터를 입력한다. (단락.7.2.2 참조).  
 

중요: 만약 재료에 입력된 시간당 산출 값이 허락된 최대 혹은 최소 값보다 
높거나 낮으면, 제습기는 시간당 산출 값을 최대 혹은 최소 값에다 
자동적으로 설정 될것이다. 
 

 
 

• 공정 온도 설정(Process Temperature Set): 선택된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 자동적으로 설정 된다. (단락 7.5.1 참조)  

• 건조 시간(Residence Time): 선택된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 
자동적으로 설정 된다.(단락 7.5.1 참조)  

 

• 잔여 시간(Remaining Time): 건조 호퍼에서 재료를 
픽업하기전에 남은 시간. 

 

• 부피 밀도(Bulk Density) (PSA) : 선택된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 
자동적으로 설정된다. (단락 7.5.1 참조) 

 

• 풍속(Flow Rate): 선택된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 자동적으로 
설정 된다. (단락 7.5.1 참조) 

 

• 풍량(Air Flow): 풍량(in cubic meters per hour) 을 입력하는데, 
제습기는 특히 “시간당 산출” 페레메탈에서 재료의 양을 
제습하기 위해 생성 할 것이다.  

 

중요: 화면에 있는 아이콘 설명 단락 7.2 참조. 
 

7.5.1. 재료 목록 
“생산(PRODUCTION)” 페이지에서 재료 종류(Material type)를 누르면, 
“재료 목록 (MATERIALS LIST)”으로 이동 한다.  
 

 
 
재료 목록(MATERIALS LIST)의 첫 페이지가 표시된다. 
 

중요: 페이지를 이동하기 위해 버튼   또는 를 누른다. 
 
중요: 재료 목록은 다른 재료 유형(클라이언트 재료 목록)에 관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5장 표준 페이지나 기타 다른 5장 추가 페이지를 포함하고 
있다. 
 처리할 재료를 선택하려면 재료 약어를 누른다. 모든 재료 데이터에 관한 
페이지가 나타 날 것이다. 

 

중요: 만약 사용자 암호가 (0000) 이전에 입력되지 않았다면, 숫자 키보드 

판이 나타날 것이다. 암호 입력 후에는 확인 버튼  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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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을 누르거나, F3 키를 눌러 설정 값을 설정 한다. 
 

기본값으로 모든 변수를 가지고 오려면, 해당 버튼 인 F2 키를 
사용한다.  
 

중요: 설정 전에, 표시된 데이터가 사용 재료에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사용자 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재료 데이터를 바꿀 수 있다.  
 

1. 재료(material) 페이지에서 버튼을 누른다.  
2. 다음 페이지에서 재료 데이타를 변경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 난다. 
 

 
 
 

중요: 변화 값은 항상 예와 같이 네모 안에 표기된다. 예 ( )참고. 
  
3. 네모 칸을 누르면 데이터 입력을 위해 키보드가 나타날 것이다. 

(단락 7.2.2 참조)  
 
중요: 만약 상위사용자(Super User) 암호(1111)가 이전에 입력되지 
않았다면, 숫자 키보드가 암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화면에 나타날 것이다. 

4. 데이터 설정 후에, 버튼 을 눌러 변경할 데이터를 입력한다.  

5. 버튼 을 눌러, 재료 변경 사항을 확인한다. 
6. 생산(PRODUCTION)페이지가 나타나면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7. 버튼 을 누르면 이전에 수정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며, 혹은 버튼 이나 을 누르면 모레또에서 권유 
하는 설정으로 돌아 갈 수 있다. 
 

 

중요: 표준 재료에 대한 파라메타은 새로운 값들이 권유된 값에서 ± 10%  
내로 포함 되기 위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 아이콘 을 누르면 클라이언트 재료 목록으로 이동할 수 
있다. 

• 빈 박스를 눌러 표준 자료에 사용 된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요소를 입력한다. 

• 버튼 을 눌러 생산(PRODUCTION)페이지로 돌아 간다. 
(단락 7.5참조) 

 
중요: 재료 파라메타에 관하여 변경이 자유로운 한에서, 제한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중요: 화면에 있는 아이콘 설명 단락 7.2 참조. 
 

7.6. 온도 

홈(HOME) 페이지에서, 아이콘 을 누르면, “데이터 처리 (PROCESS 
DATA)”로 이동한다. 
 
중요 : 이 화면은 제습 건조기의 구성 요소에 따라 변경 된다.. 
 

중요: 변화 값은 항상 예와 같이 네모 안에 표기 된다. 예 ( )참고. 
 

 
 
다음 데이터 시각화 된다. 
 

1. 공정 온도(Process Temperature): 아이콘 을 누르면, 
온도페이지가 나타난다. (단락 7.4.1.참조)  

2. 풍량(Air flow): 아이콘 을 누르면, 풍량에 관련된 
페이지가 나타난다.(단락 7.4.2. 참조)  

 

3. Dew Point 온도(옵션)(Dew Point temperature): 이것은 오직 
옵션 (OPTION) 페이지에서 Dew Point 옵션이 활성화 할 
경우에만 나타난다 (단락 7.8.2 참조). 이 값은 리딩(reading 
mode) 일 경우 에만 가능하다. 

 

중요: 화면에 있는 아이콘 설명 단락 7.2 참조. 
 

7.7. 메인 메뉴 

홈(HOME) 페이지에서 아이콘 을 누르면 "메뉴(MENU)"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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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메뉴(MAIN MENU)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 Weekly Timer 주간 타이머 (단락 7.7.1) 
• Maintenance 유지보수 (단락 7.7.2) 
• Password 암호 (단락 7.7.3) 
• Alarms 알람 (단락 7.7.4) 

 
중요: 만약 보드(board)가 에너지 리포트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버튼은 활성화되지 않는다.(회색 색상의 버튼 배경) 
 
중요: 화면에 있는 아이콘 설명 단락 7.2 참조. 
 

7.7.1. 주간 시간 프로그래머 
주간 시간 프로그래머는 옵션 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 (단락 7.8.2 참조).  
 

설정 하기 위해서, 버튼 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타 난다. 
 

 
 
이 페이지는 주 중 동안 기계의 모든 자동적으로 시작 및 정지 (ON / OFF) 
시간대를 보여 준다. 

제습기의 주 중의 자동 시작 및 정지 시간을 정하여 시간대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간 타임 프로그래머를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단락 7.8.2을 참조한다. 
 
중요: 만약 주간 타이머 프로그래머를 사용 가능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날짜에 관련된 정보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시간대를 입력하기 위해서 아래 내용과 같이 진행 한다.  
 
1. 설정할 시간에 해당하는 박스를 누른다. 
2. 만약 사용자의 암호(0000)가 이전에 입력되지 않았다면, 숫자 

키보드가 암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화면에 나타날 것이다.  
3. 데이터를 입력한다. (단락 7.2.2) 참조.  
4. 모든 시간대를 설정하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5. 버튼 을 누르면, 메인 페이지로 돌아간다. 

중요: ON 과 OFF 쪽에 00h:00m 를 입력하면, 주간 타임 프로그래머는 
옵션 페이지에서 설정되지 않더라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단락 7.8.2) 
참조.  
 

모든 입력창에는 기본값이 전원 작동(ON) 위해 00h:00m 와 끄기(OFF) 
23h:59m로 설정 되어 있다.  
 
예: 
만약 월요일에 08:00 에서 금요일 18:00까지 기계 작동 시간을 설정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방법을 따른다. 
 
1.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처음 시간대를 설정한다.  

 

ON 
00:00 

OFF 
23:59 

 

2. 금요일에 처음 시간대를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ON 
00:00 

OFF 
18:00 

 
3.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간대를 설정한다. 
 

ON 
00:00 

OFF 
00:00 

 
중요: 화면에 있는 아이콘 설명 단락 7.2 참조. 
 

7.7.1.1. 시간 

주간 시간 프로그래머 페이지에서, 화면에 있는 아이콘 를 
누르거나, F2 키를 눌러 ‘시간’을 선택한다.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타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표시된다. 

• date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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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r (시간) 
• day (날짜) 

 

1. 설정할 데이터에 해당되는 상자를 누른다. 
2. 만약 사용자의 암호(0000)가 이전에 입력되지 않았다면, 숫자 

키보드가 암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화면에 나타날 것이다. 
3. 데이터를 입력한다.(단락 7.2.2) 참조. 
 
입력할 데이터와 관련된 박스를 누르면,  데이터 입력 키보드가 나타날 
것이다 (단락 7.2.2)참조. 그때 데이터를 입력 한다. 
 
주의: 요일이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2월 30일과 같이, 부정확한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가 기입되었는지, 
특별히 주간 프로그래머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 확인해야 한다. 
(단락 7.8.2)참조. 
 
중요: 화면에 있는 아이콘 설명 단락 7.2 참조. 
 

7.7.2. 유지보수 

메뉴 페이지에서, 아이콘 을 누르면 
유지보수(MAINTENANCE)페이지가 나온다. 
 

 
 
이 페이지는 가능한 모든 유지 보수 작업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제습기의 
운영 데이터를 보여 준다.  
 

총 작동 시간 양과 재생 사이클을 요약한 것들이다. 
 

• Total working Time 총 작업 시간 
• Filters Maintenance frequency 필터 유지 보수 주기 

(quoted in hours: 필터 유지 보수가 요구되는 후에, 총 시간을 
나타낸다.(단락 9.1 참조.)  

 

1. 설정할 데이터에 해당되는 상자를 누른다  
2. 암호가 이전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 상급 사용자 암호 

(1111)를 입력을 위한 키보드가 나타난다. 
3. 데이터를 입력한다.(단락 7.2.2) 참조  

 

• Filters Maintenance Residual time  
필터 유지 보수 잔여 시간 

• Towers Maintenance frequency 타워 유지 보수 주기 
(quoted in hours: 타워 유지 보수가 요구되어 지는 후에, 총 
시간을 나타 낸다.단락 9.2 참조). 이 값은 사용자 암호에서 
수정할 수 있다. 

• Towers Maintenance Residual time 타워 유지 보수 잔여 시간 
 

 

중요: 화면에 있는 아이콘 설명 단락 7.2 참조. 
 

7.7.3. 암호 

메뉴 페이지에서 아이콘 을 누르면 
암호(PASSWORD) 페이지가 나타 난다.  
 

 
 
중요: 화면에 있는 아이콘 설명 단락 7.2 참조. 
 

7.7.3.1. 로그인 
 

버튼 을 누르면 암호 해당 페이지로 넘어 간다.(다음 
사진 참조).  
 

. 
 
사용 가능한 암호의 단계는 (중요성의 증가 순서로 인용)은 다음과 같다 : 

• 사용자(User) (0000) – 낮은 수준의 비밀번호이며, 이것은 
시스템의 기본적인 운영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 상급 사용자(Super-user )(1111) – 제어 데이터를 수정 할      

권한 있는 암호이다. 
 

• 펙토리 Factory (Service) – 기술 서비스 담당자에 의해 저장된 
암호 이다. 제습기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적절한 암호가 입력된 후에는, 사용에 관련된 기능으로 접근 가능하다 
 
주의: 암호 1111  은 어떠한 사이클의 단계를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것은 반드시 자격이 되는 사람만 사용이 가능하다. 
 

중요: 5분후, 로그인 설정은, 암호가 자동적으로 연결이 끊어진다. 
 
1. 숫자 키보드를 사용하여 암호 입력 

 

2. 버튼  또는 F4를 누르면 이전에 입력된 값이 취소된다. 

3. 버튼  또는 F1 를 누르면 암호 변경 없이 해당 페이지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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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튼 을 누르면 설정된다. 
 
만약 암호가 적절하게 입력되지 않으면, 시스템은 이전 메뉴로 
돌아가거나, “암호 틀림(wrong password )”라는 메세지가 나온다. 
중요: 이러한 화면이 자동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이전에 입력된 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암호로 보호된 데이터/메뉴 페이지로 접근하려는 시도 이다. 
 

7.7.3.2. 로그 아웃 
 

이 기능은 마지막 끊김에서 자동 로그 아웃 시간까지, 자격이 없는 
사용자의 잘못된 사용을 막기 위함이다. 

버튼  을 누르면, 로그 아웃(log out) 페이지로 
이동한다. 해당 페이지에서 시작 단계(암호 입력 없이) 를 간단하게,  선택 

사항에 대해 버튼 을 눌러 돌아갈수 있다.  
 

 
 

7.7.3.3. 암호변경 
 

버튼 을 누르면, 암호 변경 페이지로 이동한다. 해당 
페이지에서 현재 단계의 암호뿐만 아니라 이전 로그인(Log in) 암호도 
변경 가능하다.  
 
 

 
 
중요: 입력된 암호의 변경에 대한 저장 및 관리는 사용자에 의해서만 
다뤄진다. 
 

7.7.4. 알람 

메뉴 페이제에서 버튼 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며, 알람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볼 수 있다.  
 

7.8. 제어판 

홈 페이지에서, 아이콘 을 누르면, “메뉴”페이지로 이동한다. 
 

메뉴 페이지에서, 아이콘 혹은 F2키를 누르면, 

 

 
 
“제어판(CONTROL PANEL)”페이지로 이동한다. 
 

 
 
항목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 할 수 있다. 
 

• 언어(LANGUAGE (단락 7.8.1참조)) 
• 옵션(OPTIONS (단락 7.8.2참조)) 
• 진단(DIAGNOSTICS (단락 7.8.3참조)) 
• 팩토리 파라메타(FACTORY PARAMETERS) 

 (공장 단계‘Factory level’에서만 가능). 
 
 

7.8.1. 언어 설정 
“제어판(CONTROL PANEL)”페이지에서,  

버튼 을 누르면 언어 설정으로 이동 한다. 
 

 
 
해당 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이용 가능한 언어를 설정 할 수 있다. 
 

• Italian (이탈리아어) 
• English (영어) 
• German (독일어) 
• French (프랑스어) 
• Spanish (스페인어) 
• Portuguese (포르투갈어) 

 

이 설정은 상급 사용자 수준 (단락 7.2.1참조)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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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하는 해당 언어의 버튼을 누른다. 
2. 상급 사용자 단계 암호 (1111)가 요구된다. 
3. 암호가 입력되는 즉시, 해당 페이지는 선택된 언어로 변경된다. 
 

중요: 화면에 있는 아이콘 설명 단락 7.2 참조. 
 

7.8.2. 옵션 

“제어판” 페이지에서, 버튼 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다. 
 

 
 

해당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표시된다. 
 

• DEW POINT (옵션): dew-point 온도 센서를 설정 하기 위해,  ON – 
OFF를 설정 한다. 

 

• 주간 타이머(WEEKLY TIMER): 주간 타이머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타이머 ON, OFF 로 설정 가능하다.(단락 7.7.1 참조). 

 

• 풍량 컨트롤(AIR FLOW CONTROL): 자동 풍량 컨트롤을 원하면 
ON으로 설정 하며, 반대로 원하지 않을 경우 OFF 로 설정한다.  

 

• 벤츄리(VENTURI (옵션)): 벤츄리 이송 로다 작동을 원할 경우(if 
foreseen)에는 ON 을 선택하고, 반대로 작동을 원하지 않으면 
OFF로 설정한다. 

 

• 피킹 밸브(Picking valve (옵션)): 피킹 밸브 작업을 원하면 ON 을 
선택하고(if foreseen), 반대로 원하지 않을 경우 OFF를 사용한다. 

 

중요: 주간 타이머가 활성화할 경우에만, 현재 일자나 시간에 관련된 
정보는 화면에 보인다. 
 
이러한 설정은 오직 상급 사용자 단계에서만 설정이 가능하다. (단락 
7.2.1.참조). 
1. 원하는 옵션 관련 버튼을 누른다. 
2. 상급 사용자 단계 암호 (1111)가 요구된다  
3. 암호가 입력되는 즉시 원하는 값으로 설정 가능하다. 

 
중요: 시간 설정은 단락 7.7.1참고.  
 

중요: 화면에 있는 아이콘 설명 단락 7.2 참조. 
 

7.8.3. 진단 
“제어판(CONTROL PANEL)” 페이지에서, 

버튼 을 누르면 “진단(DIAGNOSTICS)”페이지로 
이동한다.  
4개의 진단 페이지들은 디지탈과 아날로그의 input / output 상태를 보여 
준다.  
 

 
 
각각의 input/output 은 점(spot)으로 표기된다. 
 

• 초록색 점: input이 가능 
• 빨강색 점: output이 가능 
• 하얀 점: input / output.이 가능 하지 않음. 
 

 “진단” 페이지를 탐색하기 위해서, 버튼  또는 를 누른다.  

버튼 을 누르면 “제언판”으로 이동한다.  
 
중요: 화면에 있는 아이콘 설명 단락 7.2 참조. 
 

7.8.4. 펙토리 파라메타 
“제어판(CONTROL PANEL)” 페이지에서 

 버튼 을 누르면 “펙토리 파라메타 (FACTORY 
PARAMETERS)” 페이지로 이동한다. 
중요: 이 설정은 상급 사용자 수준 (단락 7.2.1참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표시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구성(Configuration) (미만 온도 컨트롤-Under-temperature 
control, 단락 7.8.4.2 참조)  

• 공정(Process) (오토 튜닝 설정-Auto-tuning set up, 단락 7.8.4.2 
참조) 

• 디스플레이 설정(Display set up) 
• 재생(Regeneration) 
• 풍량(Air flow) 

 
이러한 하위 메뉴는 펙토리 단계에서만 설정 할 수 있다. 
이 단란은 기술 전문가에 의해서만 조작이 가능하다.  
중요: 화면에 있는 아이콘 설명 단락 7.2 참조. 
 

7.8.4.1. 미만 온도 차단 설정 
미만 온도 알람(알람 302)에 대한 기계 차단 기능을 설정 할 경우 (ON) 
혹은 설정 하지 않을 경우 (OFF)를 선택 하는데, “팩토리 파라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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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Y PARAMETERS )”에서 아이콘  을 
누른다. 
 
중요: 이 설정은 상급 사용자 수준 (단락 7.2.1참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성(CONFIGURATION)” 페이지로 이동한다. 
 
 

 
 
중요: 다른 모든 하위 메뉴는 사용자 수준에서만 설정할 수 있다. 
 

7.8.4.2. 오토 튜닝 시작 절차 
 
기계와 같이 오토 튜닝 절차는 PID 조절기 파라메타를 다시 계산한다. 
 
오토 튜닝 절차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로 진행한다.  
 
 

“펙토리 페레메탈 (FACTORY PARAMETERS)” 페이지에서 버튼

을 누른다.  
 

 
 
“PROCESS REGULATION” 페이지가 보여진다. 

 
 

아이콘  을 누르면 오토 튜닝 절차가 시작되며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타난다. 
 

중요: 이 설정은 상급 사용자 수준 (단락 7.2.1참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시스템 운영 (START)으로 가능하다. 
 
화면에 나타난 온도(그림 6)를 확인 후에는 “TUNE” 글자가 나타나는데, 
이는 기계가 오토 튜닝 모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5 –10 분).  
 

중요: 페이지 이동하기 위해 버튼  또는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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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습기 정지 
7.9.1. 냉각중지 

기계의 정상 가동중에, 기계를 멈추기 위해서는 정지 버튼  또는 

기계 판넬에 있는  을 누른다. (그림 6 참조). 
 

 
 

정지 신호 은 냉각 정지 절차를 확인 하기 위해서 왼쪽 상단에 나타 
난다. 이러한 표시는 제습기 전원이 꺼질때 까지 계속 나타난다. 

버튼  혹은  누르면 공정 저항이 비활성화 되고, 그때부터 
냉각 정지가 30초 동안 시작된다.  
냉각 정지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기계는 멈추어 지고, 마스터 스위치가 
“0”으로 바뀌면서 전원이 꺼진다. 
 

7.9.2. 비상 정지 
중요 : 비상정지는 반드시 마스터 스위치 사진 6 (단락 7), 로 수행 
되어저야만 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8. 알람, 결함 상태, 비상 
 

결함에 대한 상태는 제습기 상단에 위치한 알람 램프에 나타나며, 터치 

스크린 화면에 아이콘 ,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위치, 에 표시 
되어진다. 

홈 페이지에서 버튼 을 누르면 알람 리스트가 나타난다.  
 

 
 
각 알람은 알람 숫자로 확인이 가능 하다. (아래쪽 알람 리스트 참고). 
 

 
 

알람 리스트를 종료 하려면, 버튼 을 누른다. 
 
중요: 입력한 명령어가 화면 판넬(터치 스크린)에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판넬이 deregulated 인지 확인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교정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교정 절차는 허가 받은 사람 혹은 서비스 
부서 사람에 의해서만 수행 가능하다..  
  

8.1. 제습기의 알람 종류 
 
두 종류의 알람이 있다. 
 

1. 차단 (BLOCKING): 차단 알람이 발생 했을 경우에는, 기계는 
정지 된다. 이러할 경우 진행해야 할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알람 발생을 일으킨 문제를 해결 한다. 

 

• 알람 재설정(ALARM RESET)키 를 누른다. 
 

• 시작키  혹은  를 눌러 기계를 작동 시킨다. 
 

2. 비차단(NON-BLOCKING): 이러한 종류의 알람이 발생 했을때, 
기계는 알람 신호를 보내지만, 작동은 계속 진행 된다.  
• 알람 발생을 일으킨 문제를 해결 한다. 

• 알람 재설정 (ALARM RESET) 키 를 눌러 
화면에 알람을 제거 한다. 

알람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아래 표를 참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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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유형 설 명 원 인 처리/확인 

301 정지 
(Blocking) 

 

건조온도 과온 
(Process Overtemperature) 
공정 온도센서가 설정값보다 높은 
과열을 감지함. 
 

• 온도 값이 잘못 설정 됨(건조 온도와 과온 
온도의 설정 값의 차이가 얼마 없음) 

• 온도 센서의 고장 
• 제어 보드의 고장 

• 알람온도가 올바르게 설정 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 온도센서 교체 (기술 서비스) 
• 제어 보드 교체 (기술 서비스)  

 

302 정지 
(Blocking 
Blocking 

Undertemp  
= ON) 

Non stopping 
(Blocking 

Undertemp  
= OFF ) 

건조온도 저온 
(Process Undertemperature) 
시스템이 설정 온도로 가는 것이 
불가능 함을 감지함. 
 
( 단락 7.8.4.1 참조) 

• 가열 히터를 보호하는 퓨즈가 단선.  
• 가열 히터의 고장 
• 온도 센서 고장 
• 제어 보드 고장 

• 퓨즈 교체 
• 프로세스 히터 교체 (기술 서비스) 
• 프로세스 센서 교체 (기술 서비스) 
• 제어 보드 교체 (기술 서비스) 

 

303 정지 히터 온도 
(Resistance thermostat) 
챔버의 안전 온도는 안전 기준 보다 
높은 온도를 감지함. 
 

• 열 관성으로 인해 점화 온도가 증가 되기 
때문에 가열 요소가 활성화 되고, 기계는 
마스터 스위치로 인해 중단된다. (관성 
효과가 정지 되기 전에 점화가 실행 된다.) 

• 온도 조절기 고장  
• 제어 보드 고장  

• 온도가 감소할 때 까지 기다 린다. 
 
 
 
• thrmostat 교체 (기술 서비스) 
• 제어 보드 교체 (기술 서비스) 

 

304 정지  (No compressed air) 
압력 스위치가 압축 공기 회로 
고장을 감지함. 
 

• 압축 공기 공급 장치에 대한 잘못된 연결 
• 작업 공기 압력 부족 <4 bar 
 
• 오일 추출 필터가 막힘. 
• 압력 스위치 고장  
• 제어 보드 고장  

• 바르게 압축 공기 호스 (빠른 커플 링과 
제공된 것과 함께) 연결 

• 공기압 공급을 6-10 바(bar) 운영 요구 
사항으로 조절 한다.  

• 오일 추출 필터 청소 (단락 10.1.1 참조)  
• 압력스위치 교체 (기술 서비스)  
• 제어 보드 교체 (기술 서비스)  

 

305 정지 온도 센서 고장 
(Process probe failure) 
온도 센서의 오작동 

• 연결 케이블 손상 
• 센서의 고장  
• 제어 보드 고장 

• 온도 센서의 연결을 확인 
• 온도 센서 교체 (기술 서비스) 
• 제어 보드 교체 (기술 서비스) 

 

306 가동 안티 스트레스 고장 
(Antistress probe failure)  
안티 스트레스 센서의 오작동 

• 연결 케이블이 손상 
• 센서의 고장  
• 제어 보드 고장 

• 온도센서의 연결을 확인  
• 센서 교체 (기술 서비스) 
• 제어 보드 교체 (기술 서비스) 

 

307 정지 Overload aux circuits 
short 회로가 감지됨. 

• 회로내 A24V DC가 있음. 
• 제어 보드 고장 

• 24V DC 확인  
• 제어 보드 교체 (기술 서비스) 

 

311 가동 풍량 조절기 에러 
(Error air flow regulation) 
이 시스템은 요청 된 용량에 
도달하지 않음. 

• 작업 공기 압력 부족 <4 bar 
• 공기 흐름 조절기의 고장  

 공기압 공급을 6-10 바(bar) 운영 요구 
사항으로 조절 한다.  

• 풍량 조절기 교체 (기술 서비스) 

312 가동 필터 유지 보수 
(단락 7.7.2 참조) 

• 예정된 유지 보수에 대한 의무 시간의 
예측 수에 도달. 

• 필터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청소하거나 교체 한다. 
 

313 가동 타워 유지 보수 
(단락 7.7.2 참조) 

• 타워의 분자 sieves의 마지막 교체 이후 
재생주기 (공장 매개 변수)의 최대 수가 
도달하고 초과되었다. 

 

• 유지 보수: 몰레큐라시브를 교체한다.  

320 가동 재료 부족 알람 
 

• 재료의 부족  • 이송 재료를 공급한다. 로딩이 적절하게 수행 
되면, 알람은 자동으로 재시작이 될 것이다.  

 

322 가동 오토 튜닝 PID 알람  
 

• 재료의 부족 • BP 온도 센서 확인.  
• 파이프와 필터 깨끗한지 확인.  
• 히터 저항 체크 (기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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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소 및 보관 

9.1. 청소 
부품 강판 청결을 유지 하기 위해, 문제의 금속 표면 이나 페이트에 
비부식성 세제를 사용한다. 

• 건조기를 청소하기 위해, 물 혹은 변성 에탄올에 적신 천을 사용한다.  
 

경고: 터치 스크린 청소시에 용제를 사용 하지 마시오.. 
 

9.2. 중단 및 해체 
 

기계 운행을 중단 하기 위해서: 
1. 전원 공급을 기계에서 분리 시킨다, 
2. 안정적인 방법으로 위치해 둔다. 
 

장비의 사용 정지를 위해,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전기 전원에서 연결 되지 않은 장비들의 전원을 꺼서 모든 장치를 
분리 한다. 

2. 공기 공급 장치 분리한다. 
3. 전면 패널을 연다. 
4. 전원 공급 장치 판넬에서 외관쪽의 전원 케이블을 분리 한다.(“설치” 

단란 참조) 
5. 기계에 건조 잔류물을 청소한다. 
6. 기계를 닫는다. 
7. 나일론 또는 이와 유사한 소재의 시트로 덮는다. 
8. 기계를 적절한 장소에 옮겨 두고, 적절한 장소에 두었는지 확인 한다. 
 

기계가 분해 된 경우에는 위 단계 6에서부터 진행한다. 
 
• 다른 재료들은 분리 하고 현재 법과 기준에 따라 저장한다. 
 

10. 유지보수 
주의: 모든 유지보수 작업은 시스템의 전원 연결 및 압축 공기의 공급이 이 
끊어진 후에 진행 되어야 한다. 공압 판넬에 공기가 배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력 게이지를 확인한다. 
 
중요: 유지 보수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의 내용들을 기억한다. 
 
• 기계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필터를 제거 하지 않는다. 
• 기계는 정지 버튼을 눌러서 멈추게 하고, 기계의 상류 전기 연결은 

기계에 연결된 1차 전원에 관련된 라인을 꺼서 연결을 중단 시켜야만 
한다. 
 

• 비 정기적(특별사항) 유지보수는 전문가에 의해서 진행 되야만 한다. 
 
주의: 만약 매뉴얼 안에 있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르는 
위험요소가 있다. 
유지 보수 작업은 요구된 품질 기준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계는 
작업에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구조적 압박에 쉽게 영향 받지 않으나, 어떠한 
부품에서는 마모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사진 7 은 시스템의 주요 장비를 보여준다. 
 
 
 
 

 

 
XD1 – XD2 – XD3 

사진 7 - A 

 
 

 

 
XD4 - XD5 

사진 7 - B 
 

 
1. 오일 제거 필터 
2. 에어 공급 솔레노이드 밸브 
3. 압력 스위치  
4. DX/SX 시브스 홀더 카트리지 솔레노이드 밸브 
5. 제습 타워 홀더 카트리지 
6. 단방향 유량 조절 밸브 
7. 압력 비례 제어기 
8. 최소 풍량 조절기 
9. 전기 히터 
10. 호퍼 
11. 컨트롤 보드 
 
유지 보수는 주기적인 것과 비주기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주기적인것 
• 공기 필터 청소, 

비 주기적인 것 
• 제습포 교체 
• 퓨즈 교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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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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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만약 기계가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작동되면 유지 보수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간주되어 지지는 않는다.  
 

10.1. 정기적인 유지 보수 
10.1.1. 필터 청소 

기계 판넬에 있는 필터 (사진 7 pos. 1 참조)는 투명한 물통, 특히 응축액을 
모으기 위해 달려 있다. 이러한 응축액은 물통이 차기 전에 비워져야 한다. 
물통이 채워지는 속도는 공급 되어 지는 공기의 품질에 따라 다르다. 
기계의 필터가 최적의 조건에서 공장에 공급 되어 질 것이다. 처음 작동 
공정 동안, 축척 속도를 알고 추후에 비울 때를 알기 위해 필터 안에 있는 
응축액 단계를 자주 확인하기를 제안한다. 

 

10.2. 비정기적 유지 보수 
 
비정기적 유지 보수는 기계를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사용 했을 때 6개월 
주기로 실행한다. 그러나 기계를 과하게 사용 할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주 확인 하기를 추천한다. 
. 

10.2.1. 제습포 교체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만약 오일 잔류나 먼지가 기계로 들어 가지 않을 
경우에는, 제습포는 작동 시간에 따라 5년에서 부터 10년까지 유지 될 수 
있다.  
성능이 감소 될 경우에는, 제습포을 교체 해준다. 
 

 
 
 
 

 
XD1 – XD2 – XD3 

 
 

XD4 – XD5 

사진 8 

 
모든 작업을 시도하기 전에, 기계의 1 차 전기 연결이 전원 스위치와 
연결을 끊어야 한다. 
 

1. 기계가 메인 전원이 복원 될 때 기계가 시작 상태로 있지 않아야 하며, 
예기치 못한 작동을 위해서 마스터 스위치가 ‘0’에 있음을 확인한다. 

2. 기계의 이송을 위한 압축 공기 파이프를 분리한다.  
3. 가동 기계에서 제습기를 제거하고 작업 테이블에 맞춘다. 주의) 만약 

테이블에 고정 되지 않을 경우, 제습기는 안정적이지 않다. 
4. 나사를 풀어 사이드 패널을 연다.  
 

제습기 XD1-XD2-XD3 시리즈가 문제가 있을시,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5. 전기 접기 및 압력 스위치 아래에 있는 공기 이송 파이프를 공기 압력 
스위치 (3)에서 제거한다.  그림 참조 7-A. 
 

제습기 XD4 - XD5 시리즈가 문제가 있을시,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5. 외부 판넬과 오일 필터(1)를 공기 유입 밸브 배터리를 움직이면서 

제거한다. 
6. 유랑 조절 밸브 튜브와 타워 공급 파이프를 제거한다.  

 
6. 기계 뒷 면에 타워를 고정 하고 있는 나사를 푼다. 
7. 이와 같이 타워들을 기계에서 분리 할 경우에는 사진 8과 같이 된다.  
8. perimetric 타이로드의 M6 나사를 푼다. 

9. 타워 상단부분에서 스프링 및 뚫린 디스크들을 제거한다. 제습포를 

비운다. 

10. 새로운 제습포를 각각의 타워에 압축하여 채운다. 제습포 레벨은 

반드시 파이프 끝에 10 ±3 mm 보다 낮아야 한다. 

11. 뚫린 디스크들과 스프링에 두고, 타워들 상단에 삽입한다. 타이 로드 

포함한다. 

12.  대각선에 있는 고정된 나사를 조이는데, 파이프를 닫고 있는 

 알루미늄 플레이트를 병렬 방법으로 보내기 위해서이다. 
 

10.2.2. 퓨즈교체 
시스템에 설치된 안전 퓨즈의 목적은 전류의 과도한 흡수의 경우를 막고, 
그것들이 보호하고 있는 회로의 전원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퓨즈의 그룹이 고장 날 경우에는, 교체되어야 한다. 
그것들을 교체하기 위해, 첫째로 과전류의 원인을 제거하고 전기 패널에 
접근하는데, 주어진 순서로 작업을 실행한다 . 
 
1. 어떠한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기계의 1차 전기 연결 라인을 분리 

장치에서 분리한다.    

2. 마스터 스위치를 “0” (OFF) 으로 돌려 메인 파워가 복원 될 때 기계가 

작동 상태로 있지 않게 하는 등의 운영 사고를 확실히 해야 한다. 

3. 키로 전기 판넬 문을연다. 

4. 퓨즈 홀더 베이스를 열고 퓨즈가 단선 되었는지 확인한다. 

5. 같은 종류의 퓨즈로 교체한다. 

6. 모든 항목들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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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UMMARY DIAGRAM 
A diagram of the pages visualized in the touch screen display is represented below 

 Pg.08  - Process parameters     

  

 

 

       

 

          

   Pg.02 - Menu       

   

 

       

     Pg.20 – Weekly time programmer     

 

 

 

 

 

 

 

 

    

  
 

           

     Pg.30 – Maintenance      

    

 

 

      

 

            

     Pg.40 – Password      

     
 

 

      

 
             

      Pg.50 – Active alarms      

     

 

 

      

 

           

   
 or   

Starting the machine       

 
            

    Pg.03 - Production       

   
 

 

       

 

             

           

  Pg.14 – Process temperature       

 
 

 

       

 

             

  Pg.15 – Process air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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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02 - Menu       

 

 

 

       

 

    Pg. 60 – Control panel     

   
 

 

     

 

    Pg.61 – Language     

   
 

 

     

 

          

    Pg.65 – Options     

   
 

 

     

 

          

    Pg.70 – Factory parameters     

   
 

 

     

 

          

    Pg.80 – Factory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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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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G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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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MIDIFICATORE , DEHUMIDIFYING DRYER,  
TROCKENLUFTTROCKNUNG, DESHUMIDIFICATEUR,  
DESHUMIDIFICADOR, DESUMIDIFICADOR. 

 

DRY AIR  
 

 

 XD 1  XD 2 

 X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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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MIDIFICATORE , DEHUMIDIFYING DRYER,  
TROCKENLUFTTROCKNUNG, DESHUMIDIFICATEUR,  
DESHUMIDIFICADOR, DESUMIDIFICADOR. 

 

DRY AIR  
 

 
 
 
 
 
 
 

  

XD 4 
 

 

  

X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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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MIDIFICATORE , DEHUMIDIFYING DRYER,  

TROCKENLUFTTROCKNUNG, DESHUMIDIFICATEUR,  
DESHUMIDIFICADOR, DESUMIDIFICADOR. 

 

DRY AIR    
XD1 – XD2 – XD3 

 
 

 
 
 

 
 

2 

1 

3 

A B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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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TUCCIA RIGENERAZIONE, REGENERATION CARTRIDGE,  
REGENERIEREINSATZ, CARTOUCHE REGENERATEUR, 
CARTUCHO REGENERACIÓN, CARTUCHO DE REGENERAÇÃO. 

 
TAB. A 

 
 
 
 
 
 
 
 

 

7 

1
 

1
 

8 

9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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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ISTENZA DI RISCALDAMENTO ARIA PROCESSO, PROCESS AIR HEATER, 

HEIZWIDERSTAND FÜR PROZESSLUFT, RESISTANCE DE RECHAUFFEMENT A 
AIR PROCEDE, RESISTENCIA DE CALENTAMIENTO DEL AIRE DE PROCESO, 
RESISTÊNCIA DE AQUECIMENTO AR PROCESSO. 

 
TAB. B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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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MOGGIA PER DRY AIR D1, HOPPER FOR DRY AIR D1, 

TRICHTER FÜR DRY AIR D1, TREMIE POUR DRY AIR D1,  
TOLVA PARA DRY AIR D1, TREMONHA PARA DRY AIR D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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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MOGGIA PER DRY AIR D2, HOPPER FOR DRY AIR D2, 

TRICHTER FÜR DRY AIR D2, TREMIE POUR DRY AIR D2,  
TOLVA PARA DRY AIR D2, TREMONHA PARA DRY AIR D2 

 
 

 
 
 

 

1
 

1
 



 

37 

 
 TRAMOGGIA PER DRY AIR D3, HOPPER FOR DRY AIR D3, 

TRICHTER FÜR DRY AIR D3, TREMIE POUR DRY AIR D3,  
TOLVA PARA DRY AIR D3, TREMONHA PARA DRY AIR D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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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MIDIFICATORE , DEHUMIDIFYING DRYER,  
TROCKENLUFTTROCKNUNG, DESHUMIDIFICATEUR,  
DESHUMIDIFICADOR, DESUMIDIFICADOR. 

 

DRY AIR    
XD4 – XD5 

 
 

 
 

 
 

1 

2 

A 

B 

6 

3 

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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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TUCCIA RIGENERAZIONE, REGENERATION CARTRIDGE,  
REGENERIEREINSATZ, CARTOUCHE REGENERATEUR, 
CARTUCHO REGENERACIÓN, CARTUCHO DE REGENERAÇÃO. 

 
TAB. A 

 

 
 

9 

1
 

8 

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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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ISTENZA DI RISCALDAMENTO ARIA PROCESSO, PROCESS AIR HEATER, 

HEIZWIDERSTAND FÜR PROZESSLUFT, RESISTANCE DE RECHAUFFEMENT A 
AIR PROCEDE, RESISTENCIA DE CALENTAMIENTO DEL AIRE DE PROCESO, 
RESISTÊNCIA DE AQUECIMENTO AR PROCESSO. 

 
TAB. B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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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MOGGIA PER DRY AIR D4 – D5, HOPPER FOR DRY AIR D4 – D5, 

TRICHTER FÜR DRY AIR D4 – D5, TREMIE POUR DRY AIR D4 – D5,  
TOLVA PARA DRY AIR D4 – D5, TREMONHA PARA DRY AIR D4 – D5 

 
 

 

 

1
 

1
 

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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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MIDIFICATORE , DEHUMIDIFYING DRYER, TROCKENLUFTTROCKNUNG, DESHUMIDIFICATEUR DESHUMIDIFICADOR, DESUMIDIFICADOR.  
DRY  AIR            XD 1 T – XD 2 T – XD 3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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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TTROVALVOLA DI 

MANDATA 
DELIVERY SOLENOID 
VALVE 

AUSLASS-ELEKTROVENTIL ELECTROVANNE DE 
REFOULEMENT 

ELECTROVÁLVULA DE 
ENTRADA 

ELECTROVÁLVULA DE 
DESCARGA YAC  VEDI SCHEMA ELETTRICO 

SEE WIRING LAY-OUTS 
2 LAMPADA DI START / 

ALLARME 
START / ALARM LAMP START / ALARMLAMPE AMPOULE START / 

ALARME 
LAMPARA DE START / 
ALARMA 

LÂMPADA START / ALARME HS  VEDI SCHEMA ELETTRICO 
SEE WIRING LAY-OUTS 

3 FILTRO DISOLEATORE  OIL REMOVER FILTER  ENTÖLERFILTER  FILTRE DESHUILEUR  FILTRO DESACEITADOR  FILTRO ELIMINADOR DE 
ÓLEO  

414345 1 AMH150C-F02 

4 VALVOLA (REGOLATORE 
DI FLUSSO PORTATA 
MINIMA) 

VALVE (MINIMUM AIR 
FLOW REGULATOR) 

VENTIL (MINIMALER 
DURCHFLUSSREGLER) 

VALVE (REGULATEUR DE 
FLUX DE DEBIT MINIMUM) 

VÁLVULA (REGULADOR DE 
FLUJO CAUDAL MÍNIMO) 

VÁLVULA (REGULADOR DE 
FLUXO CAUDAL MÍNIMO) 

414349 1 AS2001F-06D 

5 VALVOLA 
PROPORZIONALE 
PORTATA ARIA 

AIR FLOW PROPORTIONAL 
VALVE 

LUFTDURCHSATZ 
PROPORTIONALVENTIL 

SOUPAPE  
PROPORTIONNELLE DU 
DEBIT D’AIR 

VÁLVULA PROPORCIONAL 
CAUDAL AIRE 

VÁLVULA PROPORCIONAL 
DO CAUDAL DE AR VPR 

 VEDI SCHEMA ELETTRICO 
SEE WIRING LAY-OUTS 

6 VALVOLA DI NON RITORNO NO RETURN VALVE RÜCKSTROMSPERRE SOUPAPE ANTI-RETOUR  VÁLVULA ANTIRRETORNO  VÁLVULA DE NÃO 
RETORNO  

419318 1 1/8” M-F 

7 COPERCHIO TORRE DI 
SETACCI MOLECOLARI 

TOWER OF MOLECULAR 
SIEVES COVER 

TRICHTERFÜR 
MOLEKULARSIEBETURM  

COUVERCLE TOUR DE 
TAMIS MOLECULAIRES 

TAPA PARA TORRE DE 
TAMICES MOLECULARES 

TAMPA TORRE DE CRIVOS 
MOLECULARES 

642875 1 SUPERIORE   

8 MOLLE PREMI-SETACCI SIEVE COMPRESSION 
SPRINGS 

SIEBDRUCKFEDERN RESSORTS PRESSE-TAMIS MUELLES SUJETA 
TAMICES 

MOLAS PRENSA-CRIVOS 426024 2 FILO D.2 CONICA  

9 SETACCI MOLECOLARI MOLECULAR SIEVES MOLEKULARSIERBE TAMIS MOLECULAIRES TAMICES MOLECULARES CRIVOS MOLECULARES 423008 0,37 
Kg 

IDRO2  

10 COPERCHIO TORRE DI 
SETACCI MOLECOLARI 

TOWER OF MOLECULAR 
SIEVES COVER 

TRICHTERFÜR 
MOLEKULARSIEBETURM  

COUVERCLE TOUR DE 
TAMIS MOLÉCULAIRES 

TAPA PARA TORRE DE 
TAMICES MOLECULARES 

TAMPA TORRE DE CRIVOS 
MOLECULARES 

642876 1 INFERIORE  

11 ELETTROVALVOLA 
CARTUCCIA PORTA 
SETACCI DX/SX 

DX/SX SIEVES HOLDER 
CARTRIDGE SOLENOID 
VALVE 

ELEKTROVENTIL 
SIEBHALTEREINSATZ RE/LI 

ELECTROVANNE 
CARTOUCHE PORTE TAMIS 
DX/SX 

ELECTROVÁLVULA 
CARTUCHO PORTA-
TAMICES 
DERECHA/IZQUIERDA 

ELECTROVÁLVULA 
CARTUCHO PORTA-
CRIVOS DX/SX 

413441 1 358-015-02   

YRG  VEDI SCHEMA ELETTRICO 
SEE WIRING LAY-OUTS 

12 PRESSOSTATO PRESSURE SWITCH DRUCKWÄCHTER PRESSOSTAT PRESOSTATO PRESSOSTATO SPA  VEDI SCHEMA ELETTRICO 
SEE WIRING LAY-OUTS 

13 REGOLATORE DI FLUSSO 
 

FLOW REGULATOR FLUSSREGLER REGULATEUR DE FLUX REGULADOR DE FLUJO REGULADOR DE FLUXO 413927 2 SCU 606-1/4"   

14 RESISTENZA PROCESSO PRECESS HEATER VERFAHRENS-
HEIZELEMENTE 

RESISTANCES DE PROCÈS RESISTENCIAS DE 
PROCESO 

RESISTÊNCIAS DE 
PROCESSO RP  VEDI SCHEMA ELETTRICO 

SEE WIRING LAY-OUTS 
15 TERMOSTATO SICUREZZA 

PROCESSO 
PROCESS SAFETY 
THERMOSTAT 

SICHERHEITSTHERMOSTA
T FÜR PROZESS 

THERMOSTAT SECURITE 
DE PROCEDE 

TERMOSTATO SEGURIDAD 
DE PROCESO 

TERMOST. SEGURANÇA DE 
PROCESSO STP  VEDI SCHEMA ELETTRICO 

SEE WIRING LAY-OUTS 
16 FILTRO ARIA AIR FILTER LUFTFILTER FILTRE A AIR FILTRO DE AIRE FILTRO AR 424054 1 D.40 H=60 ATTACO ½” M  

17 SPIA DI CONTROLLO IN 
PLEXIGLASS 

PLEXIGLASS INSPECTION 
WINDOW  

SCHAUGLAS AUS 
PLEXIGLAS 

VOYANT DE CONTROLE MIRILLA DE PLEXIGLÁS LUZ AVIS. DE CONTROLO 
DE PLEXIGLASS 

610908 1 D.60 L=100 TMX  

18 CONO DIFFUSORE 
 

DIFFUSER CONE VERTEILERKEGEL CONE DIFFUSEUR CONO DIFUSOR CONE DIFUSOR 609264 1 DRY AIR XD1 

19 CONO DIFFUSORE 
 

DIFFUSER CONE VERTEILERKEGEL CONE DIFFUSEUR CONO DIFUSOR CONE DIFUSOR 609265 1 DRY AIR XD2 

20 CONO DIFFUSORE 
 

DIFFUSER CONE VERTEILERKEGEL CONE DIFFUSEUR CONO DIFUSOR CONE DIFUSOR 609266 1 DRY AIR X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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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MIDIFICATORE , DEHUMIDIFYING DRYER, TROCKENLUFTTROCKNUNG, DESHUMIDIFICATEUR, DESHUMIDIFICADOR, DESUMIDIFICADOR.  
DRY  AIR            XD 4 T – XD 5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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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MPADA DI START / 

ALLARME 
START / ALARM LAMP START / ALARMLAMPE AMPOULE START / 

ALARME 
LAMPARA DE START / 
ALARMA 

LÂMPADA START / ALARME HS  VEDI SCHEMA ELETTRICO 
SEE WIRING LAY-OUTS 

2 PRESSOSTATO PRESSURE SWITCH DRUCKWÄCHTER PRESSOSTAT PRESOSTATO PRESSOSTATO SPA  VEDI SCHEMA ELETTRICO 
SEE WIRING LAY-OUTS 

3 FILTRO DISOLEATORE  OIL REMOVER FILTER  ENTÖLERFILTER  FILTRE DESHUILEUR  FILTRO DESACEITADOR  FILTRO ELIMINADOR DE 
ÓLEO  

414374 1 AMH250C-F03 

4 BOBINA + ELETTROVALV. 
ARIA COMPRESSA 
(MANDATA) 

COMPRESSED AIR 
SOLENOID  VALVE + COIL 
(DELIVERY) 

ELEKTROVENTIL-SPULE 
FÜR DRUCKLUFT 
(AUSLASS) 

BOBINE + ELECTROVANNE 
DE AIR COMPRIME 
(REFOULEMENT) 

BOBINA + ELECTROVÁLV. 
DEL AIRE COMPRIMIDO 
(ENTRADA) 

BOBINA + ELECTROVÁLV. 
DO AR COMPRIMIDO 
(DESCARGA) 

YAC 
 VEDI SCHEMA ELETTRICO 

SEE WIRING LAY-OUTS 

5 VALVOLA (REGOLATORE 
DI FLUSSO PORTATA 
MINIMA) 

VALVE (MINIMUM AIR 
FLOW REGULATOR) 

VENTIL (MINIMALER 
DURCHFLUSSREGLER) 

VALVE (REGULATEUR DE 
FLUX DE DEBIT MINIMUM) 

VÁLVULA (REGULADOR DE 
FLUJO CAUDAL MÍNIMO) 

VÁLVULA (REGULADOR DE 
FLUXO CAUDAL MÍNIMO) 

414373 1 AS3201F-02-08SD 

6 VALVOLA 
PROPORZIONALE 
PORTATA ARIA 

AIR FLOW PROPORTIONAL 
VALVE 

LUFTDURCHSATZ 
PROPORTIONALVENTIL 

SOUPAPE  
PROPORTIONNELLE DU 
DEBIT D’AIR 

VÁLVULA PROPORCIONAL 
CAUDAL AIRE 

VÁLVULA PROPORCIONAL 
DO CAUDAL DE AR VPR 

 VEDI SCHEMA ELETTRICO 
SEE WIRING LAY-OUTS 

7 VALVOLA DI NON RITORNO NO RETURN VALVE RÜCKSTROMSPERRE SOUPAPE ANTI-RETOUR  VÁLVULA ANTIRRETORNO  VÁLVULA DE NÃO 
RETORNO  

419317 1 1/4" M-F 

8 COPERCHIO TORRE DI 
SETACCI MOLECOLARI 

TOWER OF MOLECULAR 
SIEVES COVER 

TRICHTERFÜR 
MOLEKULARSIEBETURM  

COUVERCLE TOUR DE 
TAMIS MOLECULAIRES 

TAPA PARA TORRE DE 
TAMICES MOLECULARES 

TAMPA TORRE DE CRIVOS 
MOLECULARES 

642871 2 D4 

9 MOLLE PREMI-SETACCI SIEVE COMPRESSION 
SPRINGS 

SIEBDRUCKFEDERN RESSORTS PRESSE-TAMIS MUELLES SUJETA 
TAMICES 

MOLAS PRENSA-CRIVOS 426024 2 FILO D.2 CONICA  

10 SETACCI MOLECOLARI MOLECULAR SIEVES MOLEKULARSIERBE TAMIS MOLECULAIRES TAMICES MOLECULARES CRIVOS MOLECULARES 423008 1,16 
Kg 

IDRO2  

11 ELETTROVALVOLA 
CARTUCCIA PORTA 
SETACCI DX/SX 

DX/SX SIEVES HOLDER 
CARTRIDGE SOLENOID 
VALVE 

ELEKTROVENTIL 
SIEBHALTEREINSATZ RE/LI 

ELECTROVANNE 
CARTOUCHE PORTE TAMIS 
DX/SX 

ELECTROVÁLVULA 
CARTUCHO PORTA-
TAMICES 
DERECHA/IZQUIERDA 

ELECTROVÁLVULA 
CARTUCHO PORTA-
CRIVOS DX/SX 

414240 1 354-015-02  

YRG 
 VEDI SCHEMA ELETTRICO 

SEE WIRING LAY-OUTS 
12 REGOLATORE DI FLUSSO 

 
FLOW REGULATOR FLUSSREGLER REGULATEUR DE FLUX REGULADOR DE FLUJO REGULADOR DE FLUXO 414347 1 AS4211F-04-10S 

13 RESISTENZA PROCESSO PRECESS HEATER VERFAHRENS-
HEIZELEMENTE 

RESISTANCES DE PROCES RESISTENCIAS DE 
PROCESO 

RESISTÊNCIAS DE 
PROCESSO RP1 - RP2  VEDI SCHEMA ELETTRICO 

SEE WIRING LAY-OUTS 
14 TERMOSTATO SICUREZZA 

PROCESSO 
PROCESS SAFETY 
THERMOSTAT 

SICHERHEITSTHERMOSTA
T FÜR PROZESS 

THERMOSTAT SECURITE 
DE PROCEDE 

TERMOSTATO SEGURIDAD 
DE PROCESO 

TERMOST. SEGURANÇA DE 
PROCESSO 

STP1 – 
ST2 

 VEDI SCHEMA ELETTRICO 
SEE WIRING LAY-OUTS 

15 FILTRO ARIA 
 

AIR FILTER LUFTFILTER FILTRE A AIR FILTRO DE AIRE FILTRO AR 424011 1 D.112 H.120  

16 FILTRO DI RITORNO SU 
TRAMOGGIA 

HOPPER RETURN FILTER RÜCKFILTER AN TRICHTER FILTRE DE RETOUR SUR 
TREMIE 

FILTRO DE RETORNO EN 
LA TOLVA 

FILTRO DE RETORNO PARA 
A TREMONHA 

R07007 1 TC 

17 CONO DIFFUSORE 
 

DIFFUSER CONE VERTEILERKEGEL CONE DIFFUSEUR CONO DIFUSOR CONE DIFUSOR 609277 1 DRY AIR D4 

       609313 1 DRY AIR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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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MIDIFICATORE, DEHUMIDIFYING DRYER, TROCKENLUFTTROCKNER, DÉSHUMIDIFICATEUR, DESHUMIDIFICADOR, DESUMIDIFICADORES  
DRY AIR  XD1 – XD2 – XD3                  230V 50/60HZ 

SCHEMA ELETTRICO, WIRING LAY-OUTS, SCHALTPLÄNE, SCHÉMAS ÉLECTRIQUES, ESQUEMAS ELÉCTRICOS, ESQUEMAS ELÉCTRICOS   N° 3.4.386.1 

SIGLA DESCRIZIONE ( I ) DESCRIPTION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CRIPCION ( E ) DESCRIÇÃO ( P ) COD. Q. MODELLO 
AI1 SCHEDA DI CONTROLLO 

 
CONTROL BOARD STEUERKARTE  CARTE CONTRÔLE  TARJETA CONTROL  CARTÃO CONTROLO  454343 1 SCHEDA DRY-AIR TOUCH 

 SINOTTICO  
 

SYNOPTIC  SYNOPTIK  SYNOPTIQUE  SINÓPTICO  SINÓPTICO  648962 1 DRY AIR  TOUCH SCREEN 

AIG IGROMETRO ARIA 
PROCESSO (OPTIONAL) 

PROCESS AIR 
HYGROMETER (OPTIONAL) 

FEUCHTIGKEITSMESSER 
DER PROZESSLUFT (OPT.) 

HYGROMETRE POUR AIR DE 
PROCEDE (EN OPTION) 

HIGRÓMETRO AIRE 
PROCESO (OPCIONAL) 

HIGRÓMETRO AR 
PROCESSO (OPCIONAL) 

415200 1 LPDT XTR-100 

BAS SONDA VALVOLA 
ANTISTRESS 

REGENERATION 
TEMPERATURE PROBE 

ANTISTRESS-VENTIL SONDE SONDE SOUPAPE ANTI-
STRESS 

SONDA VÁLVULA 
ANTISTRESS 

SONDA VÁLVULA 
ANTISTRESS 

415314 1 PT100 CHIUSA 4x15  1MT 

BLV SENSORE DI LIVELLO 
VENTURI (OPTIONAL) 

VENTURI LEVEL SENSOR 
(OPTIONAL) 

VENTURISTANDSENSOR 
(OPTIONAL) 

CAPTEUR DE NIVEAU 
VENTURI (EN OPTION) 

SENSOR DE NIVEL DEL 
VENTURI (OPCIONAL) 

SENSOR DE NÍVEL VENTURI 
(OPCIONAL) 

457230 1 CA30CLC30BPM1 

BP SONDA TEMPERATURA 
PROCESSO 

PROCESS PROBE 
TEMPERATURE 

PROZESSTEMPERATURESO
NDE 

SONDE TEMPÉRATURE 
PROCÈS 

SONDA TEMPERATURA 
PROCESO 

SONDA PROCESSO 415272 1 PT100 CHIUSA 6x50  1MT 

F1 FUSIBILI PRIMARIO 
TRASFORMATORE 

TRANSFORMER PRIMARY 
WINDING FUSES 

SICHERUNGEN FÜR 
PRIMÄRKREIS DES 
TRANSFORMATORS 

FUSIBLES PRIMAIRES 
TRANSFORMATEUR 

FUSIBLES PRIMARIO 
TRANSFORMADOR 

FUSÍVEIS PRIMÁRIO 
TRANSFORMADOR 

452046 1 5x20  4A 

F2 FUSIBILI PRIMARIO 
TRASFORMATORE 

TRANSFORMER PRIMARY 
WINDING FUSES 

SICHERUNGEN FÜR 
PRIMÄRKREIS DES 
TRANSFORMATORS 

FUSIBLES PRIMAIRES 
TRANSFORMATEUR 

FUSIBLES PRIMARIO 
TRANSFORMADOR 

FUSÍVEIS PRIMÁRIO 
TRANSFORMADOR 

452046 1 5x20  4A 

F3 FILTRO ANTIDISTURBO NOISE FILTER SCHALLDÄMMENDER 
FILTER 

FILTRE-SILENCIEUX FILTRO SILENCIADOR FILTRO ANTIDISTÚRBIO 415280 1 FLCS 761501  6,5A V250 

HS LAMPADA DI START / 
ALLARME 

START / ALARM LAMP START / ALARMLAMPE AMPOULE START / ALARME LAMPARA DE START / 
ALARMA 

LÂMPADA START / ALARME 97606V 1 LAMPADA STYLO CON 
SCHEDA 24V DC 

KS RELE’ DI SICUREZZA 
 

RELAY FOR SAFETY  SICHERHEITSRELAIS RELAIS DE SÉCURITÉ RELÉ DE SEGURIDAD RELÉ DE SEGURANÇA 451069 1 40.52 24V-DC 

QG INTERRUTTORE GENER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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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 PRESSOSTATO ARIA 
COMPRESSA 

COMPRESSED AIR 
PRESSURE-SWITCH 

DRUCKWÄCHTER FÜR 
DRUCKLUFT 

PRESSOSTAT AIR 
COMPRIMÉ 

PRESÓSTATO AIRE 
COMPRIMIDO 

PRESSOSTATO AR 
COMPRIMIDO 

415049 1 PM10NA 

STP TERMOSTATO CAMERA 
RISCALDAMENTO 

HEATING CHAMBER 
THERMOSTAT 

THERMOSTAT HEIZKAMMER THERMOSTAT CHAMBRE 
RÉCHAUFFEMENT 

TERMOSTATO CÁMARA DE 
CALENTAMIENTO 

TERMOSTATO CÂMARA 
AQUECIMENTO 

415256 1 KLIXON NC 200°C 

TF TRASFORMATORE 
 

TRANSFORMER TRANSFORMATOR TRANSFORMATEUR TRANSFORMADOR TRANSFORMADOR 454432 1 30VA P0-230 S0-9,5/4VA 0-
21/26VA    50/60HZ 

YAC BOBINA + ELETTROVALV. 
ARIA COMPRESSA 
(MANDATA) 

COMPRESSED AIR 
SOLENOID  VALVE + COIL 
(DELIVERY) 

ELEKTROVENTIL-SPULE 
FÜR DRUCKLUFT (AUSLASS) 

BOBINE + ÉLECTROVANNE 
DE AIR COMPRIMÉ 
(REFOULEMENT) 

BOBINA + ELECTROVÁLV. 
DEL AIRE COMPRIMIDO 
(ENTRADA) 

BOBINA + ELECTROVÁLV. 
DO AR COMPRIMIDO 
(DESCARGA) 

455147 1 1 VIA VCW21-4G-3-01F-Q 

YLV BOBINA ELETTROVALVOLA 
DELL’APPLICAZIONE 
VENTURI (OPTIONAL) 

SOLENOID VALVE COIL ON 
BRIDGE-BREAK VENTURI 
(OPTIONAL) 

ELEKTROVENTILSPULE DER 
VENTURI-ANWENDUNG 
(OPTIONAL) 

BOBINE ELECTROVANNE DE 
L’APPLICATION VENTURI 
(EN OPTION) 

BOBINA ELECTROVÁLVULA 
DE LA APLICACIÓN VENTURI 
(OPCIONAL) 

BOBINA ELECTROVÁLVULA 
DA APLICAÇÃO VENTURI 
(OPCIONAL) 

455119 1 1/2"F    24V DC 

YRG BOBINA PER ELETTROVALV. 
RIGENERAZIONE 
(CARTUCCIA PORTA 
SETACCI DX/SX) 

COIL FOR REGENERATION 
SOLENOID VALVE (DX/SX 
SIEVES HOLDER 
CARTRIDGE) 

SPULE FÜR 
REGENERIERUNG-
ELEKTROVENTIL 
(SIEBHALTEREINSATZ RE/LI) 

BOBINE  POUR 
ÉLECTROVANNE DE 
RÉGÉNÉRATION (CART. 
PORTE TAMIS DX/SX) 

BOBINA PARA ELECTROV. 
DE REGENERACIÓN 
(CARTUCHO PORTA-
TAMICES 
DERECHA/IZQUIERDA) 

BOBINA PARA ELECTROV. 
REGENERAÇÃO 
(CARTUCHO PORTA-CRIVOS 
DX/SX) 

455031 1 WB 4,5     240V 50-6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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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AIR  XD1      230V  50/60HZ 
SCHEMA ELETTRICO, WIRING LAY-OUTS, SCHALTPLÄNE, SCHÉMAS ÉLECTRIQUES, ESQUEMAS ELÉCTRICOS, ESQUEMAS ELÉCTRICOS   N° 3.4.386.1 

SIGLA DESCRIZIONE ( I ) DESCRIPTION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CRIPCION ( E ) DESCRIÇÃO ( P ) COD. Q. MODELLO 
RP RESISTENZA PROCESSO PRECESS HEATER VERFAHRENS-

HEIZELEMENTE 
RÉSISTANCES DE PROCÈS RESISTENCIAS DE 

PROCESO 
RESISTÊNCIAS DE 
PROCESSO 

465021 1 W  400 L=145 G3/4  230V 

VPR VALVOLA PROPORZIONALE 
PORTATA ARIA 

AIR FLOW PROPORTIONAL 
VALVE 

LUFTDURCHSATZ 
PROPORTIONALVENTIL 

SOUPAPE  
PROPORTIONNELLE DU 
DEBIT D’AIR 

VÁLVULA PROPORCIONAL 
CAUDAL AIRE 

VÁLVULA PROPORCIONAL 
DO CAUDAL DE AR 

414342 1 ITV1050-31F1BN3-Q 24DC 

 
 
 

DRY AIR  XD2     230V  50/60HZ 
SCHEMA ELETTRICO, WIRING LAY-OUTS, SCHALTPLÄNE, SCHÉMAS ÉLECTRIQUES, ESQUEMAS ELÉCTRICOS, ESQUEMAS ELÉCTRICOS   N° 3.4.386.1 

SIGLA DESCRIZIONE ( I ) DESCRIPTION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CRIPCION ( E ) DESCRIÇÃO ( P ) COD. Q. MODELLO 
RP RESISTENZA PROCESSO PRECESS HEATER VERFAHRENS-

HEIZELEMENTE 
RÉSISTANCES DE PROCÈS RESISTENCIAS DE 

PROCESO 
RESISTÊNCIAS DE 
PROCESSO 

465022 1 W  950 L=195 G3/4  230V 

VPR VALVOLA PROPORZIONALE 
PORTATA ARIA 

AIR FLOW PROPORTIONAL 
VALVE 

LUFTDURCHSATZ 
PROPORTIONALVENTIL 

SOUPAPE  
PROPORTIONNELLE DU 
DEBIT D’AIR 

VÁLVULA PROPORCIONAL 
CAUDAL AIRE 

VÁLVULA PROPORCIONAL 
DO CAUDAL DE AR 

414342 1 ITV1050-31F1BN3-Q 24DC 

 
 
 

DRY AIR XD3     230V  50/60HZ 
SCHEMA ELETTRICO, WIRING LAY-OUTS, SCHALTPLÄNE, SCHÉMAS ÉLECTRIQUES, ESQUEMAS ELÉCTRICOS, ESQUEMAS ELÉCTRICOS   N° 3.4.386.1 

SIGLA DESCRIZIONE ( I ) DESCRIPTION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CRIPCION ( E ) DESCRIÇÃO ( P ) COD. Q. MODELLO 
RP RESISTENZA PROCESSO PRECESS HEATER VERFAHRENS-

HEIZELEMENTE 
RÉSISTANCES DE PROCÈS RESISTENCIAS DE 

PROCESO 
RESISTÊNCIAS DE 
PROCESSO 

465022 1 W  950 L=195 G3/4  230V 

VPR VALVOLA PROPORZIONALE 
PORTATA ARIA 

AIR FLOW PROPORTIONAL 
VALVE 

LUFTDURCHSATZ 
PROPORTIONALVENTIL 

SOUPAPE  
PROPORTIONNELLE DU 
DEBIT D’AIR 

VÁLVULA PROPORCIONAL 
CAUDAL AIRE 

VÁLVULA PROPORCIONAL 
DO CAUDAL DE AR 

414343 1 ITV2050-31F2BN3-Q 24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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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MIDIFICATORE, DEHUMIDIFYING DRYER, TROCKENLUFTTROCKNER, DÉSHUMIDIFICATEUR, DESHUMIDIFICADOR, DESUMIDIFICADORES  
DRY AIR  XD4 – XD5                  230V 50/60HZ 

SCHEMA ELETTRICO, WIRING LAY-OUTS, SCHALTPLÄNE, SCHÉMAS ÉLECTRIQUES, ESQUEMAS ELÉCTRICOS, ESQUEMAS ELÉCTRICOS   N° 3.4.383.1 

SIGLA DESCRIZIONE ( I ) DESCRIPTION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CRIPCION ( E ) DESCRIÇÃO ( P ) COD. Q. MODELLO 
AI1 SCHEDA DI CONTROLLO 

 
CONTROL BOARD STEUERKARTE  CARTE CONTRÔLE  TARJETA CONTROL  CARTÃO CONTROLO  454343 1 SCHEDA DRY-AIR TOUCH 

 SINOTTICO  
 

SYNOPTIC  SYNOPTIK  SYNOPTIQUE  SINÓPTICO  SINÓPTICO  648962 1 DRY AIR  TOUCH SCREEN 

AIG IGROMETRO ARIA 
PROCESSO (OPTIONAL) 

PROCESS AIR 
HYGROMETER (OPTIONAL) 

FEUCHTIGKEITSMESSER 
DER PROZESSLUFT (OPT.) 

HYGROMETRE POUR AIR DE 
PROCEDE (EN OPTION) 

HIGRÓMETRO AIRE 
PROCESO (OPCIONAL) 

HIGRÓMETRO AR 
PROCESSO (OPCIONAL) 

415200 1 LPDT XTR-100 

BAS SONDA VALVOLA 
ANTISTRESS 

REGENERATION 
TEMPERATURE PROBE 

ANTISTRESS-VENTIL SONDE SONDE SOUPAPE ANTI-
STRESS 

SONDA VÁLVULA 
ANTISTRESS 

SONDA VÁLVULA 
ANTISTRESS 

415283 1 PT100 CHIUSA 6x50 2MT 

BLV SENSORE DI LIVELLO 
VENTURI (OPTIONAL) 

VENTURI LEVEL SENSOR 
(OPTIONAL) 

VENTURISTANDSENSOR 
(OPTIONAL) 

CAPTEUR DE NIVEAU 
VENTURI (EN OPTION) 

SENSOR DE NIVEL DEL 
VENTURI (OPCIONAL) 

SENSOR DE NÍVEL VENTURI 
(OPCIONAL) 

457230 1 CA30CLC30BPM1 

BP SONDA TEMPERATURA 
PROCESSO 

PROCESS PROBE 
TEMPERATURE 

PROZESSTEMPERATURESO
NDE 

SONDE TEMPÉRATURE 
PROCÈS 

SONDA TEMPERATURA 
PROCESO 

SONDA PROCESSO 415272 1 PT100 CHIUSA 6x50 1MT 

F1 FUSIBILI PRIMARIO 
TRASFORMATORE 

TRANSFORMER PRIMARY 
WINDING FUSES 

SICHERUNGEN FÜR 
PRIMÄRKREIS DES 
TRANSFORMATORS 

FUSIBLES PRIMAIRES 
TRANSFORMATEUR 

FUSIBLES PRIMARIO 
TRANSFORMADOR 

FUSÍVEIS PRIMÁRIO 
TRANSFORMADOR 

452209 1 5x20  1A 

F2 FUSIBILI PRIMARIO 
TRASFORMATORE 

TRANSFORMER PRIMARY 
WINDING FUSES 

SICHERUNGEN FÜR 
PRIMÄRKREIS DES 
TRANSFORMATORS 

FUSIBLES PRIMAIRES 
TRANSFORMATEUR 

FUSIBLES PRIMARIO 
TRANSFORMADOR 

FUSÍVEIS PRIMÁRIO 
TRANSFORMADOR 

452209 1 5x20  1A 

F3 FUSIBILE RESISTENZE DI 
PROCESSO  

PROCESS HEATERS FUSE SICHERUNG FÜR 
PROZESSWIDERSTÄNDE 

FUSIBLE  RÉSISTANCE DE 
PROCEDE 

FUSIBLE RESISTENCIA 
PROCESO 

FUSÍVEL RESISTÊNCIAS 
PROCESSO 

452017 1 6,3x32  10A 

F4 FUSIBILE RESISTENZE DI 
PROCESSO  

PROCESS HEATERS FUSE SICHERUNG FÜR 
PROZESSWIDERSTÄNDE 

FUSIBLE  RÉSISTANCE DE 
PROCEDE 

FUSIBLE RESISTENCIA 
PROCESO 

FUSÍVEL RESISTÊNCIAS 
PROCESSO 

452017 1 6,3x32  10A 

F5 FILTRO ANTIDISTURBO NOISE FILTER SCHALLDÄMMENDER 
FILTER 

FILTRE-SILENCIEUX FILTRO SILENCIADOR FILTRO ANTIDISTÚRBIO 415282 1 FLC  630501F  16 A   250V 

HS LAMPADA DI START / 
ALLARME 

START / ALARM LAMP START / ALARMLAMPE AMPOULE START / ALARME LAMPARA DE START / 
ALARMA 

LÂMPADA START / ALARME 97606V 1 LAMPADA STYLO CON 
SCHEDA 24V DC 

KS RELE’ DI SICUREZZA 
 

RELAY FOR SAFETY  SICHERHEITSRELAIS RELAIS DE SÉCURITÉ RELÉ DE SEGURIDAD RELÉ DE SEGURANÇA 452711 1 MC0C310AT-D  (24VDC) 

QG INTERRUTTORE GENER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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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1 – 
RP2 

RESISTENZA PROCESSO PRECESS HEATER VERFAHRENS-
HEIZELEMENTE 

RÉSISTANCES DE PROCÈS RESISTENCIAS DE 
PROCESO 

RESISTÊNCIAS DE 
PROCESSO 

650176 2 W  950 L=195 G3/4  230V 

SPA PRESSOSTATO ARIA 
COMPRESSA 

COMPRESSED AIR 
PRESSURE-SWITCH 

DRUCKWÄCHTER FÜR 
DRUCKLUFT 

PRESSOSTAT AIR 
COMPRIMÉ 

PRESÓSTATO AIRE 
COMPRIMIDO 

PRESSOSTATO AR 
COMPRIMIDO 

415049 1 PM10NA 

STP1 – 
STP2 

TERMOSTATO CAMERA 
RISCALDAMENTO 

HEATING CHAMBER 
THERMOSTAT 

THERMOSTAT HEIZKAMMER THERMOSTAT CHAMBRE 
RÉCHAUFFEMENT 

TERMOSTATO CÁMARA DE 
CALENTAMIENTO 

TERMOSTATO CÂMARA 
AQUECIMENTO 

415256 2 KLIXON NC 200°C 

TF TRASFORMATORE 
 

TRANSFORMER TRANSFORMATOR TRANSFORMATEUR TRANSFORMADOR TRANSFORMADOR 454432 1 30VA P0-230 S0-9,5/4VA 0-
21/26VA    50/60HZ 

VP1 RELE STATICO 
 

STATIC RELAY STATISCHES RELAIS RELAIS STATIQUE RELÉ  ESTÁTICO RELÉ ESTÁTICO 415102 1 25A TU:400VAC TI:24VDC 
RM 1A40 D25 

VPR VALVOLA PROPORZIONALE 
PORTATA ARIA 

AIR FLOW PROPORTIONAL 
VALVE 

LUFTDURCHSATZ 
PROPORTIONALVENTIL 

SOUPAPE  
PROPORTIONNELLE DU 
DEBIT D’AIR 

VÁLVULA PROPORCIONAL 
CAUDAL AIRE 

VÁLVULA PROPORCIONAL 
DO CAUDAL DE AR 

414343 1 ITV2050-31F2BN3-Q 24DC 

YAC BOBINA + ELETTROVALV. 
ARIA COMPRESSA 
(MANDATA) 

COMPRESSED AIR 
SOLENOID  VALVE + COIL 
(DELIVERY) 

ELEKTROVENTIL-SPULE 
FÜR DRUCKLUFT (AUSLASS) 

BOBINE + ÉLECTROVANNE 
DE AIR COMPRIMÉ 
(REFOULEMENT) 

BOBINA + ELECTROVÁLV. 
DEL AIRE COMPRIMIDO 
(ENTRADA) 

BOBINA + ELECTROVÁLV. 
DO AR COMPRIMIDO 
(DESCARGA) 

455134 1 ½” 21WA4ROB130-4748 
230VAC + LBA05230AS 

YLV BOBINA ELETTROVALVOLA 
DELL’APPLICAZIONE 
VENTURI (OPTIONAL) 

SOLENOID VALVE COIL ON 
BRIDGE-BREAK VENTURI 
(OPTIONAL) 

ELEKTROVENTILSPULE DER 
VENTURI-ANWENDUNG 
(OPTIONAL) 

BOBINE ELECTROVANNE DE 
L’APPLICATION VENTURI 
(EN OPTION) 

BOBINA ELECTROVÁLVULA 
DE LA APLICACIÓN VENTURI 
(OPCIONAL) 

BOBINA ELECTROVÁLVULA 
DA APLICAÇÃO VENTURI 
(OPCIONAL) 

455119 1 1/2"F    24V DC 

YRG BOBINA PER ELETTROVALV. 
RIGENERAZIONE 
(CARTUCCIA PORTA 
SETACCI DX/SX) 

COIL FOR REGENERATION 
SOLENOID VALVE (DX/SX 
SIEVES HOLDER 
CARTRIDGE) 

SPULE FÜR 
REGENERIERUNG-
ELEKTROVENTIL 
(SIEBHALTEREINSATZ RE/LI) 

BOBINE  POUR 
ÉLECTROVANNE DE 
RÉGÉNÉRATION (CART. 
PORTE TAMIS DX/SX) 

BOBINA PARA ELECTROV. 
DE REGENERACIÓN 
(CARTUCHO PORTA-
TAMICES 
DERECHA/IZQUIERDA) 

BOBINA PARA ELECTROV. 
REGENERAÇÃO 
(CARTUCHO PORTA-CRIVOS 
DX/SX) 

455031 1 WB 4,5     240V 50-6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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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DA XDRY AIR, XDRY AIR BOARD, KARTE XDRY AIR, 
CARTE XDRY AIR, TARJETA XDRY AIR, CARTÃO XDRY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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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DA XDRY AIR, XDRY AIR BOARD, KARTE XDRY AIR, 
CARTE XDRY AIR, TARJETA XDRY AIR, CARTÃO XDRY AIR 

 
 

 
 
  DESCRIZIONE 

( I ) 
DESCRIPTION 

( GB ) 
BESCHREIBUNG 

( D ) 
DESCRIPTION 

( F ) 
DESCRIPCIÓN 

( E ) 
DESCRIÇÃO 

( P ) 
J1 9VAC 

 ALIMENTAZIONE 
SCHEDA 

BOARD POWER 
SUPPLY 

VERSORGUNG 
FÜR KARTE 

ALIMENTATION 
CARTE  

ALIMENTACION 
TARJETA  

ALIMENTAÇÃO 
PLACA  21VAC 

 

J2 I1D TERMOSTATO 
RESISTENZA 

HEATER 
THERMOSTAT 

WIDERSTANDSTHE
RMOSTAT 

THERMOSTAT DE 
RESISTANCE 

TERMOSTATO DE 
RESISTENCIA 

TERMOSTATO DE 
RESISTÊNCIA 

I2D PRESSOSTATO 
ARIA COMPRESSA 

COMPRESSED AIR 
PRESSURE-
SWITCH 

DRUCKWÄCHTER 
FÜR DRUCKLUFT 

PRESSOSTAT AIR 
COMPRIME 

PRESÓSTATO AIRE 
COMPRIMIDO 

PRESSOSTATO AR 
COMPRIMIDO 

I3D NON UTILIZZATO NOT USED NICHT BENUTZT NON UTILISE NO USADO NÃO USADO 
I4D NON UTILIZZATO NOT USED NICHT BENUTZT NON UTILISE NO USADO NÃO USADO 

I5D SENSORE 
VENTURI 

SENSOR FOR 
VENTURI 

SENSOR FÜR 
VENTURI 

CAPTEUR POUR 
VENTURI 

SENSOR PARA 
VENTURI 

SENSOR PARA 
VENTURI 

+24V 
GND 

ALIMENTAZIONE 
CIRCUITO AUSIL. 

AUX. CIRCUITS 
POWER SUPPLY 

HILFSKREISEVERS
ORGUNG 

ALIMENTATION 
CIRCUITS AUXIL. 

ALIMENTACIÓN 
CIRCUITOS 
AUXILIARES 

ALIMENTAÇÃO 
CIRCUITOS AUXIL. 

J3 O1DC RELÈ DI 
SICUREZZA SAFETY RELAY SICHERHEITS-

RELAIS  RELAIS SECURITE  RELÉ SEGURIDAD  RELÉ SEGURANÇA  

O2DC LAMPADA 
ALLARME ALARM LAMP ALARMLAMPE VOYANT D'ALARME LÁMPARA ALARMA LÂMPADA ALARME 

O3DC RELÈ STATICO STATIC RELAY STATISCHES 
RELAIS RELAIS STATIQUE  RELÉ  ESTÁTICO  RELÉ ESTÁTICO  

O4DC ELETTROVALVOLA 
VENTURI 

VENTURI 
SOLENOID VALVE VENTURI-VENTIL 

ELECTROVANNE 
SOLENOIDE DE 
VENTURI 

ELECTROVÁLV. 
SOLENOIDE DE 
VENTURI 

ELECTROVÁLVULA 
SOLENÓIDE DE 
VENTURI 

O5DC 
VALVOLA 
REGOLAZIONE 
PORTATA 

FLOW 
REGULATION 
VALVE 

DURCHSATZ-
REGELVENTIL 

VANNE DE 
REGULATION DU 
DEBIT  

VÁLVULA DE 
AJUSTE CAUDAL  

VÁLVULA DE 
REGULAÇÃO DO 
CAUDAL  

GND ALIMENTAZIONE 
CIRCUITO AUSIL. 

AUX. CIRCUITS 
POWER SUPPLY 

HILFSKREISEVERS
ORGUNG 

ALIMENTATION 
CIRCUITS AUXIL. 

ALIMENTACIÓN 
CIRCUITOS 
AUXILIARES 

ALIMENTAÇÃO 
CIRCUITOS AUXIL. 

J4 
O1AC ELETTROVALVOLA 

RIGENERAZIONE 
REGENERATION 
SOLENOID VALVE 

ELEKTROVENTIL 
REGENERIERUNG 

ELECTROVANNE 
DE 
REGENERATION 

ELECTROVÁLVULA 
DE 
REGENERACIÓN 

ELECTROVÁLVULA 
REGENERAÇÃO 

O2AC ELETTROVALVOLA 
ARIA COMPRESSA 

COMPRESSED AIR 
SOLENOID VALVE 

ELEKTROVENTIL 
FÜR DRUCKLUFT 

ELECTROVANNE 
AIR COMPRIME 

ELECTROVÁLVULA 
AIRE COMPRIMIDO 

ELECTROVÁLVULA 
AR COMPRIMIDO 

AC1 
AC2 

ALIMENTAZIONE 
230VAC 

230V AC POWER 
SUPPLY 

VERSORGUNG 
230VAC 

ALIMENTATION 
230VAC 

ALIMENTACION 
230VAC 

ALIMENTAÇÃO 
230VAC 

J5 AC1 
AC2 

ALIMENTAZIONE 
230VAC 

230V AC POWER 
SUPPLY 

VERSORGUNG 
230VAC 

ALIMENTATION 
230VAC 

ALIMENTACION 
230VAC 

ALIMENTAÇÃO 
230VAC 

O3AC RESISTENZE 
PROCESSO 

PROCESS 
RESISTANCES 

PROZESSWIDERST
ÄNDE 

RESISTANCES 
PROCES 

RESISTENCIAS DE 
PROCESO 

RESISTÊNCIAS DE 
PROCESSO 

J7 I1A-A 
I1A-B SONDA PROCESSO PROCESS PROBE PROZESS-SONDE SONDE PROCEDE SONDA DE 

PROCESO SONDA PROCESSO 

I2A-A 
I2A-B 

SONDA 
ANTISTRESS 

ANTISTRESS 
PROBE 

ANTISTRESS -
SONDE 

SONDE 
ANTISTRESS 

SONDA DE 
ANTISTRESS 

SONDA 
ANTISTRESS 

J9 I3A+ 
I3A- IGROMETRO HYGROMETER  FEUCHTIGKEITSME

SSER  HYGROMETRE  HIGRÓMETRO  HIGRÓMETRO  

I4A 

FEEDBACK 
VALVOLA 
REGOLAZIONE 
PORTATA 

FEEDBACK FLOW 
REGULATION 
VALVE 

FEEDBACK 
DURCHSATZ-
REGELVENTIL 

FEEDBACK VANNE 
DE REGULATION 
DU DEBIT  

FEEDBACK 
VÁLVULA DE 
AJUSTE CAUDAL  

FEEDBACK 
VÁLVULA DE 
REGULAÇÃO DO 
CAUDAL  

GND ALIMENTAZIONE 
CIRCUITO AUSIL. 

AUX. CIRCUITS 
POWER SUPPLY 

HILFSKREISEVERS
ORGUNG 

ALIMENTATION 
CIRCUITS AUXIL. 

ALIMENTACIÓN 
CIRCUITOS 
AUXILIARES 

ALIMENTAÇÃO 
CIRCUITOS AUXIL. 

O1A 
SET VALVOLA 
REGOLAZIONE 
PORTATA 

SET FLOW 
REGULATION 
VALVE 

SET DURCHSATZ-
REGELVENTIL 

SET VANNE DE 
REGULATION DU 
DEBIT  

SET VÁLVULA DE 
AJUSTE CAUDAL  

SET VÁLVULA DE 
REGULAÇÃO DO 
CAUDAL  

J11 MODBUS CONNESSIONE 
CON IL MODBUS 

CONNECTION TO 
MODBUS 

VERBINDUNG MIT 
DEM MODBUS 

CONNEXION 
MODBUS 

CONEXIÓN AL 
MODBUS 

CONEXÃO PARA O 
MODBUS 

J12 
J13  CONNETTORE 

OROLOGIO 
CLOCK 
CONNECTOR 

VERBINDER UHR CONNECTEUR 
HORLOGE 

CONECTOR RELOJ CONECTOR 
RELÓGIO 

F1 
2 A  

250V 

FUSIBILE 
SECONDARIO 
21VAC 

21VAC 
SECONDARY  
WINDING FUSES 

SICHERUNGEN 
FÜR 
SEKUNDÄRKREIS 
DES 21VAC 

FUSIBLES 
SECONDAIRES 
21VAC 

FUSIBLES 
SECUNDARIO 
21VAC 

FUSÍVEIS 
SECUNDÁRIO 
21VAC 

F2 
2 A  

250V 

FUSIBILE 
SECONDARIO 
9VAC 

9VAC SECONDARY  
WINDING FUSES 

SICHERUNGEN 
FÜR 
SEKUNDÄRKREIS 
DES 9VAC 

FUSIBLES 
SECONDAIRES 
9VAC 

FUSIBLES 
SECUNDARIO 
9VAC 

FUSÍVEIS 
SECUNDÁRIO 
9VAC 

F3 6,3 A  
250V 

FUSIBILE 
CIRCUITO 230VAC FUSE 230VAC SICHERUNG 

230VAC FUSIBLE 230VAC FUSIBLE 230VAC FUSÍVEL  230V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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