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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러의 사용
 CO2 / 파이버 레이저 각부분의 냉각을 위하여 칠러를 사용합니다.

 칠러의 냉각수 사용 온도의 설정은 통상 25 ℃ 로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주변의 온도는 5℃~30 ℃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지정범위 이외에서의 운전은 고장(파손,동파)의 원인이 됩니다.)

 칠러의 사용 용수는 증류수를 사용하며 전도율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년 2회, 6개월 1회 인정된 증류수로 교체함)

 기본적으로 이온 교환필터를 장착하여 전도율을 관리 합니다.             
(년 1회 교체 필요_ CO2기종 가운데 미 장착 기종도 있습니다.)

 칠러 탱크내의 냉각 수량을 상시 관리해야 합니다.



동절기 칠러의 관리

동절기 및 극한기에는 레이저 머신의 가동 이외의 시간에 가공기의
보호를 위하여 칠러 기종에 따른 다음의 관리 지침을 따라 주세요.

가공기 가동시에는 외부 온도의 강하로 인한 칠러 운전의 문제는 극히
없습니다. 가공기 가동시간 이외의 경우를 위하여 칠러 기종에 따른
동절기 설정 확인과 조치를 반드시 실시해 주세요.

 칠러 상부공간을 덕트를 사용하여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외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해 주세요.

반드시 칠러 운전시 주변온도를 권장 온도 범위 (5 ℃ ~ 30 ℃ )내 에서
반드시 사용해 주십시오.                                                                             
( 권장 온도 범위 이외에서의 운전은 본체 기기의 파손 및 동파, 고장의
원인이 되어 유상 서비스비용이 발생됩니다.)



파이버 레이저 칠러 관리

메이커 ORION 칠러

전원 칠러는 반드시 전원 브레커를 ON 상태를 유지한다

TANK 증류수 수위 TANK는 반드시 만수위 확인하며 부족시에는 증류수를 보충하여
상시 만수위로 한다

온도 설정 운전 온도는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통상 25도 내외)

Y스트레이너 확인 발진기 하부의 Y스트레이너 필터를 청소한다

교체품 확인 이온 교환 수지, 증류수는 교환주기에 맞추어 교체되었는지 확인한다



CO2 레이저 칠러 관리
메이커 COTRAN 칠러

전원 반드시 전원 브레커를 ON 상태를 유지한다

TANK 증류수 수위 TANK는 반드시 만수위 확인하며 부족시에는 증류수를 보충하여
상시 만수위로 한다

온도 설정 운전 온도는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통상 25도 내외)

RUN(운전)버튼 ON 동절기/극한기에는 가공시간 이외에 RUN버튼을 눌러 가동ON을 한다

동파 설정 확인 TANK수온 20도 기준으로 25분 가동, 2~3분 정지의 설정여부를 확인한다.

Y스트레이너 확인 발진기 하부의 Y스트레이너 필터를 청소한다

교체품 확인 이온 교환 필터, 증류수는 교환주기에 맞추어 교체되었는지 확인한다

※ 설비관리 부재로 인한 동파는 귀사의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 따르오니 필히 관리 책을 강구 요망 드립니다.( 장비 동파는 하자 보증에서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