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ILE AUTOMATION

Heat Treatment Process

ECO-OPTI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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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OPTIDRY®
CIMATIC
ECO-OPTIDRY® PLUS
Type ECO-OPTIDRY CIMATIC

텐터와 건조기에서 열처리 공정 제어
약품 도포 제어를 포함한 건조 및 히트세팅
ECO-OPTIDRY PLUS 제어 시스템은 건조와 세팅 공정에 관한 프로세스 요구 조건을 최적화할 뿐만
아니라 텐터 이전의 패더에서 약품 도포를 제어한다.
수성 약품 도포는 패딩기에서 마이크로파 측정장치 AF120를 통해 측정되고, 패더 도포 압력을
정확하게 제어한다.
그 결과, 직물 폭 전체의 균일한 약품 분배가 가능하고, 건조와 세팅의 최적화된 공정과 어우러져
에너지와 비용을 최대로 절감할 수 있다.

제품의 특성

텐터 및 건조기용 Modular ECO-OPTIDRY® PLUS CIMATIC

• 건조 공정 제어

모듈식 PLC 시스템 및 첨단 제어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최신 컬러 그래픽 조작 패널은 텐터와
건조기의 최적화된 공정 제어를 보장한다.

• 히트세팅 / 고착 시간 제어
• 에너지 소모 계량기
• “오토세팅”기능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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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 습도 제어

터치 스크린 패널을 이용한 첨단 시스템은 트렌드 그래픽 디스플레이, 데이터 수집, 레시피 저장,
이더넷을 통한 네트워크 연결용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신규 및 기존 건조기에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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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OPTIDRY CIMATIC touch panel

고객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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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 내부에서의 직물 온도 패턴

• 투자 비용 단기 회수

다양한 기술적 공정에 따른 직물 온도 패턴. 예, 9챔버 텐터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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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OPTIDRY control system with panel PP100 and protective 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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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 향상

probe 5

dwell distance

probe 4

probe 2

• “오토세팅”기능으로 쉬운 사용

probe 1

• 상당한 에너지 절감을 통한 높은 이익

dwell distance

EX

• 더 높은 제품 품질

probe 3

• 건조 공정 최적화

ECO-OPTIDRY®
CIMATIC
ECO-OPTIDRY® PLUS

진보된 모듈 기능
체류시간 제어 - 히트세팅
원단의 온도 패턴을 감지하고 정확한 체류시간을
제어하기 위해서 건조기의 길이 방향으로 장착된
여러개의 TDS 온도센서로 원단온도를 측정한다.
ECO OPTIDRY 소프트웨어의 큰 특징은 공정 진행
중에 자동으로 값을 설정하는 “오토세팅” 기능이다.

원단 온도 센서 TDS

BASIC module

배기 습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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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습도 센서 FSX는 배기량 제어를 통한 건조
공정의 경제적 효과를 위해 공정 공기의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배기습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배출되는
고온의 공기량을 크게 감소시키고 극적으로 에너지
가 절감될 것이다. 하나의 센서로 배기팬 1 또는 2의
회전을 개별적으로 제어한다.

배기 습도 센서 FSX

BASIC module

잔류 수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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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섬유 및 합성섬유의 잔류수분 측정은 우븐직물용
직렬롤러센서 또는 개폭된 니트직물이 걸쳐있는
두 개의 가이드롤러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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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섬유의 함수율 제어는 가공 품질과 효율적인
건조를 위해 건조 공정을 최적화 한다.

잔류 수분 센서 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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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module

도포 약품 제어

NT

수성 약품 도포는 패딩기에서 마이크로파 측정장치
AF120를 통해 측정되고, 패더 도포 압력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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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직물폭 전체의 균일한 약품 분배가 가능하고,
건조와 세팅의 최적화된 공정과 어우러져 에너지와
비용을 최대로 절감할 수 있다.

PLUS module

도포 수분 센서 AF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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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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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 진보된 이 기능은 건조기와 텐터에서
실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고 에너지 절감량을
계산할 수 있다.
에너지 단가와 기계 데이터 그리고 센서로부터
측정된 값과 데이터에 의해 온라인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계산값을 얻을 수 있다.

ECO 에너지 소모 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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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OPTIDRY®
CIMATIC
ECO-OPTIDRY system

Technical Data
보호 캐비닛 PP70 / PP100-G (소켓 포함)

ECO-OPTIDRY Control system
210

440

250 / 500

370 / 620

300

308

Type CIMATIC

370
330

Type TDS

TDS -A

Connection radial

주변 온도:
측정 범위 0..250°C:
측정 범위 0..400°C:
측정 범위의 정확도:
직물과의 거리:
측정 영역:

최대 100 °C
최대 50 °C
3.5 .. 16 % at Cotton
24 V DC (+/- 10 %)
약 2.5 VA, 0.1 Amps.
약 1.2 kg

Notice:
합성섬유 또는 혼방섬유는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RR W 타입으로 측정이 불가하다.

주변
측정
전자
센서

180

40

172

Tel: +82 (0)31 386 9933 / Fax: 031 601 8400
E-mail: narutnc@naver.com

온도:
프레임/롤러:
증폭기(프리앰프)박스:
측정 범위:
공급:
소모:
RR W kit 무게:

Sensor RR Tandem roller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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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진6길60 (사동) 202호

주변
측정
전자
센서
전원
전력
센서

D

PLEVA-CINTEX Sales and Support in KOREA:

Sensor RR W

LT

Guiding rollers provided by customer or machine manufacturer

RR Tandem roller

Type FSX ST: 최대 250 °C
Type FSX HT: 최대 600 °C
센서 온도:
> 700 °C
센서의 온도 상승 시간:
약 20 분
센서 측정 범위:
standard 0 .. 1000 g/kg
(프로세스박스에서 설정: free scaling)
전치 증폭기(프리앰프)를 위한
주변 온도:
최대 70 °C
전원 공급:
24 V DC (+/- 10 %)
전력 소모:
최대 24 VA, 최대 1.0 Amps.
FSX ST 센서 무게:
약 2.6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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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티앤씨

Type TDS ST-A • TDS ST-R
Type TDS HT-A • TDS HT-R
+/- 1 %
20..120 mm (최적 60mm)
20 mm 간격일 때 140 mm
60 mm 간격일 때 300 mm
120 mm 간격일 때 550 mm
5 m / 7 m / 10 m
13 m / 16 m (요청에 따름)
0.5 kg 플렉시블 튜브 제외
미터당 0.3 kg

프로세스 공기 온도:

Headquarter and Manufacturing:

CINTEX AG Hauptstrasse 58
CH-8274 Tägerwilen-Switzerland
Tel: +41 71 667 02 50
Fax: +41 71 667 02 51
E-mail: info@cintex.ch
www.cintex.ch www.pleva.ch

1.6 kg
2.8 kg
4.0 kg

Sensor FSX

Type RR W • RR Tandem roller

PLEVA Sales and Support in ASIA:

15 kg (벽면 장착)
2.8 kg (길이 250mm)

케이블 길이(표준):
케이블 길이(옵션):
TDS 센서 무게:
플렉시블 튜브 무게:

Insulating plates

Rudolf-Diesel-Str. 2
D-72186 Empfingen-Germany
Tel: +49 (0) 7485 1004
Fax: +49 (0) 7485 1009
E-mail: info@pleva.org
www.pleva.org

보호 캐비닛 무게:
스탠드 소켓 무게:

Sensor TDS

Connection axial

HT

FSX ST

Type FSX

Residual moisture sensor

6.5“ 컬러 터치 스크린
10.4“ 컬러 터치 스크린

패널 PP70 무게:
패널 PP100 무게:
설치판 무게:

IG
Air humidity sensor

패널 타입 PP 70:
패널 타입 PP 100:

패널 PP70-R / PP100-R (설치판과 PLC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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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TDS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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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 / Air temperature sensor

최대 50 °C
230V AC (+/- 10 %), 50/60Hz
약 130 VA

302 / 219

228 / 154

64

주변 온도:
전원 공급:
전력 소비:

온도:
프레임/롤러:
최대 100 °C
증폭기(프리앰프)박스: 최대 50 °C
RR 측정 범위:
0.9 .. 15 % at Cotton
0.1 .. 5 % at Synthetics
0.2 .. 9 % at Polyamide
1.7 .. 30 % at Viscose
전원 공급:
24 V DC (+/- 10 %)
전력 소모:
약 15 VA, 0.7 Amps.
센서 RR1 무게:
약 14 kg(swing out unit포함)
RR1 전자 박스 무게:
약 9 kg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마다 제공 가능한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 ECO-OPTIDRY® 건조공정을 위한 에너지 소모량 계량기
• Add‘nDry 코팅공정용
• PadderControl 연속염색공정용
• SizeControl 사이즈 픽업 제어용
• DensityControl 피크/코스 밀도용
• StraightLiner 자동 포목교정 및 만곡 분석용
• StructureDetector 만곡 분석용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alteration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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