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마킹장치

사용자 매뉴얼
OPERATION, MAINTENANCE AND TROUBLE SHOOTING

WWW.SANHO.CO.KR

-소개말
저희 (주)산호기계 제품을 구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구매하신 제품은
‘지대 마킹 장치‘ 입니다. 이 제품은 ‘대량 생산’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작동방법을 간편화하고
안전하게 작동되도록 정성 들여 제작, 생산한 제품입니다.

-회사소개
㈜산호기계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38길 15 (가산동) 산호빌딩 2층
전화 : 02-864-5947, 02-857-3498
팩스 : 02-868-8285
E-mail : sanhomc@gmail.com / sanho4713@sanho.co.kr
http://www.sanho.co.kr

-품질보증
㈜산호기계에서는 ‘판매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 발생한 기계 결함에 대하여
‘무상보증’ 하여 드립니다.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는 무상보증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1년이 경과된 제품은 유상으로 A/S가 진행됩니다.
B. 사용자의 부주의(작동방법 무시, 과도한 외압주입 등)로 발생한 손상, 파손은
무상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C.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 파손은 무상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D. ㈜산호기계에서 제공되는 정식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무상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포장 속 제품 명세
1) 제품
2) 전원코드
3) 매뉴얼
4) 렌치세트
5) 공구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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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외관

[정면]

[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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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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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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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대 마킹장치 구성
1) 투입기

3

5

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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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컨트롤 박스 – 투입기에 대한 각종 세팅 값 설정 및 테스트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전후/ 상하 실린더 – 공기압을 이용하여 브라켓을 전후/ 상하 동작을 하게 합니다.
③ 전후/ 상하 브라켓 – 지대를 공압으로 집어 올려 피더로 올려주는 장치 입니다. 4개의 흡입 샤프트가
달려있어 지대를 공압으로 집어 올려 줍니다.
④ 상판 – 지대를 적재하는 상판으로서 일정 높이까지 올라가면 멈추게 됩니다. 반대로 지대가 없으면 하강합니다.
⑤ 투입 센서 – 흡입패드가 흡입 가능한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절해 주는 센서 입니다.
최초 시작때는 흡입 위치까지 한번에 올라가고, 투입이 시작되고 지대의 수량이 줄어들면 일정
높이까지 올라가도록 위치를 잡아 줍니다.
⑥ 지대 감지 센서 – 지대가 모두 투입되고 지대가 없음을 감지하면 상판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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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대 마킹장치 구성
2) 피더

4

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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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컨트롤 박스 – 피더에 대한 각종 세팅 값 설정(라벨러, 잉크젯 등) 및 테스트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컨베이어 – 지대를 이송하여 주는 벨트 입니다.
③ 투입 롤러 – 흡입된 지대를 컨베이어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롤러 입니다. 텐션이 너무 강하면 강한
방향으로 지대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④ 라벨러 – 지대가 이송될 때 라벨을 발행하여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⑤ 비상 정지 버튼 – 작업 도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작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힘주어 눌러주면 경고음과
함께 강제 정지 됩니다. 비상 정지 버튼은 양쪽에 한 개 씩 있습니다.
⑥ 작업 모니터 – 잉크젯 마킹과 QR Code 검사용 스캐너 작업을 실행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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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대 마킹장치 구성
2) 피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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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5
6
8

7

① 잉크젯 마킹기 – 통과중인 지대에 4개에 잉크젯 헤드로 마킹을 하는 장치 입니다.
② 라벨러 – 통과중인 지대에 라벨을 발행하여 붙여주는 장치 입니다.
③ 엔코더 – 컨베이어 속도를 감지하여 잉크젯 마킹기의 마킹 위치가 일정하도록 컨트롤 해주는 장치 입니다.
엔코더의 롤러는 항상 컨베이어와 강하게 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④ QR Code 스캐너 – 잉크젯 마킹기에서 인쇄된 QR Code 를 카메라로 스캔하여 유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인쇄가 흐리거나 위치가 맞지 않는다면 경고음과 함께 기계를 정지 시킵니다.
⑤ 스피드 컨트롤러 – 컨베이어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⑥ 키보드/ 마우스 받침대
⑦ PC 받침대
⑧ 피더 컨트롤 박스 – 피더 및 라벨러에 대한 설정 값 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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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대 마킹장치 구성
3) 라벨러
① 라벨 장착 순서

< 라벨 장착 순서 >

<분리 판 모습 >
1. 위의 그림과 같이 발행되는 라벨이 분리판에서 ‘0.5~1mm’ 튀어나오도록 조절해 주세요.
2. ‘라벨정치위치’ 값을 수정하여 발행되는 라벨의 길이를 조절해 주세요.
3. 값이 커질수록 라벨이 나오는 길이가 길어집니다.
4. 센서를 이용하여 라벨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5. 센서를 발행되는 방향으로 밀면 라벨이 길게 발행되며 발행되는 반대 방향으로 당기면
라벨이 짧게 발행됩니다.
6. 이 때, ②번 또는 ④번의 방법 중 한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조절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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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대 마킹장치 구성
3) 라벨러
② 그립핸들(압력 롤러)

<압력 롤러 OPEN 모습>

< 압력 롤러 CLOSE모습>

1. 위의 그림과 같이 라벨이 평행(일직선)을 이루도록 장착하신 후에 반드시 압력 롤러를 ‘CLOSE’
하여 주십시오.
2. 위의 그림과 같이 ‘OPEN’되어 있으면 모터의 힘이 전달 되지 않아 라벨이 발행되지 않거나 발행
되더라도 오차가 심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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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대 마킹장치 구성
4) 적재기

2
1

3

① 적재기 상판 :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으며 피더 메뉴에서 설정해 놓은 대로 지대가 설정해 높은 수량만큼
지나가게 되면 설정해 놓은 시간만큼 자동으로 하강하게 됩니다. 이때 하강하는 시간 설정이 중요한데
피더와 적재기 높이는 적재기가 피더보다 약 100 ~ 150mm 정도 낮아야 피더를 통과한 지대가 적재기에
정렬성을 가지고 적재 되게 됩니다.
② 적재기 받침 봉 : 탈 부착이 가능하며 지대가 적재기에 적재 될 때 정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③ 컨트롤 박스 : 적재기 상태를 자동/ 수동 상대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레버를 ‘켜짐’ 상태로 놓으면 투입기
컨트롤 상태의 설정을 따르게 되고 ‘꺼짐’ 상태로 놓으면 적재기를 개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꺼짐‘ 상태에서는 ‘상승’ 과 ‘하강‘ 단추들이 작동 합니다.

상승
켜짐

꺼짐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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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더 메뉴
1) 동작

메인화면
동작을 터치하면 적재기에서는 상판이 상승하고 피더에서는 컨베이어가 구동 됩니다.
적재기에 상판이 센서 감지 높이까지 상승하면 실린더 동작과 함께 지대가 한 장 씩 투입 됩니다.
투입된 지대는 피더에서 컨베이어에 의하여 이송되고 잉크젯, 라벨러, 스캐너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2) 적재상승

적재 상승 버튼을 터치하면 적재기의 적재 상판이 끝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 버튼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지대를 투입기에 적재 할 때 눌러줍니다.
이유는 피더를 통과하고 나온 지대들이 정렬성을 가지고 적재 될 수 있도록 적재기의 높이를 피더와
비슷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대가 쌓이면 쌓일수록 상승되었던 적재기 상판은 하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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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더 메뉴
3) 테스트

한 장의 지대만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하는 버튼입니다.
라벨의 부착위치, 잉크젯의 인쇄 위치, 스캐너의 감지위치 등을 테스트 해보고자 할 때
유용한 기능 입니다.
이 버튼은 한번 터치 시 한사이클만 진행 됩니다.
한 사이클 진행 후 기계는 자동으로 정지 합니다.

4) 컨베이어만 작동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지대가 컨베이어 중앙에 걸렸을 경우 이 버튼을 터치하면 투입기와 적재기 등 기타
다른 장치들의 동작 없이 컨베이어만 작동하여 지대를 배출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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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더 메뉴
5) 설정

터치

터치

각각의 항목들을 터치하여 ON/OFF 시켜주면 해당 장치들에 대한 작동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

라벨러 : 라벨러에 대한 동작을 설정 할 수 있음, OFF 시 동작 안함.

-

2라벨 : 라벨을 한 장 발행 후 그 다음 라벨이 얼마(시간) 후에 발행 되게 하는지를 설정

-

목표량 : 목표량을 설정

-

컨베이어 : 컨베이어에 대한 동작 상태를 제어

-

스캐너 : 스캐너에 대한 동작 상태를 제어, OFF 시 QR Code 미 마킹에도 정지 하지 않음

-

투입기 : 투입기에 대한 동작 상태를 제어

-

적재기 : 적재기에 대한 동작 상태를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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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더 메뉴
5) 설정

터치

터치

각각의 항목들을 터치하여 ON/OFF 시켜주면 해당 장치들에 대한 작동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

라벨러 스타트 센서 : 라벨러와 연결된 스타트 센서의 에러 감지를 설정

-

라벨러 스탑 센서 : 라벨러 헤드에 라벨을 감지하는 센서의 에러 감지를 설정

-

지대 걸림 : 컨베이어 상에 있는 에러 감지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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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더 메뉴
5) 설정

터치

터치

센서를 감지하면 각각의 센서들이 정상적으로 동작 하는지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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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더 메뉴
5) 설정

터치

터치

지대가 컨베이어를 하나씩 통과함에 따라 적재기가 하강하는 정도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제품수량 : 입력한 수량마다 적재기가 일정시간 동안 하강하게 됩니다.

-

하강시간 : 위에 설정한 제품수량이 충족되면 설정한 하강시간 만큼 적재기가 하강하게 됩니다.

-

상승시간 : 작업 전 적재기를 컨베이어 높이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하여 상승시킬 때 몇 초 동안 상승
하라고 설정하는 시간 입니다.
(단위 1/1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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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더 메뉴
6) 파일

터치

터치

1
5

2
3
4
① 라벨러 속도 : 라벨이 발행되는 속도(라벨러 헤드 모터의 속도)

컨베이어 속도는 빠른데 라벨러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 라벨이 분리가 되지않고 라벨의 후지가 쭉 끌려
나오게 되며, 라벨러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라벨이 접혀서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② 스타트 딜레이 : 스타트 센서의 신호를 감지 후 라벨을 언제 발행 것인지에 대한 딜레이 입니다.
③ 2라벨 간격 : 라벨 한 장을 발행하여 붙인 후 그 다음 라벨이 언제 나올지를 설정해 주는 값입니다.
④ 라벨스탑위치 : 스탑 센서가 라벨의 갭을 감지하고 멈춰줄 때 까지의 시간입니다. 라벨을 한 장 뽑았을 때
라벨이 분리판에서 얼마나 나와있을지를 결정해 줄 때 ‘라벨정지위치’ 를 조정합니다.
⑤ 스캐너 딜레이/ 스캐너 테스트 : 지대가 지나갈 때 스캐너의 바코드 인식 위치를 조정합니다.
위치 조정을 위하여 스캐너를 한번 작동 시킬 때 테스트 버튼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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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입기 메뉴
1) 설정

터치

터치

1
2
3

① 투입기 딜레이 : 투입기가 지대를 투입하는 동작 사이클의 딜레이 간격을 설정하는 메뉴 입니다.(1/100초)
② 하강대기 시간 : 실린더가 흡입을 위하여 내려가는 딜레이 간격을 설정하는 메뉴 입니다.
③ 하강대기 종료 : 실린더가 하강하여 흡입을 하고 있는 시간 딜레이 간격을 조정하는 메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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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입기 메뉴
1) 설정

터치

터치

1
2

① 에어흡입 타임아웃 : 투입기 실린더가 지대를 흡입할 때 지대를 바르게 흡입하고 있지 않으면 ‘지대 걸림‘
이라는 에러 메시지를 띄우게 됩니다.(1/100초)
② 투입기 타임아웃 : 적재 센서가 지대를 감지하지 못하여 투입기가 정상 작동을 설정한 시간동안 하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를 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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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입기 메뉴
2) I/O

터치

1
2
3

① 높이센서 : 투입기 상의 지대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센서 입니다. 지대가 많으면
투입기가 내려가 있고 수량이 적어질 수록 투입기가 상승 하게 됩니다.
② 적재센서 : 투입기를 수직방향에서 보는 센서로서 지대 유무를 감지합니다.
③ 압력센서 : 투입기 실린더에 달려있는 센서로서 실린더에 일정한 압력이 전해지는지 감지하는 센서 입니다.
공기압 레귤레이터는 초록색 눈금 사이인 4 ~ 6 사이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공기압 레귤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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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입기 메뉴
3) 테스트

터치

각각의 항목을 터치하면 투입기 실린더 및 상판의 상승 하강을 테스트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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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잉크젯 마킹기 설정 방법(잉크드로우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시작

- PC를 부팅시킨 후 하단에 작업 표시줄 또는 바탕화면에 잉크드로우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동작 시켜 줍니다.
2) 파일 열기

- 파일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작업 파일을 불러옵니다.
3) 인쇄 시작(F10)

- 작업 파일을 불러온 후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작업을 시작합니다.
3) 인쇄 종료(F10)

- 작업 완료 및 중단시 STOP 아이콘을 클릭하여 종료 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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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파라미터 설정 방법
마킹 프로그램은 현재 조건에 맞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설정 내용이 변경 된다면 마킹이 되지
않거나 다른 위치에 마킹이 될 수도 있으니 책임자 이외에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1) 파라미터 메뉴(F9)

- 상단 메뉴 아이콘 모음에서 망치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합니다.
① 출력 방식 : 엔코더 사용 유무를 결정하는 메뉴이다.

`
`

지정속도 사용 시
- 지정속도를 선택 한 후에 인코더 기능에 지정속도를
컨베이어가 돌아가는 속도와 비슷하게 설정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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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파라미터 설정 방법
마킹 프로그램은 현재 조건에 맞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설정 내용이 변경 된다면 마킹이 되지
않거나 다른 위치에 마킹이 될 수도 있으니 책임자 이외에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1) 파라미터 메뉴(F9)

- 상단 메뉴 아이콘 모음에서 망치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합니다.
① 출력 방식 : 엔코더 사용 유무를 결정하는 메뉴이다.

`
`

인코더 사용 시
- 인코더를 선택 한 후에 인코더 기능에서 인코더 값에
0.02302 라는 값을 입력하고 Quadrature 에 체크
표시를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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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파라미터 설정 방법
마킹 프로그램은 현재 조건에 맞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설정 내용이 변경 된다면 마킹이 되지
않거나 다른 위치에 마킹이 될 수도 있으니 책임자 이외에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1) 파라미터 메뉴(F9)

- 상단 메뉴 아이콘 모음에서 망치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합니다.
① 센서 Start : 인쇄 시작 지점 조절

`

인쇄 딜레이

-

센서 시작 점 : 인쇄 딜레이 값으로 값이 작아지고
커지고에 따라 인쇄 위치가 좌우로 달라진다.

-

포지티브 단자 : 센서가 감지되고 있을 때 인쇄
네거티브 단자 : 센서 감지가 끝난 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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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파라미터 설정 방법
마킹 프로그램은 현재 조건에 맞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설정 내용이 변경 된다면 마킹이 되지
않거나 다른 위치에 마킹이 될 수도 있으니 책임자 이외에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1) 파라미터 메뉴(F9)

- 상단 메뉴 아이콘 모음에서 망치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합니다.
① 출력 : 여러 개의 헤드 사용시 각각의 출력 위치 조절

`

- 출력 : 1번 부터 4번까지 각각의 헤드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헤드엔진 : 각 헤드에 대한 위치 값 조절(딜레이)
-

`

인쇄 방향 : 헤드를 기준으로 봤을때의 지대
이동방향

`

WWW.SANHO.CO.KR

26

5.2 파라미터 설정 방법
마킹 프로그램은 현재 조건에 맞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설정 내용이 변경 된다면 마킹이 되지
않거나 다른 위치에 마킹이 될 수도 있으니 책임자 이외에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1) 파라미터 메뉴(F9)

- 상단 메뉴 아이콘 모음에서 망치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합니다.
① HP 수 값 : 인쇄 해상도 조절

`
해̀상도(분사량)

`
`

노즐 해상도

`

- Horizontal Resolution(해상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조절합니다. 값이 크면 클수록
잉크 분사량이 많아 집니다.
적정 값은 200DPI ~ 600DPI 입니다.
- Vertical Resolution(노즐 해상도)
600DPI : 2개의 노즐 사용
300DPI(high speed) : 2개의 노즐 사용(고속 인쇄)
300DPI(row A) : 2개의 노즐 중 A열 사용
300DPI(row B) : 2개의 노즐 중 B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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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파라미터 설정 방법
마킹 프로그램은 현재 조건에 맞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설정 내용이 변경 된다면 마킹이 되지
않거나 다른 위치에 마킹이 될 수도 있으니 책임자 이외에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1) 파라미터 메뉴(F9)

- 상단 메뉴 아이콘 모음에서 망치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합니다.
① HP 수 값 : 인쇄 해상도 조절

`

-

해̀상도(분사량)

`

카트리지 고유 전압 값 세팅
(11.2V/ 2.25us 사용)

노즐 해상도

`

`

WWW.SANHO.CO.KR

28

5.2 파라미터 설정 방법
마킹 프로그램은 현재 조건에 맞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설정 내용이 변경 된다면 마킹이 되지
않거나 다른 위치에 마킹이 될 수도 있으니 책임자 이외에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1) 파라미터 메뉴(F9)

- 상단 메뉴 아이콘 모음에서 망치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합니다.
① 퍼지 : 잉크를 다량 분사 해줌으로서 막힌 노즐을 뚫어주는 옵션

`

-

해̀상도(분사량)

`
`

`

퍼지 출력 엔진
1번 부터 4번까지 헤드의 잉크를 각각 분사
- CB-1 : 모든 헤드의 잉크를 분사

노즐 해상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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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텍스트 추가 및 수정 방법

4

1
5

6

2

3

7

1) 텍스트 추가 및 수정
- 텍스트 추가 : ABCD 아이콘을 클릭하고 필드에 드래그 합니다. 필드에 글자가 생성되면 TEXT에 내용을
내용을 입력하고 오브젝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 텍스트 수정 : 필드 화면에서 수정한 텍스트를 클릭하거나 화면 오른편에 있는 작업 레이어 중 수정할
레이어를 선택하면 수정할 텍스트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상단 메뉴에 있는 TEXT에
내용을 변경 후 엔터를 누르면 내용이 수정 됩니다.

① 텍스트 추가 : 아이콘을 클릭하고 필드에 드래그 하면 텍스트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② 오브젝트 이름 : 생성한 텍스트에 대하여 각각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TEXT : 필드에 생성된 텍스트를 클릭하면 빨강색으로 변하고 상단에 TEXT 라는 메뉴가 생기는데 거기서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④ 글꼴 : PC에 저장된 글꼴을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⑤ 글자 크기 : 생성된 텍스트의 크기를 정 할 수 있습니다.
⑥ 글자 효과 : 굵기, 기울임, 언더바 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⑦ 회전 : 글자나 로고등을 회전 시킬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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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바코드 추가 및 수정 방법(DATA MATRIX)

1
2

3

5

4

1) 바코드 추가 및 수정(DATA MATRIX)
- 바코드 추가 : 바코드 아이콘을 클릭하고 필드에 드래그 한 후 바코드 형식을 결정합니다.
필드에 바코드가 생성되면 바코드 형식 아래에 내용을 입력하고 오브젝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 바코드 수정 : 작업화면에 바코드를 클릭하면 붉은 테두리가 생기면서 바코드 형식 아래쪽에 바코드 내용을
넣을 수 있는 메뉴가 생기는데 거기에 원하는 내용을 입력 하면 됩니다.

① 바코드 추가 : 클릭 후 필드에 드래그 하여 바코드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② 오브젝트 이름 : 생성한 DATA MATRIX에 대하여 각각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바코드 선택 : 생성한 바코드의 종류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Ex. DATA MATIRX, QR-CODE 등)
④ 내용 : 생성된 바코드의 내용을 입력 합니다.
⑤ 바코드 모듈 : 바코드 모듈을 선택 할 수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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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카운터 추가 및 수정 방법

5

1
2

6

3
4

7
8
9
10

1) 카운터 추가 및 수정
- 카운터 추가 : 1234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고 필드에 드래그 하면 카운터가 생성 됩니다.

① 카운터 추가 : 아이콘을 클릭하여 필드에 드래그 하면 카운터가 생성 됩니다.
② 오브젝트 이름 : 생성한 카운터에 대하여 각각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카운터 현재 값 : 생성한 카운터의 현재 값을 보여줍니다.
④ 설정 : 카운터 방식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카운터 : 카운터 사용시 증가/ 감소 로 사용 할지 여부를 선택 합니다.
⑥ 값 : 생성된 카운터의 최대 최소 값을 설정 해 줄 수 있습니다.
⑦ 자리 수 : 생성된 카운터의 자리 수를 지정해 줍니다.(Ex. 두자리면 2, 세자리면 3)
⑧ 카운터 단계 : 카운터시 수치의 증가 값을 설정해 줍니다.
⑨ 반복 횟수 : 전체 사이클 반복 횟수 값을 설정해 줍니다.
⑩ Repeat counter : 현재 사이클 반복 횟수를 설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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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캐너 설정 방법
스캐너에 저장된 설정 값을 수정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보통은 스캐너 본체에 Xpress 버튼 사용을 사용하여 현재 스캐너가 바코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체크합니다.

READY : 전원이 들어오고 준비완료 상태
GOOD : 바코드를 잘 읽었을 때
TRIGGER : 외부(센서) 입력을 받았을 때
COM : 바코드값을 Serial 로 전송 했을 때
STATUS : 바코드 잘 읽으면 녹색, 못 읽으면 적색
스캐너가 현재 어떻게 바코드를 읽고 있는지 확인
버튼을 계속 누르면 Status 부터 순차적으로 LED가
올라 가며 TEST에 LED가 들어오면 손을 뗍니다.

왼쪽 처럼 LED가 쭉쭉 올라가면
리딩율 100% 입니다.

1) 사용자 등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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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캐너 설정 방법
2) 스캐너 연결

Device 를 클릭하여 나오는 화면에서 Ethernet을 Serial로
변경 후 연결합니다.

현재 스캐너 설정을 불러옵니다.

Default 값은 기본으로 저장되어
있고 사용자가 설정 후 스캐너에
저장하였다면 저장한 값을 선택하여
OK 합니다.

WWW.SANHO.CO.KR

34

5. 스캐너 설정 방법
2) 스캐너 연결

Device 를 클릭하여 나오는 화면에서 Ethernet을 Serial로
변경 후 연결합니다.

스캐너 연결 성공 시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현재 스캐너 설정을 불러옵니다.

Default 값은 기본으로 저장되어
있고 사용자가 설정 후 스캐너에
저장하였다면 저장한 값을 선택하여
OK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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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캐너 설정 방법
2) 스캐너 연결

Image Setup 화면은 현재 스캐너가 보는 이미지 상태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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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캐너 설정 방법
2) 스캐너 연결

Code Setup 화면은 현재 스캐너가 스캔 할 수 있는 바코드를 추가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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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캐너 설정 방법
2) 스캐너 연결

Reading Phase 화면은 스캐너의 스캔방식을 선택 Phase Mode 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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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캐너 설정 방법
2) 스캐너 연결

Phase On 은 스캐너 스캔 시작, Phase Off는 스캔 종료 입니다.

센서신호 들어올때

센서신호 떨어질때

바코드 스캔 성공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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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캐너 설정 방법
2) 스캐너 연결

Good Read Setup 은 바코드를 스캔 후 설정 입니다.
1

1.
2.
3.
4.

2

3

4

CODE COLLECTION
CODE COMBINATION : 기본 세팅 으로 ONE SHOT & PHASE MODE 에서 사용
CODE PRESENTATION : Continuous 에서 사용
MATCH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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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캐너 설정 방법
2) 스캐너 연결
Data Formatting 은 Good Read 와 No Read 시 Data 송신 설정 입니다.

RS232 통신 설정

<STX>바코드 값<CR><LF>

NO Read 시 <CAN>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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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캐너 설정 방법
2) 스캐너 연결

Output Setup 은 바코드 스캔 후 Good Read 와 No Read 시 신호전송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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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캐너 설정 방법
2) 스캐너 연결

스캐너 초기화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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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캐너 설정 방법
2) 스캐너 연결

설정 값을 스캐너에 보내는 방법

프로그램 아이콘 이름

Getting
Started

Change
User

Open
Device
설정

Save
On
Device

Load
From
PC

WWW.SANHO.CO.KR

Save
on
PC

임시
메모리
저장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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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 마킹 장치 Trouble Shooting - 1
TROUBLE

지대가 적재 되었는데도
작업이 시작되지 않을 때

흡입 패드에 지대가 잘 흡입
되지 않을 때

지대가 피더로 투입될 때
구겨지는 경우

지대가 피더로 투입될 때
틀어짐
(잉크젯 마킹 시 마킹
위치가 틀어짐)

적재 시 지대가 차곡차곡 정
렬되지 않고 접힘

원인

해결방법

동작 버튼이 눌려 있지 않음

피더에 있는 동작버튼을 터치

투입기 높이 센서 인식 불량

적재기에 있는 높이 센서가
상승하여 지대에 걸려 주황불이
들어오는지 확인

흡입 패드 찢어짐 또는 이물질

새 패드로 교환 또는 이물질 제거

지대 상태 불량(재봉선 부분 흡입)

재정렬 또는 지대 교체

공기압이 낮음

공기압 확인 후 4~6 사이로 설정

에어필터에 이물질

에어필터 교체 또는 분해하여 에어
로 청소(2-3개월에 한번씩은 교환)

투입기가 피더 보다 낮거나
높아서 생기는 문제

투입기 높이를 적재기와 맞춘다
(실린더가 상승되어 앞으로 투입될
때 흡입패드 높이가 피더 보다
10 ~ 15mm 높아야 함)

투입 쪽에 있는 롤러 텐션이
어느 한 쪽이 강하거나 약해서
생기는 문제

롤러의 텐션을 조절
(강하게 눌려 있는 쪽으로
지대가 틀어짐)

투입기와 피더 간 정렬
맞지 않을 때

투입기와 피더 간의 정렬 수정

적재기 하강 타이밍이 맞지 않음

피더 컨트롤박스에서 적재기
하강 수량 및 하강 시간 조절

작업시작 전 적재기가 최고
위치까지 올라와 있지 않음

지대를 적재 할 때 적재기 상승
버튼을 눌러 놓아야 함
적재상승 버튼은 나중에 눌러도
작동 함

피더와 적재기 간 위치 문제

피더와 적재기 간의 위치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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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 마킹 장치 Trouble Shooting - 2
TROUBLE

원인

해결방법

센서가 감지를 못하지 못함

감지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주황불이 들어오는지 확인
잉크젯 프로그램의 세팅 확인

엔코더가 인식되지 않음

잉크젯 프로그램에서 F10을 누른
후 컨베이어 속도가 변하는지 확인
후 결선상태 확인 또는 교체

잉크젯 프로그램에서 인쇄 시작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음

프로그램에서 인쇄 시작 활성화

잉크 카트리지 상태 불량 또는
결합 상태 불량

재 결합 또는 카트리지 교체

프로그램 오류

프로그램 및 PC 재부팅

QR CODE 마킹이 흐림

잉크젯 프로그램에서 진하기 조절
및 잉크 카트리지 상태 확인

카메라 위치가 높아 인식을
잘 못함

카메라 부착 위치를 조금 낮춤

카메라 인식 위치가 맞지 않음

컨트롤러에서 인식 딜레이 조절

잉크젯 마킹이 되지
않음

스캐너 감지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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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 마킹 장치 Trouble Shooting - 3
TROUBLE

원인

해결방법

라벨이 접혀서 나옴

라벨러 속도가 피더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

라벨러 속도를 줄여 줌

라벨 후지가 길게 늘어짐
지대를 따라 감

라벨러 속도가 피더의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

라벨러 속도를 올려 줌

라벨 딜레이를 조정
했음에도 라벨이 원래 위치
보다 뒤에 부착

피더의 속도가 라벨러 속도 보다
빠르기 때문

라벨러 속도를 올림

모터는 동작하는데 라벨이
나오지 않음

라벨 압착롤러가 열려 있음

그립핸들을 잠금

투입기와 피더 간 정렬

적재기와 피더 간 정렬상태를
확인하여 맞춰 준다

지대의 적재 상태 불량

지대를 고르게 다시 적재

라벨의 길이가 너무 작거나,
분리판이 아래 바닥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분리판을 용기와 최대한 가깝게
오도록 헤드를 조정

라벨부착 시 좌우로
오차가 생김

라벨이 붙어야 할 자리에
안 붙고 1cm이상 늦게
붙거나 튕겨져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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