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T-F Controller 사용자 퀵 매뉴얼

컨트롤 패널 상세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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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CD 화면, 영문, 숫자 표시
2. 확인버튼
3. 메뉴버튼(Enter / Esc)
4. 설정값 증가 / 메뉴상향이동 / INFO DOCTOR-VIEW
5. 설정값 감소 / 메뉴하향이동 / Glass door Light ON/OFF

전원 켜기
1. 전원을 연결하면 제품 LCD창에 “STAND-BY”라고 표시됩니다. 
2. 아무 버튼이나 2초 이상 길게 눌러서 ECT-F Controller를 켭니다. 
3. ECT-F Controller가 켜지면, Welcome message와 Software의 명칭과 firmware 버전이 차례로 보여집니다.

전원 끄기
1. ③MENU 버튼을 누르면 LCD 화면에 “TURN OFF  m1”이 표시됩니다.
2. 이 화면에서 ②OK 버튼을 한번 누르면 <<Confirm  Esc>> 화면이 표시됩니다. 
    ②OK 를 한번 더 누르면 장비의 전원이 종료됩니다. 
    ③MENU를 누르면 장비의 전원이 꺼지지 않고, 메인 화면으로 복귀합니다. 

작동 상태 화면

설정 값 변경

전원이 켜지면 LCD 화면에는 4가지의 MODE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각 MODE로의 변경은 ②OK를 눌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증가” 또는 “감소” 버튼을 사용하여 문자열 “CHANGE SET m2”에서 “확인” 버튼으로 중지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실제 온도 설정 점 “SETPOINT -20.4 ° C”를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0.1 ° C 단위로 버튼 “증가” 또는 “감소”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디스플레이에 << Confirm Esc >> 메시지와 함께 확인 또는 메뉴 종료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확인” 버튼으로 다시 확인
하십시오.
디스플레이에 >> CONFIRMED << 메시지가 표시되고 컨트롤러가 새 온도 설정 값으로 조정을 시작합니다.
대신 “메뉴”버튼을 눌러 작업을 취소하고 주 메뉴로 돌아갑니다.

작동상태 및 온도표시
날짜 및 시간표시
설정된 온도값 및 현재온도표시
습도 및 온도표시
(습도센서옵션을 설치한 경우)



PAUSE

COOL

WAIT DEFROST

ACCESS DENIED

DEFROST

DRIPPING

RECOVERY

DOOR

HEATING

Compressor 꺼짐, 다음 냉각사이클 대기

온도설정값에 도달하기 위해 Compressor 켜짐

제상기능을 수동으로 요청한 경우, 제상기능이 필요한 조건까지 대기

비활성화 메뉴에 접근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조건으로 인해 수동제상기능이 거부된 경우

제상기능이 실행

제상기능이 실행되어 응축수가 떨어지는 상태

제상기능 후 온도설정값에 도달하기 위해 Compressor 켜짐

문 개방상태(즉시 닫을 것!)

Warming-up 상태(PRESET모델의 경우)

조건 작동상태설명
작동 상태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