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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䆪✲⯒ 㓺䃪䞮㡂 techcenter 㥏㌂㧊䔎㠦㍲ ㏢䝚䔎㤾㠊 䝚⪲⁎⧮ Ṗ㧊✲.

ἓἶ  㧒 㰖䂾
භ 㧊 ₆Ἒ⓪ 㩚ⶎ㩗㧎 㣿☚⪲Ⱒ ㌂㣿♮Ⳇ, ᾦ㥷㦚 㦖 ㌂⧢Ⱒ㧊
㌂㣿䞮ἶ 㩫゚䞶 㑮 㧞⓪ Ὁ㠦 ㍺䂮䟊㟒 䞿┞┺. 㠊Ⰶ㧊⓪ ₆Ἒ⯒
㧧☯䞮Ệ⋮ Ṗ㰖ἶ ⏎⓪ ộ㧊 ⁞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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භ 㧊 㧻゚⓪ 䟊╏ 㡆, 㭒 ⡦⓪ 㰖㡃㦮 㩚₆  ⺆ὖ ⻫′⯒ 㭖㑮䞮☚⪳
㍺䂮♮㠊㟒 䞿┞┺. ⡦䞲 㩲㫆㌂㦮 ㍺ⳛ㍲㠦 ➆⧒ ㍺䂮䟊㟒 䞮Ⳇ,
㧦ỿ㦚 Ṭ㿮 Ὃ㧎 㰗㤦㧊 ㍺䂮䟊㟒 䞿┞┺.
භ 㧻゚ ⳛ䕦㦮 ㌂㟧㧊 Modbar ⯒ 㡆ἆ䞶 㭒 㩚㤦 Ὃ 㧻䂮㢖 㧒䂮䞮⓪㰖
䢫㧎䞮㕃㔲㡺.
භ 㩚㤦 䆮㎒䔎㠦 㢂⪲ 㡆ἆ䞮ἶ 䔏䧞 㩧㰖㢖 ὖ⩾䟊 㰖㡃, ῃṖ, ῃ㩲
㩚₆ ⻫′㢖 㞞㩚 ′㩫㦚 㭖㑮䟊㟒Ⱒ ₆₆㦮 㞞㩚䞲 㩚₆ 㧧☯㧊
⽊㧻♿┞┺. ₆⽎㩗㧎 㞞㩚 㣪Ị㧎 㩧㰖Ṗ 㢂⪲ 㧊⬾㠊㪢⓪㰖
䢫㧎䞮㕃㔲㡺. 㧦ỿ㦚 Ṭ㿮 㧧㠛㧦Ṗ 㧊⩂䞲 㡆ἆ ㌗䌲⯒ Ỗ㌂䟊㟒
䞿┞┺.
භ Modbar 㧻゚⯒ 㩗㩞䞮Ợ ㌂㣿䞮Ệ⋮ ㍺䂮䞮Ⳋ 㩲䛞 ㏦㌗ ⡦⓪ 㾲㫛

භ

භ
භ
භ
භ
භ
භ

㌂㣿㧦㦮 㕂ṗ䞲 ㌗㦚 㽞⧮䞶 㑮 㧞㔋┞┺. Modbar ⓪ 㧻゚㦮 㡺㣿,
㩗㩞䞲 ㍺䂮 ⡦⓪ ⼖ἓ㦒⪲ 㧎䟊 ㌳䞶 㑮 㧞⓪ ㏦㌗ ⡦⓪ ㌗㠦
╖䟊 㺛㧚㦚 㰖㰖 㞠㔋┞┺.
㧻゚⯒ 㑮⪏䞶 ➢ ㏦㌗㦮 䦪㩗㧊 㠜⓪㰖 䙂㧻ὒ 㧻゚⯒ 㻶㩖䧞
Ỗ㌂䞮㕃㔲㡺. ㏦㌗㧊 㦮㕂♮⓪ ἓ㤆, 㧻゚⯒ ㍺䂮䞮Ệ⋮ 㧧☯䞮₆
㩚㠦 Modbar 㰖㤦 䕖㠦 ⶎ㦮䞮㕃㔲㡺.
Modbar 㧻゚⓪ 㟒㣎 ⡦⓪ ☯ἆ 㡾☚Ṗ ㌳䞶 㑮 㧞⓪ ゚ Ὃ㫆 䢮ἓ㠦㍲
㌂㣿䞮₆ 㥚䞲 ộ㧊 㞚┯┞┺.
㦢⬢⯒ ⊩㧊⓪ ὒ㩫 㭧㠦 ₆Ἒ⯒ 䂮䞮㰖 Ⱎ㕃㔲㡺.
₆₆㦮 䢪Ⳋ ⡦⓪ 㓺㥚䂮⯒ 㑮Ṗ ♮㰖 㞠⓪ 㩬㦖 㻲㦚 ㌂㣿䞮㡂
㼃㏢䞮㰖 Ⱎ㕃㔲㡺.
Modbar 㧻゚㦮 㑮Ⰲ⓪ 㑯⩾♲ ₆㑶㧦Ⱒ 㑮䟟䟊㟒 䞮Ⳇ, Modbar 㔏㧎
䛞Ⱒ ㌂㣿䞶 㑮 㧞㔋┞┺.
㍺䂮⯒ 㧮ⴑ䞮Ⳋ ㌂⧢, ☯ⶒ, 㨂㌆ⶒ㦮 ㌗䟊 /⡦⓪ 䕢㏦㧊 ㌳䞶 㑮
㧞㔋┞┺. 㧊⩂䞲 ἆὒ㠦 ╖䟊㍲⓪ 㩲㫆㌂Ṗ 㺛㧚㦚 㰖㰖 㞠㔋┞┺.
㠊╧䎆, Ⲗ䕆 䝢⩂⁎ /⡦⓪ 㡆㧻㍶㦖 ㌂㣿䞮㰖 㞠⓪ ộ㧊 㫡㔋┞┺.
㠊㲪 㑮 㠜㧊 ㌂㣿䟊㟒 䞲┺Ⳋ 㰖㡃, ῃṖ, ῃ㩲 㩚₆ ⻫′㢖 㞞㩚
′㩫㦚 㭖㑮䞮⓪㰖 䢫㧎䞮ἶ ⁎⩂䞲 㠊╧䎆㢖 㡆㧻㍶㠦 䚲㔲♲ 㩚⩻ὒ
㩚⮮ 㩫ỿ㦚 㽞ὒ䞮㰖 㞠☚⪳ 㭒㦮䞮㕃㔲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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භ 㧊 ₆₆⓪ ㍺Ἒ㢖 㩲㫆 ⳿㩗㠦 ⰴ⓪ ₆⓻㦚 㥚䟊㍲Ⱒ ㌂㣿䟊㟒 䞿┞┺.
㧊⯒ ⻭㠊⋲ ⳾✶ ㌂㣿㦖 㩗㩞䞮ἶ 㥚䠮䞿┞┺. 㩲㫆㌂⓪
㩗㩞䞲/䞿Ⰲ䞲 ㌂㣿㠦 㦮䟊 ㌳䞮⓪ 䕢㏦㠦 ╖䟊 㺛㧚㦚 㰖㰖
㞠㔋┞┺.
භ 㩚₆ ₆₆⯒ ㌂㣿䞮⩺Ⳋ 䔏㩫䞲 ₆⽎ ′䂯㦚 㭖㑮䟊㟒 䞿┞┺.
ӑ 㩬㠞Ệ⋮ 㿫㿫䞲 ㏦㧊⋮ ⪲ ₆₆⯒ Ⱒ㰖㰖 Ⱎ㕃㔲㡺.
ӑ 㔶㦚 㔶ἶ 㧞㰖 㞠㦖 ㌗䌲㠦㍲ ₆₆⯒ ㌂㣿䞮㰖 Ⱎ㕃㔲㡺.
ӑ 䢪㧻㔺 ⡦⓪ ㌺㤢㔺㠦㍲ 㡆㧻㍶㦚 ㌂㣿䞮㰖 Ⱎ㕃㔲㡺.
ӑ 㩚㤦 Ὃ 䅖㧊な㦚 ╏Ỿ㍲ 䝢⩂⁎⯒ 䆮㎒䔎㠦㍲ ㆧ㰖 Ⱎ㕃㔲㡺.
ӑ ₆₆⯒ ╖₆ 㭧 ⶒ㰞(゚, 䟝ケ ❇)㠦 ⏎㿲㔲䋺㰖 Ⱎ㕃㔲㡺.
ӑ 㠊Ⰶ㧊 ⡦⓪ ᾦ㥷㦚 㰖 㞠⓪ ㌂⧢㧊 㧊 ₆₆⯒ ㌂㣿䞮☚⪳

භ

භ

භ
භ

䠞㣿䞮㰖 Ⱎ㕃㔲㡺.
ӑ 㑮Ṗ ♮㰖 㞠⓪ 㩬㦖 㻲㦒⪲ 㩲㠊 䕾⍦㦚 㼃㏢䞮㰖 Ⱎ㕃㔲㡺.
㥶㰖 ⽊㑮 /⡦⓪ 㼃㏢ 㧧㠛㦚 㑮䟟䞮₆ 㩚㠦 㭒 㩚㤦 㓺㥚䂮⯒ OFF
㥚䂮⪲ ☢Ⰲἶ 䆪✲⯒ ㆧỆ⋮ ㌗╖ 䣢⪲ 㹾┾₆⯒ ℒ㍲ ₆Ἒ⯒
㩚㤦㦒⪲䎆 Ⰲ䞮㕃㔲㡺. 㼃㏢ 㧧㠛㠦 ╖䟊㍲⓪ ✲㔲 㧊 ㍺ⳛ㍲㠦
⋮㡾 ⻫㦚 ➆⯊㕃㔲㡺.
㧻゚Ṗ 㧮ⴑ 㧧☯㦚 䞮Ệ⋮ ἶ㧻 ⋲ ἓ㤆㠦⓪ 㭒 㩚㤦 㓺㥚䂮⯒ OFF
㥚䂮⪲ ☢Ⰲἶ 㞴 ┾⧓㠦㍲ ㍺ⳛ䞲 ộὒ ṯ㧊 ₆Ἒ⯒ 㩚㤦㦒⪲䎆
Ⰲ䞲 ┺㦢 㑮 ⺎ぢ⯒ ╁㦒㕃㔲㡺. 㰗㩧 㑮Ⰲ䞮⩺ἶ 㔲☚䞮㰖
Ⱎ㕃㔲㡺. 㧦ỿ㦚 Ṭ㿪ἶ ῢ䞲㧊 㧞⓪ 㩚ⶎṖ㠦Ợ 㑮Ⰲ⯒ ⰷ₆㕃㔲㡺.
㑮Ⰲ 㧧㠛㦖 ✲㔲 㩲㫆㌂ ⡦⓪ ῢ䞲㧊 㧞⓪ 㑮Ⰲ ₆㑶㧦Ṗ 㩫䛞
䛞㦚 ㌂㣿䟊 㔺㔲䟊㟒 䞿┞┺. 㥚㦮 ㌂䟃㦚 㭖㑮䞮㰖 㞠㦒Ⳋ 㧻゚Ṗ
㞞㩚䞮Ợ 㧧☯䞮㰖 㞠㦚 㑮☚ 㧞㔋┞┺.
䦷₆  ⺆₆ ⁎Ⰺ㦚 Ⱏ㰖 Ⱎ㕃㔲㡺.
₆₆㦮 㩚㤦 Ὃ 䅖㧊な㦚 ㌂㣿㧦Ṗ ᾦ㼊䞮Ⳋ 㞞 ♿┞┺. 㩚㤦 Ὃ
䅖㧊な㧊 ㏦㌗♲ ἓ㤆, 㧻゚⯒ ⊚ἶ ㌗╖ 䣢⪲ 㹾┾₆⯒ ℒ㍲ 㩚㤦 Ὃ
㧻䂮㠦㍲ ₆Ἒ⯒ Ⰲ䞲 ┺㦢 㑮 ⺎ぢ⯒ ╁㦒㕃㔲㡺. 㩚㤦 Ὃ
䆪✲⯒ ᾦ㼊䞮⩺Ⳋ 㧦ỿ㦚 Ṭ㿮 㩚ⶎṖ㠦Ợ ⶎ㦮䞮㕃㔲㡺.

භ 㩚㤦 䆪✲Ṗ ㏦㌗♲ ἓ㤆, 㩲㫆 㠛㼊 ⡦⓪ ㍲゚㓺 ╊╏㧦Ṗ 䔏㑮 䆪✲
⡦⓪ 㠊㎞なⰂ⯒ ㌂㣿䞮㡂 ᾦ㼊䟊㟒 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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භ 㔶㼊㩗, Ṧṗ㩗 ⡦⓪ 㩫㔶㩗 ⓻⩻㧊 ⌄Ệ⋮ ἓ䠮ὒ 㰖㔳㧊 㫇䞲
㌂⧢(8㎎ 㧊㌗ 㠊Ⰶ㧊 䙂䞾)㦖 㞞㩚㠦 ╖䟊 㺛㧚㦚 㰖⓪ ㌂⧢㦮 㰖㔲㢖
Ṧ☛㦚 ἶ 㥚䠮㦚 㧊䟊䞮ἶ 㧞┺Ⳋ 㧊 䄺䞒 Ⲏ㔶㦚 ㌂㣿, 㼃㏢, 㩫゚䞶
㑮 㧞㔋┞┺. 㠊Ⰶ㧊Ṗ 㧊 ₆₆⯒ Ṭἶ ⏖㰖 ⴑ䞮☚⪳ Ṧ☛䟊㟒 䞿┞┺.
₆₆㢖 䆪✲⯒ 8㎎ ⹎Ⱒ 㠊Ⰶ㧊㦮 ㏦㠦 ╕㰖 㞠⓪ Ὁ㠦 ⽊ὖ䞮㕃㔲㡺.
භ 䄺䞒 Ⲏ㔶㦖 䃊㤊䎆 㥚㠦 㑮䘟㦒⪲ ㍺䂮䟊㟒 䞿┞┺.
භ 㧊 ₆₆⓪ 㔺㣎㣿㦒⪲ 㩗䞿䞮㰖 㞠㔋┞┺. ἶ㏣ ⶒ ㌂⯒ ㌂㣿䟊
₆₆⯒ ㎎㻯䞮Ệ⋮ ἶ㏣ ⶒ ㌂Ṗ ㌂㣿♮⓪ Ὁ㠦 ₆₆⯒ ⚦Ⳋ 㞞
♿┞┺.
භ ₆₆⯒㼃㏢䞮₆㥚䟊ⶒ㠦╊⁎Ệ⋮ⶒ㦚㈢ⰂⳊ㞞♿┞┺㼃㏢㧧㠛㦚䞶➢⓪㼃㏢
⻫㦚㭒㦮䟊㍲➆⯊㕃㔲㡺
භ 㞴㍲ 㭒㦮 ㌂䟃㠦㍲ 㧊⹎ 㠎 䞲 㢖 ṯ㧊, 㧊 ㍺ⳛ㍲㦮 㰖䂾㠦 ➆⧒
₆Ἒ⯒ ㍺䂮䞮㰖 㞠Ệ⋮ ₆ἚṖ ㍺Ἒ♲ 㣿☚(㯟, 䄺䞒㢖 ⥾Ệ㤊 㦢⬢㦮
㭖゚) 㧊㣎㦮 ⳿㩗㦒⪲ ₆Ἒ⯒ ㌂㣿䞲 ἓ㤆, 㩲㫆 㠛㼊⓪ ㌂ⶒ, ☯ⶒ
/⡦⓪ ㌂⧢㠦 ╖䞲 ㏦䟊㠦 ╖䟊 㺛㧚㦚 㰖㰖 㞠㔋┞┺.
භ 㧊 Ⲏ㔶㦖 㭒㠦 ㍺䂮䞮Ⳋ 㞞 ♿┞┺.
භ 㧻䂮㠦 ╖䞲 㧒㼊㦮 Ṳ㫆⯒ ⁞㰖䞿┞┺. 㩲㫆㠛㼊⓪ 㧻䂮Ṗ ₆㑶 
㣎ὖ㌗㦮 ⼖ἓ, ㎇⓻  䔏㎇㧊 ⼖ἓ♮Ệ⋮, 㧒㩗㦒⪲ 䞮⋮ 㧊㌗㦮
ῂ㎇ 㣪㏢Ṗ ⼖ἓ♲ ἓ㤆, 㨂㌆, ☯ⶒ /⡦⓪ 㧎Ṛ㠦 ╖䞲 䞒䟊⯒
㺛㧚㰖㰖 㞠㔋┞┺.
㭒㦮 ˀ 䢪㨂  Ṧ㩚㦮 㥚䠮 㩲㫆 㠛㼊㦮 䆪✲ ㎎䔎 䛞 ⻞䢎 E-0118-01 ⪲Ⱒ
ᾦ㼊䞮㕃㔲㡺.

㩲䛞 䀾

 㤊㏷

Modbar 㧻゚⓪ Ὃ㧻 㔏㧎 䙂㧻㦒⪲ 㿲䞮♿┞┺. 㧻゚ 㑮⪏ 㔲 䙂㧻㧊 ㏦㌗♮㠞⓪㰖 㻶㩖䧞
Ỗ㌂䞮㕃㔲㡺. ㏦㌗㧊 㦮㕂♮⓪ ἓ㤆, Modbar 㠦 㯟㔲 㡆⧓䞮㕃㔲㡺.
Modbar ⪲ 㧻゚⯒ 䢮䞮Ệ⋮ 㠊⟺ 㧊㥶⪲✶ ⺆㏷㦚 䟊㟒 䞮⓪ ἓ㤆, Ὃ㧻 㔏㧎 䙂㧻㦒⪲
⺆㏷♮㠊㟒 䞿┞┺. 䙂㧻㦚 䘦₆䞲 ἓ㤆, Modbar 㠦 ᾦ㼊㠦 ╖䟊 ⶎ㦮䞮㕃㔲㡺.
☯ἆ⪲ 㧎䞲 ㏦㌗㦚 㰖䞮₆ 㥚䟊 㧻゚⓪ 㿲䞮 㩚㠦 㩗㩞䧞 ⺆㑮♮㠊㟒 䞿┞┺. 㤊㏷㦚 㥚䟊
㧻゚⯒ 㩗㩞䧞 ⺆㑮䞮⓪ ⻫ὒ ὖ⩾䞮㡂 ῗ⁞䞲 㩦㧊 㧞㦚 ἓ㤆, Modbar 㰖㤦 䕖㠦 ⶎ㦮䞮㕃㔲㡺.
⽊㧒⩂㦮 ⶒ㧊 ☯ἆ♶ 㑮 㧞⓪ 㡾☚㠦 㧻゚⯒ ⽊ὖ䞮㰖 Ⱎ㕃㔲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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㩲䛞 ㍺ⳛ
䎆䂮 㓺䋂Ⰶ
❪㓺䝢⩞㧊
㍶䌳 㓺㥚䂮

USB 䙂䔎

┺₆⓻ 㫆㧊㓺䕇

ModLink 㡆ἆ

䍃 㥶㼊 㡆ἆ 
㥶⨟ 㩲㠊 ⺎ぢ

㩚㤦 㓺㥚䂮
ⶒ 㧛ῂ

䍃 㩚₆ 㡆ἆ

⺆㑮

㩚㤦 㧛ῂ

䍃 㥶㼊 㡆ἆ 
㥶⨟ 㩲㠊 ⺎ぢ

ⶒ 㧛ῂ

⺆㑮

(7/߾ࢷ؟փଥ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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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㣿 ㍺ⳛ㍲

䛎㠊㡺⻚ 㔲㓺䎲
ῢ㧻Ṛỿ
150 mm - 6 㧎䂮.
䤚 Ṛỿ

75 mm - 3 㧎䂮.
㟧㴓 Ṛ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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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㣿 ㍺ⳛ㍲

䛎㠊㡺⻚ 㔲㓺䎲

㩚㤦 㓺㥚䂮 ₆⓻
Modbar ⳾✞ 䤚Ⳋ 䕾⍦㠦 㧞⓪ ⚦ Ṳ㦮 㩚㤦 㓺㥚䂮⓪ ON ὒ OFF 㦮 ⚦ Ṗ㰖 ₆⓻㧊 㧞㔋┞┺.
0 - OFF
㧊 㥚䂮㠦㍲⓪ ⳾✞㧊 ℒ㰦 㥚䂮㠦 㧞㔋┞┺.

㩚㤦 㓺㥚䂮
OFF 㥚䂮

I - ╖₆ ⳾✲
㧊 㥚䂮㠦㍲⓪ ⳾✞㧊 ╖₆ ⳾✲㠦 㧞㔋┞┺. ╖₆
⳾✲㠦㍲⓪ ⳾✶ 㧧☯ ₆⓻㧊 㩫㌗㧊㰖Ⱒ 㡊㼊㠦 㩚㤦㧊
Ὃ ♮㰖 㞠㔋┞┺. 㧊 ⳾✲⓪ ㍺䂮 㔲 㔲㓺䎲 㭖゚㠦
㌂㣿♮Ⳇ, 㧒 㰚┾ 㣿☚⪲ 㥶㣿䞶 㑮 㧞㔋┞┺.

II - 㧧☯ ⳾✲
㧊 㥚䂮㠦㍲⓪ ⳾✞㧊 㧧☯ ⳾✲㠦 㧞㔋┞┺. 㩚㤦㧊
㡊㼊㠦 Ὃ ♮Ⳇ, ⳾✶ ₆⓻㧊 㩫㌗㩗㦒⪲ 㧧☯䞿┞┺.

㔲㧧 㰖䂾
㍺䂮
භ
භ
භ

㾲㏢ 㔺⌊ 㡾☚: 5¶C/41¶F.
㾲╖ 㔺⌊ 㡾☚: 32¶C/89¶F.
㧊 ₆₆㦮 Ṗ㭧 㦢㞫 㑮㭖㦖 70dBA ⹎Ⱒ㧛┞┺.

㍺䂮 ⻫㠦 ⋮㡾 ㍺ⳛὒ ₆₆ ㍺䂮 㧻㏢㠦 ╖䞲 䡚㰖/ῃṖ㦮 㞞㩚 ₆㭖㠦 ➆⧒ ₆₆⯒ 㑮☚㠦
㡆ἆ䞿┞┺.
‶㡊㧊⋮ 㿲㦚 㰖䞮₆ 㥚䟊㍲ ⽊㧒⩂ ⡦⓪ 㥶㞫 㔲㓺䎲㠦㍲ ⶒ㧊 ☯ἆ♶ 㑮 㧞⓪ 㡾☚㠦 䄺䞒
Ⲏ㔶㦚 ⽊ὖ䞮Ệ⋮ ㍺䂮䞮㰖 Ⱎ㕃㔲㡺.
㍺䂮 䤚 Modbar ⳾✞㦖 ㌂㣿 㩚㠦 㭖゚♮㠊㟒 䞿┞┺. 㧊ộ㦖 ┺㦢 ┾Ἒ⯒ 䐋䟊 㑮䟟䞿┞┺.
භ
භ
භ
භ

㡂ὒ♲ ⶒ㧊 ⳾✞㠦 Ὃ ♮⓪㰖 䢫㧎䞿┞┺.
㩚㤦 㓺㥚䂮Ṗ ℒ㰦 㥚䂮㠦 㧞⓪㰖 䢫㧎䞿┞┺.
⳾✞ 㩚㤦 䅖㧊な㧊 䟊╏ 㩚㤦㠦 㡆ἆ♮㠊 㧞⓪㰖 䢫㧎䞿┞┺.
㩚㤦 㓺㥚䂮⯒  㔲Ἒ 䟻㦒⪲ ☢⩺ ╖₆ ⳾✲⪲ 㩚䢮䞿┞┺.

භ
භ

㧊 ㍺ⳛ㍲㦮 "㦢⬢ Ὃ 㧧㠛" ㎏㎮㠦㍲ ㍺ⳛ♲ ╖⪲ 㑮☯ ⳾✲㠦㍲ 䍃 䟎✺㦚 㧧☯䞿┞┺.
䍃㠦㍲ ⶒ㧊 㘵㞚㰖₆ 㔲㧧䞮Ⳋ(㌞ 㔲㓺䎲㠦㍲⓪ 㟓Ṛ㦮 㔲Ṛ㧊 ỎⰊ 㑮 㧞㔋┞┺)
㔲㓺䎲㧊 㭖゚♶ 㑮 㧞☚⪳ 㩗㠊☚ 30 㽞 ☯㞞 ⶒ㧊 䦦⯊Ợ ⏪ ⚷┞┺.
㧊 㔲㩦㠦㍲ 㓺㥚䂮⯒ 㔲Ἒ 䟻㦒⪲ ☢⩺ 㧧☯ ⳾✲⪲ 㩚䢮䞮⓪ ộ㧊 㞞㩚䞿┞┺.

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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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어오버 시스템

일반적 사용
일반적 사용 중에는 모듈이 이미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듈을 시작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

여과된 물이 모듈에 공급되는지 확인합니다.

●
●

꺼짐 위치에서 전원 스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작동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 시점에서 소자가 가열되기 시작합니다. 각 열 영역이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면 모듈을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작동 및 프로그래밍
장비 작동
인터페이스
터치 스크린은 데이터 선택 및 표시에 사용됩니다. 다기능 엔코더는 데이터 편집에 사용됩니다.
엔코더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로

왼쪽
회전
푸시 버튼
오른쪽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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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화면

준비 표시기
설정 온도

시간 판독 값
양 판독 값

열 영역

포어오버 프로파일
버튼 지정

설정 버튼

준비 표시기:
이 정사각형 표시기는 기계가 음료를 공급한 온도에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냅니다. 기기를 처음 시작하면 모든 온도 영역이 설정된 온도로 가열될 때까지 표시기가 빨간
색으로 유지됩니다. 모든 영역이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아이콘이 녹색으로 바뀌면서 음료를
공급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온도 설정 값:
활성 열 영역의 현재 설정점 값(도 단위)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온도는
참조만을 위한 것입니다. 온도 설정 값을 변경하려면, 새 포어오버 프로파일 생성을 위한 단계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열 영역:
자동 온도 모드에서는 이 버튼이 기능이 없습니다. 수동 온도 모드에서는
이 버튼을 누르면 입구 보일러와 출구 보일러의 포어오버 시스템의 2 개의 열 영역을 순환합니다.
(고급 환경 설정 화면 2 페이지 참조)

설정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메인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계 이름 및 상태:

모듈 및 탭의 현재 이름과 상태를 표시합니다.

포어오버 프로파일 버튼 지정: 각 음료 공급 스위치(L = 왼쪽 스위치, R = 오른쪽 스위치)에 대해
어떤 포어오버 프로그램(프로파일)이 선택되었는지를 표시합니다.
시간 판독 값:

음료 공급 판독 값의 시작으로부터 현재 시간을 표시합니다.

양 판독 값:

음료 공급 주기 중 실시간 유체 양 정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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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설정 화면:
홈 -> 메인 설정

홈 화면

프로파일

환경 설정

파일 작업

시스템 정보
홈 화면:

이 버튼을 누르면 홈 화면/대시 보드로 다시 이동합니다.

프로파일 메뉴: 이 버튼을 누르면 프로파일 선택 메뉴로 이동합니다.
환경 설정:

이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 환경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파일 작업:

이 버튼을 누르면 파일 작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시스템 정보:

이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 버전 및 소프트웨어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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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선택 화면:
홈 -> 메인 설정 -> 프로파일 선택

뒤로가기

수동 프로파일
비활성 프로파일
(회색으로 채워진
원)

커서 선택

빈 프로파일
(채워지지 않은

왼쪽 버튼 지정
뒤로가기 버튼:

오른쪽 버튼 지정

프로파일 편집 버튼

언제든지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수동 프로파일: 공장 설정 프로파일입니다. 음료 공급 스위치 중 하나(또는 둘 다)에 할당되면
간단한 ON/OFF(수동) 음료 공급 모드로 작동합니다. 이 프로파일에는 온도 편집만 허용됩니다. 이
예에서 수동 프로필은 프로필 이름 옆에 청록색 "L"과 "R"로 표시된 왼쪽 및 오른쪽 스위치 모두에
할당됩니다
비활성 프로파일: 프로파일 정보는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프로파일이며, 자주색/회색으로
채워진 원으로 표시됩니다.
빈 프로파일:
빈 프로파일 슬롯이며, 프로파일 데이터가 입력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빈 프로파일은 채워지지 않은 원으로 표시됩니다.
왼쪽 지정: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커서로 선택한 프로파일이 왼쪽 음료 공급 스위치에
할당됩니다. (빈 프로파일은 할당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 지정:
할당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커서로 선택한 프로파일이 오른쪽 음료 공급 스위치에

프로파일 편집: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 편집 버튼을 누르면 현재 커서로 선택한 프로파일의 데이터를 편집할

커서 선택:
점선 윤곽의 커서를 선택하면 화면에서 어떤 프로파일이 선택되어 있는지가
표시됩니다. 조이스틱의 로터리 엔코더 또는 위로/아래로 기능을 사용하여 프로파일 목록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푸시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프로파일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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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푸어오버 프로파일 만들기 단계:
1. (채워지지 않은 원으로 표시된) 빈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편집을 선택합니다.
2. 프로파일 이름 필드 옆을 터치하고 해당 프로파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조이스틱과
엔코더 휠을 사용하여 영숫자 문자 세트를 탐색합니다.

3. 원하는 경우 열 영역 온도를 설정합니다. 설정 온도를 변경하려면, 화면의 온도 값을
누르면 값이 강조 표시됩니다. 엔코더를 좌우로 돌리면 값을 1 도 단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누르면 온도를 1/10 단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이
스틱의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변경 사항이 저장됩니다.
●
●

수동 온도 모드에서는 두 가지 보일러 열 영역이 모두 표시됩니다. 원하는 경우 입구
보일러 온도(Inlet-T) 및 출구 보일러 온도(Outlet-T)를 설정합니다.
자동 온도 모드에서는 하나의 온도만 표시됩니다. 원하는 경우 새 온도(Temp)를
설정합니다.
(온도 모드 정보는 "고급 환경 설정 화면 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 프로파일 매개변수를 수동으로 프로그래밍하고 싶을 경우, 수동 프로그램란을
터치합니다. 붉은 색으로 바뀌고 브루잉 설정 옵션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장 및 종료를 터치한 뒤, 16 단계로 이동합니다.

13

사용 설명서

푸어오버 시스템

5. 프로파일 설정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브루잉 설정을 터치하면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6. 이 프로파일에 대한 음료 공급을 설정하려면 주기 시간 옆의 시간을 터치합니다.

붉은색으로 강조 표시된 시간은 조이스틱(+/- 10 초) 및 로터리 인코더(+/- 1 초)를 사용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이스틱 중심을 눌러 설정합니다.
7. 총 음료 공급양을 설정하기 위해, 총 양 옆의 번호를 터치합니다. 인코더를 회전해 1 ml/oz
단위로 증가 또는 감소시키며,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밀어 0.1 ml/oz 단위로 변경하고,
좌우로 밀어 10 ml/oz 단위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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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리웻 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총 양을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프리웻 퍼센트 옆의 번호를
터치합니다. 인코더를 회전해 1% 단위로 증가 또는 감소시키며,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밀어
0.1% 단위로 변경하고, 좌우로 밀어 10% 단위로 변경합니다. 조이스틱 중심을 눌러
설정합니다. 계산된 프리웻 양이 나타납니다.

9. 프리웻과 나머지 음료 공급 간의 지연 시간을 설정하려면 프리웻 지연 옆의 번호를
터치합니다. 인코더를 회전해 1 초 단위로 증가 또는 감소시키며,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밀어 0.1 초 단위로 변경하고, 좌우로 밀어 10 초 단위로 변경합니다. 조이스틱 중심을 눌러
설정합니다.

10. 물이 연속적인 여러 펄스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펄스 수는 펄스 수 옆의 번호를 터치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코더를 회전해 1 펄스 단위로 증가 또는 감소시키며,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밀어 1 펄스 단위로 변경하고, 좌우로 밀어 10 펄스 단위로 변경합니다. 조이스틱
중심을 눌러 설정합니다. (최소 1 회, 최대 12 회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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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조 커피 가루와 물의 비율을 기반으로 커피를 브루잉하고 싶을 경우, 푸어오버 모듈은
선택한 물 양과 비율을 기반으로 필요한 커피의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율 옆의 숫자를
터치하십시오. 인코더를 회전해 1 로 증가 또는 감소시키며,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밀어 0.1
단위로 변경하고, 좌우로 밀어 10 단위로 변경합니다. 조이스틱 중심을 눌러 설정합니다.
(최소 1:1, 최대 24:1) 프로파일 레시피에 필요한 커피의 양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12. 선택한 프로파일이 설정된 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제 보정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보정 메뉴에서 전체 프로파일을 실행하거나 건너뛰고 간단히 양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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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보정에서 설정한 프로파일에 대한 최적 물 흐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에서
펄스 및 일시중지를 시각화합니다.

적절한 유량을 달성하도록 모듈 후면에 있는 흐름 제어를 사용해 유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과 유량이 호환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경고 화면을 보게 됩니다.

물 단독 보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을 보정한 후, 메뉴는 음료 공급된 물의 무게/양을 입력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라인 양을 자동 설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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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저장 및 종료를 터치해 설정을 저장한 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14. 카운터 위 버튼 중 하나로 프로파일을 할당하고, 프로파일의 이름을 터치하여 강조 표시한
뒤, 왼쪽 할당 또는 오른쪽 할당을 터치해 해당 버튼으로 할당합니다.

15. 프로파일을 이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 수동 프로그래밍의 경우, 카운터 위 버튼 중 하나로 프로파일을 할당하고, 프로파일의
이름을 터치하여 강조 표시한 뒤, 왼쪽 할당 또는 오른쪽 할당을 터치해 해당 버튼으로
할당합니다.

17. 이 프로파일에 사용될 커피와 장치를 준비합니다.
18. 페이퍼 및/또는 필터 배스킷을 헹구어 푸어오버 장치와 푸어오버 탭 배관을 따뜻하게
합니다.
19. 버튼이 깜박이기 시작할 때까지 약 3 초 동안 이전에 프로파일을 할당했던(왼쪽 또는
오른쪽) 음료 공급 스위치를 길게 누릅니다. (깜박임은 "기록" 모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20. 잠시 동안 음료 공급 스위치를 누르면 물의 흐름이 중단되고, 다시 누르면 흐름이
재개되면서 그 사이 양 및 시간 기반의 데이터가 프로파일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또한
공급된 물의 총량이 모듈에 실시간으로 표시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 값은 브루잉
주기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1. 브루잉 주기가 완료되면 음료 공급 스위치를 잠깐 동안 눌러 물의 흐름을
멈춥니다(스위치는 여전히 깜박입니다). 그런 다음 왼쪽 및 오른쪽 음료 공급 스위치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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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일 때까지 음료 공급 스위치를 누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선택된 프로파일에
저장되었음을 나타냅니다.
22. 이 브루잉 주기를 반복하려면, 이를 할당한 음료 공급 스위치를 잠시 누르면 됩니다.
스위치가 펄스되면서 프로파일을 재생 중임을 나타냅니다(기록과 반대). 기존 프로파일을
덮어 쓰려면, 17 ~ 21 단계를 반복합니다.
23. 덮어쓰기 없이 이러한 설정을 고정하고 싶을 경우, 프로그래밍 방지 옆의 상자를
터치하십시오. 설정되면 붉은 색이 됩니다. 저장 및 종료를 터치해 프로파일 목록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선택적으로, 프로파일 편집 메뉴로 이동하여 프로그래밍 금지 체크 박스를 선택하여
실수로 인한 프로그래밍을 방지하도록 프로파일을 잠글 수 있습니다.
이 절차 및 기타 비디오 자습서의 데모를 보려면
www.modbar.com/support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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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설정 화면:
홈 -> 메인 설정 -> 환경 설정

뒤로가기 버튼

온도 단위
양 단위

고급 환경 설정
온도 단위:

이 버튼은 시스템의 온도 단위를 섭씨(C), 화씨(F) 또는 켈빈(K)으로 설정합니다.

양 단위:
설정합니다.

이 버튼은 시스템의 볼륨 단위를 밀리리터(mL) 또는 유체 온스(oz.)로

고급:

이 버튼을 누르면 고급 환경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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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환경 설정 화면:
홈 -> 메인 설정 -> 환경 설정 -> 고급

뒤로가기 버튼

기계 이름
편집 필드

라인 양 설정
공장 초기화

시스템 조명
설정

저장 및 종료
고급 환경 설정 2 페이지

기계 이름:
모듈을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이름을 터치하면 필드가 강조 표시되며,
원할 경우 엔코더 휠과 푸시 버튼을 사용하여 기계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장 초기화:
모든 시스템 설정을 원래의 공장 출하 시 값으로 되돌립니다. 주의!
모든 저장된 압력 프로파일 및 기타 설정을 잃게 됩니다. 공장 초기화 작동을 확인하는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라인 양:
사용됩니다.

이 값은 푸어오버 모듈과 푸어오버 탭 사이의 라인에 물을 수용하는 데

라인 양 설정은 푸어오버 붓기 중 산출되는 물의 양과 모듈에 표시된 양 사이의 불일치를 교정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조명:

이 버튼을 누르면 조명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고급 환경 설정 2 페이지:

이 버튼을 누르면 고급 환경 설정 화면의 2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저장 및 종료:
종료됩니다.

맞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설정 변경 사항이 저장되고 현재 화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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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환경 설정 화면:
홈 -> 메인 설정 -> 환경 설정 -> 고급

뒤로가기 버튼

온도 모드 버튼

저장 및 종료

온도 모드 버튼:

이 버튼은 자동 및 수동 온도 모드 사이를 전환합니다.

자동 온도 모드는 단일 온도 설정을 사용하여 최상의 온도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공장에서 보정됩니다.
수동 온도 모드는 홈 화면에서 입구 보일러 및 출구 보일러의 각 온도 영역의 설정 점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홈 화면에서 열 영역 버튼을 누르면 각 영역을
순환하며 그 온도를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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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화면:
홈 -> 메인 설정 -> 환경 설정 -> 고급 -> 조명

뒤로가기 버튼

빨간색
녹색
파란색

저장 및 종료

LCD 백라이트:

이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제어합니다.

RGB:

RGB 색상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모듈에 대해 무지개 색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부 LED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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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작업 화면:
홈 -> 메인 설정 -> 파일 작업

뒤로가기 버튼

설정 로드 버튼
설정 저장 버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튼

설정 로드:

이 버튼을 누르면 설정 로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설정 저장:

이 버튼을 누르면 설정 저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 버튼을 누르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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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로드 화면:
홈 -> 메인 설정 -> 파일 작업 -> 설정 로드

뒤로가기 버튼

파일 목록
커서 선택

파일 선택 버튼

파일 목록:

이 영역에는 현재 USB 드라이브에 저장된 모든 설정 파일이 표시됩니다.

커서 선택:
점선 윤곽의 커서를 선택하면 화면에서 어떤 파일이 선택되어 있는지가
표시됩니다. 조이스틱의 로터리 엔코더 또는 위로/아래로 기능을 사용하여 파일 목록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파일 선택 버튼:
선택 항목을 누르면 현재 선택된 설정 파일이 로드됩니다. 여기에는
프로파일과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기타 설정 및 환경 설정이 포함됩니다. 참고: 기존
프로파일은 덮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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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저장 화면:
홈 -> 메인 설정 -> 파일 작업 -> 설정 저장

뒤로가기 버튼

파일 목록
새 파일
커서 선택

파일 선택 버튼

파일 목록:

이 영역에는 현재 USB 드라이브에 저장된 모든 설정 파일이 표시됩니다.

새 파일:
이 옵션을 사용하면 새 설정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 설정 파일을 만들려면,
< 새 파일 > 옵션을 강조 표시하고 터치 스크린에서 가운데의 엔코더 버튼 또는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 선택을 합니다.
커서 선택:
점선 윤곽의 커서를 선택하면 화면에서 어떤 파일이 선택되어 있는지가
표시됩니다. 조이스틱의 로터리 엔코더 또는 위로/아래로 기능을 사용하여 파일 목록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파일 선택 버튼: 선택 항목을 누르면 현재 설정이 선택된 파일에 저장됩니다. 여기에는
프로파일과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기타 설정 및 환경 설정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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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파일 화면:
홈 -> 메인 설정 -> 파일 작업 -> 설정 저장 -> 새 파일

뒤로가기 버튼

파일 이름

저장 및 종료

파일 이름:
설정 파일을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이름을 터치하면 필드가 강조 표시되며, 원할
경우 엔코더 휠과 푸시 버튼을 사용하여 파일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27

사용 설명서

푸어오버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홈 -> 메인 설정 -> 파일 작업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뒤로가기 버튼

파일 목록
커서 선택

파일 선택 버튼

파일 목록:
표시됩니다.

이 영역에는 현재 USB 드라이브에 저장된 모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파일이

커서 선택:
점선 윤곽의 커서를 선택하면 화면에서 어떤 파일이 선택되어 있는지가
표시됩니다. 조이스틱의 로터리 엔코더 또는 위로/아래로 기능을 사용하여 파일 목록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파일 선택 버튼: 선택을 누르면 선택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시스템에 설치됩니다. 기계가
재부팅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완료되며, 모듈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모두에
Modbar 로고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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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정보 화면:
홈 -> 메인 설정 -> 시스템 정보

뒤로가기 버튼

소프트웨어 버전
디스플레이 보드 정보
메인 보드 정보
빌드 정보

소프트웨어 버전: 이 필드는 기계에 로드된 현재 소프트웨어 버전을 표시합니다.
디스플레이 보드 정보: 이 필드는 디스플레이 보드의 하드웨어 버전과 일련 번호를 표시합니다.
메인 보드 정보:

이 필드는 메인 보드의 하드웨어 버전과 일련 번호를 표시합니다.

빌드 정보:

이 필드는 시스템에서 각 회로 보드의 소프트웨어 빌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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㦢⬢ Ὃ 㦖 ⻚䔒 1 ⡦⓪ ⻚䔒 2 ⯒ ③⩂ 㧧☯㔲䌂 㑮 㧞㔋┞┺. ⻚䔒㦖 ㌂㩚 ₆⪳♲ 䝚⪲⁎⧾㦚
䐋䟊㍲ ⡦⓪ 㑮☯㦒⪲ 㦢⬢⯒ Ὃ 䞮☚⪳ ㍺㩫♶ 㑮 㧞㔋┞┺. (䝚⪲䕢㧒 ㍶䌳 䢪Ⳋ 㺎㫆)
㦢⬢ Ὃ 㦚 㔲㧧䞮⩺Ⳋ, 㤦䞮⓪ ⻚䔒㦚 ⯛┞┺. ⻚䔒㦚 ┺㔲 ⯊Ⳋ 㦢⬢ Ὃ
䀾㏢䞶 㑮 㧞㔋┞┺.

㦚 㠎㩲✶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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㥶⨟ 㩲㠊

㥶⨟ Ṧ㏢

㥶⨟ 㩲㠊 ⺎ぢ

㥶⨟ 㯳Ṗ

㥶⨟㦖 ⳾✞ 䤚Ⳋ㠦 㧞⓪ 䍃 䙂䔎㦮 㥶⨟ 㩲㠊 ⺎ぢ⯒ 䐋䟊 㫆㩞䞶 㑮 㧞㔋┞┺. 㥶⨟㦚
㩲䞲䞮⩺Ⳋ, ⺎ぢ ⊳㠦 㧞⓪ 㥶⨟ 㫆㩞 ⍞䔎⯒ 㔲Ἒ 䟻㦒⪲ ☢Ⱃ┞┺. 㥶⨟㦚 㯳Ṗ㔲䋺⩺Ⳋ, 㥶⨟
㫆㩞 ⍞䔎⯒  㔲Ἒ 䟻㦒⪲ ☢Ⱃ┞┺.

㺎ἶ: ₆Ἒ⯒ ㌂㣿 㭧㧎 ἓ㤆㠦⓪ ⺎ぢṖ ⥾Ệ㤎 㑮 㧞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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㥶㰖 ὖⰂ
භ
භ

㾲㏢ 㔺⌊ 㡾☚: 5¶C/41¶F.
㾲╖ 㔺⌊ 㡾☚: 32¶C/89¶F.

‶㡊㧊⋮ 㿲㦚 㰖䞮₆ 㥚䟊㍲ ⽊㧒⩂ ⡦⓪ 㥶㞫 㔲㓺䎲㠦㍲ ⶒ㧊 ☯ἆ♶ 㑮 㧞⓪ 㡾☚㠦 䄺䞒
Ⲏ㔶㦚 ⽊ὖ䞮Ệ⋮ ㍺䂮䞮㰖 Ⱎ㕃㔲㡺.

㧒 ㍲゚㓺/㥶㰖 ⽊㑮 㞞㩚 㰖䂾
භ

භ

㥶㰖 ⽊㑮 /⡦⓪ 㼃㏢ 㧧㠛㦚 㑮䟟䞮₆ 㩚㠦 㭒 㩚㤦 㓺㥚䂮⯒ OFF 㥚䂮⪲ ☢Ⰲἶ 䆪✲⯒
ㆧỆ⋮ ㌗╖ 䣢⪲ 㹾┾₆⯒ ℒ㍲ ₆Ἒ⯒ 㩚㤦㦒⪲䎆 Ⰲ䞮㕃㔲㡺. 㼃㏢ 㧧㠛㠦
╖䟊㍲⓪ ✲㔲 㧊 ㍺ⳛ㍲㠦 ⋮㡾 ⻫㦚 ➆⯊㕃㔲㡺.
㧻゚Ṗ ⥾Ệ㤎 㑮 㧞㦒⸖⪲ 㥶㰖 ⽊㑮⯒ 㑮䟟䞶 ➢㠦⓪ 䟃㌗ 㭒㦮䞮㕃㔲㡺. 㥶㰖 ⽊㑮
㩞㹾⯒ 㑮䟟䞮₆ 㩚㠦 㧻゚⯒ 㢚㩚䧞 㔳䧦 ộ㦚 ῢ㧻䞿┞┺.

㩫₆㩗㧎 㼃㏢ 㩞㹾
㩫₆㩗㧎 㼃㏢ 㩞㹾⓪ 㧻゚㦮 㑮ⳛὒ 㧻゚Ṗ 㩲Ὃ䞮⓪ 㦢⬢㦮 䛞㰞 ⳾⚦㠦 㭧㣪䞿┞┺. 㧊⩂䞲
㩞㹾⯒ ➆⯊Ⳋ 㡺⧮Ṗἶ ⰱ㧞⓪ 㦢⬢⯒ 㠑㦚 㑮 㧞㔋┞┺.
㓺䝚⩞㧊 䠺✲ 㼃㏢
භ ⌊㡊㎇ 㣿₆ 㞞㦮 ⶒ 㟓 1/2 Ⰲ䎆㠦 䄺䞒 Ⲏ㔶㣿 ㎎㩲 Ⱖ Puro Caff ⯒ 2 ~ 3 䕆 㓺䛒
⍹ἶ ⊩㧛┞┺.
භ ⊩㦖 㣿㞷㠦 㓺䝚⩞㧊 䠺✲⯒ ╊⁎ἶ 㟓 30  ☯㞞 㢚㩚䧞 ╊Ṗ ⚷┞┺.
භ ₾⊭䞲 ⶒ⪲ 㻶㩖䧞 䡏ῂἶ 䕗㧊 㩲㧦Ⰲ㠦 ⋒㤢㰚 ㌗䌲㠦㍲ ❪㓺䗲㍲㠦 㡂⩂ ⻞
⥾Ệ㤊 ⶒ㦚 䦮⩺ ⽊⌛┞┺.
㧻゚ 㣎 㼃㏢
䍃  ⳾✞㦮 㣎⓪ 㭒₆㩗㦒⪲ 㼃㏢⯒ 䟊㟒 䞿┞┺. 㩬㦖 Ⱎ㧊䋂⪲ 䢪㧊⻚ 㻲㦒⪲ 㧻゚⯒ ┼㦚
ộ㦚 ῢ㧻䞿┞┺. ṫ㌆ ⡦⓪ 㔳㩲Ṗ 䙂䞾♲ ㎎㩲⓪ ㌂㣿䞮㰖 Ⱎ㕃㔲㡺. 㩚㧦 㩲䛞 㭒⼖㦚 㼃㏢䞶
➢㠦⓪ ㏦㌗㦚 䞒䞮₆ 㥚䟊 ὒ☚䞲 㞷㼊⯒ ㌂㣿䞮㰖 㞠☚⪳ 㭒㦮䞿┞┺.
ⶒ 㡂ὒ/㡆䢪㩲
㩲㫆 㠛㼊㦮 ῢ㧻 ㌂䟃㠦 ➆⧒ ⶒ 㡂ὒ⯒ 㥚䞲 ⰺ㼊⯒ 㩫₆㩗㦒⪲ ᾦ㼊䞮⓪ ộ㧊 ⰺ㤆 㭧㣪䞿┞┺.
㩗㩞䞲 㧧☯  㼃㏢ 㰖䂾㦖 㡂ὒ 㔲㓺䎲㦮 ㍺ⳛ㍲⯒ 㺎㫆䞮㕃㔲㡺.

㡞 㥶㰖 ⽊㑮
㧻゚⯒ 㾲╖ 㧧☯ ㌗䌲⪲ 㥶㰖䞮⩺Ⳋ 㩫₆㩗㧎 㥶㰖 ⽊㑮⯒ 㑮䟟䞮⓪ ộ㧊 㭧㣪䞿┞┺. 㥶㰖
⽊㑮⓪ 㧦ỿ㦚 Ṭ㿮 ₆㑶㧦Ṗ 㑮䟟䟊㟒 䞿┞┺. ㌂㣿 㩫☚㠦 ➆⧒ 㧒㩫㧊 ┺⯒ 㑮 㧞㰖Ⱒ, ┺㦢㧊
ῢ㧻♿┞┺.

3 ~ 4 Ṳ㤪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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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㦢⬢ ⊩㧊₆ 㡾☚ 䢫㧎
- 㑮㰞 䢫㧎
- ⳾✶ 㓺㥚䂮㦮 㢂⯎ 㧧☯ 䢫㧎

- ⶒ Ὃ ㏪⩞⏎㧊✲ ⺎ぢ 㩦Ỗ
- ⺆ὖ 㿲 ⡦⓪ Ⱏ䧮 㩦Ỗ

- 㩚₆ ⺆㍶ 㩦Ỗ

- ⽊㧒⩂ 㞞㩚 㓺㥚䂮 㩦Ỗ
- ⽊㧒⩂ 㡾☚ 䝚⪲ぢ 㩲Ệ  㼃㏢/㩦Ỗ

ⰺ⎚

3 ⎚Ⱎ┺
- ⽊㧒⩂㦮 ⌊⯒ 㩦Ỗ䞮ἶ, 䞚㣪䞲 ἓ㤆 㔳䛞  㦢⬢ ₆₆㠦 䠞㣿♮⓪ 㩗㩞䞲 ㎎㩲⯒
㌂㣿䞮㡂 䡏ῂ㠊 ⌛┞┺.

㑮㰞
㑮㰞㦖 Modbar 㧻゚㦮 㩗㩞䞲 ₆⓻㦚 㥚䟊 ⰺ㤆 㭧㣪䞿┞┺. 㩗㩞䞲 ⶒ 㡂ὒ⓪ 㧻゚㢖 ㌳㌆♲
䄺䞒㦮 䛞㰞 ⳾⚦㠦 㕂ṗ䞲 ⶎ㩲⯒ 㽞⧮䞶 㑮 㧞㔋┞┺. 㾲㏢䞲 ┺㦢㦮 㑮㰞 ₆㭖㧊 㿿㫇♮㠊㟒
䞿┞┺.
㽳 㣿㫊 ἶ䡫ⶒ(⳾✶ 㧻゚)

90-150 ppm

㽳 ἓ☚(㓺䕖㠦Ⱒ 䟊╏)

3 gpg ⹎Ⱒ

㽳 ἓ☚(㠦㓺䝚⩞㏢  Pour-Over)

5 gpg ⹎Ⱒ

pH(⳾✶ 㧻゚)

6.5 ~ 7.5

㑮㰞㠦 ╖䞲 㧦㎎䞲 ⌊㣿㦖 www.modbar.com/support ⯒ ⶎ䞮㕃㔲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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₆⽎ 㰚┾
⳾✞ Ṗ㡊♮㰖 㞠㦢
㩚㤦 㓺㥚䂮Ṗ ╖₆ ⳾✲ 㥚䂮㧎  㔲Ἒ 䟻㧊 㞚┞⧒ 㧧☯ ⳾✲ 㥚䂮㧎 㔲Ἒ 䟻㦒⪲ ☢⩺㪎
㧞⓪㰖 䢫㧎䞿┞┺.
㞞㩚 㨂㍺㩫 㓺㥚䂮㠦 ╖䞲 㺎ἶ ㌂䟃:
䛎㠊㡺⻚ ⳾✞㠦⓪ ṗ ⽊㧒⩂㠦 䞮⋮㝿 ⚦ Ṳ㦮 㞞㩚 㨂㍺㩫 ㍲⳾㓺䍅 㩲㠊 㓺㥚䂮Ṗ
㧞㔋┞┺. ⽊㧒⩂Ṗ Ṗ㡊♮㰖 㞠⓪ ἓ㤆, 㧊ộ㦖 㧊⩂䞲 㓺㥚䂮 㭧 䞮⋮Ṗ 䢲㎇䢪♮㠞₆ ➢ⶎ㧒 㑮
㧞㔋┞┺. 㧊⩂䞲 䢲㎇䢪⓪ ὒ☚䞲 㡾☚㠦 㦮䟊 䔎ⰂỆ♮Ⳇ, ゚㩫㌗㩗㧎 㧧☯  䛞 ἶ㧻
Ṗ⓻㎇㦚 㦮⹎䞿┞┺. 㞴㍲ 㠎 ♲ 㞞㩚 㓺㥚䂮⓪ ⳾⚦ 䛎㠊㡺⻚ ⳾✞㠦 ⌊㧻♮㠊 㧞㦒Ⳇ,
㌂㣿㧦Ṗ ┺㔲 ㍺㩫䞶 㑮 㠜㔋┞┺. 㞞㩚 㓺㥚䂮Ṗ 䢲㎇䢪♮㠞┺ἶ ㌳ṗ♮⓪ ἓ㤆, ⳾✞ ⡦⓪ 䍃㦖
Ὃ㧎 ₆㑶㧦㦮 㩫゚⯒ 䞚㣪⪲ 䞶 㑮 㧞㔋┞┺. 㿪Ṗ 㰖㤦  㩫⽊⓪ Modbar 㠦 ⶎ㦮䞮㕃㔲㡺.
䍃㧊 㦢⬢⯒ Ὃ

䞮㰖 㞠㦢

⳾✞㠦 ╖䞲 㑮Ṗ 䅲㪎 㧞⓪㰖 䢫㧎䞿┞┺. 㦢⬢ Ὃ 㠦 㡂㩚䧞 ⶎ㩲Ṗ 㧞⓪ ἓ㤆, 䍃 㡆ἆ㦮
㥶⨟ 㩲㠊 ⺎ぢṖ 㢚㩚䧞 ╁䡖 㧞㰖 㞠㦖㰖 䢫㧎䞮㕃㔲㡺.
⻚䔒㧊 㑮☯㦒⪲Ⱒ 㦢⬢⯒ Ὃ

䞾

䟊╏ ⻚䔒㠦 䞶╏♲ 䝚⪲⁎⧾㧊 㧞⓪㰖 䢫㧎䞿┞┺. 䝚⪲䕢㧒 䢪Ⳋ㠦㍲ 㧊⯒ 䢫㧎䞮ἶ,
䝚⪲䕢㧒㧊 㣒㴓 ⡦⓪ 㡺⯎㴓㦒⪲ 㰖㩫♮㠊 㧞⓪㰖 䢫㧎䞿┞┺.
⳾✞㧊 ⶒ㦚 Ὃ
⳾✞㠦 Ὃ

䞮㰖 㞠㦢

♮☚⪳ ⶒ㧊 䅲㪎 㧞⓪㰖 䢫㧎䞿┞┺.

㑮㞫㧊 㩗㩞䞲㰖 䢫㧎䞿┞┺. Modbar 㧻゚Ṗ 㧧☯ Ṗ⓻䞲 㞫⩻ ⻪㥚⓪ 0.25 ~ 0.50MPa 㧛┞┺.
㑮㞫㧊 ⍞ⶊ ⌄㦒Ⳋ ⳾✞㧊 ⶒ㦚 Ὃ 䞮㰖 㞠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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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Δϣ˷ Ύόϟ ΔϳΩΎηέϹ ρϭρΧϟϭ ΕέϳΫΣΗϟ
5 ............................................................................................................................ ϪϠϘϧϭ ΞΗϧϣϟ ϊϣ ϝϣΎόΗϟ
6 ....................................................................................................................................... ΞΗϧϣϟ ϑλϭ
8 .....................................................................................................................................ΔϗΎρϟ ΡΎΗϔ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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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ρϣϧϟ ΩϳΩΣΗ ΔηΎ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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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Ύϣϟ ΓΩϭΟ
35 ........................................................................................................................... ϲγΎγϷ ιϳΧηΗϟ
35 ............................................................................................................. ϥϳΧγΗϟΎΑ ΓΩΣϭϟ ϩΫϫ ϡϭϘΗ 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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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Ύϣϟ ϑέλΑ ΓΩΣϭϟ ϩΫϫ ϡϭϘΗ ϻ
˷ .
ϊ˷ϧ˶ λϣ˵ ϟ Ύϫέϗ
͉ ΔϳϠλ ΕΎϣϳϠόΗ ϥϋ ΓέΎΑϋ ΕΎϣϳϠόΗϟ ϩΫϫ ϥ·








ϊϳέγϟ ΔΑΎΟΗγϻ ίϣέ γϣΑ ϡϗ QR Code ίϛέϣΑ ιΎΧϟ
ϲϧϭέΗϛϟϹ ϊϗϭϣϟ ϰϠϋ έϓϭΗϳ ϱΫϟϭ ϪϠϣϛ΄Α ΞϣέΑϟ ΔΟϣέΑ ϝϳϟΩ ΓΩϫΎηϣϟ
˷
ΔϳϧϘΗϟ Δϧϭόϣϟ.

2

Δϣ˷ Ύόϟ ΔϳΩΎηέϹ ρϭρΧϟϭ ΕέϳΫΣΗϟ
˷ Ɣ
ΎϬϟΎϣόΗγ ϥϭϛϳ ΎϣΛϳΣ ϥϛΎϣϷ ϲϓ ΎϬΑϳϛέΗ ΏΟϳϭ ˬρϘϓ ϲϧϬϣϟ ϡΩΧΗγϼϟ ΔλλΧϣ ΔϧϳϛΎϣϟ ϩΫϫ ϥ·
ϭ ΔϧϳϛΎϣϟ ϩΫϫ ϡΩΧΗγ ϝΎϔρϷ ϰϠϋ έυΣϳϭ Ύϣϛ .ϥϳΑέΩϣϟ ΩέϓϷ ϰϠϋ ϥϳέλΎϗ ΎϬΗϧΎϳλϭ
.ΎϬόϣ ΔϠϣΎόϣϟ
ΔϣυϧϷΎΑ Δλ
˷ ΎΧϟ ΔϳϠΣϣϟϭ ΔϳϣϭϛΣϟ ˬΔϳϟέΩϔϟ ϥϳϧϭϘϟ ϊϣ ϖϓϭΗϳϟ Ύ˱Αϛέϣ ίΎϬΟϟ Ϋϫ ϥϭϛϳ ϥ ΏΟϳ Ɣ
ϥ ΏΟϳϭ ϊ˷ϧ˶ λϣϟ ΕΎϣϳϠόΗ ϊϣ ϖϓϭΗΗ ϥ ΏϳϛέΗϟ ΕΎϳϠϣόϟ ΩΑ ϻϭ Ύϣϛ .ΏϳΑΎϧϷ ϙΎΑηϭ ΔϳΎΑέϬϛϟ
.ρϘϓ ϡϬϟ Ρέλϣϟϭ ϥϭϠϫ΅ϣϟ ΩέϓϷ ΎϬΑ ϡϭϘϳ
ϲΎΑέϬϛϟ έΩλϣϟ ϊϣ ϖϓϭΗΗ ίΎϬΟϟΎΑ Δλ
˷ ΎΧϟ ϊϧλϟ ΔΣϭϟ ϰϠϋ ΓΩϭΟϭϣϟ ΕΎϔλϭϣϟ ϥ ϥϣ Ωϛ˷ ΄Η Ɣ
.Ϫϳϟ· Modbar ΓΩΣϭ ϝϳλϭΗΑ ϡϭϘΗγ ϱΫϟ ϲγϳέϟ
ΔϣϳϠγ ΓέϭλΑ (αΑϘϣϟ) ΔϗΎρϟ Ϋϔϧϣ ϰϟ· ίΎϬΟϟ ϝϳλϭΗ Ωϧϋ ρϘϓ ϥϣϵ ϲΎΑέϬϛϟ ϝϣόϟ ϖϘΣΗϳγ Ɣ
ϖϳέρ ϥϋ ˱ΔλΎΧϭ ˬΔϳϟϭΩϟϭ ΔϳϣϭϘϟ ˬΔϳϠΣϣϟ Δϣϼγϟ Ωϋϭϗϭ ΔϳΎΑέϬϛϟ ϥϳϧϭϘϟ ΔϓΎϛ ΓΎϋέϣΑϭ
.ϥΎϣϸϟ ˱ ΎϳγΎγ ˱ ΎρέΗη ϝΛϣϳ Ϫϧ ΙϳΣ ˬϡϳϠγ ϝϛηΑ νϳέ΄Ηϟ ΫϳϔϧΗ ϥϣ Ωϛ˷ ΄Η .ΔϳΎϧόΑ ΔϧϳϛΎϣϟ νϳέ΄Η
.ϝϳλϭΗϟ ΕΎϳϠϣϋ ϩΫϫ ϝΛϣ ϥϣ ϥϳϠϫ΅ϣϟ ΩέϓϷ ϖϘΣΗ ϥϣ Ωϛ˷ ΄Ηϭ Ύϣϛ
˷
ΔΑΎλ· ϰϟ· ϭ/ϭ ΞΗϧϣϟ ϑϠΗ ϰϟ· ϱΩ΅ϳ Ωϗ Modbar ΓΩΣϭϟ ϡϳϠγϟ έϳϏ ΏϳϛέΗϟ ϭ ϡΩΧΗγϻ ϥϷ
Ɣ
ˬϪΑ ΙΑόϟ ϭ ϳΣλ έϳϏ ϝϛηΑ ϪΑϳϛέΗ ϭ ίΎϬΟϟ ϡΩΧΗγ Γ˯Ύγ· Εϣ˷ Η Ϋ· .ϲΎϬϧϟ ϡΩΧΗγϣϠϟ ΔϐϟΎΑ
.ΙΩΣΗ ϥ ϥϛϣϳ ΕΎΑΎλ· ϭ ΕΎϳϔϠΗ Δϳ ϥϋ Δϳϟϭ΅γϣϟ Modbar Δϛέη ϝϣΣΗΗ ϥϠϓ
Δϳ ΩϭΟϭ ϡΩϋ ϥϣ Ωϛ˷ ΄ΗϠϟ ϙϟΫϭ ˬϪΗΫ ίΎϬΟϟϭ ΓϭΑόϟ ˱ΩϳΟ ιΣϓ ˬϙΑ ιΎΧϟ
ίΎϬΟϟ ϰϘϠΗΗ ΎϣΩϧϋ Ɣ
˷
ϰΟέϳ ίΎϬΟϟ ϝϳϐηΗ ϭ ΏϳϛέΗ ΔϟϭΎΣϣ ϝΑϘϓ ˬϑϠΗ ϱ ΩϭΟϭ ϲϓ ϙη ϙΎϧϫ ϥΎϛ Ϋ·ϭ .ϑϠΗϠϟ ΕΎϣϼϋ
.Modbar Δϛέη ϡϋΩ ΔϣΩΧΑ ϝΎλΗϻ
˷ Ɣ
ϝλΗ Ωϗ ΙϳΣ Δϔ˷ϳϛϣ έϳϏ ΔϳΑ ϲϓ ϭ ΝέΎΧϟΎΑ ϡΩΧΗγϼϟ ΔλλΧϣ έϳϏ Modbar ΕΩΣϭ ϥ·
.ΩϣΟΗϟ ΔΟέΩ ϰϟ· ΓέέΣϟ
.ΔΑϗέϣ ϥϭΩ ΔϧϳϛΎϣϟ ϙέΗΗ ϻ ˬέϳϣΧΗϟ ΕΎϳϠϣϋ ˯ΎϧΛ Ɣ
ˬΕΩΣϭϟ ϭ ΓΩΣϭϟ ϰϠϋ ΓΩϭΟϭϣϟ ϳΗΎϔϣϟ ϭ ΕΎηΎηϟ ϑϳυϧΗϟ εΎϣϘϟ ϥϣ ΔϠΗΑϣ ϊρϗ ϡΩΧΗγΗ ϻ Ɣ
.˯ΎϣϠϟ ΓΩϣΎλ έϳϏ ΎϬϧϷ
ΏΟϳϭ Ύϣϛ ˬϥϳΑέΩϣ
˷ ΎΧϟ ΡϼλϹ ΕΎϳϠϣϋ ˯έΟ· ΏΟϳ Ɣ
˷ ϥϳϳϧϓ ΔργϭΑ ρϘϓ Modbar ΕΩΣϭϟ Δλ
.ρϘϓ Modbar Δϛέη ϥϣ ΓΩϣΗόϣϟ ˯ίΟϷ ϡΩΧΗγ ϙϟΫ Ωϧϋ ϡϬϳϠϋ
˷
ϥϠϓ ˬ˯ΎϳηϷ ϭ ΕΎϧϭϳΣϟ ˬιΎΧηϸϟ ΕΎΑΎλ· ϭ/ϭ έέο ϲϓ ΏΑγΗϳ Ωϗ ΊρΎΧϟ ΏϳϛέΗϟ ϥϷ
Ɣ
.ΕΎΑΎλϹ ϭ έέοϷ ϙϠΗ ϥϋ ˱ϻϭγϣ ϊ˷ϧ˶ λϣϟ ϥϭϛϳ
ϙϧΎϛϣΈΑ ϥϛϳ ϡϟ Ϋ· ˬϙϟΫ ϊϣϭ .ΔϟΎρ· ϝΑϭϛ ϭ/ϭ ΓΩΩόΗϣ αΑϭϗ ˬΕΎϳϬϣ Δϳ ϝΎϣόΗγΎΑ ϲλϭϧ ϻ Ύϧϧ· Ɣ
˯ΎΑέϬϛϟ ϥϳϧϭϗ ϊϣ ϖϓϭΗϳ ϱΫϟ ωϭϧϟ ϥϣ Ύ˱ϳέλΣ ϥϭϛΗ ΎϬϧ ϥϣ Ωϛ˷ ΄Ηϓ ˬΎϬϣΩΧΗγ ϥϋ ˯ΎϧϐΗγϻ
ΔϟΎρϹ ϝΑϭϛϭ ΕΎϳϬϣϟ ϙϠΗ ϝΎϣόΗγ Ωϧϋ ΏΟϳϭ Ύϣϛ ˬϥΎϣϷ Ωϋϭϗϭ ΔϳϟϭΩϟϭ ΔϳϣϭϘϟ ˬΔϳϠΣϣϟ
.ΎϬϳϠϋ ΔΣοϭϣϟ έΎϳΗϟ ϭ ΓέΩϘϠϟ ΔϧϧϘϣϟ ϡϳϘϟ ίϭΎΟΗ ϡΩϋ ϰϠϋ ιέΣϟ
ϱ έΑΗόϳϭ .ΎϬϠΟ ϥϣ ϪΟΎΗϧ·ϭ ϪϣϳϣλΗ ϡ˷ Η Ωϗ ϲΗϟ ϑΎυϭϠϟ Ύ˱ϳέλΣ ίΎϬΟϟ Ϋϫ ϡΩΧΗγ ΏΟϳ Ɣ
ΔΟϳΗϧ ΙΩΣΗ Ωϗ ΕΎϳϔϠΗ Δϳ ϥϋ ˱ϻϭ΅γϣ ϊ˷ϧ˶ λϣ˵ ϟ ϥϭϛϳ ϥϟ .˱ έϳρΧϭ ΏγΎϧϣ έϳϏ έΧ ϖϳΑρΗ
.ϲϧϼϘόϟ έϳϏ ϭ/ϭ ΏγΎϧϣϟ έϳϏ ϝΎϣόΗγ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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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ΔϳγΎγϷ ΩϋϭϘϟ νόΑΑ ϡίΗϟϻ ΏϠρΗϳ ϲΎΑέϬϛ ίΎϬΟ ϱ ϡΩΧΗγ ϥ·
.ίΎϬΟϟ αϣϠΗ ϻ ˬΔΑρέ ϭ ΔϠϠΑϣ ϙΎϣΩϗ ϭ ϙΩϳ ϥϭϛΗ ΎϣΩϧϋ ż
.ίΎϬΟϟ ϡΩΧΗγΗ ϻ ˬ˯ΫΣ ˯ΩΗέ ϡΩϋ ϝΎΣ ϲϓ ż
.ϡΎϣΣΗγϻ ϑέϏ ϭ ΕΎϣΎϣΣϟ ϲϓ ΔϟΎρ· ϝΑϭϛ Δϳ ϡΩΧΗγΗ ϻ ż
.ΔϳΎΑέϬϛϟ ΔϳΫϐΗϟ ϝΑΎϛ ΏΫΟ ϖϳέρ ϥϋ (αΑϘϣϟ) ΔϗΎρϟ Ϋϔϧϣ ϥϋ ίΎϬΟϟ ϝλϔΑ ϡϘΗ ϻ ż
.(ϙϟΫ ϰϟ· Ύϣϭ αϣηϟ ˬέΎρϣϷ ϝΛϣ) ΔϳϭΟϟ ϝϣϭόϟ ϰϟ· ίΎϬΟϟ νέόΗ
˷ ϻ ż
.ίΎϬΟϟ Ϋϫ ϡΩΧΗγΎΑ ϥϳΑέΩϣϟ έϳϏ ιΎΧηϷ ϭ ϝΎϔρϸϟ ϣγΗ ϻ ż
.ϩΎϳϣϟ Ωο ΔϳϣΣϣ έϳϏ ΎϬϧϷ ˬεΎϣϘϟ ϥϣ ΔϠϠΑϣ Δόρϗ ϝΎϣόΗγΎΑ ϡϛ˷ ΣΗϟ ΔΣϭϟ ϑϳυϧΗΑ ϡϘΗ ϻ ż
OFF ϊοϭϣ ϰϟ· ϲγϳέϟ ΔϗΎρϟ ΡΎΗϔϣ έϳϭΩΗΑ ϡϗ ˬϑϳυϧΗ ϭ/ϭ ΔϧΎϳλ ΕΎϳϠϣϋ Δϳ ΫϳϔϧΗ ϝΑϗ
ϑΎϘϳ· ϭ ϝΑΎϛϟ ωίϧ ϖϳέρ ϥϋ ϙϟΫϭ ˬΔϗΎρϟ έΩλϣ ϥϋ ΔϧϳϛΎϣϟ ϝλϔΑ ϡϗ ϡΛ ϥϣϭ (˯ΎϔρϹ)
Δϧϣοϣϟ ΕΎϣϳϠόΗϟ ωΎΑΗ ΏΟϳ ˬϑϳυϧΗ ΕΎϳϠϣϋ Δϳ΄Α ϡΎϳϘϠϟ .ϖϠόΗϣϟ ΔϳΎΑέϬϛϟ ΓέΩϟ ϊρΎϗ ϝϳϐηΗ
.Ύ˱ϳέλΣ ϝϳϟΩϟ Ϋϫ ϲϓ
ϊοϭϣ ϰϟ· ϲγϳέϟ ΔϗΎρϟ ΡΎΗϔϣ ϝϳϭΣΗΑ ϡϗ ˬϝρόΗϳ ϭ ΔΣϳΣλ έϳϏ ΔϘϳέρΑ ϝϣόϳ ίΎϬΟϟ ϥΎϛ Ϋ·
ΓέϘϔϟ ϲϓ ϪΣϳοϭΗ ϡ˷ Η Ωϗ Ύϣϛ ϙϟΫϭ) ΔϗΎρϟ έΩλϣ ϥϋ ΔϧϳϛΎϣϟ ϝλϔΑ ϡϗ ϡΛ ˬ(˯ΎϔρϹ) OFF
ΕΎϳϠϣϋ Δϳ ˯έΟϹ .ϪΣϼλΈΑ ϡϭϘΗ ϥ ϝϭΎΣΗ ϻϭ .Ύο
˱ ϳ ϩΎϳϣϟ έϳϓϭΗ ϡΎϣλ ϖϠϏ ΎϫΩόΑϭ (ΔϘΑΎγϟ
ΔργϭΑ Ύ˱ϳέλΣ Ρϼλ· ΕΎϳϠϣϋ Δϳ ΫϳϔϧΗ ΏΟϳ .ρϘϓ ϡϬϟ Ρέλϣϭ ϥϳϠϫ΅ϣ Ωέϓ΄Α ϝλΗ ˬΡϼλ·
ΎϣΑ ϡίΗϟϻ ϡΩϋ Ωϧϋ ϪϧϷ .ρϘϓ ΔϳϠλ έΎϳϏ ϊρϗ ϡΩΧΗγΎΑ ϙϟΫϭ ˬΩϣΗόϣ ϲϧϓ ΔργϭΑ ϭ ϊϧλϣ˵ ϟ
.ίΎϬΟϠϟ ϥϣϵ ϝϣόϟ ΩΩϬΗϳ ΩϘϓ ˬϩϼϋ έϛ˵Ϋ
.˯ϭϬϟ ΝϭέΧϭ ϝϭΧΩ ΕΎΣΗϓ ϖϳόΗ ϻ
ϝΑΎϛ νέόΗ
ΔϳΎΑέϬϛϟ ΔϳΫϐΗϟ ϝΑΎϛ ϝΩΑΗγ ϡΩϋ ΏΟϳ
˷
˷ Ϋ·ϭ .ϥϳϣΩΧΗγϣϟ ΔργϭΑ ΔϧϳϛΎϣϟΎΑ ιΎΧϟ
ϖϳέρ ϥϋ ϙϟΫϭ ˬΔϳΎΑέϬϛϟ ΔϛΑηϟ ϥϋ ΎϬϠλϓ ϡΛ ϥϣϭ ΔϧϳϛΎϣϟ ˯ΎϔρΈΑ ϡϗ ˬϑϠΗϠϟ ΔϳΎΑέϬϛϟ ΔϳΫϐΗϟ
ϝΑΎϛ ϝΩΑΗγϻ .Ύο
˱ ϳ ϩΎϳϣϟ έϳϓϭΗ ϡΎϣλ ϖϠϏ ΎϫΩόΑϭ ˬϖϠόΗϣϟ ΔϳΎΑέϬϛϟ ΓέΩϟ ϊρΎϗ ϝϳϐηΗ ϑΎϘϳ·
.ρϘϓ ϥϳϠϫ΅ϣϟ ϥϳϳϧϬϣϟ ιΎΧηϷΎΑ ϝλΗ ˬΔϳΎΑέϬϛϟ ΔϳΫϐΗϟ
ϭ ϊ˷ϧ˶ λϣϟ ϥϣ έ˷ϓ˶ ϭΗϳ ιΎΧ
ϊϳϣΟΗ ϭ ϝΑΎϛΑ ϪϟΩΑΗγ ΏΟϳ ˬΎ˱ϔϟΎΗ ΔϳΎΑέϬϛϟ ΔϳΫϐΗϟ ϝΑΎϛ ϥΎϛ Ϋ·
˷
.ϪΑ Δλ
˷ ΎΧϟ ΔϣΩΧϟ ϝϳϛϭ
ϝΎϔρϷ ϡϬϧϳΑ ϥϣϭ) ιΎΧηϷ ϝΑϗ ϥϣ ϩΫϫ ΓϭϬϘϟ έϳοΣΗ ΔϧϳϛΎϣ ΔϧΎϳλϭ ϑϳυϧΗ ˬϡΩΧΗγ ϥϛϣϳ
ΓέΑΧϟ ιϘϧΑ ϭ ˬΔοϔΧϧϣϟ ΔϳϠϘόϟ ϭ ΔϳγΣϟ ˬΔϳΩγΟϟ ΕέΩϘϟ ϱϭΫ (Εϭϧγ 8 ϥγ ϥϣ έΑϛϷ
ϥΎϛ Ϋ·ϭ ϡϬΗϣϼγ ϥϋ ϝϭγϣ ιΧη ϝΑ˶ϗ ϥϣ ϡϬϳϠϋ ϑέηϹ έϳϓϭΗ Ωϧϋ ρϘϓ ϙϟΫϭ ˬΔϓέόϣϟϭ
ϡϬΑϋϼΗ ϡΩϋ ϥϣ Ωϛ˷ ΄ΗϠϟ ϝΎϔρϷ ϰϠϋ ϑέηϹ ΏΟϳ .έρΎΧϣϟΎΑ ϲϋϭ ϰϠϋ ιΎΧηϷ ˯ϻ΅ϫ
.Εϭϧγ 8 ϥγ ϥϣ ϝϗ ϝΎϔρϷ ϝϭΎϧΗϣ ϥϋ ˱ΩϳόΑ Ϫϟ ϊΑΎΗϟ ϝΑΎϛϟϭ ίΎϬΟϟΎΑ υϔΗΣ .ίΎϬΟϟΎΑ
.ΓΩοϧϣ ϰϠϋ ϲϘϓ ϊοϭϣ ϲϓ ϩΫϫ ΓϭϬϘϟ έϳοΣΗ ΔϧϳϛΎϣ ϊοϭ ΏΟϳ
˷
ϩΫϫ ϑϳυϧΗϟ ˯Ύϣϟ ΕΎϘϓΩ ϝΎϣόΗγ ϲϐΑϧϳ ϻ .ϲΟέΎΧϟ ϡΩΧΗγϼϟ Δϣϼϣ έϳϏ ΔϧϳϛΎϣϟ ϩΫϫ ϥ·
.ϩΎϳϣϟ ΕΎϘϓΩ ϡΩΧΗγ˵Η ΎϣΛϳΣ ΎϬγϔϧ ΔϧϳϛΎϣϟ ϊοϭΗ ϥ ϲϐΑϧϳ ϻϭ Ύϣϛ ˬΔϧϳϛΎϣϟ
ωΎΑΗ ϰΟέϳ ˬϑϳυϧΗϟ ΕΎϳϠϣόΑ ϡΎϳϘϠϟϭ .ΎϬϔϳυϧΗ ϝϳΑγ ϲϓ ˯ΎϣϟΎΑ ΎϬϘϓΩΑ ϭ ΔϧϳϛΎϣϟ αϣϐΑ ˱ΩΑ ϡϘΗ ϻ
.Δϣ˷ ΎΗ ΔϳΎϧόΑ ΕΎϣϳϠόΗϟ

Ɣ

Ɣ

Ɣ

Ɣ
Ɣ

Ɣ
Ɣ

Ɣ
Ɣ
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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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ΩΣϳ Ωϗ ϑϠΗ ϱ ϥϋ ˱ϻϭ΅γϣ ϊϧλϣ˵ ϟ ϥϭϛϳ ϥϠϓ ˬΔϘΑΎγϟ ΕΎυΣϼϣϟ ϲϓ έϭϛΫϣ ϭϫ Ύϣϛ Ɣ
ϲϓ Δϧϣοϣϟ ΕΎϣϳϠόΗϟ ΏγΣ ΔϧϳϛΎϣϟ ΏϳϛέΗ ϡΩϋ Ωϧϋ ϙϟΫϭ ˬ˯ΎϳηϷ ϭ/ϭ ΕΎϧϭϳΣϟ ˬιΎΧηϸϟ
ΕΎΑϭέηϣϟϭ ΓϭϬϘϟ έϳοΣΗ ϱ) ΎϬϟ ϡϣλϣϟ νέϏϸϟ ΔϧϳϛΎϣϟ ϡΩΧΗγ ϡΩϋ Ωϧϋ ˱ Ύοϳϭ ϝϳϟΩϟ Ϋϫ
.(ΔϧΧΎγϟ
.ΦΑΎρϣϟ ϲϓ ΔϧϳϛΎϣϟ ϩΫϫ ΕϳΑΛΗ ϲϐΑϧϳ ϻ Ɣ
˱
˷ ίΎϬΟϠϟ έϳϳϐΗ ϭ ϝϳΩόΗ ϱ ˯έΟ· ωϭϧϣϣ Ɣ
ϲϓ ΙΩΣϳ Ωϗ ϯΫ ϭ ϝρϋ ϱ ϥϋ ϻϭ΅γϣ ϥϭϛϳ ϥϟ ϊϧλϣ˵ ϟ ϥϷ
ϰϠϋ Εέ˷ϳϐΗ Δϳ ϭ ΔϳϧϘΗ Εέ˷ϳϐΗ ΔϳϷ ϪΗΫ ίΎϬΟϟ νέόΗ
˷ Ϋ· ϙϟΫϭ ˬΩέϓϸϟ ϭ/ϭ ΕΎϧϭϳΣϠϟ ˬνέϏϷ
ΏϋϼΗ ϭ ΙΑ˴ ϋ˴ ϱ
˱ ϳϭ Ύϣϛ ˬΕΎϳλΎΧϟϭ ˯ΩϷ ϲϓ Εέ˷ϳϐΗ ˬϪΗΎϧϭϛϣ
˷ Ϋ· Ύο
˷ Δϳϫ
˷ Ϸ ˬϡΎϋ ϝϛηΑ ˬνέόΗ
.ϪΗΎϧϭϛϣ
˷ ϲϓ.
ˬϊ˷ϧ˶ λϣ˵ ϟ ϝΑϭϛ ΔϋϭϣΟϣ ρϘϓ ϡΩΧΗγ ˬϝΩΑΗγϻ Ωϧϋ .ΔϳΎΑέϬϛϟ ΔϣΩλϟϭ ϖϳέΣϟ έρΧ – ϪϳΑϧΗ
E-0118-01 ˯ίΟϟ ϡϗέ

ϪϠϘϧϭ ΞΗϧϣϟ ϊϣ ϝϣΎόΗϟ
.ϑϠΗ ϱ ΩϭΟϭ ϡΩϋ ϥϣ Ωϛ΄ΗϠϟ ΓϭΑόϟ ˱ΩϳΟ ιΣϓ ˬίΎϬΟϟ ϡϼΗγ ΏϘϋ .ϊϧλϣϟ ϥϣ ΓΩϣΗόϣ ΕϭΑϋ ϲϓ Modbar ΓΩΣϭ ϥΣη ϡ˷ Ηϳ
.έϭϓ
˱ Modbar ΔϛέηΑ ϝλΗ ˬϑϠΗ ϱ ΩϭΟϭ ϲϓ ϙη ϙΎϧϫ ϥΎϛ Ϋ·
.ϊϧλϣϟ ϥϣ ΓΩϣΗόϣϟ ΓϭΑόϟ ϲϓ ϪϧΣη ΏΟϳ ΎϫΩϧϋ ˬΏΑγ ϱϷ ϪϧΣηϟ ϭ Modbar Δϛέη ϰϟ· ίΎϬΟϟ Ϋϫ ΓΩΎϋϹ ΝΎΗΣΗ Εϧϛ Ϋ·
.ΎϬϟΩΑΗγϻ Modbar ΔϛέηΑ ϝΎλΗϻ ϰΟέϳ ˬΓϭΑόϟ ϥϣ ΕλϠΧΗ Ωϗ Εϧϛ Ϋ·ϭ
Δϳϔϳϛ ϝϭΣ ΔϠγ ϙϳΩϟ ΕϧΎϛ Ϋ·ϭ .ΩϣΟΗϟ ϥϋ ΞΗϧϳ Ωϗ ϑϠΗ ϱ ΏϧΟΗϟ ϙϟΫϭ ˬ˱ΩϳΟ ίΎϬΟϟ Ϋϫ (ώϳέϔΗ) ϑϳέλΗ ΏΟϳ ˬϥΣηϟΎΑ ϡΎϳϘϟ ϝΑϗ
.Modbar Δϛέη ϡϋΩ ΔϣΩΧΑ ϝΎλΗϻ ϰΟέϳ ˬϥΣηϟ ϝΟ ϥϣ ϳΣλ ϝϛηΑ ίΎϬΟϟ (ώϳέϔΗ) ϑϳέλΗ
.ΕΎϳϼϐϟ ϲϓ ˯Ύϣϟ ΩϣΟΗ ΎϬΗέέΣ ΔΟέΩ ΏΑγΗ ϥ ϥϛϣϳ ϥϛΎϣ ϲϓ ίΎϬΟϟ ϥϳίΧΗΑ ϡϘΗ 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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ΞΗϧϣϟ ϑλϭ
(touch screen) αϣϠϟΎΑ ϝϣόΗ ϲΗϟ νέόϟ ΔηΎη
έΎϳΗΧϻ ΡΎΗϔϣ

USB Ϋϔϧϣ
ϑΎυϭϟ ΓΩΩόΗϣϟ (Joystick) ϡϛ˷ ΣΗϟ Ύλϋ

ModLink ΕϼϳλϭΗ

έϭΑϧλϟ ϝΎγ ΔϠϳλϭΗ
ϖϓΩΗϟ ϲϓ ϡϛ˷ ΣΗϟ ϡΎϣλϭ

ΔϗΎρϟ ΡΎΗϔϣ
˯Ύϣϟ ϝΧΩϣ

ΔϳΎΑέϬϛϟ έϭΑϧλϟ ΔϠϳλϭΗ

ϑϳέλΗϟ ΝέΧϣ

ΔϳΎΑέϬϛϟ ΔϳΫϐΗϟ Ϋϔϧϣ


έϭΑϧλϟ ϝΎγ ΔϠϳλϭΗ

˯Ύϣϟ ϝΧΩϣ

ϑϳέλΗϟ ΝέΧϣ


ጳቨጤᎉᕔᎧᏽᏕE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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ΎϬΑ ϰλϭϣϟ ιϭϠΧϟ ϡϳϗ
ϡϣ 150
 ϲϔϠΧϟ ΏϧΎΟϟΎΑ ιϭϠΧϟ

ϡϣ 75
ϥϳΑϧΎΟϟΎΑ ιϭϠΧ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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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ϗΎρϟ ΡΎΗϔϣ
˷
:ϥΎΗϠλϔϧϣ ϥΎΗϔϳυϭ 2 Ϫϟ Modbar ΓΩΣϭϟ ΔϳϔϠΧϟ ΔΣϭϠϟ ϰϠϋ ΩϭΟϭϣϟ ϥϳόοϭϟ ϭΫ ΔϗΎρϟ ΡΎΗϔϣ ϥ·
.(˯ΎϔρϹ) OFF ϭ (ϝϳϐηΗϟ) ON
(˯ΎϔρϹ) OFF – 0
.(ϝϳϐηΗϟ ϑΎϘϳ·) ˯ΎϔρϹ ΔϟΎΣ ϲϓ ΓΩΣϭϟ ϥϭϛΗ ˬϊοϭϣϟ Ϋϫ Ωϧϋ

OFF ϊοϭϣ
ΡΎΗϔϣϟ (˯ΎϔρϹ)
ΔϗΎρϟ

(ΩΩόΗγϻ Δϳόοϭ) Standby Mode – I
ϝϛΑ ΓΩΣϭϟ ϡϭϘΗ ˬΔϳόοϭϟ ϩΫϫ ϲϓ .ΩΩόΗγϻ Δϳόοϭ ϲϓ ΓΩΣϭϟ ϥϭϛΗ ˬϊοϭϣϟ Ϋϫ Ωϧϋ
ϩΫϫ ϡΩΧΗγ .ϥϳΧγΗϟ έλΎϧϋ ϰϠϋ ΔϗΎρ Δϳ ρϳϠγΗ ϡ˷ Ηϳ ϻ ϥϛϟϭ ˬϱΩΎϋ ϝϛηΑ ΕΎϳϠϣόϟ
ΕΎϘϳΑρΗϟ νόΑϟ Ύ˱οϳ ΓΩϳϔϣ ϥϭϛΗ Ωϗϭ Ύϣϛ ˬΏϳϛέΗϟ ΏϘϋ ϡΎυϧϟ ίϳϬΟΗϟ Δϳόοϭϟ
.ΔϳλϳΧηΗϟ

(ϝϳϐηΗϟ Δϳόοϭ) OperatingMode – II
ΔϗΎρϟ ρϳϠγΗ ϡ˷ Ηϳ ˬΔϳόοϭϟ ϩΫϫ ϲϓ .ϝϳϐηΗϟ Δϳόοϭ ϲϓ ΓΩΣϭϟ ϥϭϛΗ ˬϊοϭϣϟ Ϋϫ Ωϧϋ
.ϱΩΎϋ ϝϛηΑ ϑΎυϭϟ ϝϛ ϝϣόΗϭ ϥϳΧγΗϟ έλΎϧϋ ϰϠϋ

˯ΩΑϟ ΕΎϣϳϠόΗ
ΔϧϳϛΎϣϟ ΏϳϛέΗ
.(Δϳϭϣ ΕΎΟέΩ) 5°C :Δϓέϐϟ ΓέέΣ ΔΟέΩϟ ϰϧΩϷ ΩΣϟ
.(Δϳϭϣ ΔΟέΩ) 32°C :Δϓέϐϟ ΓέέΣ ΔΟέΩϟ ϰλϗϷ ΩΣϟ
.70 dBA ϥϣ ϝϗ ϥϭϛϳϓ ˬΔϧϳϛΎϣϠϟ αΎϘϣϟ Εϭλϟ ρϐο ϯϭΗγϣ Ύϣ˷ 

Ɣ
Ɣ
Ɣ

ϭ ΔϳϠΣϣ ϥΎϣ αϳϳΎϘϣ Δϳ ϊϣ ϖϓϭΗϟΎΑϭ ΏϳϛέΗϟ ϝϳϟΩ ϲϓ ΔϧϳΑϣϟ ΕΩΎηέϺϟ Ύ˱Ϙϓϭ ϝϣόϟ ϊΑΎΗ ˬ˯Ύϣϟ ΏϳΑΎϧ ϰϟ· ΔϧϳϛΎϣϟ ϝϳλϭΗΑ ϡΎϳϘϠϟ
.ϪΑ ΔϧϳϛΎϣϟ ΏϳϛέΗ Ωέϣϟ ϥΎϛϣϠϟ Δϳϣϭϗ
ϲϓ ΎϬΗέέΣ ΔΟέΩ ΏΑγΗΗ Ωϗ ϲΗϟ ϥϛΎϣϷ ϲϓ ΓϭϬϘϟ έϳοΣΗ ΔϧϳϛΎϣ ΏϳϛέΗ ϭ ϥϳίΧΗΑ ϡϘΗ ϻ :ΏϳέγΗϟ ϭ ΕΎϋΩλΗϟ ϊϧϣ ϥϣ ϥϛ˷ ϣΗΗ ϲϛϟ
.ϲϛϳϟϭέΩϳϬϟ ϡΎυϧϟΎΑ ϭ ΕΎϳϼϐϟΎΑ ΩϭΟϭϣϟ ˯Ύϣϟ ΩϣΟΗ
.ΔϳϟΎΗϟ ΕϭρΧϟ ΔργϭΑ ϙϟΫΑ ϡΎϳϘϟ ϙϳϠόϓ .ϡΩΧΗγϻ ϝΑϗ Modbar ΓΩΣϭ ίϳϬΟΗ ΏΟϳ ˬΏϳϛέΗϟ ΏϘϋ
˷ έϣϟ ˯ΎϣϟΎΑ ΓΩΣϭϟ ΩϳϭίΗ ϥϣ Ωϛ˷ ΄Η
.η
.(˯ΎϔρϹ) OFF ϊοϭϣ ϲϓ ΔϗΎρϟ ΡΎΗϔϣ ΩϭΟϭ ϥϣ Ωϛ˷ ΄Η
˱
.ϪΑ ˷ιΎΧϟϭ ϡϼϣϟ ΔϗΎρϟ έΩλϣΑ ϻϭλϭϣ
ϥϭϛϳ ΓΩΣϭϠϟ ΔϳΎΑέϬϛϟ ΔϳΫϐΗϟ ϝΑΎϛ ϥ ϥϣ Ωϛ˷ ΄Η
.(ΩΩόΗγϻ Δϳόοϭ) standby mode ϲϓ Ϫόοϭϟ ϙϟΫϭ ˬΔϋΎγϟ ΏέΎϘϋ αϛϋ ϩΎΟΗ ϲϓ ΔϗΎρϟ ΡΎΗϔϣ ΓέΩΈΑ ϡϗ
.ϝϳϟΩϟ ΫϬΑ "ϑέλϟ ΕΎϳϠϣϋ" ϡγϗ ϲϓ ϪΣϳοϭΗ ϡ˷ Η Ύϣϛ ˬΔϳϭΩϳϟ Δϳόοϭϟ ϲϓ έϭΑϧλϟ νΑϘϣ ϝϳόϔΗΑ ϡϗ
ˬϝϗϷ ϰϠϋ ΔϳϧΎΛ 30 ΓΩϣϟ ΏΎγϧϳ ˯Ύϣϟ ωΩ ˬ(ΩϳΩΟ ϡΎυϧΑ Εϗϭϟ νόΑ ϙϟΫ ϕέϐΗγϳ Ωϗϭ) έϭΑϧλϟ ϥϣ ˯Ύϣϟ ϖϓΩΗ ˯ΩΑ ΩόΑ
.ϡΎυϧϟ ίϳϬΟΗ ϥΎϣοϟ Ϋϫϭ
.(ϝϳϐηΗϟ Δϳόοϭ) operating mode ϰϟ· ΔϋΎγϟ ΏέΎϘϋ ϩΎΟΗ ϲϓ ΔϗΎρϟ ΡΎΗϔϣ ΓέΩ· ϥϣϵ ϥϣ ϥϭϛϳ ˬΔρϘϧϟ ϩΫϫ Ωϧϋ

Ɣ
Ɣ
Ɣ
Ɣ
Ɣ
Ɣ
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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ﺍﻻﺳﺗﺧﺩﺍﻡ ﺍﻟﻌﺎ ّﻡ
ﺃﺛﻧﺎء ﺍﻻﺳﺗﺧﺩﺍﻡ ﺍﻟﻌﺎ ّﻡ ،ﺗﻛﻭﻥ ﺍﻟﻭﺣﺩﺓ ﻗﺩ ﺗ ّﻡ ﺗﺟﻬﻳﺯﻫﺎ ﺑﺎﻟﻔﻌﻝ ،ﻓﻠﺫﻟﻙ ﻟﻳﺱ ﻣﻥ ﺍﻟﺿﺭﻭﺭﻱ ﺗﺟﻬﻳﺯ ﺍﻟﻧﻅﺎﻡ ﻣﻥ ﺟﺩﻳﺩ .ﻭﻟﻠﺑﺩء ﻓﻲ ﺗﺷﻐﻳﻝ ﺍﻟﻭﺣﺩﺓ،
ﺍﺗﺑﻊ ﺍﻟﺧﻁﻭﺍﺕ ﺍﻟﺗﺎﻟﻳﺔ:
●
●
●

ﺗﺄ ّﻛﺩ ﻣﻥ ﺗﺯﻭﻳﺩ ﺍﻟﻭﺣﺩﺓ ﺑﺎﻟﻣﺎء ﺍﻟﻣﺭ ّ
ﺷﺢ.
ﻗﻡ ﺑﺈﺩﺍﺭﺓ ﻣﻔﺗﺎﺡ ﻣﻥ ﻣﻭﺿﻊ ) OFFﺍﻹﻁﻔﺎء( ﻓﻲ ﺍﺗﺟﺎﻩ ﻋﻘﺎﺭﺏ ﺍﻟﺳﺎﻋﺔ ،ﻭﺫﻟﻙ ﻟﻭﺿﻌﻪ ﻓﻲ ) operating modeﻭﺿﻌﻳﺔ
ﺍﻟﺗﺷﻐﻳﻝ(.
ﻋﻧﺩ ﻫﺫﻩ ﺍﻟﻧﻘﻁﺔ ،ﺳﻭﻑ ﻳﺑﺩﺃ ﺗﺳﺧﻳﻥ ﺍﻟﻌﻧﺎﺻﺭ .ﻋﻧﺩﻣﺎ ﺗﺻﻝ ﻛﻝ ﻣﻧﻁﻘﺔ ﺣﺭﺍﺭﻳﺔ ﺇﻟﻰ ﺩﺭﺟﺔ ﺍﻟﺣﺭﺍﺭﺓ ﺍﻟﻣﺿﺑﻭﻁﺔّ ،
ﻓﺈﻥ ﺍﻟﻭﺣﺩﺓ ﺗﻛﻭﻥ
ﺟﺎﻫﺯﺓ ﻟﻼﺳﺗﺧﺩﺍﻡ.

ﺍﻻﺳﺗﺧﺩﺍﻡ ﻭﺍﻟﺑﺭﻣﺟﺔ
ﺍﺳﺗﺧﺩﺍﻡ ﺍﻟﺟﻬﺎﺯ
ﺍﻟﺑﻳﻧﻳﺔ )(Interface
ﻳﻣﻛﻧﻙ ﺍﺳﺗﺧﺩﺍﻡ ﺍﻟﺷﺎﺷﺔ ﺍﻟﺗﻲ ﺗﻌﻣﻝ ﺑﺎﻟﻠﻣﺱ ) (touch screenﻟﺗﺣﺩﻳﺩ ﻭﻟﻌﺭﺽ ﺍﻟﺑﻳﺎﻧﺎﺕ .ﺃ ّﻣﺎ ﺍﻟﻣﺷ ِﻔّﺭ ﺍﻟﻣﺗﻌﺩﺩ ﺍﻟﻭﻅﺎﺋﻑ ،ﻓﻳﻣﻛﻧﻙ ﺍﺳﺗﻌﻣﺎﻟﻪ
ﻟﺗﺣﺭﻳﺭ ﺍﻟﺑﻳﺎﻧﺎﺕّ .
ﺇﻥ ﻭﻅﺎﺋﻑ ﺍﻟﻣﺷﻔِّﺭ ﻣﻭﺿّﺣﺔ ﺃﺩﻧﺎﻩ:
ﻟﻸﻋﻠﻰ

ﺇﻟﻰ ﺍﻟﻳﺳﺎﺭ
ﺍﻟﺗﺩﻭﻳﺭ
ﺯﺭ ﺍﻟﺿﻐﻁ
ﺇﻟﻰ ﺍﻟﻳﻣﻳﻥ

ﻟﻸﺳﻔ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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ﺍﻟﺷﺎﺷﺔ ﺍﻟﺭﺋﻳﺳﻳﺔ Home

) Ready indicatorﻣﺅﺷﺭ ﺍﻻﺳﺗﻌﺩﺍﺩ( :ﺗﺷﻳﺭ ﻫﺫﻩ ﺍﻷﻳﻘﻭﻧﺔ ﺍﻟﻣﺭﺑّﻌﺔ ﺇﻟﻰ ﻣﺎ ﺇﺫﺍ ﻭﺻﻠﺕ ﺍﻟﻣﺎﻛﻳﻧﺔ ﺇﻟﻰ ﻗﻳﻣﺔ ﻟﺩﺭﺟﺔ ﺍﻟﺣﺭﺍﺭﺓ ﺗﺳﻣﺢ ﺑﻌﻣﻠﻳﺔ
ﺍﻟﺻﺭﻑ ﺃﻡ ﻻ .ﻋﻧﺩ ﺑﺩء ﺗﺷﻐﻳﻝ ﺍﻟﻣﺎﻛﻳﻧﺔ ﻷﻭﻝ ﻣﺭﺓ ،ﺳﻭﻑ ﻳﺑﻘﻰ ﻟﻭﻥ ﻫﺫﺍ ﺍﻟﻣﺅﺷﺭ ﺃﺣﻣﺭ ﺣﺗﻰ ﻳﺗ ّﻡ ﺗﺳﺧﻳﻥ ﺟﻣﻳﻊ ﺍﻟﻣﻧﺎﻁﻖ ﺍﻟﺣﺭﺍﺭﻳﺔ ﺇﻟﻰ ﺩﺭﺟﺔ
ﺍﻟﺣﺭﺍﺭﺓ ﺍﻟﻣﺿﺑﻭﻁﺔ .ﻭﺑﻌﺩ ﻭﺻﻭﻝ ﻛﻝ ﺍﻟﻣﻧﺎﻁﻖ ﺇﻟﻰ ﺩﺭﺟﺔ ﺍﻟﺣﺭﺍﺭﺓ ﺍﻟﻣﺿﺑﻭﻁﺔ ،ﺳﺗﺗﺣﻭﻝ ﻫﺫﻩ ﺍﻷﻳﻘﻭﻧﺔ ﺇﻟﻰ ﺍﻟﻠﻭﻥ ﺍﻷﺧﺿﺭ ،ﻣﻣﺎ ﻳﺷﻳﺭ ﺇﻟﻰ
ﺃﻧﻧﺎ ﺍﻵﻥ ﻣﺳﺗﻌﺩﻭﻥ ﻟﻠﺻﺭﻑ.
) Set temperatureﺩﺭﺟﺔ ﺍﻟﺣﺭﺍﺭﺓ ﺍﻟﻣﺿﺑﻭﻁﺔ( :ﻫﺫﻩ ﻫﻲ ﻗﻳﻣﺔ ﻧﻘﻁﺔ ﺍﻟﺿﺑﻁ ﺍﻟﺣﺎﻟﻳﺔ ﺑﺎﻟﺩﺭﺟﺎﺕ ﻟﻠﻣﻧﻁﻘﺔ ﺍﻟﺣﺭﺍﺭﻳﺔ ﺍﻟﻔﻌﺎﻟﺔ .ﺩﺭﺟﺔ
ﺍﻟﺣﺭﺍﺭﺓ ﺍﻟﻣﻭﺿّﺣﺔ ﻫﻧﺎ ﻟﻼﺳﺗﺧﺩﺍﻡ ﻛﻣﺭﺟﻊ ﻓﻘﻁ .ﻟﺗﻐﻳﻳﺭ ﺍﻟﻘﻳﻣﺔ ﺍﻟﻣﺿﺑﻭﻁﺔ ﻟﺩﺭﺟﺔ ﺍﻟﺣﺭﺍﺭﺓ ،ﺍﺭﺟﻊ ﺇﻟﻰ ﺍﻟﻘﺳﻡ ﺑﻬﺫﺍ ﺍﻟﺩﻟﻳﻝ ﺍﻟﻣﻌﻧﻭﻥ ﺍﻟﺧﻁﻭﺍﺕ
ﻹﻧﺷﺎء ﻧﻣﻁ ﺻﺏ ﻗﻬﻭﺓ ﺟﺩﻳﺩ.
) Heat zoneﺍﻟﻣﻧﻁﻘﺔ ﺍﻟﺣﺭﺍﺭﻳﺔ( :ﻓﻲ ﺍﻟﻭﺿﻌﻳﺔ ﺍﻟﺗﻠﻘﺎﺋﻳﺔ ﻟﺩﺭﺟﺔ ﺍﻟﺣﺭﺍﺭﺓّ ،
ﻓﺈﻥ ﻫﺫﺍ ﺍﻟﺯﺭ ﻟﻳﺱ ﻟﻪ ﻭﻅﻳﻔﺔ .ﺃ ّﻣﺎ ﻓﻲ ﺍﻟﻭﺿﻌﻳﺔ ﺍﻟﻳﺩﻭﻳﺔ ﻟﺩﺭﺟﺔ
ﺍﻟﺣﺭﺍﺭﺓ ،ﻓﺳﻳﺅﺩﻱ ﺍﻟﺿﻐﻁ ﻋﻠﻰ ﻫﺫﺍ ﺍﻟﺯﺭ ﺇﻟﻰ ﺍﻟﺗﻧﻘﻝ ﺑﺎﻟﺗﺑﺎﺩﻝ ﺑﻳﻥ ﺍﻟﻣﻧﻁﻘﺗﻳﻥ ﺍﻟﺣﺭﺍﺭﻳﺗﻳﻥ ﺍﻟﻣﻭﺟﻭﺩﺗﻳﻥ ﻋﻠﻰ ﻧﻅﺎﻡ ﺻﺏ ﺍﻟﻘﻬﻭﺓ:
) Inlet Boilerﻏﻼﻳﺔ ﺍﻟﻣﺩﺧﻝ( ﻭ ) Outlet Boilerﻏﻼﻳﺔ ﺍﻟﻣﺧﺭﺝ() .ﺍﺭﺟﻊ ﺇﻟﻰ ﺷﺎﺷﺔ ﺍﻟﺗﻔﺿﻳﻼﺕ ﺍﻟﻣﺗﻘﺩﻣﺔ ﺻﻔﺣﺔ (2
) Settings buttonﺯﺭ ﺍﻹﻋﺩﺍﺩﺍﺕ( :ﻋﻥ ﻁﺭﻳﻖ ﻫﺫﺍ ﺍﻟﺯﺭ ﻳﻣﻛﻧﻙ ﺍﻟﺗﺻﻔﺢ ﺇﻟﻰ ﺷﺎﺷﺔ ﺍﻹﻋﺩﺍﺩﺍﺕ ﺍﻟﺭﺋﻳﺳﻳﺔ.
) Machine name & statusﺍﺳﻡ ﻭﺣﺎﻟﺔ ﺍﻟﻣﺎﻛﻳﻧﺔ( :ﻳﻣﻛﻧﻙ ﻋﺭﺽ ﺍﻻﺳﻡ ﺍﻟﻔﻌﻠﻲ ﻭﺍﻟﺣﺎﻟﺔ ﺍﻟﻔﻌﻠﻳﺔ ﻟﻠﻭﺣﺩﺓ ﻭﺍﻟﺻﻧﺑﻭﺭ.
) Pour-over profile button assignmentsﺗﻌﻳﻳﻧﺎﺕ ﺃﺯﺭﺍﺭ ﻧﻣﻁ ﺻﺏ ﺍﻟﻘﻬﻭﺓ( :ﻳﻣﻛﻧﻙ ﻋﺭﺽ ﺃﻱ ﺑﺭﻧﺎﻣﺞ )ﻧﻣﻁ( ﻟﺻﺏ
ﺍﻟﻘﻬﻭﺓ ﻳﺗ ّﻡ ﺗﺣﺩﻳﺩﻩ ﻟﻛﻝ ﻣﻥ ﻣﻔﺎﺗﻳﺢ ﺍﻟﺻﺭﻑ )ﺣﻳﺙ ﻳﻛﻭﻥ  - Lﺍﻟﻣﻔﺗﺎﺡ ﺍﻷﻳﺳﺭ - R ،ﺍﻟﻣﻔﺗﺎﺡ ﺍﻷﻳﻣﻥ(.
ﺻﺔ ﺑﺣﺟﻡ ﺍﻟﺳﺎﺋﻝ ﻓﻲ ﺍﻟﻭﻗﺕ ﺍﻟﻔﻌﻠﻲ ،ﻭﺫﻟﻙ ﺃﺛﻧﺎء ﺩﻭﺭﺓ ﺻﺭﻑ.
) Volume read-outﻗﺭﺍءﺓ ﺍﻟﺣﺟﻡ( :ﻳﻣﻛﻧﻙ ﻋﺭﺽ ﺍﻟﻣﻌﻠﻭﻣﺎﺕ ﺍﻟﺧﺎ ّ
) Time read-outﻗﺭﺍءﺓ ﺍﻟﺯﻣﻥ( :ﻳﻣﻛﻧﻙ ﻋﺭﺽ ﺍﻟﺯﻣﻥ ﺍﻟﺣﺎﻟﻲ ﻣﻧﺫ ﺑﺩء ﻗﺭﺍءﺓ ﺍﻟﺻﺭ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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ﺷﺎﺷﺔ ﺍﻹﻋﺩﺍﺩﺍﺕ ﺍﻟﺭﺋﻳﺳﻳﺔ:
) Homeﺍﻟﺻﻔﺣﺔ ﺍﻟﺭﺋﻳﺳﻳﺔ( ) Main Settings <-ﺍﻹﻋﺩﺍﺩﺍﺕ ﺍﻟﺭﺋﻳﺳﻳﺔ(

) Home screenﺍﻟﺷﺎﺷﺔ ﺍﻟﺭﺋﻳﺳﻳﺔ( :ﻋﻥ ﻁﺭﻳﻖ ﻫﺫﺍ ﺍﻟﺯﺭ ﻳﻣﻛﻧﻙ ﺍﻟﻌﻭﺩﺓ ﺇﻟﻰ ﺍﻟﺷﺎﺷﺔ ﺍﻟﺭﺋﻳﺳﻳﺔ ﺃﻭ ﻟﻭﺣﺔ ﺍﻟﺗﺣ ّﻛﻡ ﺍﻟﺭﺋﻳﺳﻳﺔ.
) Profile menuﻗﺎﺋﻣﺔ ﺍﻷﻧﻣﺎﻁ( :ﻋﻥ ﻁﺭﻳﻖ ﻫﺫﺍ ﺍﻟﺯﺭ ﻳﻣﻛﻧﻙ ﺍﻟﺗﺻﻔﺢ ﺇﻟﻰ ﻗﺎﺋﻣﺔ ﺗﺣﺩﻳﺩ ﺍﻟﻧﻣﻁ.
) Preferencesﺍﻟﺗﻔﺿﻳﻼﺕ( :ﺑﻭﺍﺳﻁﺔ ﻫﺫﺍ ﺍﻟﺯﺭ ﻳﻣﻛﻧﻙ ﺍﻟﺗﺻﻔﺢ ﺇﻟﻰ ﺻﻔﺣﺔ ﺗﻔﺿﻳﻼﺕ ﺍﻟﻧﻅﺎﻡ.
ﺻﺔ ﺑﺎﻟﻣﻠﻔﺎﺕ.
) File operationsﻋﻣﻠﻳﺎﺕ ﺍﻟﻣﻠﻔﺎﺕ( :ﻋﻥ ﻁﺭﻳﻖ ﻫﺫﺍ ﺍﻟﺯﺭ ﻳﻣﻛﻧﻙ ﺍﻟﺗﺻﻔﺢ ﺇﻟﻰ ﺻﻔﺣﺔ ﺍﻟﻌﻣﻠﻳﺎﺕ ﺍﻟﺧﺎ ّ
ﺻﺔ ﺑﺎﻟﺑﺭﻧﺎﻣﺞ.
) System infoﻣﻌﻠﻭﻣﺎﺕ ﺍﻟﻧﻅﺎﻡ( :ﺑﻭﺍﺳﻁﺔ ﻫﺫﺍ ﺍﻟﺯﺭ ﻳﻣﻛﻧﻙ ﻋﺭﺽ ﺇﺻﺩﺍﺭ ﺍﻟﻧﻅﺎﻡ ﻭﺍﻟﻣﻌﻠﻭﻣﺎﺕ ﺍﻟﺧ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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ﺷﺎﺷﺔ ﺗﺣﺩﻳﺩ ﺍﻟﻧﻣﻁ:
) Homeﺍﻟﺻﻔﺣﺔ ﺍﻟﺭﺋﻳﺳﻳﺔ( ) Main Settings <-ﺍﻹﻋﺩﺍﺩﺍﺕ ﺍﻟﺭﺋﻳﺳﻳﺔ( ) Profile Selection <-ﺗﺣﺩﻳﺩ ﺍﻟﻧﻣﻁ(

) Back buttonﺯﺭ ﺍﻟﻌﻭﺩﺓ( :ﺣﻳﺛﻣﺎ ﺗﺭﻯ ﺯﺭ ﺍﻟﻌﻭﺩﺓ ،ﻓﺈﻧﻪ ﺳﻭﻑ ﻳﺄﺧﺫﻙ ﺇﻟﻰ ﺍﻟﺷﺎﺷﺔ ﺍﻟﺳﺎﺑﻘﺔ.
) Manual profileﺍﻟﻧﻣﻁ ﺍﻟﻳﺩﻭﻱ( :ﻫﺫﺍ ﻫﻭ ﻧﻣﻁ ﻣﻥ ﺍﻷﻧﻣﺎﻁ ﺍﻟﺗﻲ ﻗﺩ ﺗ ّﻡ ﺿﺑﻁﻬﺎ ﺑﺎﻟﻣﺻﻧﻊ .ﻋﻧﺩ ﺗﻌﻳﻳﻧﻪ ﻷﻱ ﻣﻥ ﻣﻔﺎﺗﻳﺢ ﺍﻟﺻﺭﻑ )ﺃﻭ
ﻛﻠﻳﻬﻣﺎ( ،ﺳﻭﻑ ﻳﻌﻣﻝ ﺍﻟﻣﻔﺗﺎﺡ/ﺍﻟﻣﻔﺎﺗﻳﺢ ﻓﻲ ﻭﺿﻌﻳﺔ ﺻﺭﻑ  -ﺗﺷﻐﻳﻝ/ﺇﻳﻘﺎﻑ ﺗﺷﻐﻳﻝ )ﺍﻟﻳﺩﻭﻳﺔ( ﺑﺳﻳﻁﺔ .ﺑﺎﻟﻧﺳﺑﺔ ﻟﺫﻟﻙ ﺍﻟﻧﻣﻁ ،ﻓﻘﻁ ﺗﺣﺭﻳﺭ ﺩﺭﺟﺔ
ﺍﻟﺣﺭﺍﺭﺓ ﻣﺳﻣﻭﺡ ﺑﻪ .ﻓﻲ ﻫﺫﺍ ﺍﻟﻣﺛﺎﻝ ،ﺍﻟﻧﻣﻁ ﺍﻟﻳﺩﻭﻱ ﻳﺗ ّﻡ ﺗﻌﻳﻳﻥ ﻟﻛﻝ ﻣﻥ ﺍﻟﻣﻔﺗﺎﺣﻳﻥ ﺍﻷﻳﺳﺭ ﻭﺍﻷﻳﻣﻥ ،ﻭﻳﺷﺎﺭ ﺇﻟﻳﻪ ﺑﺣﺭﻑ " "Lﻭﺣﺭﻑ " "Rﻣﻥ
ﺍﻟﻠﻭﻥ ﺍﻷﺯﺭﻕ ﺍﻟﺩﺍﻛﻥ ﺑﺟﻭﺍﺭ ﺍﺳﻡ ﺍﻟﻧﻣﻁ.
) Inactive profileﻧﻣﻁ ﻏﻳﺭ ﻓﻌﺎﻝ( :ﺩﺍﺋﺭﺓ ﻣﻣﻠﻭءﺓ ﺭﻣﺎﺩﻳﺔ  -ﻫﺫﺍ ﻫﻭ ﻧﻣﻁ ﻳﺣﺗﻭﻱ ﻋﻠﻰ ﻣﻌﻠﻭﻣﺎﺕ ﺍﻟﻧﻣﻁ ،ﻟﻛﻧﻪ ﻟﻳﺱ ً
ﻓﻌﺎﻻ ﻭﻳﺷﺎﺭ ﺇﻟﻳﻪ
ﺑﺩﺍﺋﺭﺓ ﻣﻣﻠﻭءﺓ ﺃﺭﺟﻭﺍﻧﻳﺔ ﺃﻭ ﺭﻣﺎﺩﻳﺔ.
) Empty profileﺍﻷﻧﻣﺎﻁ ﺍﻟﻔﺎﺭﻏﺔ( :ﺩﺍﺋﺭﺓ ﻏﻳﺭ ﻣﻣﻠﻭءﺓ  -ﺇﻧّﻬﺎ ﻋﺑﺎﺭﺓ ﻋﻥ ﺣﻳﺯﺍﺕ ﻓﺎﺭﻏﺔ ﻟﻸﻧﻣﺎﻁ ﻭﻻ ﻳﻣﻛﻥ ﺍﺳﺗﺧﺩﺍﻣﻬﺎ ﺣﺗﻰ ﻳﺗ ّﻡ ﺇﺩﺧﺎﻝ
ﺑﻳﺎﻧﺎﺕ ﺍﻷﻧﻣﺎﻁ ﺫﺍﺗﻬﺎ .ﻭﻳﺷﺎﺭ ﺇﻟﻰ ﺍﻷﻧﻣﺎﻁ ﺍﻟﻔﺎﺭﻏﺔ ﺑﺩﺍﺋﺭﺓ ﻏﻳﺭ ﻣﻣﻠﻭءﺓ.
ﻳﺳﺎﺭﺍ/ﺗﻌﻳﻳﻥ ﺍﻟﺯﺭ ﺍﻷﻳﺳﺭ( :ﺑﺎﻟﺿﻐﻁ ﻋﻠﻰ ﻫﺫﺍ ﺍﻟﺯﺭ ﺳﻭﻑ ﺗﻘﻭﻡ ﺑﺗﻌﻳﻳﻥ
) Assign Left/Left button assignmentﺍﻟﺗﻌﻳﻳﻥ
ً
ﺍﻟﻧﻣﻁ ﺍﻟﻣﺣﺩﺩ ﺣﺎﻟﻳًﺎ ﺑﻭﺍﺳﻁﺔ ﺍﻟﻣﺷﻳﺭﺓ ﻟﻣﻔﺗﺎﺡ ﺍﻟﺻﺭﻑ ﺍﻷﻳﺳﺭ) .ﻻ ﻳﻣﻛﻧﻙ ﺗﻌﻳﻳﻥ ﻧﻣﻁ ﻓﺎﺭﻍ(
) Assign Right/Right button assignmentﺍﻟﺗﻌﻳﻳﻥ ﻳﻣﻳﻧًﺎ/ﺗﻌﻳﻳﻥ ﺍﻟﺯﺭ ﺍﻷﻳﻣﻥ( :ﺑﺎﻟﺿﻐﻁ ﻋﻠﻰ ﻫﺫﺍ ﺍﻟﺯﺭ ﺳﻭﻑ ﺗﻘﻭﻡ ﺑﺗﻌﻳﻳﻥ
ﺍﻟﻧﻣﻁ ﺍﻟﻣﺣﺩﺩ ﺣﺎﻟﻳًﺎ ﺑﻭﺍﺳﻁﺔ ﺍﻟﻣﺷﻳﺭﺓ ﻟﻣﻔﺗﺎﺡ ﺍﻟﺻﺭﻑ ﺍﻷﻳﻣﻥ.
ﺻﺔ ﺑﺎﻟﻧﻣﻁ ،ﻭﺫﻟﻙ ﺑﺎﻟﻧﺳﺑﺔ ﻟﻠﻧﻣﻁ ﺍﻟﻣﺣﺩﺩ ﺣﺎﻟﻳًﺎ
) Profile edit buttonﺯﺭ ﺗﺣﺭﻳﺭ ﺍﻟﻧﻣﻁ( :ﺍﺿﻐﻁ ﻋﻠﻰ ﻫﺫﺍ ﺍﻟﺯﺭ ﻟﺗﺣﺭﻳﺭ ﺍﻟﺑﻳﺎﻧﺎﺕ ﺍﻟﺧﺎ ّ
ﺑﻭﺍﺳﻁﺔ ﺍﻟﻣﺷﻳﺭﺓ.
) Cursor selectﺍﻟﺗﺣﺩﻳﺩ ﺑﺎﻟﻣﺷﻳﺭﺓ( :ﻳﺷﻳﺭ ﺍﻟﺗﺣﺩﻳﺩ ﺑﻭﺍﺳﻁﺔ ﺍﻟﻣﺷﻳﺭﺓ ﻭﺍﻟﺣﺩﻭﺩ ﺍﻟﻣﻧﻘّﻁﺔ ﺇﻟﻰ ﺃﻱ ﻧﻣﻁ ﺗﻘﻭﻡ ﺑﺗﺣﺩﻳﺩﻩ ﻋﻠﻰ ﺍﻟﺷﺎﺷﺔ.
ﻳﻣﻛﻧﻙ ﺍﺳﺗﺧﺩﺍﻡ ﺍﻟﻣﺷﻔّﺭ ﺍﻟﺩﻭﺍﺭ ﺃﻭ ﻭﻅﻳﻔﺔ ﺃﻋﻠﻰ/ﺃﺳﻔﻝ ) (up/downﺑﻌﺻﺎ ﺍﻟﺗﺣ ّﻛﻡ ) (joystickﻟﻠﺗﺻﻔﺢ ﺑﻘﺎﺋﻣﺔ ﺍﻷﻧﻣﺎﻁّ .
ﺇﻥ ﺍﻟﺿﻐﻁ ﻋﻠﻰ
ﺯﺭ ﺍﻟﺿﻐﻁ ﺳﻭﻑ ﻳﻔﻌّﻝ ﺍﻟﻧﻣﻁ ﺍﻟﻣﺣﺩ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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ﺍﻟﺧﻁﻭﺍﺕ ﻹﻧﺷﺎء ﻧﻣﻁ ﺻﺏ ﻗﻬﻭﺓ ﺟﺩﻳﺩ:
 .1ﺣﺩﺩ ﻧﻣﻁ ﻓﺎﺭﻍ )ﻭﻳﺷﺎﺭ ﺇﻟﻳﻪ ﺑﺩﺍﺋﺭﺓ ﻏﻳﺭ ﻣﻣﻠﻭءﺓ( ﻭﺍﺧﺗﺭ ) Editﺍﻟﺗﺣﺭﻳﺭ(.
 .2ﺍﻟﻣﺱ ﺑﺟﻭﺍﺭ ﺣﻘﻝ ) Profile Nameﺍﺳﻡ ﺍﻟﻧﻣﻁ( ﻭﺃﺩﺧﻝ ﺍﺳ ًﻣﺎ ﻟﻠﻧﻣﻁ .ﺍﺳﺗﺧﺩﻡ ﻋﺻﺎ ﺍﻟﺗﺣﻛﻡ ) (joystickﻭﻋﺟﻠﺔ ﺍﻟﻣﺷ ِﻔّﺭ
ﻟﺗﺻﻔﺢ ﻣﺟﻣﻭﻋﺔ ﺍﻟﺣﺭﻭﻑ ﻭﺍﻷﺭﻗﺎﻡ.

 .3ﺍﺿﺑﻁ ﺩﺭﺟﺎﺕ ﺣﺭﺍﺭﺓ ﺍﻟﻣﻧﻁﻘﺔ ﺍﻟﺣﺭﺍﺭﻳﺔ ﺇﺫﺍ ﺭﻏﺑﺕ ﻓﻲ ﺫﻟﻙ .ﻭﻟﺗﻐﻳﻳﺭ ﺩﺭﺟﺔ ﺍﻟﺣﺭﺍﺭﺓ ﺍﻟﻣﺿﺑﻭﻁﺔ ،ﺍﻟﻣﺱ ﺑﺑﺳﺎﻁﺔ ﻗﻳﻣﺔ ﺩﺭﺟﺔ
ﺍﻟﺣﺭﺍﺭﺓ ﺍﻟﻣﻌﺭﻭﺿﺔ ﻋﻠﻰ ﺍﻟﺷﺎﺷﺔ ﻓﺳﻳﺗ ّﻡ ﺗﻅﻠﻳﻝ ﻫﺫﻩ ﺍﻟﻘﻳﻣﺔ .ﻗﻡ ﺑﺗﺩﻭﻳﺭ ﺍﻟﻣﺷ ِﻔّﺭ ﺇﻟﻰ ﺍﻟﻳﺳﺎﺭ ﺃﻭ ﺇﻟﻰ ﺍﻟﻳﻣﻳﻥ ﻟﺗﻐﻳﻳﺭ ﺍﻟﻘﻳﻣﺔ ﺍﻟﻣﻌﺭﻭﺿﺔ،
ﻭﺫﻟﻙ ﺑﻣﻘﺩﺍﺭ ﺩﺭﺟﺔ ﻭﺍﺣﺩﺓ ﻓﻲ ﻛﻝ ﻣﺭﺓ .ﺃ ّﻣﺎ ﻟﺗﻐﻳﻳﺭ ﺩﺭﺟﺔ ﺍﻟﺣﺭﺍﺭﺓ ﺑﻣﻘﺩﺍﺭ  10/1ﺩﺭﺟﺔ ﻓﻲ ﻛﻝ ﻣﺭﺓ ،ﻓﺎﺿﻐﻁ ﻋﻠﻰ ﻋﺻﺎ ﺍﻟﺗﺣ ّﻛﻡ
) (joystickﻟﻸﻋﻠﻰ ﺃﻭ ﺍﻷﺳﻔﻝ .ﺍﺿﻐﻁ ﻋﻠﻰ ﺍﻟﺯﺭ ﺍﻷﻭﺳﻁ ﻟﻌﺻﺎ ﺍﻟﺗﺣ ّﻛﻡ ﻟﺣﻔﻅ ﺍﻟﺗﻐﻳﻳﺭ.
● ﻓﻲ ﺍﻟﻭﺿﻌﻳﺔ ﺍﻟﻳﺩﻭﻳﺔ ﻟﺩﺭﺟﺔ ﺍﻟﺣﺭﺍﺭﺓ ،ﺳﻳﺗ ّﻡ ﻋﺭﺽ ﻛﻠﻲ ﺍﻟﻣﻧﻁﻘﺗﻳﻥ ﺍﻟﺣﺭﺍﺭﻳﺗﻳﻥ ﻟﻠﻐﻼﻳﺗﻳﻥ .ﺍﺿﺑﻁ ﺩﺭﺟﺔ ﺣﺭﺍﺭﺓ ﻏﻼﻳﺔ
ﺍﻟﻣﺩﺧﻝ ) (Inlet-Tﻭﺩﺭﺟﺔ ﺣﺭﺍﺭﺓ ﻏﻼﻳﺔ ﺍﻟﻣﺧﺭﺝ ) (Outlet-Tﺇﺫﺍ ﻛﺎﻥ ﺫﻟﻙ ﻣﺭﻏﻭﺑًﺎ ﻓﻳﻪ.
● ﻓﻲ ﺍﻟﻭﺿﻌﻳﺔ ﺍﻟﺗﻠﻘﺎﺋﻳﺔ ﻟﺩﺭﺟﺔ ﺍﻟﺣﺭﺍﺭﺓ ،ﺳﻳﺗ ّﻡ ﻋﺭﺽ ﺩﺭﺟﺔ ﺣﺭﺍﺭﺓ ﻭﺍﺣﺩﺓ ﻓﻘﻁ .ﺍﺿﺑﻁ ﺩﺭﺟﺔ ﺣﺭﺍﺭﺓ ﺍﻟﺗﺧﻣﻳﺭ ) (Tempﺇﺫﺍ
ﻛﺎﻥ ﺫﻟﻙ ﻣﺭﻏﻭﺑًﺎ ﻓﻳﻪ.

ﺻﺔ ﺑﻭﺿﻌﻳﺔ ﺩﺭﺟﺔ ﺍﻟﺣﺭﺍﺭﺓ(
)ﺍﺭﺟﻊ ﺇﻟﻰ "ﺷﺎﺷﺔ ﺍﻟﺗﻔﺿﻳﻼﺕ ﺍﻟﻣﺗﻘﺩﻣﺔ ﺻﻔﺣﺔ  "2ﻟﻼﻁﻼﻉ ﻋﻠﻰ ﺍﻟﻣﻌﻠﻭﻣﺎﺕ ﺍﻟﺧﺎ ّ
 .4ﺇﺫﺍ ﻛﻧﺕ ﺗﺭﻏﺏ ﺑﺑﺭﻣﺟﺔ ﻣﺗﻐﻳﺭﺍﺕ ﺍﻟﻧﻣﻁ ﻳﺩﻭﻳًﺎ ،ﻓﻌﻠﻳﻙ ﻟﻣﺱ ﻣﺭﺑﻊ ) Manual Programmingﺍﻟﺑﺭﻣﺟﺔ ﺍﻟﻳﺩﻭﻳﺔ(:
ﺳﻳﺗﺣﻭﻝ ﺇﻟﻰ ﺍﻟﻠﻭﻥ ﺍﻷﺣﻣﺭ ﻭﺳﻳﺧﺗﻔﻲ ﺧﻳﺎﺭ ) Brew Settingsﺇﻋﺩﺍﺩﺍﺕ ﺍﻟﺗﺧﻣﻳﺭ(.

ﺍﻟﻣﺱ ) Save & Exitﺍﻟﺣﻔﻅ ﻭﺍﻟﺧﺭﻭﺝ( ﻭﻣﻥ ﺛﻡ ﺍﻧﺗﻘﻝ ﺇﻟﻰ ﺍﻟﺧﻁﻭﺓ ﺭﻗﻡ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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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ﻭﻟﺑﺭﻣﺟﺔ ) Profile settingsﺇﻋﺩﺍﺩﺍﺕ ﺍﻟﻧﻣﻁ( ،ﺍﻟﻣﺱ ) Brew Settingsﺇﻋﺩﺍﺩﺍﺕ ﺍﻟﺗﺧﻣﻳﺭ( ﻭﺳﺗﻅﻬﺭ ﻟﻙ ﺍﻟﺷﺎﺷﺔ ﺍﻟﺗﺎﻟﻳﺔ:

 .6ﺃ ّﻣﺎ ﻟﺿﺑﻁ ﻭﻗﺕ ﺍﻟﺻﺭﻑ ﻟﻬﺫﺍ ﺍﻟﻧﻣﻁ ،ﻓﺎﻟﻣﺱ ﺍﻟﻭﻗﺕ ﺍﻟﻣﺟﺎﻭﺭ ﻟـ ) Cycle timeﻭﻗﺕ ﺍﻟﺩﻭﺭﺓ(.

ﺛﻭﺍﻥ( ﻭﺍﻟﻣﺷﻔّﺭ ﺍﻟﺩﻭﺍﺭ ) -/+1ﺛﺎﻧﻳﺔ(.
ﺳﻭﻑ ﻳﺗ ّﻡ ﺗﻅﻠﻳﻝ ﺍﻟﻭﻗﺕ ﺑﺎﻟﻠﻭﻥ ﺍﻷﺣﻣﺭ ﻭﻳﻣﻛﻥ ﺗﻌﺩﻳﻠﻪ ﺑﺎﺳﺗﺧﺩﺍﻡ ﻋﺻﺎ ﺍﻟﺗﺣ ّﻛﻡ )+/-10
ِ
ﺍﺿﻐﻁ ﻋﻠﻰ ﻭﺳﻁ ﻋﺻﺎ ﺍﻟﺗﺣ ّﻛﻡ ﻟﻠﻘﻳﺎﻡ ﺑﺎﻟﺿﺑﻁ.
 .7ﻭﻟﺿﺑﻁ ﺣﺟﻡ ﺍﻟﺻﺭﻑ ﺍﻹﺟﻣﺎﻟﻲ ،ﺍﻟﻣﺱ ﺍﻟﺭﻗﻡ ﺍﻟﻣﺟﺎﻭﺭ ﻟـ ) Total Volumeﺍﻟﺣﺟﻡ ﺍﻹﺟﻣﺎﻟﻲ( .ﻗُﻡ ﺑﺗﺩﻭﻳﺭ ﺍﻟﻣﺷﻔّﺭ ﻟﻠﺯﻳﺎﺩﺓ ﺃﻭ
ﻳﺳﺎﺭﺍ
ﺍﻹﻧﻘﺎﺹ ﺑﻣﻘﺩﺍﺭ  1ﻣﻝ/ﺃﻭﻗﻳﺔ ﻭﺍﺩﻓﻊ ﻋﺻﺎ ﺍﻟﺗﺣ ّﻛﻡ ﻟﻸﻋﻠﻰ ﺃﻭ ﺍﻷﺳﻔﻝ ﻟﻠﺗﻐﻳﻳﺭ ﺑﻣﻘﺩﺍﺭ  0.1ﻣﻝ/ﺃﻭﻗﻳﺔ ،ﺃﻭ ﺍﺩﻓﻌﻬﺎ ﻳﻣﻳﻧًﺎ ﺃﻭ
ً
ﻟﻠﺗﻐﻳﻳﺭ ﺑﻣﻘﺩﺍﺭ  10ﻣﻝ/ﺃﻭﻗﻳ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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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ﻛﻣﺎ ﻭﻳﻛﻭﻥ ﻣﻥ ﺍﻟﻣﻣﻛﻥ ﺿﺑﻁ ﺣﺟﻡ ﺍﻟﺑ ّﻝ ﺍﻟﻣﺳﺑﻖ .ﻭﻳُﻌ َﺑﺭ ﻋﻥ ﺫﻟﻙ ﺑﻛﻭﻧﻪ ﻧﺳﺑﺔ ﻣﺋﻭﻳﺔ ﻣﻥ ﺍﻟﺣﺟﻡ ﺍﻹﺟﻣﺎﻟﻲ .ﺍﻟﻣﺱ ﺍﻟﺭﻗﻡ ﺍﻟﻣﺟﺎﻭﺭ
ﻟـ ) Prewet Percentﺍﻟﻧﺳﺑﺔ ﺍﻟﻣﺋﻭﻳﺔ ﻟﻠﺑ ّﻝ ﺍﻟﻣﺳﺑﻖ( .ﻗُﻡ ﺑﺗﺩﻭﻳﺭ ﺍﻟﻣﺷﻔّﺭ ﻟﻠﺯﻳﺎﺩﺓ ﺃﻭ ﺍﻹﻧﻘﺎﺹ ﺑﻣﻘﺩﺍﺭ  %1ﻭﺍﺩﻓﻊ ﻋﺻﺎ
ﻳﺳﺎﺭﺍ ﻟﻠﺗﻐﻳﻳﺭ ﺑﻣﻘﺩﺍﺭ .%10
ﺍﻟﺗﺣ ّﻛﻡ ﻟﻸﻋﻠﻰ ﺃﻭ ﺍﻷﺳﻔﻝ ﻟﻠﺗﻐﻳﻳﺭ ﺑﻣﻘﺩﺍﺭ  ،%0.1ﺃﻭ ﺍﺩﻓﻌﻬﺎ ﻳﻣﻳﻧًﺎ ﺃﻭ
ً
ﺍﺿﻐﻁ ﻋﻠﻰ ﻭﺳﻁ ﻋﺻﺎ ﺍﻟﺗﺣ ّﻛﻡ ﻟﻠﻘﻳﺎﻡ ﺑﺎﻟﺿﺑﻁ .ﺳﻳﺗ ّﻡ ﻋﺭﺽ ﺍﻟﺣﺟﻡ ﺍﻟﻣﺣﺳﻭﺏ ﻟﻠﺑ ّﻝ ﺍﻟﻣﺳﺑﻖ:

 .9ﻭﻟﺿﺑﻁ ﻭﻗﺕ ﺍﻟﺗﺄﺧﻳﺭ ﺑﻳﻥ ﺍﻟﺑ ّﻝ ﺍﻟﻣﺳﺑﻖ ﻭﺻﺭﻑ ﺑﺎﻗﻲ ﺍﻟﻣﺎء ،ﺍﻟﻣﺱ ﺍﻷﺭﻗﺎﻡ ﺍﻟﻣﺟﺎﻭﺭﺓ ﻟـ ) Prewet delayﺗﺄﺧﻳﺭ ﺍﻟﺑ ّﻝ
ﺍﻟﻣﺳﺑﻖ( .ﻗُﻡ ﺑﺗﺩﻭﻳﺭ ﺍﻟﻣﺷﻔّﺭ ﻟﻠﺯﻳﺎﺩﺓ ﺃﻭ ﺍﻹﻧﻘﺎﺹ ﺑﻣﻘﺩﺍﺭ ﺛﺎﻧﻳﺔ ﻭﺍﺣﺩﺓ ﻭﺍﺩﻓﻊ ﻋﺻﺎ ﺍﻟﺗﺣ ّﻛﻡ ﻟﻸﻋﻠﻰ ﺃﻭ ﺍﻷﺳﻔﻝ ﻟﻠﺗﻐﻳﻳﺭ ﺑﻣﻘﺩﺍﺭ
ﻳﺳﺎﺭﺍ ﻟﻠﺗﻐﻳﻳﺭ ﺑﻣﻘﺩﺍﺭ  10ﺛﻭﺍﻥ .ﺍﺿﻐﻁ ﻋﻠﻰ ﻭﺳﻁ ﻋﺻﺎ ﺍﻟﺗﺣ ّﻛﻡ ﻟﻠﻘﻳﺎﻡ ﺑﺎﻟﺿﺑﻁ.
 0.1ﺛﺎﻧﻳﺔ ﺃﻭ ﺍﺩﻓﻌﻬﺎ ﻳﻣﻳﻧًﺎ ﺃﻭ
ً

 .10ﻳُﻣﻛﻧﻙ ﺻﺭﻑ ﺍﻟﻣﺎء ﻣﻥ ﺧﻼﻝ ﻣﺟﻣﻭﻋﺔ ﻣﻥ ﺍﻟﻧﺑﺿﺎﺕ .ﻭﻳُﻣﻛﻧﻙ ﺿﺑﻁ ﻋﺩﺩ ﺍﻟﻧﺑﺿﺎﺕ ﻫﺫﻩ ﻋﻥ ﻁﺭﻳﻖ ﻟﻣﺱ ﺍﻟﺭﻗﻡ ﺍﻟﻣﺟﺎﻭﺭ
ﻟـ ) Pulse Countﻋﺩﺩ ﺍﻟﻧﺑﺿﺎﺕ( .ﻗُﻡ ﺑﺗﺩﻭﻳﺭ ﺍﻟﻣﺷﻔّﺭ ﻟﻠﺯﻳﺎﺩﺓ ﺃﻭ ﺍﻹﻧﻘﺎﺹ ﺑﻣﻘﺩﺍﺭ ﻧﺑﺿﺔ ﻭﺍﺣﺩﺓ ﻭﺍﺩﻓﻊ ﻋﺻﺎ ﺍﻟﺗﺣ ّﻛﻡ ﻟﻸﻋﻠﻰ ﺃﻭ
ﺍﻷﺳﻔﻝ ﻟﻠﺗﻐﻳﻳﺭ ﺑﻣﻘﺩﺍﺭ ﻧﺑﺿﺔ ﻭﺍﺣﺩﺓ ،ﺃﻭ ﺍﺩﻓﻌﻬﺎ ﻳﻣﻳﻧًﺎ ﺃﻭ
ﻳﺳﺎﺭﺍ ﻟﻠﺗﻐﻳﻳﺭ ﺑﻣﻘﺩﺍﺭ  10ﻧﺑﺿﺎﺕ.
ً
ﺍﺿﻐﻁ ﻋﻠﻰ ﻭﺳﻁ ﻋﺻﺎ ﺍﻟﺗﺣ ّﻛﻡ ﻟﻠﻘﻳﺎﻡ ﺑﺎﻟﺿﺑﻁ) .ﻭﻓﻲ ﻫﺫﺍ ﺍﻟﺣﺎﻝّ ،
ﻓﺈﻥ ﺍﻟﺣﺩ ﺍﻷﺩﻧﻰ ﻫﻭ ﻧﺑﺿﺔ ﻭﺍﺣﺩﺓ ﻭﺍﻟﺣﺩ ﺍﻷﻗﺻﻰ  12ﻧﺑﺿ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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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ﻭﺇﺫﺍ ﻛﻧﺕ ﺗﺭﻏﺏ ﺑﺗﺧﻣﻳﺭ ﺍﻟﻘﻬﻭﺓ ﺣﺳﺏ ﻧﺳﺑﺔ ﺍﻟﻘﻬﻭﺓ ﺍﻟﺟﺎﻓﺔ ﺍﻟﻣﻁﺣﻭﻧﺔ ﻭﺍﻟﻣﺎء ،ﻓﺳﻭﻑ ﺗﺳﺗﻁﻳﻊ ﻭﺣﺩﺓ ﺻﺏ ﺍﻟﻘﻬﻭﺓ ﺍﺣﺗﺳﺎﺏ ﻛﻣﻳﺔ
ﺍﻟﻘﻬﻭﺓ ﺍﻟﻣﻁﻠﻭﺑﺔ ﻋﻠﻰ ﺃﺳﺎﺱ ﺣﺟﻡ ﺍﻟﻣﺎء ﻭﺍﻟﻧﺳﺑﺔ ﺍﻟﺗﻲ ﺍﺧﺗﺭﺗﻬﺎ .ﺍﻟﻣﺱ ﺍﻟﺭﻗﻡ ﺍﻟﻣﺟﺎﻭﺭ ﻟـ ) Ratioﺍﻟﻧﺳﺑﺔ( :ﻗُﻡ ﺑﺗﺩﻭﻳﺭ ﺍﻟﻣﺷﻔّﺭ
ﻳﺳﺎﺭﺍ ﻟﻠﺗﻐﻳﻳﺭ ﺑﻣﻘﺩﺍﺭ
ﻟﻠﺯﻳﺎﺩﺓ ﺃﻭ ﺍﻹﻧﻘﺎﺹ ﺑﻣﻘﺩﺍﺭ  1ﻭﺍﺩﻓﻊ ﻋﺻﺎ ﺍﻟﺗﺣ ّﻛﻡ ﻟﻸﻋﻠﻰ ﺃﻭ ﺍﻷﺳﻔﻝ ﻟﻠﺗﻐﻳﻳﺭ ﺑﻣﻘﺩﺍﺭ  ،0.1ﺃﻭ ﺍﺩﻓﻌﻬﺎ ﻳﻣﻳﻧًﺎ ﺃﻭ
ً
 .10ﺍﺿﻐﻁ ﻋﻠﻰ ﻭﺳﻁ ﻋﺻﺎ ﺍﻟﺗﺣ ّﻛﻡ ﻟﻠﻘﻳﺎﻡ ﺑﺎﻟﺿﺑﻁ) .ﻭﻓﻲ ﻫﺫﺍ ﺍﻟﺣﺎﻝّ ،
ﻓﺈﻥ ﺍﻟﺣﺩ ﺍﻷﺩﻧﻰ ﻫﻭ  1:1ﻭﺍﻟﺣﺩ ﺍﻷﻗﺻﻰ  (24:1ﺳﻳﺗ ّﻡ
ﻋﺭﺽ ﻛﻣﻳﺔ ﺍﻟﻘﻬﻭﺓ ﺍﻟﻣﻁﻠﻭﺑﺔ ﻟﻭﺻﻔﺔ ﺍﻟﻧﻣﻁ ﺍﻟﺧﺎﺹّ ﺑﻙ ﻋﻠﻰ ﺍﻟﺷﺎﺷﺔ.

 .12ﻭﻟﻠﺗﺄﻛﺩ ﻣﻥ ﺃﻥ ﺍﻟﻧﻣﻁ ﺍﻟﺫﻱ ﺍﺧﺗﺭﺗﻪ ﻳُﻣﻛﻧﻙ ﺗﻭﺻﻳﻠﻪ ﻛﻣﺎ ﺗ ّﻡ ﺿﺑﻁﻪ ،ﻳﺟﺏ ﻋﻠﻳﻙ ﺍﻵﻥ ﻟﻣﺱ ) Calibrateﻣﻌﺎﻳﺭﺓ(.
ﻣﻥ ﻗﺎﺋﻣﺔ ﺍﻟﻣﻌﺎﻳﺭﺓ ﻳُﻣﻛﻧﻙ ﺗﺷﻐﻳﻝ ﺍﻟﻧﻣﻁ ﺍﻟﻣﺧﺗﺎﺭ ﺑﺎﻟﻛﺎﻣﻝ ﺃﻭ ﺍﻟﺗﺧﻁﻲ ﻟﻣﻌﺎﻳﺭﺓ ﺍﻟﺣﺟﻡ ﻓﻘ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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ﻭﻋﻧﺩ ﻣﻌﺎﻳﺭﺓ ﺍﻟﺗﺩﻓﻖ ﻣﻥ ﺍﻟﻣﻣﻛﻥ ﺿﺑﻁ ﺗﺩﻓﻖ ﺍﻟﻣﺎء ﺍﻟﻣﺛﺎﻟﻲ ﻓﻲ ﺍﻟﻧﻣﻁ ﺍﻟﺫﻱ ﻗﺩ ﻗﻣﺕ ﺑﺎﺧﺗﻳﺎﺭﻩ .ﻫﻧﺎﻙ ﺗﻣﺛﻳﻝ ﻣﺭﺋﻲ ﻟﻠﻧﺑﺿﺎﺕ
ﺍﻟﺧﺎﺹ ﺑﻙ:
ﻭﺍﻟﺗﻭﻗﻔﺎﺕ ﻓﻲ ﺍﻟﻧﻣﻁ
ّ

ﻳُﻣﻛﻧﻙ ﺗﻌﺩﻳﻝ ﻣﻌﺩﻝ ﺍﻟﺗﺩﻓﻖ ﺑﺎﺳﺗﺧﺩﺍﻡ ﺧﻳﺎﺭ ﺍﻟﺗﺣ ّﻛﻡ ﻓﻲ ﺍﻟﺗﺩﻓﻖ ﺍﻟﻣﻭﺟﻭﺩ ﺑﺎﻟﺟﺯء ﺍﻟﺧﻠﻔﻲ ﻣﻥ ﺍﻟﻭﺣﺩﺓ ،ﻭﺫﻟﻙ ﻟﻠﻭﺻﻭﻝ ﺇﻟﻰ ﻣﻌﺩﻝ
ﺍﻟﺗﺩﻓﻖ ﺍﻟﻣﻧﺎﺳﺏ .ﺃ ّﻣﺎ ﺇﺫﺍ ﻛﺎﻧﺕ ﺍﻹﻋﺩﺍﺩﺍﺕ ﺍﻟﺗﻲ ﺃﺩﺧﻠﺗﻬﺎ ﻏﻳﺭ ﻣﺗﻭﺍﻓﻘﺔ ﻣﻊ ﻣﻌﺩﻝ ﺍﻟﺗﺩﻓﻖ ،ﻓﺳﺗﻅﻬﺭ ﻟﻙ ﺭﺳﺎﻟﺔ ﺇﻧﺫﺍﺭ ﻋﻠﻰ ﺍﻟﺷﺎﺷﺔ ﻣﺛﻝ
ﻫﺫﻩ:

ّ
ﺇﻥ ﻣﻌﺎﻳﺭﺓ ﺍﻟﻣﻳﺎﻩ ﻭﺣﺩﻫﺎ ﺗﺑﺩﻭ ﻛﺎﻵﺗ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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ﺑﻌﺩ ﻣﻌﺎﻳﺭﺓ ﺍﻟﺣﺟﻡ ،ﺳﺗﻁﻠﺏ ﻣﻧﻙ ﺍﻟﻘﺎﺋﻣﺔ ﺇﺩﺧﺎﻝ ﻭﺯﻥ/ﺣﺟﻡ ﺍﻟﻣﺎء ﺍﻟﻣﺻﺭﻭﻑ .ﺳﻭﻑ ﻳﺿﺑﻁ ﺫﻟﻙ ﺣﺟﻡ ﺍﻟﺧﻁ ﺗﻠﻘﺎﺋﻳًﺎ ﻣﻥ ﺃﺟﻠﻙ.
 .13ﺍﻟﻣﺱ ) Save & Exitﺍﻟﺣﻔﻅ ﻭﺍﻟﺧﺭﻭﺝ( ﻟﺣﻔﻅ ﺇﻋﺩﺍﺩﺍﺗﻙ ﻭﺍﻟﺭﺟﻭﻉ ﺇﻟﻰ ﺍﻟﺷﺎﺷﺔ ﺍﻟﺳﺎﺑﻘﺔ.
ﺹ ﺑﻙ ﻷﺣﺩ ﺍﻷﺯﺭﺍﺭ ﺍﻟﻣﻭﺟﻭﺩﺓ ﻋﻠﻰ ﺍﻟﻣﻧﺿﺩﺓ ،ﺍﻟﻣﺱ ﺍﺳﻡ ﺍﻟﻧﻣﻁ ﻟﻛﻲ ﻳﺗ ّﻡ ﺗﻅﻠﻳﻠﻪ ،ﺛﻡ ﺍﻟﻣﺱ Assign Left
 .14ﻟﺗﻌﻳﻳﻥ ﺍﻟﻧﻣﻁ ﺍﻟﺧﺎ ّ
ﻳﺳﺎﺭﺍ( ﺃﻭ ) Assign Rightﺍﻟﺗﻌﻳﻳﻥ ﻳﻣﻳﻧًﺎ( ﻟﺗﻌﻳﻳﻥ ﻫﺫﺍ ﺍﻟﻧﻣﻁ ﻟﻠﺯﺭ.
)ﺍﻟﺗﻌﻳﻳﻥ
ً

ً
ﺟﺎﻫﺯﺍ ﻟﻼﺳﺗﺧﺩﺍﻡ.
 .15ﻟﻘﺩ ﺃﺻﺑﺢ ﺍﻵﻥ ﻧﻣﻁﻙ
 .16ﻭﻓﻳﻣﺎ ﻳﺧﺹ ) Manual Programmingﺍﻟﺑﺭﻣﺟﺔ ﺍﻟﻳﺩﻭﻳﺔ( ،ﻋﻠﻳﻙ ﺃﻭﻻً ﺗﻌﻳﻳﻥ ﻧﻣﻁﻙ ﻷﺣﺩ ﺍﻟﺯﺭﻳﻥ ﺍﻟﻣﻭﺟﻭﺩﻳﻥ ﻋﻠﻰ
ﻳﺳﺎﺭﺍ( ﺃﻭ ) Assign Rightﺍﻟﺗﻌﻳﻳﻥ
ﺍﻟﻣﻧﺿﺩﺓ ،ﺛﻡ ﺍﻟﻣﺱ ﺍﺳﻡ ﺍﻟﻧﻣﻁ ﻟﻳﺗ ّﻡ ﺗﻅﻠﻳﻠﻪ ﻭﺑﻌﺩﻫﺎ ﺍﻟﻣﺱ ) Assign Leftﺍﻟﺗﻌﻳﻳﻥ
ً
ﻳﻣﻳﻧًﺎ( ﻟﺗﻌﻳﻳﻥ ﻫﺫﺍ ﺍﻟﻧﻣﻁ ﻟﻠﺯﺭ.

 .17ﻗﻡ ﺑﺈﻋﺩﺍﺩ ﺍﻟﻘﻬﻭﺓ ﻭﺍﻟﺟﻬﺎﺯ ﺍﻟﻣﺭﺍﺩ ﺍﺳﺗﺧﺩﺍﻣﻪ ﻟﻬﺫﺍ ﺍﻟﻧﻣﻁ.
ﺷﺢ ﺍﻟﻭﺭﻗﻲ ﻭ/ﺃﻭ ﺳﻠﺔ ﺍﻟﻣﺭ ِ ّ
 .18ﺍﺷﻁﻑ ﺍﻟﻣﺭ ِ ّ
ﺻﺔ ﺑﺻﻧﺑﻭﺭ ﺻﺏ ﺍﻟﻘﻬﻭﺓ.
ﺷﺢ ﻟﺗﺩﻓﺋﺔ ﺟﻬﺎﺯ ﺻﺏ ﺍﻟﻘﻬﻭﺓ ﻭﺃﻧﺎﺑﻳﺏ ﺍﻟﻣﻳﺎﻩ ﺍﻟﺧﺎ ّ
ً
ﻟﻣﺩﺓ
ﻭﺫﻟﻙ
ﺍﻷﻳﻣﻥ(،
ﺃﻭ
)ﺍﻷﻳﺳﺭ
ﺎ
ﻘ
ﻣﺳﺑ
ﻟﻠﻧﻣﻁ
ﺑﺗﻌﻳﻳﻧﻪ
ﻗﻣﺕ
ﻗﺩ
ﺍﻟﺫﻱ
ﺍﻟﺻﺭﻑ
ﺛﻭﺍﻥ ﺗﻘﺭﻳﺑًﺎ
3
ﻣﻔﺗﺎﺡ
ﻋﻠﻰ
ﺑﺎﻟﺿﻐﻁ
ﻭﺍﺳﺗﻣﺭ
 .19ﺍﺿﻐﻁ
ٍ
ﺣﺗﻰ ﻳﺑﺩﺃ ﺍﻟﺯﺭ ﻓﻲ ﺍﻟﻭﻣﻳﺽ) .ﻭﻳﺷﻳﺭ ﺍﻟﻭﻣﻳﺽ ﺇﻟﻰ ﺃﻧﻙ ﻓﻲ ﻭﺿﻌﻳﺔ "ﺍﻟﺗﺳﺟﻳﻝ"( .ﺳﻭﻑ ﻳﺑﺩﺃ ﺍﻟﻣﺎء ﻓﻲ ﺍﻟﺗﺩﻓﻖ.
ّ .20
ﺇﻥ ﺍﻟﺿﻐﻁ ﻋﻠﻰ ﻣﻔﺗﺎﺡ ﺍﻟﺻﺭﻑ ﻟﻠﺣﻅﺔ ﺳﻭﻑ ﻳﻭﻗﻑ ﺗﺩﻓﻖ ﺍﻟﻣﺎء ﻣﺅﻗﺗًﺎ ،ﺑﻳﻧﻣﺎ ﺑﺎﻟﺿﻐﻁ ﻋﻠﻳﻪ ﻣﺭﺓ ﺃﺧﺭﻯ ﺳﻳﺳﺗﺄﻧﻑ ﺍﻟﺗﺩﻓﻖ .ﻭﻓﻲ
ﻛﻝ ﻫﺫﻩ ﺍﻟﻔﺗﺭﺓ ﺳﻳﺗ ّﻡ ﺗﺧﺯﻳﻥ ﺍﻟﺑﻳﺎﻧﺎﺕ ﺍﻟﺣﺟﻣﻳﺔ ) (volumetricﻭﺍﻟﺯﻣﻧﻳﺔ ) (time-basedﻓﻲ ﺫﺍﻛﺭﺓ ﺍﻟﻧﻣﻁ .ﻻﺣﻅ ﺃﻳﺿًﺎ ﺃﻧﻪ
ﺻﺔ ﺑﺎﻟﻭﺣﺩﺓ ﻓﻲ ﺍﻟﻭﻗﺕ ﺍﻟﻔﻌﻠﻲ .ﻭﻳﻣﻛﻧﻙ ﺍﺳﺗﺧﺩﺍﻡ ﻫﺫﻩ ﺍﻟﻘﻳﻣﺔ
ﺳﻳﺗ ّﻡ ﻋﺭﺽ ﺍﻟﺣﺟﻡ ﺍﻹﺟﻣﺎﻟﻲ ﻟﻠﻣﺎء ﺍﻟﻣﺻﺭﻭﻑ ﻋﻠﻰ ﺍﻟﺷﺎﺷﺔ ﺍﻟﺧﺎ ّ
ﻟﻠﻣﺳﺎﻋﺩﺓ ﻓﻲ ﺗﻧﻔﻳﺫ ﺩﻭﺭﺓ ﺍﻟﺗﺧﻣﻳﺭ ﺍﻟﺧﺎﺻﺔ ﺑﻙ.
 .21ﻋﻧﺩﻣﺎ ﺗﻧﺗﻬﻲ ﻣﻥ ﺩﻭﺭﺓ ﺍﻟﺗﺧﻣﻳﺭ ،ﺍﺿﻐﻁ ﻋﻠﻰ ﻣﻔﺗﺎﺡ ﺍﻟﺻﺭﻑ ﻟﻠﺣﻅﺔ ،ﻭﺫﻟﻙ ﻹﻳﻘﺎﻑ ﺗﺩﻓﻖ ﺍﻟﻣﺎء )ﺳﻭﻑ ﻳﺳﺗﻣﺭ ﺍﻟﻣﻔﺗﺎﺡ ﻓﻲ
ﺍﻟﻭﻣﻳﺽ( .ﺛﻡ ﺍﺳﺗﻣﺭ ﻓﻲ ﺍﻟﺿﻐﻁ ﻋﻠﻰ ﻣﻔﺗﺎﺡ ﺍﻟﺻﺭﻑ ﻟﻸﺳﻔﻝ ﺣﺗﻰ ﻳﻭﻣﺽ ﻣﻔﺗﺎﺣﺎ ﺍﻟﺻﺭﻑ ﺍﻷﻳﺳﺭ ﻭﺍﻷﻳﻣﻥ ﻓﻲ ﻧﻔﺱ ﺍﻟﻭﻗﺕ.
ﻓﺳﻳﺷﻳﺭ ﺫﻟﻙ ﺇﻟﻰ ﺃﻥ ﺍﻟﺑﺭﻧﺎﻣﺞ ﻗﺩ ﺗ ّﻡ ﺗﺧﺯﻳﻧﻪ ﺇﻟﻰ ﺍﻟﻧﻣﻁ ﺍﻟﺫﻱ ﻗﻣﺕ ﺑﺎﺧﺗﻳﺎﺭ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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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ﻟﺗﻛﺭﺍﺭ ﺩﻭﺭﺓ ﺍﻟﺗﺧﻣﻳﺭ ﻫﺫﻩ ،ﻳﺟﺏ ﻋﻠﻳﻙ ﺑﺑﺳﺎﻁﺔ ﺍﻟﺿﻐﻁ ﻋﻠﻰ ﻣﻔﺗﺎﺡ ﺍﻟﺻﺭﻑ ﺍﻟﺫﻱ ﻗﺩ ﺗ ّﻡ ﺗﻌﻳﻳﻧﻬﺎ ﻟﻪ ﻟﻠﺣﻅﺔ :ﻓﺳﻭﻑ ﻳﻧﺑﺽ ﺍﻟﻣﻔﺗﺎﺡ
ﺫﺍﺗﻪ ﻟﻺﺷﺎﺭﺓ ﺇﻟﻰ ﺃﻧﻪ ﻳﻘﻭﻡ ﺑﺈﻋﺎﺩﺓ ﺗﺷﻐﻳﻝ ﺍﻟﻧﻣﻁ )ﻭﻟﻳﺱ ﺑﺗﺳﺟﻳﻠﻪ( .ﺃ ّﻣﺎ ﺇﺫﺍ ﻛﻧﺕ ﺗﻭﺩ ﺍﺳﺗﺑﺩﺍﻝ ﺍﻟﻧﻣﻁ ﺍﻟﻣﻭﺟﻭﺩ ،ﻓﻳﻣﻛﻧﻙ ﺍﻟﻘﻳﺎﻡ ﺑﺫﻟﻙ ﻋﻥ
ﻁﺭﻳﻖ ﺗﻛﺭﺍﺭ ﺍﻟﺧﻁﻭﺍﺕ ﻣﻥ ﺭﻗﻡ  17ﺣﺗﻰ ﺭﻗﻡ .21
 .23ﺍﻟﻣﺱ ﺍﻟﺻﻧﺩﻭﻕ ﺍﻟﻣﺟﺎﻭﺭ ﻟـ ) Prevent Programmingﻣﻧﻊ ﺍﻟﺑﺭﻣﺟﺔ( ﺇﺫﺍ ﻛﻧﺕ ﺗﺭﻳﺩ ﺇﺑﻘﺎء ﻫﺫﻩ ﺍﻹﻋﺩﺍﺩﺍﺕ ﺩﻭﻥ
ﺍﺳﺗﺑﺩﺍﻟﻬﺎ .ﺳﺗﺗﺣﻭﻝ ﺇﻟﻰ ﺍﻟﻠﻭﻥ ﺍﻷﺣﻣﺭ ﺑﻌﺩ ﺍﻟﺿﺑﻁ.
ﺍﻟﻣﺱ ) Save & Exitﺍﻟﺣﻔﻅ ﻭﺍﻟﺧﺭﻭﺝ( ﻟﻠﻌﻭﺩﺓ ﺇﻟﻰ ﺷﺎﺷﺔ ﻗﺎﺋﻣﺔ ﺍﻷﻧﻣﺎﻁ.

ﺍﺧﺗﻳﺎﺭﻳًﺎ ،ﻳﻣﻛﻧﻙ ﺍﻵﻥ ﻗﻔﻝ ﺍﻟﻧﻣﻁ ﻟﻣﻧﻊ ﺇﻋﺎﺩﺓ ﺍﻟﺑﺭﻣﺟﺔ ﺍﻟﻌﺭﺿﻳﺔ ،ﻭﺫﻟﻙ ﻋﻥ ﻁﺭﻳﻖ ﺩﺧﻭﻝ ﻗﺎﺋﻣﺔ ﺗﺣﺭﻳﺭ ﺍﻟﻧﻣﻁ ﺛﻡ ﺗﺣﺩﻳﺩ ﺧﺎﻧﺔ ﻣﻧﻊ
ﺍﻟﺑﺭﻣﺟﺔ.
ﻟﻣﺷﺎﻫﺩﺓ ﻫﺫﻩ ﺍﻹﺟﺭﺍءﺍﺕ ﻭﺃﻓﻼﻡ ﺗﻌﻠﻳﻣﻳﺔ ﺃﺧﺭﻯ ،ﻳﺭﺟﻰ ﺯﻳﺎﺭﺓ:
www.modbar.com/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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ﺷﺎﺷﺔ ﺍﻟﺗﻔﺿﻳﻼﺕ:
) Homeﺍﻟﺻﻔﺣﺔ ﺍﻟﺭﺋﻳﺳﻳﺔ( ) Main Settings <-ﺍﻹﻋﺩﺍﺩﺍﺕ ﺍﻟﺭﺋﻳﺳﻳﺔ( ) Preferences <-ﺍﻟﺗﻔﺿﻳﻼﺕ(

) Back buttonﺯﺭ ﺍﻟﻌﻭﺩﺓ( :ﺣﻳﺛﻣﺎ ﺗﺭﻯ ﺯﺭ ﺍﻟﻌﻭﺩﺓ ،ﻓﺈﻧﻪ ﺳﻭﻑ ﻳﺄﺧﺫﻙ ﺇﻟﻰ ﺍﻟﺷﺎﺷﺔ ﺍﻟﺳﺎﺑﻘﺔ.
) Temperature unitsﻭﺣﺩﺍﺕ ﺩﺭﺟﺔ ﺍﻟﺣﺭﺍﺭﺓ( :ﺑﻭﺍﺳﻁﺔ ﻫﺫﺍ ﺍﻟﺯﺭ ﻳﻣﻛﻧﻙ ﺿﺑﻁ ﻭﺣﺩﺍﺕ ﺩﺭﺟﺔ ﺍﻟﺣﺭﺍﺭﺓ ﻓﻲ ﺍﻟﻧﻅﺎﻡ ﺑﺩﺭﺟﺎﺕ ﻣﺋﻭﻳﺔ
) ،(Cﻓﻬﺭﻧﻬﺎﻳﺕ ) (Fﺃﻭ ﻛﻠﻔﻥ ).(K
) Volume unitsﻭﺣﺩﺍﺕ ﺍﻟﺣﺟﻡ( :ﺑﻭﺍﺳﻁﺔ ﻫﺫﺍ ﺍﻟﺯﺭ ﻳﻣﻛﻧﻙ ﺿﺑﻁ ﻭﺣﺩﺍﺕ ﺍﻟﺣﺟﻡ ﺑﺎﻟﻧﻅﺎﻡ ﺇﻟﻰ ﻣﻠﻳﻠﺗﺭ ) (mLﺃﻭ ﺃﻭﻗﻳﺔ ﺳﻭﺍﺋﻝ ).(oz.
ﺻﺔ ﺑﺎﻟﺗﻔﺿﻳﻼﺕ ﺍﻟﻣﺗﻘﺩﻣﺔ.
) Advancedﺍﻟﻣﺗﻘﺩﻣﺔ( :ﻋﻥ ﻁﺭﻳﻖ ﻫﺫﺍ ﺍﻟﺯﺭ ﻳﻣﻛﻧﻙ ﺍﻟﺗﺻﻔﺢ ﺇﻟﻰ ﺻﻔﺣﺔ ﺍﻹﻋﺩﺍﺩﺍﺕ ﺍﻟﺧﺎ ّ

20

ﺷﺎﺷﺔ ﺍﻟﺗﻔﺿﻳﻼﺕ ﺍﻟﻣﺗﻘﺩﻣﺔ:
) Homeﺍﻟﺻﻔﺣﺔ ﺍﻟﺭﺋﻳﺳﻳﺔ( ) Main Settings <-ﺍﻹﻋﺩﺍﺩﺍﺕ ﺍﻟﺭﺋﻳﺳﻳﺔ( ) Preferences <-ﺍﻟﺗﻔﺿﻳﻼﺕ( ) Advanced <-ﺍﻟﻣﺗﻘﺩﻣﺔ(

) Back buttonﺯﺭ ﺍﻟﻌﻭﺩﺓ( :ﺣﻳﺛﻣﺎ ﺗﺭﻯ ﺯﺭ ﺍﻟﻌﻭﺩﺓ ،ﻓﺈﻧﻪ ﺳﻭﻑ ﻳﺄﺧﺫﻙ ﺇﻟﻰ ﺍﻟﺷﺎﺷﺔ ﺍﻟﺳﺎﺑﻘﺔ.
) Machine nameﺍﺳﻡ ﺍﻟﻣﺎﻛﻳﻧﺔ( :ﻫﺫﺍ ﻫﻭ ﺍﻻﺳﻡ ﺍﻟﻭﺻﻔﻲ ﻟﻠﻭﺣﺩﺓ :ﺍﻟﻣﺱ ﻫﺫﺍ ﺍﻻﺳﻡ ﻟﺗﻅﻠﻳﻝ ﺍﻟﺣﻘﻝ ،ﺍﺳﺗﺧﺩﻡ ﻋﺟﻠﺔ ﻭﺯﺭ ﺿﻐﻁ ﺍﻟﻣﺷﻔِّﺭ
ﻹﻋﺎﺩﺓ ﺗﺳﻣﻳﺔ ﺍﻟﻣﺎﻛﻳﻧﺔ ﺇﺫﺍ ﺭﻏﺑﺕ ﻓﻲ ﺫﻟﻙ.
) Line volume settingﺇﻋﺩﺍﺩ ﺣﺟﻡ ﺍﻟﺧﻁ( :ﻳﻣﻛﻧﻙ ﺍﺳﺗﺧﺩﺍﻡ ﻫﺫﻩ ﺍﻟﻘﻳﻣﺔ ﻟﺗﻌﺩﻳﻝ ﺣﺟﻡ ﺍﻟﻣﺎء ﻓﻲ ﺍﻟﺧﻁ ﺑﻳﻥ ﻭﺣﺩﺓ ﺻﺏ ﺍﻟﻘﻬﻭﺓ ﻭﺻﻧﺑﻭﺭ
ﺻﺏ ﺍﻟﻘﻬﻭﺓ.
) Factory resetﺇﻋﺎﺩﺓ ﺍﻟﺿﺑﻁ ﺇﻟﻰ ﺣﺎﻟﺔ ﺍﻟﻣﺻﻧﻊ( :ﺳﻭﻑ ﻳﻌﻳﺩ ﺫﻟﻙ ﺟﻣﻳﻊ ﺇﻋﺩﺍﺩﺍﺕ ﺍﻟﻧﻅﺎﻡ ﺇﻟﻰ ﻗﻳﻡ ﺍﻟﻣﺻﻧﻊ ﺍﻷﺻﻠﻳﺔ ﻟﻬﺎ.
ّ
ﺍﻟﻣﺧﺯﻧﺔ ﻭﺍﻹﻋﺩﺍﺩﺍﺕ ﺍﻷﺧﺭﻯ .ﻳﺗ ّﻡ ﻋﺭﺽ ﺷﺎﺷﺔ ﺗﺄﻛﻳﺩ ﻟﻛﻲ ﺗﺗﻣ ّﻛﻥ ﻣﻥ ﺗﺄﻛﻳﺩ ﻋﻣﻠﻳﺔ ﺇﻋﺎﺩﺓ ﺍﻟﺿﺑﻁ ﺇﻟﻰ
ﺗﻧﺑﻳﻪ! ﺳﻭﻑ ﺗﻔﻘﺩ ﺟﻣﻳﻊ ﺃﻧﻣﺎﻁ ﺍﻟﺿﻐﻁ
ﺣﺎﻟﺔ ﺍﻟﻣﺻﻧﻊ.
ﻁﻣﺎ ﻭﻳﻣﻛﻧﻙ ﺍﺳﺗﺧﺩﺍﻡ ﺇﻋﺩﺍﺩ ﺣﺟﻡ ﺍﻟﺧﻁ ﺃﻳﺿًﺎ ﻟﺗﺻﺣﻳﺢ ﺍﻟﺗﺑﺎﻳﻧﺎﺕ ﺑﻳﻥ ﺣﺟﻡ ﺍﻟﻣﺎء ﺍﻟﻧﺎﺗﺞ ﺃﺛﻧﺎء ﻋﻣﻠﻳﺔ ﻟﺻﺏ ﺍﻟﻘﻬﻭﺓ ﻭﺍﻟﺣﺟﻡ ﺍﻟﻣﻌﺭﻭﺽ ﻋﻠﻰ
ﺍﻟﻭﺣﺩﺓ.
) Lightingﺍﻹﺿﺎءﺓ( :ﻋﻥ ﻁﺭﻳﻖ ﻫﺫﺍ ﺍﻟﺯﺭ ﻳﻣﻛﻧﻙ ﺍﻟﺗﺻﻔﺢ ﺇﻟﻰ ﺷﺎﺷﺔ ﺇﻋﺩﺍﺩﺍﺕ ﺍﻹﺿﺎءﺓ ﺑﺎﻟﻧﻅﺎﻡ.
) Advance preferences page 2ﺍﻟﺗﻔﺿﻳﻼﺕ ﺍﻟﻣﺗﻘﺩﻣﺔ ﺻﻔﺣﺔ  :(2ﻋﻥ ﻁﺭﻳﻖ ﻫﺫﺍ ﺍﻟﺯﺭ ﻳﻣﻛﻧﻙ ﺍﻟﺗﺻﻔﺢ ﺇﻟﻰ ﺍﻟﺻﻔﺣﺔ ﺭﻗﻡ 2
ﺑﺷﺎﺷﺔ ﺍﻟﺗﻔﺿﻳﻼﺕ ﺍﻟﻣﺗﻘﺩﻣﺔ.
) Save & Exitﺍﻟﺣﻔﻅ ﻭﺍﻟﺧﺭﻭﺝ( :ﻟﻘﺩ ﻗﻣﺕ ﺑﺗﺧﻣﻳﻧﻬﺎ! ﻳﻣ ّﻛﻧﻙ ﻫﺫﺍ ﺍﻟﺯﺭ ﻣﻥ ﺣﻔﻅ ﺗﻐﻳﻳﺭﺍﺕ ﺍﻹﻋﺩﺍﺩﺍﺕ ﻭﺍﻟﺧﺭﻭﺝ ﻣﻥ ﺍﻟﺷﺎﺷﺔ ﺍﻟﺣﺎﻟﻳ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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ﺷﺎﺷﺔ ﺍﻟﺗﻔﺿﻳﻼﺕ ﺍﻟﻣﺗﻘﺩﻣﺔ:
) Homeﺍﻟﺻﻔﺣﺔ ﺍﻟﺭﺋﻳﺳﻳﺔ( ) Main Settings <-ﺍﻹﻋﺩﺍﺩﺍﺕ ﺍﻟﺭﺋﻳﺳﻳﺔ( ) Preferences <-ﺍﻟﺗﻔﺿﻳﻼﺕ( ) Advanced <-ﺍﻟﻣﺗﻘﺩﻣﺔ(

) Back buttonﺯﺭ ﺍﻟﻌﻭﺩﺓ( :ﺣﻳﺛﻣﺎ ﺗﺭﻯ ﺯﺭ ﺍﻟﻌﻭﺩﺓ ،ﻓﺈﻧﻪ ﺳﻭﻑ ﻳﺄﺧﺫﻙ ﺇﻟﻰ ﺍﻟﺷﺎﺷﺔ ﺍﻟﺳﺎﺑﻘﺔ.
) Temperature mode buttonﺯﺭ ﻭﺿﻌﻳﺔ ﺩﺭﺟﺔ ﺍﻟﺣﺭﺍﺭﺓ( :ﻋﻥ ﻁﺭﻳﻖ ﻫﺫﺍ ﺍﻟﺯﺭ ﻳﻣﻛﻧﻙ ﺍﻟﺗﻧﻘﻝ ﺑﻳﻥ ﺍﻟﻭﺿﻌﻳﺔ ﺍﻟﺗﻠﻘﺎﺋﻳﺔ )(Auto
ﻭﺍﻟﻭﺿﻌﻳﺔ ﺍﻟﻳﺩﻭﻳﺔ ) (Manualﻟﺩﺭﺟﺔ ﺍﻟﺣﺭﺍﺭﺓ.
ﻟﻘﺩ ﺗ ّﻡ ﻣﻌﺎﻳﺭﺓ ﺍﻟﻭﺿﻌﻳﺔ ﺍﻟﺗﻠﻘﺎﺋﻳﺔ ﻟﺩﺭﺟﺔ ﺍﻟﺣﺭﺍﺭﺓ ﺑﺎﻟﻣﺻﻧﻊ ،ﻭﺫﻟﻙ ﻟﺗﺳﻠﻳﻡ ﺃﻓﺿﻝ ﺃﺩﺍء ﺩﺭﺟﺔ ﺍﻟﺣﺭﺍﺭﺓ ﺑﺎﺳﺗﺧﺩﺍﻡ ﺇﻋﺩﺍﺩ ﻭﺣﻳﺩ
ﻟﺩﺭﺟﺔ ﺍﻟﺣﺭﺍﺭﺓ.
ً
ﻣﺳﺗﻘﻼ ﻋﻠﻰ ﺍﻟﻧﻘﺎﻁ ﺍﻟﻣﺿﺑﻭﻁﺔ ﻟﻛﻝ ﻣﻧﻁﻘﺔ ﺩﺭﺟﺎﺕ ﺣﺭﺍﺭﺓ )ﻓﻳﻣﻛﻧﻙ ﺍﻟﻘﻳﺎﻡ
ﺗﻌﻁﻳﻙ ﺍﻟﻭﺿﻌﻳﺔ ﺍﻟﻳﺩﻭﻳﺔ ﻟﺩﺭﺟﺔ ﺍﻟﺣﺭﺍﺭﺓ ﺗﺣ ّﻛ ًﻣﺎ
ﺑﺫﻟﻙ ﺑﻭﺍﺳﻁﺔ ﺍﻟﺷﺎﺷﺔ ﺍﻟﺭﺋﻳﺳﻳﺔ( ﻭﻫﻲ) Inlet Boiler :ﻏﻼﻳﺔ ﺍﻟﻣﺩﺧﻝ( ﻭ  Outlet Boilerﻏﻼﻳﺔ ﺍﻟﻣﺧﺭﺝ .ﺑﺎﻟﺷﺎﺷﺔ
ﺍﻟﺭﺋﻳﺳﻳﺔّ ،
ﻓﺈﻥ ﺍﻟﺿﻐﻁ ﻋﻠﻰ ﺯﺭ ﺍﻟﻣﻧﻁﻘﺔ ﺍﻟﺣﺭﺍﺭﻳﺔ ﺳﻭﻑ ﻳﺗﻳﺢ ﻟﻙ ﺍﻟﺗﻧﻘﻝ ﺧﻼﻝ ﻛﻝ ﻣﻧﻁﻘﺔ ﻭﺿﺑﻁ ﺩﺭﺟﺔ ﺣﺭﺍﺭﺗﻬﺎ ﺑﺷﻛﻝ
ﻣﺳﺗﻘﻝ.
) Save & Exitﺍﻟﺣﻔﻅ ﻭﺍﻟﺧﺭﻭﺝ( :ﻟﻘﺩ ﻗﻣﺕ ﺑﺗﺧﻣﻳﻧﻬﺎ! ﻳﻣ ّﻛﻧﻙ ﻫﺫﺍ ﺍﻟﺯﺭ ﻣﻥ ﺣﻔﻅ ﺗﻐﻳﻳﺭﺍﺕ ﺍﻹﻋﺩﺍﺩﺍﺕ ﻭﺍﻟﺧﺭﻭﺝ ﻣﻥ ﺍﻟﺷﺎﺷﺔ ﺍﻟﺣﺎﻟﻳ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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ﺷﺎﺷﺔ ﺍﻹﺿﺎءﺓ:
) Homeﺍﻟﺻﻔﺣﺔ ﺍﻟﺭﺋﻳﺳﻳﺔ( ) Main Settings <-ﺍﻹﻋﺩﺍﺩﺍﺕ ﺍﻟﺭﺋﻳﺳﻳﺔ( ) Preferences <-ﺍﻟﺗﻔﺿﻳﻼﺕ( ) Advanced <-ﺍﻟﻣﺗﻘﺩﻣﺔ(
) Lighting <-ﺍﻹﺿﺎءﺓ(

) Back buttonﺯﺭ ﺍﻟﻌﻭﺩﺓ( :ﺣﻳﺛﻣﺎ ﺗﺭﻯ ﺯﺭ ﺍﻟﻌﻭﺩﺓ ،ﻓﺈﻧﻪ ﺳﻭﻑ ﻳﺄﺧﺫﻙ ﺇﻟﻰ ﺍﻟﺷﺎﺷﺔ ﺍﻟﺳﺎﺑﻘﺔ.
) LCD backlightﺍﻹﺿﺎءﺓ ﺍﻟﺧﻠﻔﻳﺔ ﻟﺷﺎﺷﺔ  :(LCDﺍﺳﺗﺧﺩﻡ ﻫﺫﺍ ﺍﻟﻣﻧﺯﻟﻖ ﻟﻠﺗﺣ ّﻛﻡ ﻓﻲ ﺩﺭﺟﺔ ﺍﻟﺳﻁﻭﻉ ﻟﺷﺎﺷﺔ ﺍﻟﻌﺭﺽ ﺍﻟﺗﻲ ﺗﻌﻣﻝ
ﺑﺎﻟﻠﻣﺱ ).(touch screen
 :RGBﺑﺎﺳﺗﺧﺩﺍﻡ ﻣﻧﺯﻟﻘﺎﺕ ﻟﻭﻥ  RGBﻳﻣﻛﻧﻙ ﺍﻟﺣﺻﻭﻝ ﻋﻠﻰ ﺃﻱ ﻟﻭﻥ ﻣﻥ ﺃﻟﻭﺍﻥ ﻗﻭﺱ ﻗﺯﺡ ﻹﺿﺎءﺓ ﺷﺎﺷﺔ  LEDﺍﻟﺩﺍﺧﻠﻳﺔ ﻓﻲ ﺍﻟﻭﺣﺩﺓ.
) Save & Exitﺍﻟﺣﻔﻅ ﻭﺍﻟﺧﺭﻭﺝ( :ﻟﻘﺩ ﻗﻣﺕ ﺑﺗﺧﻣﻳﻧﻬﺎ! ﻳﻣ ّﻛﻧﻙ ﻫﺫﺍ ﺍﻟﺯﺭ ﻣﻥ ﺣﻔﻅ ﺗﻐﻳﻳﺭﺍﺕ ﺍﻹﻋﺩﺍﺩﺍﺕ ﻭﺍﻟﺧﺭﻭﺝ ﻣﻥ ﺍﻟﺷﺎﺷﺔ ﺍﻟﺣﺎﻟﻳ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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ﺷﺎﺷﺔ ﻋﻣﻠﻳﺎﺕ ﺍﻟﻣﻠﻔﺎﺕ:
) Homeﺍﻟﺻﻔﺣﺔ ﺍﻟﺭﺋﻳﺳﻳﺔ( ) Main Settings <-ﺍﻹﻋﺩﺍﺩﺍﺕ ﺍﻟﺭﺋﻳﺳﻳﺔ( ) File Operations <-ﻋﻣﻠﻳﺎﺕ ﺍﻟﻣﻠﻔﺎﺕ(

) Back buttonﺯﺭ ﺍﻟﻌﻭﺩﺓ( :ﺣﻳﺛﻣﺎ ﺗﺭﻯ ﺯﺭ ﺍﻟﻌﻭﺩﺓ ،ﻓﺈﻧﻪ ﺳﻭﻑ ﻳﺄﺧﺫﻙ ﺇﻟﻰ ﺍﻟﺷﺎﺷﺔ ﺍﻟﺳﺎﺑﻘﺔ.
) Load settings buttonﺯﺭ ﺗﺣﻣﻳﻝ ﺍﻹﻋﺩﺍﺩﺍﺕ( :ﻋﻥ ﻁﺭﻳﻖ ﻫﺫﺍ ﺍﻟﺯﺭ ﻳﻣﻛﻧﻙ ﺍﻟﺗﺻﻔﺢ ﺇﻟﻰ ﺷﺎﺷﺔ ﺗﺣﻣﻳﻝ ﺍﻹﻋﺩﺍﺩﺍﺕ.
) Save settings buttonﺯﺭ ﺣﻔﻅ ﺍﻹﻋﺩﺍﺩﺍﺕ( :ﺑﻭﺍﺳﻁﺔ ﻫﺫﺍ ﺍﻟﺯﺭ ﻳﻣﻛﻧﻙ ﺍﻟﺗﺻﻔﺢ ﺇﻟﻰ ﺷﺎﺷﺔ ﺣﻔﻅ ﺍﻹﻋﺩﺍﺩﺍﺕ.
) Update software buttonﺯﺭ ﺗﺣﺩﻳﺙ ﺍﻟﺑﺭﻧﺎﻣﺞ( :ﻋﻥ ﻁﺭﻳﻖ ﻫﺫﺍ ﺍﻟﺯﺭ ﻳﻣﻛﻧﻙ ﺍﻟﺗﺻﻔﺢ ﺇﻟﻰ ﺷﺎﺷﺔ ﺗﺣﺩﻳﺙ ﺍﻟﺑﺭﻧﺎﻣ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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ﺷﺎﺷﺔ ﺗﺣﻣﻳﻝ ﺍﻹﻋﺩﺍﺩﺍﺕ:
) Homeﺍﻟﺻﻔﺣﺔ ﺍﻟﺭﺋﻳﺳﻳﺔ( ) Main Settings <-ﺍﻹﻋﺩﺍﺩﺍﺕ ﺍﻟﺭﺋﻳﺳﻳﺔ( ) File Operations <-ﻋﻣﻠﻳﺎﺕ ﺍﻟﻣﻠﻔﺎﺕ(
) Load Settings <-ﺗﺣﻣﻳﻝ ﺍﻹﻋﺩﺍﺩﺍﺕ(

) Back buttonﺯﺭ ﺍﻟﻌﻭﺩﺓ( :ﺣﻳﺛﻣﺎ ﺗﺭﻯ ﺯﺭ ﺍﻟﻌﻭﺩﺓ ،ﻓﺈﻧﻪ ﺳﻭﻑ ﻳﺄﺧﺫﻙ ﺇﻟﻰ ﺍﻟﺷﺎﺷﺔ ﺍﻟﺳﺎﺑﻘﺔ.
ﺑﻣﺣﺭﻙ .USB
ﺻﺔ ﺑﺎﻹﻋﺩﺍﺩﺍﺕ ﻭﺍﻟﻣﺣﻔﻭﻅﺔ ﺣﺎﻟﻳًﺎ
) File listﻗﺎﺋﻣﺔ ﺍﻟﻣﻠﻔﺎﺕ( :ﺗﻘﻭﻡ ﻫﺫﻩ ﺍﻟﻣﺳﺎﺣﺔ ﺑﻌﺭﺽ ﺟﻣﻳﻊ ﺍﻟﻣﻠﻔﺎﺕ ﺍﻟﺧﺎ ّ
ِّ
) Cursor selectﺍﻟﺗﺣﺩﻳﺩ ﺑﺎﻟﻣﺷﻳﺭﺓ( :ﻳﺷﻳﺭ ﺍﻟﺗﺣﺩﻳﺩ ﺑﻭﺍﺳﻁﺔ ﺍﻟﻣﺷﻳﺭﺓ ﻭﺍﻟﺣﺩﻭﺩ ﺍﻟﻣﻧﻘّﻁﺔ ﺇﻟﻰ ﺃﻱ ﻣﻠﻑ ﺗﻘﻭﻡ ﺑﺗﺣﺩﻳﺩﻩ ﻋﻠﻰ ﺍﻟﺷﺎﺷﺔ.
ﻳﻣﻛﻧﻙ ﺍﺳﺗﺧﺩﺍﻡ ﺍﻟﻣﺷﻔّﺭ ﺍﻟﺩﻭﺍﺭ ﺃﻭ ﻭﻅﻳﻔﺔ ﺃﻋﻠﻰ/ﺃﺳﻔﻝ ) (up/downﺑﻌﺻﺎ ﺍﻟﺗﺣ ّﻛﻡ ) (joystickﻟﻠﺗﺻﻔﺢ ﺑﻘﺎﺋﻣﺔ ﺍﻟﻣﻠﻔﺎﺕ.
) File select buttonﺯﺭ ﺗﺣﺩﻳﺩ ﺍﻟﻣﻠﻔﺎﺕ( :ﺳﻭﻑ ﻳﺅﺩﻱ ﺍﻟﺿﻐﻁ ﻋﻠﻰ ﻫﺫﺍ ﺍﻟﺯﺭ ﺇﻟﻰ ﺗﺣﻣﻳﻝ ﻣﻠﻑ ﺍﻹﻋﺩﺍﺩﺍﺕ ﺍﻟﻣﺣﺩّﺩ ﺣﺎﻟﻳًﺎ .ﻳﺷﻣﻝ ﺫﻟﻙ
ﺍﻷﻧﻣﺎﻁ ﻭﻛﻝ ﺍﻹﻋﺩﺍﺩﺍﺕ ﻭﺍﻟﺗﻔﺿﻳﻼﺕ ﺍﻷﺧﺭﻯ ﺍﻟﺗﻲ ﻳﻣﻛﻥ ﻟﻠﻣﺳﺗﺧﺩﻡ ﺍﻟﻭﺻﻭﻝ ﺇﻟﻳﻬﺎ .ﻣﻼﺣﻅﺔ :ﺳﻳﺗ ّﻡ ﺣﺫﻑ ﺍﻷﻧﻣﺎﻁ ﺍﻟﻣﻭﺟﻭﺩﺓ ﻭﺍﺳﺗﺑﺩﺍﻟﻬ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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ﺷﺎﺷﺔ ﺣﻔﻅ ﺍﻹﻋﺩﺍﺩﺍﺕ:
) Homeﺍﻟﺻﻔﺣﺔ ﺍﻟﺭﺋﻳﺳﻳﺔ( ) Main Settings <-ﺍﻹﻋﺩﺍﺩﺍﺕ ﺍﻟﺭﺋﻳﺳﻳﺔ( ) File Operations <-ﻋﻣﻠﻳﺎﺕ ﺍﻟﻣﻠﻔﺎﺕ(
) Save Settings <-ﺣﻔﻅ ﺍﻹﻋﺩﺍﺩﺍﺕ(

) Back buttonﺯﺭ ﺍﻟﻌﻭﺩﺓ( :ﺣﻳﺛﻣﺎ ﺗﺭﻯ ﺯﺭ ﺍﻟﻌﻭﺩﺓ ،ﻓﺈﻧﻪ ﺳﻭﻑ ﻳﺄﺧﺫﻙ ﺇﻟﻰ ﺍﻟﺷﺎﺷﺔ ﺍﻟﺳﺎﺑﻘﺔ.
ﺑﻣﺣﺭﻙ .USB
ﺻﺔ ﺑﺎﻹﻋﺩﺍﺩﺍﺕ ﻭﺍﻟﻣﺣﻔﻭﻅﺔ ﺣﺎﻟﻳًﺎ
) File listﻗﺎﺋﻣﺔ ﺍﻟﻣﻠﻔﺎﺕ( :ﺗﻘﻭﻡ ﻫﺫﻩ ﺍﻟﻣﺳﺎﺣﺔ ﺑﻌﺭﺽ ﺟﻣﻳﻊ ﺍﻟﻣﻠﻔﺎﺕ ﺍﻟﺧﺎ ّ
ِّ
) New fileﻣﻠﻑ ﺟﺩﻳﺩ( :ﻳﺗﻳﺢ ﻫﺫﺍ ﺍﻟﺧﻳﺎﺭ ﺇﻧﺷﺎء ﻣﻠﻑ ﺇﻋﺩﺍﺩﺍﺕ ﺟﺩﻳﺩ .ﻹﻧﺷﺎء ﻣﻠﻑ ﺇﻋﺩﺍﺩﺍﺕ ﺟﺩﻳﺩ ،ﻗﻡ ﺑﺗﻅﻠﻳﻝ ﺧﻳﺎﺭ > > new file
)ﻣﻠﻑ ﺟﺩﻳﺩ( ﻭﺣﺩﺩﻩ ﻋﻥ ﻁﺭﻳﻖ ﺍﻟﺿﻐﻁ ﺇﻣﺎ ﻋﻠﻰ ﺯﺭ ﺍﻟﻣﺷﻔِّﺭ ﺍﻷﻭﺳﻁ ﺃﻭ ﻋﻠﻰ ﺯﺭ ﺗﺣﺩﻳﺩ ﺍﻟﻣﻠﻔﺎﺕ ﺍﻟﻣﻭﺟﻭﺩ ﻋﻠﻰ ﺍﻟﺷﺎﺷﺔ ﺍﻟﺗﻲ ﺗﻌﻣﻝ ﺑﺎﻟﻠﻣﺱ
).(touch screen
) Cursor selectﺍﻟﺗﺣﺩﻳﺩ ﺑﺎﻟﻣﺷﻳﺭﺓ( :ﻳﺷﻳﺭ ﺍﻟﺗﺣﺩﻳﺩ ﺑﻭﺍﺳﻁﺔ ﺍﻟﻣﺷﻳﺭﺓ ﻭﺍﻟﺣﺩﻭﺩ ﺍﻟﻣﻧﻘّﻁﺔ ﺇﻟﻰ ﺃﻱ ﻣﻠﻑ ﺗﻘﻭﻡ ﺑﺗﺣﺩﻳﺩﻩ ﻋﻠﻰ ﺍﻟﺷﺎﺷﺔ.
ﻳﻣﻛﻧﻙ ﺍﺳﺗﺧﺩﺍﻡ ﺍﻟﻣﺷﻔّﺭ ﺍﻟﺩﻭﺍﺭ ﺃﻭ ﻭﻅﻳﻔﺔ ﺃﻋﻠﻰ/ﺃﺳﻔﻝ ) (up/downﺑﻌﺻﺎ ﺍﻟﺗﺣ ّﻛﻡ ) (joystickﻟﻠﺗﺻﻔﺢ ﺑﻘﺎﺋﻣﺔ ﺍﻟﻣﻠﻔﺎﺕ.
) File select buttonﺯﺭ ﺗﺣﺩﻳﺩ ﺍﻟﻣﻠﻔﺎﺕ( :ﺳﻭﻑ ﻳﺅﺩﻱ ﺍﻟﺿﻐﻁ ﻋﻠﻰ ﻫﺫﺍ ﺍﻟﺯﺭ ﺇﻟﻰ ﺣﻔﻅ ﺍﻹﻋﺩﺍﺩﺍﺕ ﺍﻟﺣﺎﻟﻳﺔ ﺑﺎﻟﻣﻠﻑ ﺍﻟﻣﺣﺩﺩ.
ﻳﺷﻣﻝ ﺫﻟﻙ ﺍﻷﻧﻣﺎﻁ ﻭﻛﻝ ﺍﻹﻋﺩﺍﺩﺍﺕ ﻭﺍﻟﺗﻔﺿﻳﻼﺕ ﺍﻷﺧﺭﻯ ﺍﻟﺗﻲ ﻳﻣﻛﻥ ﻟﻠﻣﺳﺗﺧﺩﻡ ﺍﻟﻭﺻﻭﻝ ﺇﻟﻳﻬ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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ﺷﺎﺷﺔ ﺍﻟﻣﻠﻑ ﺍﻟﺟﺩﻳﺩ:
) Homeﺍﻟﺻﻔﺣﺔ ﺍﻟﺭﺋﻳﺳﻳﺔ( ) Main Settings <-ﺍﻹﻋﺩﺍﺩﺍﺕ ﺍﻟﺭﺋﻳﺳﻳﺔ( ) File Operations <-ﻋﻣﻠﻳﺎﺕ ﺍﻟﻣﻠﻔﺎﺕ( <-
) Save Settingsﺣﻔﻅ ﺍﻹﻋﺩﺍﺩﺍﺕ( ) New File <-ﻣﻠﻑ ﺟﺩﻳﺩ(

) Back buttonﺯﺭ ﺍﻟﻌﻭﺩﺓ( :ﺣﻳﺛﻣﺎ ﺗﺭﻯ ﺯﺭ ﺍﻟﻌﻭﺩﺓ ،ﻓﺈﻧﻪ ﺳﻭﻑ ﻳﺄﺧﺫﻙ ﺇﻟﻰ ﺍﻟﺷﺎﺷﺔ ﺍﻟﺳﺎﺑﻘﺔ.
) File nameﺍﺳﻡ ﺍﻟﻣﻠﻑ( :ﻫﺫﺍ ﻫﻭ ﺍﻻﺳﻡ ﺍﻟﻭﺻﻔﻲ ﻟﻣﻠﻑ ﺍﻹﻋﺩﺍﺩﺍﺕ .ﺍﻟﻣﺱ ﻫﺫﺍ ﺍﻻﺳﻡ ﻟﺗﻅﻠﻳﻝ ﺍﻟﺣﻘﻝ ،ﺍﺳﺗﺧﺩﻡ ﻋﺟﻠﺔ ﻭﺯﺭ ﺿﻐﻁ ﺍﻟﻣﺷ ِﻔّﺭ
ﻹﻋﺎﺩﺓ ﺗﺳﻣﻳﺔ ﺍﻟﻣﻠﻑ ﺇﺫﺍ ﺭﻏﺑﺕ ﻓﻲ ﺫﻟﻙ.
) Save & Exitﺍﻟﺣﻔﻅ ﻭﺍﻟﺧﺭﻭﺝ( :ﻟﻘﺩ ﻗﻣﺕ ﺑﺗﺧﻣﻳﻧﻬﺎ! ﻳﻣ ّﻛﻧﻙ ﻫﺫﺍ ﺍﻟﺯﺭ ﻣﻥ ﺣﻔﻅ ﺗﻐﻳﻳﺭﺍﺕ ﺍﻹﻋﺩﺍﺩﺍﺕ ﻭﺍﻟﺧﺭﻭﺝ ﻣﻥ ﺍﻟﺷﺎﺷﺔ ﺍﻟﺣﺎﻟﻳ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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ﺗﺣﺩﻳﺙ ﺍﻟﺑﺭﻧﺎﻣﺞ:
) Homeﺍﻟﺻﻔﺣﺔ ﺍﻟﺭﺋﻳﺳﻳﺔ( ) Main Settings <-ﺍﻹﻋﺩﺍﺩﺍﺕ ﺍﻟﺭﺋﻳﺳﻳﺔ( ) File Operations <-ﻋﻣﻠﻳﺎﺕ ﺍﻟﻣﻠﻔﺎﺕ(
) Update Software <-ﺗﺣﺩﻳﺙ ﺍﻟﺑﺭﻧﺎﻣﺞ(

) Back buttonﺯﺭ ﺍﻟﻌﻭﺩﺓ( :ﺣﻳﺛﻣﺎ ﺗﺭﻯ ﺯﺭ ﺍﻟﻌﻭﺩﺓ ،ﻓﺈﻧﻪ ﺳﻭﻑ ﻳﺄﺧﺫﻙ ﺇﻟﻰ ﺍﻟﺷﺎﺷﺔ ﺍﻟﺳﺎﺑﻘﺔ.
ﺑﻣﺣﺭﻙ .USB
) File listﻗﺎﺋﻣﺔ ﺍﻟﻣﻠﻔﺎﺕ( :ﺗﻘﻭﻡ ﻫﺫﻩ ﺍﻟﻣﺳﺎﺣﺔ ﺑﻌﺭﺽ ﺟﻣﻳﻊ ﻣﻠﻔﺎﺕ ﺗﺣﺩﻳﺙ ﺍﻟﺑﺭﻧﺎﻣﺞ ﺍﻟﻣﺣﻔﻭﻅﺔ ﺣﺎﻟﻳّﺎ
ِّ
) Cursor selectﺍﻟﺗﺣﺩﻳﺩ ﺑﺎﻟﻣﺷﻳﺭﺓ( :ﻳﺷﻳﺭ ﺍﻟﺗﺣﺩﻳﺩ ﺑﻭﺍﺳﻁﺔ ﺍﻟﻣﺷﻳﺭﺓ ﻭﺍﻟﺣﺩﻭﺩ ﺍﻟﻣﻧﻘّﻁﺔ ﺇﻟﻰ ﺃﻱ ﻣﻠﻑ ﺗﻘﻭﻡ ﺑﺗﺣﺩﻳﺩﻩ ﻋﻠﻰ ﺍﻟﺷﺎﺷﺔ .ﻳﻣﻛﻧﻙ
ﺍﺳﺗﺧﺩﺍﻡ ﺍﻟﻣﺷﻔّﺭ ﺍﻟﺩﻭﺍﺭ ﺃﻭ ﻭﻅﻳﻔﺔ ﺃﻋﻠﻰ/ﺃﺳﻔﻝ ) (up/downﺑﻌﺻﺎ ﺍﻟﺗﺣ ّﻛﻡ ) (joystickﻟﻠﺗﺻﻔﺢ ﺑﻘﺎﺋﻣﺔ ﺍﻟﻣﻠﻔﺎﺕ.
) File select buttonﺯﺭ ﺗﺣﺩﻳﺩ ﺍﻟﻣﻠﻔﺎﺕ( :ﺳﻭﻑ ﻳﺅﺩﻱ ﺍﻟﺿﻐﻁ ﻋﻠﻰ ﻫﺫﺍ ﺍﻟﺯﺭ ﺇﻟﻰ ﺗﺛﺑﻳﺕ ﺍﻟﺗﺣﺩﻳﺙ ﺍﻟﻣﺣﺩﺩ ﻟﻠﺑﺭﻧﺎﻣﺞ ﻋﻠﻰ ﺍﻟﻧﻅﺎﻡ.
ﺗﻛﺗﻣﻝ ﻋﻣﻠﻳﺔ ﺗﺣﺩﻳﺙ ﺍﻟﺑﺭﻧﺎﻣﺞ ﻋﻧﺩﻣﺎ ﻳﻌﺎﺩ ﺗﺷﻐﻳﻝ ﺍﻟﻣﺎﻛﻳﻧﺔ ،ﻓﺳﺗﻌﺭﺽ ﺷﻌﺎﺭ ﺷﺭﻛﺔ  Modbarﻋﻠﻰ ﺷﺎﺷﺔ ﺍﻟﻌﺭﺽ ﺍﻟﺗﻲ ﺗﻌﻣﻝ ﺑﺎﻟﻠﻣﺱ
) (touch screenﻭﺍﻟﻣﻭﺟﻭﺩﺓ ﻋﻠﻰ ﺍﻟﻭﺣﺩ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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ﺷﺎﺷﺔ ﻣﻌﻠﻭﻣﺎﺕ ﺍﻟﻧﻅﺎﻡ:
) Homeﺍﻟﺻﻔﺣﺔ ﺍﻟﺭﺋﻳﺳﻳﺔ( ) Main Settings <-ﺍﻹﻋﺩﺍﺩﺍﺕ ﺍﻟﺭﺋﻳﺳﻳﺔ( ) System Info <-ﻣﻌﻠﻭﻣﺎﺕ ﺍﻟﻧﻅﺎﻡ(

) Back Buttonﺯﺭ ﺍﻟﻌﻭﺩﺓ( :ﺣﻳﺛﻣﺎ ﺗﺭﻯ ﺯﺭ ﺍﻟﻌﻭﺩﺓ ،ﻓﺈﻧﻪ ﺳﻭﻑ ﻳﺄﺧﺫﻙ ﺇﻟﻰ ﺍﻟﺷﺎﺷﺔ ﺍﻟﺳﺎﺑﻘﺔ.
) Software Versionﺇﺻﺩﺍﺭ ﺍﻟﺑﺭﻧﺎﻣﺞ( :ﻳﻘﻭﻡ ﻫﺫﺍ ﺍﻟﺣﻘﻝ ﺑﻌﺭﺽ ﺇﺻﺩﺍﺭ ﺍﻟﺑﺭﻧﺎﻣﺞ ﺍﻟﺣﺎﻟﻲ ﺍﻟﺫﻱ ﻗﺩ ﺗ ّﻡ ﺗﺣﻣﻳﻠﻪ ﻋﻠﻰ ﺍﻟﻣﺎﻛﻳﻧﺔ.
) Display board infoﻣﻌﻠﻭﻣﺎﺕ ﻟﻭﺣﺔ ﺍﻟﻌﺭﺽ( :ﻳﻘﻭﻡ ﻫﺫﺍ ﺍﻟﺣﻘﻝ ﺑﻌﺭﺽ ) hardware versionﺇﺻﺩﺍﺭ ﺍﻟﻣﻌﺩﺍﺕ( ﻭﺍﻟﺭﻗﻡ
ﺍﻟﻣﺳﻠﺳﻝ ﻟﻠﻭﺣﺔ ﺍﻟﻌﺭﺽ.
) Main board infoﻣﻌﻠﻭﻣﺎﺕ ﺍﻟﻠﻭﺣﺔ ﺍﻟﺭﺋﻳﺳﻳﺔ( :ﻳﻘﻭﻡ ﻫﺫﺍ ﺍﻟﺣﻘﻝ ﺑﻌﺭﺽ ) hardware versionﺇﺻﺩﺍﺭ ﺍﻟﻣﻌﺩﺍﺕ( ﻭﺍﻟﺭﻗﻡ
ﺻﻳﻥ ﺑﺎﻟﻠﻭﺣﺔ ﺍﻟﺭﺋﻳﺳﻳﺔ.
ﺍﻟﻣﺳﻠﺳﻝ ﺍﻟﺧﺎ ّ
) Build infoﻣﻌﻠﻭﻣﺎﺕ ﺍﻟﺑﻧﻳﺔ( :ﻳﻘﻭﻡ ﻫﺫﺍ ﺍﻟﺣﻘﻝ ﺑﻌﺭﺽ ﺑﻧﻳﺔ ﺍﻟﺑﺭﻧﺎﻣﺞ ﻟﻛﻝ ﻣﻥ ﻟﻭﺣﺎﺕ ﺍﻟﺩﻭﺍﺋﺭ ﺍﻟﻣﻭﺟﻭﺩﺓ ﻓﻲ ﺍﻟﻧﻅﺎ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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ϑέλϟ ΕΎϳϠϣϋ

1 έίϟ

2 έίϟ

ϑέλϟ
ϭ Ύ˱ϘΑγϣ ϝ˷Ογϣ ΞϣΎϧέΑϟ Ύ˱Ϙϓϭ ϑέλϠϟ ϥϳέίϟ ρΑο ϙϧϛϣϳϭ Ύϣϛ .2 έίϟ ϭ 1 έίϟ ϰϠϋ Ύϣ· ρϐοϟ ϖϳέρ ϥϋ ϑέλϟΎΑ ϡΎϳϘϟ ϙϧϛϣϳ
(ρϣϧϟ ΩϳΩΣΗ ΔηΎη έυϧ) .Ύ˱ϳϭΩϳ ϑέλϠϟ
Ϋϫ ϰϠϋ ρϐοϟ ϖϳέρ ϥϋ ϙϟΫϭ ˬΕϗϭ ϱ ϲϓ ϑέλϟ ΔϳϠϣϋ ˯Ύϐϟ· ϙϧϛϣϳ .Ϫϳϓ ΏϭϏέϣϟ έίϟ ϰϠϋ ρϐο ˬϑέλϟ ΔϳϠϣϋ ϲϓ ˯ΩΑϠϟ
.ϯέΧ Γέϣ έί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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ϖϓΩΗϟ ϲϓ ϡ˷ϛΣΗϟ

ϥϣ ϲϔϠΧϟ ˯ίΟϟΎΑ έϭΑϧλϟ Ϋϔϧϣ ϰϠϋ ϊϗϭϟ (Flow Control Valve) ϖϓΩΗϟ ϲϓ ϡϛ˷ ΣΗϟ ϡΎϣλ ΔργϭΑ ϖϓΩΗϟ ϝΩόϣ ϝϳΩόΗ ϙϧϛϣϳ
.ΓΩΣϭϟ
.ΔϋΎγϟ ΏέΎϘϋ ϩΎΟΗ ϲϓ ϡΎϣλϟ ϑέρ ϰϠϋ ΓΩϭΟϭϣϟ ϖϓΩΗϟ ϲϓ ϡϛ˷ ΣΗϟ Δϟϭϣλ ΓέΩΈΑ ϡϗ ˬ(Decrease Flow) ϖϓΩΗϟ ϝϳϠϘΗϟ
.ΔϋΎγϟ ΏέΎϘϋ αϛϋ ϩΎΟΗ ϲϓ ϩΫϫ ϖϓΩΗϟ ϲϓ ϡϛ˷ ΣΗϟ Δϟϭϣλ ΓέΩΈΑ ϡϘϓ ˬ(Increase Flow) ϖϓΩΗϟ ΓΩΎϳίϟ Ύϣ˷ 

!Ύ˱ϧΧΎγ ϥϭϛϳ Ωϗ ϡΎϣλϟ Ϋϫ ˷ϥΈϓ ˬΎϬϣΩΧΗγ ϡ˷ Η Ωϗ ΔϧϳϛΎϣϟ ΕϧΎϛ Ϋ· :ΔυΣϼ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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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ϧΎϳλϟ
.(Δϳϭϣ ΕΎΟέΩ) 5°C :Δϓέϐϟ ΓέέΣ ΔΟέΩϟ ϰϧΩϷ ΩΣϟ
.(Δϳϭϣ ΔΟέΩ) 32°C :Δϓέϐϟ ΓέέΣ ΔΟέΩϟ ϰλϗϷ ΩΣϟ

Ɣ
Ɣ

ϲϓ ΎϬΗέέΣ ΔΟέΩ ΏΑγΗΗ Ωϗ ϲΗϟ ϥϛΎϣϷ ϲϓ ΓϭϬϘϟ έϳοΣΗ ΔϧϳϛΎϣ ΏϳϛέΗ ϭ ϥϳίΧΗΑ ϡϘΗ ϻ :ΏϳέγΗϟ ϭ ΕΎϋΩλΗϟ ϊϧϣ ϥϣ ϥϛ˷ ϣΗΗ ϲϛϟ
.ϲϛϳϟϭέΩϳϬϟ ϡΎυϧϟΎΑ ϭ ΕΎϳϼϐϟΎΑ ΩϭΟϭϣϟ ˯Ύϣϟ ΩϣΟΗ

ΔϧΎϳλϟ ϭ ΔϣΩΧϟ ΕΎϳϠϣϋ ϥΎϣϷ Δϣ˷ Ύόϟ ΔϳΩΎηέϹ ρϭρΧϟ
ϝλϔΑ ϡϗ ϡΛ ϥϣϭ (˯ΎϔρϹ) OFF ϊοϭϣ ϰϟ· ϲγϳέϟ ΔϗΎρϟ ΡΎΗϔϣ έϳϭΩΗΑ ϡϗ ˬϑϳυϧΗ ϭ/ϭ ΔϧΎϳλ ΕΎϳϠϣϋ Δϳ ΫϳϔϧΗ ϝΑϗ
ΕΎϳϠϣϋ Δϳ΄Α ϡΎϳϘϠϟ .ϖϠόΗϣϟ ΔϳΎΑέϬϛϟ ΓέΩϟ ϊρΎϗ ϝϳϐηΗ ϑΎϘϳ· ϭ ϝΑΎϛϟ ωίϧ ϖϳέρ ϥϋ ϙϟΫϭ ˬΔϗΎρϟ έΩλϣ ϥϋ ΔϧϳϛΎϣϟ
.Ύ˱ϳέλΣ ϝϳϟΩϟ Ϋϫ ϲϓ Δϧϣοϣϟ ΕΎϣϳϠόΗϟ ωΎΑΗ ΏΟϳ ˬϑϳυϧΗ
Δϳ ΫϳϔϧΗ ϝΑϗ Ύϣ˱ ΎϣΗ ΩέΑϳ ίΎϬΟϟ ϙέΗΑ ϲλϭϧ Ύϧϧ· .Ύ˱ϧΧΎγ ϥϭϛϳ Ωϗ ίΎϬΟϟ ϥ ΙϳΣ ˬΔϧΎϳλϟ ΕΎϳϠϣϋ ˯έΟ· Ωϧϋ Ύϣ˱ Ω έΫΣ
˱ ϥϛ
.ϪϳϠϋ ΔϧΎϳλ ΕΎϳϠϣϋ

Ɣ

Ɣ

ΔϣυΗϧϣϟ ϑϳυϧΗϟ Ε˯έΟ·
˷ .ΎϬΟΗϧϳ ϲΗϟ ΕΎΑϭέηϣϟ ΓΩϭΟϟ ϭ ϪΗΫ ίΎϬΟϟ έϣϋ ΔϟΎρϹ ˯ϭγ Δϣ˷ Ϭϣ ΔϣυΗϧϣϟ ϑϳυϧΗϟ Ε˯έΟ· ϥϭϛΗ
ϑϭγ Ε˯έΟϹ ϩΫϫ ωΎΑΗ ϥ·
.ϊέ ϕΫϣ ΕΫ ΕΎΑϭέηϣ ϰϠϋ ϝϭλΣϟϭ ίΎϬΟϠϟ ϝϳϭρ έϣϋ ϥΎϣο ϰϠϋ ϙΩϋΎγϳ
εέϟ αέ ϑϳυϧΗ
ϲϟϭΣ ϲϓ ΓϭϬϘϟ έϳοΣΗ ΕΎϧϳϛΎϣϟ ιλΧϣϟ Puro Caff ωϭϧ ϥϣ ϑϳυϧΗϟ ϕϭΣγϣ ϥϣ Γέϳϐλ ϖϋϼϣ 3 ϭ 2 ϊο Ɣ
.ΎϬϳϠϐΑ ϡϗ ϡΛ ϥϣϭ ΓέέΣϠϟ ΔϣϭΎϘϣ ΔϳϭΎΣ ϝΧΩ ϩΎϳϣϟ ϥϣ έΗϟ ϑλϧ
.ΔϘϳϗΩ 30 ϲϟϭΣ ΓΩϣϟ ϝϣΎϛϟΎΑ Δγϭϣϐϣ ΎϬϛέΗϭ ϲϠϐϣϟ ϝϭϠΣϣϟ ϲϓ εέϟ αϭ΅έ/αέ αϣϐΑ ϡϗ Ɣ
έΑϋ ΔϧΧΎγϟ ϩΎϳϣϟ έϳέϣΗΑ ϡϗϭ ϑϳυϧϟ ˯Ύϣϟ ϡΩΧΗγΎΑ ˱ Ω˷ϳΟ ΎϬϔρη Ɣ
ΔϗΩΗγϣϟ ϑέρϷ ΩϭΟϭ Ωϧϋ ϙϟΫϭ ˬΕέϣ ΓΩϋ ϑέλϣϟ
˷˶
.ΎϬόοϭϣ ϲϓ
ίΎϬΟϟ ϥϣ ϲΟέΎΧϟ ˯ίΟϟ ϑϳυϧΗ
ϻ .ΔϘϳϗΩϟ ϑΎϳϟϷ ϥϣ ΔΑρέ εΎϣϗ Δόρϗ ϡΩΧΗγΎΑ ίΎϬΟϟ γϣΑ ϲλϭϧ Ύϧϧ· .Ύ˱ϳέϭΩ ΕΩΣϭϟϭ έϳΑΎϧλϟ ϥϣ ϲΟέΎΧϟ ˯ίΟϟ ϑϳυϧΗ ΏΟϳ
Ωϧϋ ϝΎγϟ ϥϣ Δρέϔϣ Δϳϣϛ ϡΩΧΗγ ϡΩϋ ϰϠϋ ιέΣ .ΔϳϭΎϛ ϝϳϟΎΣϣ ϰϠϋ ϭ Δϳϭϗ νΎϣΣ ϰϠϋ ϱϭΗΣΗ ϲΗϟ ϑϳυϧΗϟ ϝϳϟΎΣϣ ϡΩΧΗγΗ
.ΎϬϔϠΗΗ ϻ ϲϛϟ ϙϟΫϭ ˬΔϳϧϭέΗϛϟϹ ΕΎϧϭϛϣϟ
ϝϭΣ ϑϳυϧΗϟ
˶˷
˯Ύϣϟ ϲϘϧϣ / ηέϣ
ϡΎυϧ ϖΎΛϭ ϰϟ· ωϭΟέϟ ϰΟέϳ .ϊ˷ϧ˶ λϣϟ ΕΎϳλϭΗϟ Ύ˱Ϙϓϭϭ ΔϣυΗϧϣ ΔϔλΑ ϙΑ Δλ
˷ ΎΧϟ ˯Ύϣϟ ϳηέΗ ρΎγϭ ϝΩΑΗγΎΑ ϡϭϘΗ ϥ ˱ΩΟ ϡϬϣϟ ϥϣ
ϳηέΗϟ
.ϥϳΑγΎϧϣϟ ϑϳυϧΗϟϭ ϝϳϐηΗϟ ΕΎϣϳϠόΗ ϰϠϋ ωϼρϼϟ ϙΑ ιΎΧ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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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ϳΎϗϭϟ ΔϧΎϳλϟ
ϲϧϓ ΔργϭΑ ΔϧΎϳλϟ ˯έΟ· ΏΟϳϭ Ύϣϛ .ΔϳϠϳϐηΗϟ ϪΗϻΎΣ ϝοϓ ϲϓ ϙ ίΎϬΟ ϰϠϋ υΎϔΣϠϟ ϙϟΫϭ ˬΔϳέϭΩ ΔϧΎϳλ ΕΎϳϠϣόΑ ϡϭϘΗ ϥ ϡ˷ Ϭϣϟ ϥϣ
˷ .ϝϫ˷ ΅ϣ
:ϲϠϳ ΎϣΑ ϲλϭϧ Ύϧϧϛϟϭ ˬϡΩΧΗγϻ ϰϠϋ ΩϣΗόϳ Ϋϫϭ ˬωϭϧΗΗ Ωϗ ΔϳΎϗϭϟ ΔϧΎϳλϠϟ Δϳϧϣίϟ ϝϭΩΟϟ ϥ·
έϭϬη 4-3 ϝϛ
˯Ύϣϟ ϑέλΑ ˷ιΎΧϟ ϲΑϟϭϠϟ ϑϠϣϟ ϡΎϣλ ιΣϓ ΕΩΩγϧϻ ϭ ΕΎΑϳέγΗϟ ϑΎηΗϛϻ ΔϛΎΑγϟ ιΣϓ -

έϳϣΧΗϟ ΓέέΣ ΔΟέΩ ϥϣ ϖϘΣΗ ˯Ύϣϟ ΓΩϭΟ ϥϣ ϖϘΣΗ ϳΗΎϔϣϟ ϊϳϣΟϟ ϡϳϠγϟ ϝϣόϟ ϥϣ Ωϛ˷ ΄Η -

ϡΎϋ ϝϛ
ΕΎϳϼϐϟ ϥΎϣ ϳΗΎϔϣ ιΣϓ Δλ
ΎΧϟ
ΓέέΣϟ
ΔΟέΩ
έΑΎγϣ
ιΣϓ/ϑυϧ ϡΛ ϥϣϭ ϝί ˷
ΕΎϳϼϐϟΎΑ

ΔϳΎΑέϬϛϟ ϙϼγϷ ιΣϓ -

Εϭϧγ 3 ϝϛ
ΓίϬΟϸϟ ϪΑ Ρϭϣγϣϭ ϑϳυϧΗϠϟ ϡϼϣ ΞΗϧϣ Ύϣ˱ ΩΧΗγϣ ϪϔρηΑ ϡϗ ˬΓέϭέοϟ ΕοΗϗ Ϋ·ϭ ˬΕΎϳϼϐϠϟ ϲϠΧΩϟ ˯ίΟϟ ΔϟΎΣ ϥϣ ϖϘΣΗ .ΕΎΑϭέηϣϟϭ ΔϣόρϷΎΑ Δλ
˷ ΎΧϟ

˯Ύϣϟ ΓΩϭΟ
˷ .ϙΑ Δλ
Εϼϛηϣ ϰϟ· ϱΩ΅ϳ Ωϗ ˯ΎϣϠϟ ϡϼϣϟ έϳϏ ϳηέΗϟ ϥϷ
˷ ΎΧϟ Modbar ΓΩΣϭϠϟ ϡϳϠγϟ ϝϣόϠϟ ˱ΩΟ Δϣ˷ Ϭϣ ˯Ύϣϟ ΓΩϭΟ ϥϭϛΗϭ Ύϣϛ
.ΔϳϟΎΗϟ ϩΎϳϣϟ έϳϳΎόϣΑ ˯Ύϓϭϟ ϙϳϠϋ ΏΟϳ ˬϝϗϷ ϰϠϋ .ΎϬΟΗϧϳ ϲΗϟ ΓϭϬϘϟ ΓΩϭΟϭ ϙ ίΎϬΟ ϥϣ ϝϛ ϲϓ ΓέϳρΧ
(ϥϭϳϠϣϟ ϲϓ ˯ίΟ) ppm 150-90

(ΓίϬΟϷ ϝϛΑ) ΔϳϟΎϣΟϹ ΔΑΫϟ ΔΑϠλϟ Ωϭϣϟ TDS -

gpg 3 ϥϣ ϝϗ
(ϥϭϟΎΟϟ ϲϓ ΕΎΑϳΑΣ 3)

(ρϘϓ έΎΧΑϠϟ) ΔϳϟΎϣΟϹ ΔΑϼλϟ

gpg 5 ϥϣ ϝϗ
(ϥϭϟΎΟϟ ϲϓ ΕΎΑϳΑΣ 5)

(ΓϭϬϘϟ Ώλϭ ϭγϳέΑγϹ ΓΩΣϭϟ) ΔϳϟΎϣΟϹ ΔΑϼλϟ

7.5-6.5

(ΓίϬΟϷ ϝϛΑ) pH ϯϭΗγϣ - ΔοϭϣΣϟ ΔΟέΩ

˱
.www.modbar.com/support ΓέΎϳί ϰΟέϳ ˬ˯Ύϣϟ ΓΩϭΟ ϝϭΣ ϼϳλϔΗ
έΛϛ ΕΎϣϭϠόϣ ϰϠϋ ϝϭλΣϠ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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ϲγΎγϷ ιϳΧηΗϟ
ϥϳΧγΗϟΎΑ ΓΩΣϭϟ ϩΫϫ ϡϭϘΗ ϻ
ϩΎΟΗ αϛϋ ϲϓ αϳϟϭ (ϝϳϐηΗϟ Δϳόοϭ) operating mode ϊοϭϣ ϰϟ· ΔϋΎγϟ ΏέΎϘϋ ϩΎΟΗ ϲϓ έΩϣ ΔϗΎρϟ ΡΎΗϔϣ ϥ ϥϣ ϖϘΣΗ
.(ΩΩόΗγϻ Δϳόοϭ) standby mode ϊοϭϣ ϰϟ· ΔϋΎγϟ ΏέΎϘϋ
ϥΎϣϷ ρΑο ΓΩΎϋ· ϳΗΎϔϣ ϥϋ ΔυΣϼϣ
˷ ˶ ϖϳέρ ϥϋ ΎϣϬΑ ϡϛ˷ ΣΗϣ ˬϥΎϣϷ ρΑο ΓΩΎϋϹ ϥΎΣΎΗϔϣ 2 ΓϭϬϘϟ Ώλ ΓΩΣϭΑ έϓϭΗϳ
.(ΔϳϼϏ ϝϛ ϰϠϋ ΩΣϭ ΡΎΗϔϣ ΩΟϭϳϭ) ΓέέΣϟ ϡυϧϣ
ϰϟ· έϳηϳϭ ΓΩίϟ ΓέέΣϟ ΔργϭΑ Ϫϗϼρ· ϡ˷ Ηϳ ϱΫϟϭ ˬϳΗΎϔϣϟ ϩΫϫ ΩΣ ϝϳόϔΗϟ ΔΟϳΗϧ ϙϟΫ ϥϭϛϳ ΩϘϓ ˬϥϳΧγΗϟΎΑ Ύϣ ΔϳϼϏ ϡϭϘΗ ϻ ΕϧΎϛ Ϋ·ϭ
˷ .ΕΎϧϭϛϣϟ
ΔργϭΑ ρΑοϟ ΓΩΎϋϹ ΔϠΑΎϗ Εγϳϟϭ ΓϭϬϘϟ Ώλ ΓΩΣϭΑ ΔϳϠΧΩ ΎϬϠϛ ΓέϭϛΫϣϟ ϥΎϣϷ ϳΗΎϔϣ ϥ·
ϝρόΗ ϝΎϣΗΣϭ ΫΎηϟ ϝϣόϟ
˶˷
ϰϠϋ ϝϭλΣϠϟϭ .ϝϫ˷ ΅ϣ ϲϧϓ ϝΑϗ ϥϣ ΎΣ˱ ϼλ· έϭΑϧλϟ ϭ ΓΩΣϭϟ ΏϠρΗΗ Ωϗ ˬϥΎϣϷ ϳΗΎϔϣ ϥϣ ΡΎΗϔϣ ϝϳόϔΗ ϡ˷ Η Ϫϧ ΩϘΗόΗ Εϧϛ Ϋ· .ϡΩΧΗγϣϟ
.Modbar ΔϛέηΑ ϝΎλΗϻ ϰΟέϳ ˬΔϳϓΎο· ΕΎϣϭϠόϣϭ ϡϋΩ
ϑέλϟΎΑ ϡϭϘϳ ϻ έϭΑϧλϟ
ϰϠϋ ΩϭΟϭϣϟ ϖϓΩΗϟ ϲϓ ϡϛ˷ ΣΗϟ ϡΎϣλ ϥ ϥϣ ϖϘΣΗ ˬΔϠϛηϣ ΩΟϭΗ ϝίΗ ϻ ΕϧΎϛ Ϋ·ϭ .ΎΣ˱ ϭΗϔϣ ϥϭϛϳ ΓΩΣϭϠϟ ˯Ύϣϟ έΩλϣ ϥ ϥϣ ϖϘΣΗ
.ΔϳΎϬϧϟ ϰΗΣ Ύ˱ϘϠϐϣ αϳϟ έϭΑϧλϟ ΔϠϳλϭΗ
ΔϳϭΩϳϟ Δϳόοϭϟ ϲϓ ρϘϓ ϑέλϟΎΑ έίϟ ϡϭϘϳ
έίϟ ϭ έγϳϷ έίϠϟ ϥ˷ϳόϣ ρϣϧϟ ϥ ϥϣ ϖϘΣΗϭ Ύϣϛ ˬρϣϧϟ ΔηΎη ϲϓ ϙϟΫ ϥϣ ϖϘΣΗ .ΙΣΑϟ Ωϳϗ έίϠϟ ΞϣΎϧέΑ ϱ ϥϳϳόΗ ϡ˷ Η Ωϗ Ϫϧ ϥϣ ϖϘΣΗ
.ϥϣϳϷ
˯Ύϣϟ ϑέλΑ ΓΩΣϭϟ ϩΫϫ ϡϭϘΗ ϻ
.ΓΩΣϭϠϟ ϼ˱ λ
˷ ϭϣ ϥϭϛϳ ˯Ύϣϟ ϥ ϥϣ ϖϘΣΗ
˷ . ˳ϑΎϛ ˯Ύϣϟ ρϐο ϥ ϥϣ ϖϘΣΗ
.(ϝΎϛγΎΑ ΎΟϳϣ) MPa 0.50-0.25 ϭϫ Modbar ΓίϬΟϷ ΔΑγϧϟΎΑ ϥϛϣϣϟ ρϐοϟ ϕΎρϧ ϥ·
.˯Ύϣϟ ϑέλΑ ΓΩΣϭϟ ϡϭϘΗ ϥϟ ˬϲϐΑϧϳ Ύϣϣ έΛϛ Ύ˱οϔΧϧϣ ˯Ύϣϟ ρϐο ϥΎϛ 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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