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150H
이탈리아 기술제휴

사용설명서
OPERATING MANUAL
AUTO PRO – UP COMPANY
www.apup.co.kr

본 사용설명서는 장비의 일부입니다.
장비근처에 보관하시고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 후 사용하십시오.

안전유의사항
-

장비 사용자는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용설명서를 따르지 않고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 제조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조사는 본 장비의 규격 또는 외형을 사전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장비를 장기간 보관할 때에는 전원선 분리 후 고온다습하지 않은 지역에 안전하게 보
관하십시오

-

장비를 임의로 개조/분해하지 마십시오.

-

절대로 충전냉매를 혼합하지 마십시오. 기계에 치명적 결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인가된 충전냉매만 사용하십시오.

-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인화성 물질근처 또는 지표면이 과열된 곳에 두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

냉매가스와의 피부접촉을 피하고 냉매가스를 절대로 흡입하지 마십시오.

-

환기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십시오.

외부탱크/차량과 연결 또는 해제 시 모든 밸브가 잠겨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이동 시 뒤로 살짝 눕힌 후 뒷바퀴 두 개에 무게를 배분하여 천천히 이동하십시오.

상세제원
모델명

CT-150/CT-150H(하이브리드지원)

전원부

220V 60hz

작동허용온도

섭씨 10/49도

냉매종류

R134a

내부탱크용량 (kg)

20kg, Made In Italy

최대압력 (PS)

20 Bar

압축컴프레서

LG, 1/3 HP

회수속도

분당 490g

드라이필터

PARKER TYPE 300/660cc

유수분리기

세계특허품, Made In Italy

흡기팬

172mm x 2개

페유배출

자동배출

페유용기용량

500cc, 친환경PE, Made In Italy

전자저울

60kg, Made In Italy

전자저울오차 (+/-)

2g

진공펌프

2 스테이지 펌프, 1/3 HP

전자진공센서

내장

신유충전

자동충전

신유용기

250 cc, 친환경PE, Made In Italy

UV오일충전

자동충전

UV오일용기

100 cc, 친환경PE, Made In Italy

냉매충전(가스이송)

자동충전(자동이송)

호스잔류냉매회수

자동회수

플러싱지원

지원

디스플레이

4 x 20 crt

열전사 프린터

별매품

압력게이지

WIKA (Pulse Free), Made In Germany

퀵커플러

PARKER SAE J639, Made In U.S.A

고압/저압호스 (각 2.5m)

Continental SAE J2888, Made In U.S.A

주요부위명칭
저압게이지

고압게이지

프린터(옵션)

비상스위치(신냉매
전용모델)
고압 퀵커플러

상부커버

저압 퀵커플러
입력버튼
고압호스
저압호스
호스보관함
전면커버

진공펌프
유량확인창

대형캐스터

흡기팬/안전망

브레이크캐스터

전원스위치

페유용기
500cc
UV용기
100cc

전원케이블

신유용기

매뉴얼 보관함

250cc

조작부

액정표시창

시작 START

인포메이션
(I)
취소 (C)

정지 STOP

위/아래

-조그다이얼
-엔터(가운데누르기)

방향키

처음사용시

1)

상부커버를 열고 스크류(100mm) 두 개를 제거합니다.
(기기 이동시 전자저울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장착되어 출고됩니다.)

2) 장비후면에 위치한 전원버튼을 켭니다. (I: 전원ON O: 전원OFF)
3) 부팅이 끝나면 (I) 키를 누릅니다. 이때 현재 탱크에 있는 냉매량이
디스플레이창에 표시되며, 탱크에 충분한 냉매가 없는 경우, 경고음이 울립니다.
4) 다시 한번 (I)키를 눌러 대기모드로 돌아갑니다.
5) 엔터키(조그다이얼 가운데 누르기)를 눌러 대표메뉴로 진입합니다. 본 장비에는
5가지 대표메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조그다이얼을 좌우로 돌려 원하는 메뉴로 진입합니
다. 대표메뉴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코드를 뽑아서 장비의 전원을 끄거나 작동 중 전원버튼을 끄지 마십시오.
제품손상을 초래합니다!

대표메뉴 5종
날짜, 시간, 상호명, 가스이송, 압력테스트,
부가기능

플러싱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랭제조사별 차종 냉매데이터를
차종별냉매데이터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작업시간을 단축시킨 쾌속모드입니다.

쾌속모드

전자동 모드로, 회수, 잔여냉매확인, 페유배출,
전자동모드

리크테스트, 충전을 완전자동으로 수행합니다.

회수, 진공, 충전 중 원하는 메뉴만 선택/조합
수동모드

할 수 있는 수동모드입니다.

Other Selections(부가기능)은 다음과 같은 하위메뉴를 포함합니다:

SERVICE (관리자모드)
Personal Setting (사용자설정)
Date – Time (날짜/시간설정)
Company name (상호명입력)
A/C system data (차량별 냉매데이터)
A/C pressure test (시스템압력테스트)
A/C flushing (플러싱)
New Oil bottl.change (하이브리드)
Maintenance (유지보수)

초기세팅

1. 시간/날짜 설정: Other Selections > Date-Time 선택
-

-

조그다이얼을 돌려 깜빡이는 부분의

Time:

시간과 날짜입력 후 엔터키

Date:

10:20:30
01/01/17

모든 설정을 마친 후 START

2. 회사명(카센터) 입력: Other Selections > Company Name 선택
-

조그다이얼을 돌려 상호입력후 엔터키

-

잘못입력시 C키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라인변경은 위/아래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입력이 끝나면 STOP키로 종료합니다

1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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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은 총 5개 라인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명, 카센터명)

2

(주소)

3

(도시명)

4

(전화번호)

5

(팩스번호)

모든 라인((1번~5번)은 프린터(옵션) 출력 시 함께 인쇄되지만, 평상시 LCD 디스플레이창에는
1번과 3번 라인의 내용만 표기됩니다.

3. 사용자값 세팅: Other Selections > Personal Settings 선택
장비에 설정값을 미리 저장하여 수시로 설정값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
는 기능입니다.
1) 회수결과출력
-현재까지 장비가 회수한 냉매량을

Print recovery
data?
1

알고 싶은 경우 1 선택 후 엔터키

2) 잔류냉매체크시간

Refrigerant residual

원하는 시간 설정 후 엔터키

Check
min.2

3) 리크테스트 시간

Leak test

min. 2

원하는 오일량 설정 후 엔터키

PAG oil

cc. 10

5) 프린터(옵션) 활성화

OPTIONAL

-프린터가

PRINTER

원하는 시간 설정 후 엔터키

4) PAG 오일주입량

장착되어 있는 경우 1

1

-프린터가 없는 경우 0 선택 후 엔터키

6) 언어선택
본 장비는 “영어”가 기본값으로

English

설정되어 있습니다.

7) 장비시리얼번호
임의 6자리 고유번호 입력후 엔터키

SN000000

123456

1. 탱크충전(가스이송)
장비를 처음 사용하실 때는 내부탱크에 냉매가 충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디스플레이창에
경고음과 함께 아래와 같은 경고문구가 표시됩니다.

경고문구

WARNING!
Verify oils and UV
quantity in the
b o t t l e s .

1. 조그다이얼을 돌려 “Vessel Charge”를 선택 후 엔터키 입력

Connect HP Hose to
The external tank.
open the valve
liquid side.
2. 적색고압호스를 외부냉매탱크에 연결하십시오. 탱크밸브가 있다면 밸브를 개방하시고,
밸브가 없다면 외부탱크를 거꾸로 눕혀 세우십시오.

Set the quantity.
g./////
3. 조그다이얼을 돌려 충전할 냉매량 설정 후 엔터키 입력 (최소충전량: 800g)

Confirm by “START”

4. 시작(START) 입력

Vessel charge end.
Close the external
Bottle valve.
5. 냉매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외부탱크 밸브를 닫고 적색고압호스를 분리한 후 START키
를 누르십시오.

Refrigerant recovery
from the
service hoses

Bottle charge end.
g./////
6. 호스에 남아있는 잔류냉매가 회수되었습니다. 내부탱크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STOP키를 눌러 종료합니다.

2. 쾌속모드 (Fast Service)
기본적으로 자동모드와 유사하지만, 냉매가스가 충분히 충전되어 있는 경우 작업시간을 절약
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본 모드에서 진공단계는 오일과 UV오일양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가동되기 때문에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외 기능은 다음 페이지의 전자동모드(Full Service)와 동일하
므로 전자동모드 사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동모드 (Full Service)
1) FULL SERVICE 선택

Full service

ENTER

<<<0>
2) 조그다이얼을 돌려 충전냉매량 설정

ENTER
(최소충전량: 50g)
3) 조그다이얼을 돌려 충전포트 선택

ENTER

Set charge amount:
Quantity

g./////

Charge A/C System by
HP PORT

4) START

Confirm by “START”

5) 요청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Start in process

6) 시스템압력 체크

STOP

7) 차량에 연결된 고압/저압호스를 분리

START

8) 호스잔류가스 회수완료

Verify the A/C
System pressures.

Disconnect the HP/LP
service hoses from
the A/C system.
Refrigerant recovery
from the
service hoses

4. 수동모드 (Free Program)
본 모드는 회수/진공/충전 중 원하는 메뉴만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는 수동모드입니다.
Free PROGRM 선택

Free program

ENTER

<<<<0
회수
1) Recovery(회수)선택

Recovery

ENTER

2) 조그다이얼을 돌려 잔류가스체크시간 설정
(최대 12분)

ENTER

Residual refrigerant
Check.
min. 2

진공/누유테스트
1) 조그다이얼을 돌려 진공시간과 누유
테스트 시간설정

ENTER

Vacuum time
min. 20
Leak test

-

진공시간: 0~999분

-

누유테스트: 0~60분

min. ___

충전
1) 진공모드가 함께 선택된 경우,
조그다이얼을 돌려 오일양과 냉매량을
입력

PAG Oil
UV Tracer
Refrigerant

cc. 8
cc. __
g._______

2) 진공모드가 선택되지 않은 경우,
조그다이얼을 돌려 냉매량만 입력

Refrigerant
g.______

5. 하이브리드 모드
하이브리드 차량을 서비스하기 전, 반드시 장비 내부 라인과 호스세척을 해야 합니다. 세척을
하지 않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서비스하게 되면 장비와 차량의 에어컨시스템 모두 치명적인 고
장을 유발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Other Selections
Other Selections 선택

ENTER

0>>>>

1) A/C oil replacement 선택

A/C oil replacement
ENTER

<<<<<<<0>>>
2) 오일용기 교환창이 뜨면 오일용기교체
(기존 PAG오일 > 하이브리드 POE오일)

ENTER

250 cc. 하이브리드용기
녹색파이프 (별매품)

Replace oil bottle
With the new oil
Bottle for specific
Application
PAG->POE

하이브리드 어댑터(별매)

3) 위의 그림과 같이 하이브리드 어댑터를
고압/저압 호스사이에 연결 후 퀵커플러를
조여줍니다.

Install the joint
Between HP/LP and
Close the couplings.
START to confirm

START

4) 내부라인과 호스 세척 중입니다.

Internal flushing

세척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Wait!

5) 세척이 완료되었으며, 하이브리드
차량 서비스준비가 되었습니다.

STOP

Internal flushing
end.

6. 플러싱
차량의 에어컨시스템 세척모드입니다.
Other Selections 선택

ENTER

Other Selections
0>>>>

1) A/C Flushing 선택

A/C Flushing
ENTER

<<<<<<<<<<0>>>>
2) 조그다이얼을 돌려 세척횟수 조절

A/C Flushing

(4회까지 설정가능)

01

Flushes reqd:
START
3) 플러싱 실행

Confirm by “START”

START
4) 플러싱이 진행 중입니다.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누르지 마세요

Flushing in process
Please wait!
>>>>>

5) 플러싱이 완료되었습니다!

STOP

Flushing completed.

Oil

cc.

//

A/C 플러싱(Flushing)의 이해
차량 에어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컴프레서입니다. 컴프레서는 차량 에어컨가동을 위해 유
일하게 기동되는 부품이자 유일하게 오일이 주입되야 하는 부품이기도 합니다.
컴프레서가 작동하면 컴프레서오일은 차량 에어컨시스템 모든 곳으로 순환되며 다른 부품(컨
덴서, 호스, 튜브, 증발기, 드라이필터) 내부에도 얇게 오일막을 형성시킵니다.그런데 컴프레서
고장으로 내부부품 파손이 발생되면, 파손으로 인해 생긴 아주 미세한 찌꺼기/입자가 내부오
일의 점성으로 인해 함께 섞여 냉매라인을 돌아다니며 냉매가스와 오일의 원활한 흐름을 막게
되며 결국 모든 에어컨부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된 내부오일을 모두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업을 “플러싱”이라고 합니
다.

150H 플러싱
1) 플러싱은 에어컨에 이상징후가 감지되거나, 컴프레서 교체와 같이 꼭 필요할 때만 사용
해야 하는 기능입니다. 냉매가스를 충전하기 전의 단순 세척작업과정이 아니며, 회수/진
공/충전과 같은 에어컨충전을 위한 필수과정이 아님을 유념하십시오.
2) 본 장비에는 기본 플러싱기능이 탑재되어 있지만, 완벽한 세척작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플러싱키트”를 장착해야 플러싱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플러싱을 할 때 기존에는 별도의 세척제를 이용했으나, 세척제 화학성분으로 인한 내부
부품 마모, 파손 등의 이유로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냉매를 통한 플러싱만 허용
하고 있으며, 본 장비 또한 냉매를 통한 플러싱만 지원합니다. 절대로 임의의 세척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4) 플러싱을 하기 위해서는 냉매가스를 최소 5kg 이상 충전해야 합니다.

7. 드라이필터교체

주의: 드라이필터 교체전 안전을 위해 보안경과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냉매와 접촉할 경우 시력손상, 실명,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필터 제거전 내부압력을 낮추기 위해 “회수모드”를 1회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필터교체전 전원코드를 분리하십시오!
전면커버 제거후 렌치를 이용하여 필터 양쪽의 너트를 풀어줍니다. 이때, 연결되어 있는 동파
이프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동파이프 양쪽 오링을 제거한 후 적절한 윤활유를 도포한 새로운 오링을 정확하게 장착하십시
오. 새 드라이필터를 장착합니다. 이때 아래 그림과 같이 화살표 방향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드라이필터 너트 체결 후 전면커버를 결합합니다.

8. 진공펌프오일교체
장비의 전원코드를 분리하십시오!
안전을 위해 보안경과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배출된 폐유는 반드시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십시오

장비 전면커버를 분리합니다.
진공펌프 하단의 배출커버를 제거한 후 폐유가 흘러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폐유제거 후
배출커버를 다시 장착합니다. 신유주입구를 열어 신유를 주입합니다.
** 적정 오일량은 오일레벨창의 절반입니다 **
신유주입구를 닫은 후 전면커버를 결합하십시오.

신유주입구

오일레벨창

오일배출캡
오일배출구

9. 에러메시지
예기치 않은 오작동이 발생할 경우, 경고음과 함께 메시지가 디스플레이창에 표시됩니다.
대표적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저울오류
해결책: 저울리셋(구입처문의)

ERROR!
Scale
A1

2) 회수오류
해결책: 회수과정오류 또는 컴프레서
고장.
3) 탱크고압경고
해결책: 고압 안전스위치가 작동중
입니다. 2~30분 후 재가동하십시오.
4) 탱크용량점검
해결책: 가스이송량을 줄이십시오.

ERROR!
Recovery
C1

ERROR!
Overpressure in
Recovery process!

Vessel full!
Please Wait!

5) 냉매가스부족
해결책: 냉매가스가 최소요구량에
못 미칩니다. 가스이송을 실행하세요.

Insufficient
Refrigerant.
Charge the vessel.

6) 드라이필터교체
해결책: 드라이필터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새 필터로 교체하세요.

Please Wait!
Order drier filter
for next service.
Code:

7) 진공펌프오일교체
해결책: 진공펌프오일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새 오일로 교체하세요.

0699150303

Please Wait!
Order vac. pump oil
for next service.
Code:

0499230004

Please Wa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