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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Petersburg, January 2008 

 

 
 

MiniLab 통계 샘플링 
시스템 – 자주 묻는 질문 

– MiniLab 統計サンプリングシステムに関するよくある質問 
– 製造元のラインを自動的に識別し、そのコンテナに必要な測定を実行します。 
– MiniLab は、コンテナごとに、製造元のライン、金型番号、およびすべての測定値

を含む情報のパケットを送信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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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Lab은 어떤 측정을 수행합니까? 
 
MiniLab은 다음 측정을 수행합니다. 

• 외부 본체 치수 
• 다양한 피니시 형식(크라운, 러그, 스크루헤드)에 대한 외부 치수. 
• 기울기, 틸트, 굽은 넥 
• 무게 
• 플랜지/녹아웃(옵션) 
• 코키지(최대 55mm 깊이)(옵션) 
• 푸시업(최대 70mm)(옵션) 
• 내압(옵션) 
• 내부 체적(옵션) 

 

측정을 수행하는 장비는 무엇입니까? 
 

• ISIS 치수 게이지는 치수 및 무게 측정을 수행합니다. 
• MLP 압력 및 용량 테스터는 체적 및 내압을 측정합니다. 

 

ISIS를 주형 판독기 없이 독립 실행형 구성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예. 이 경우에는 작업자가 용기의 주형 번호를 ISIS에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ISIS와 MLP 압력 및 용량 테스터를 주형 판독기 없이 독립 실행형 구성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예. 이 경우에는 작업자가 용기의 주형 번호를 ISIS에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MLP 압력 및 용량 테스터를 주형 판독기 또는 ISIS 없이 독립 실행형 구성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예. 이 경우에는 MiniLab 컨트롤러에 터치 스크린 모니터를 장착합니다. 작업자가 용기의 주형 번호를 MiniLab 
컨트롤러에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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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MiniLab에 두 개의 인피드 컨베이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MiniLab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lehr 사이에 설치되며 두 개의 제조 라인에서 나오는 용기를 취급하도록 
설계됩니다. 각 인피드 컨베이어는 한 개의 제조 라인에 전용으로 사용됩니다. MiniLab은 용기가 놓이는 인피드 
컨베이어를 기반으로 용기의 기원 제조 라인을 식별합니다. 
 

MiniLab을 맥주 라인과 포도주 라인 사이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MiniLab은 두 개의 제조 라인에서 나오는 용기를 취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두 라인에서 제조되는 두 
가지 용기는 크기와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MiniLab은 기원 제조 라인을 자동으로 식별하여 해당 용기에 
요구되는 측정을 수행합니다. 
 

작업 변경 시 어느 정도의 설정이 필요합니까? 
 
처음에 용기 파라미터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파라미터는 메모리에 저장되기 때문에 작업 변경 시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에 서보 제어 메커니즘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기계적 조정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용기 직경에 따라 힐 코드 주형 판독기의 중지/회전 메커니즘을 수동으로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니시 크기 및 프로필이 다르면 MLP 압력 및 용량 테스터의 클램프와 삽입물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MiniLab이 취급할 수 있는 용기 크기는 무엇입니까? 
 
MiniLab은 직경이 4 5mm[1.75인치] - 115mm[4.5인치]인 용기를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90mm[3.5인치] - 
365mm[14.35인치]의 높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MiniLab과 함께 제공되는 SPC 패키지 유형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MiniLab과 함께 제공되는 통계 공정 제어 패키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Emhart Inex는 다른 고객들이 
MiniLab과 함께 성공적으로 사용한 타사 SPC 패키지를 몇 가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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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사 SPC 패키지에서 분석하기 위해 MiniLab 측정 값을 수집할 수 
있습니까? 
 
예. 각 용기에 대해 MiniLab은 기원 제조 라인, 주형 번호 및 모든 측정 값이 담긴 정보 패킷을 보냅니다. 
 
프로토콜 사양 사본이 필요하시면 Emhart Inex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용기를 인피드 컨베이어에 특정 순서로 놓아야 합니까? 
 
MiniLab에 주형 판독기가 장착된 경우에는 각 용기의 기원 주형 번호를 자동으로 식별합니다. 올바른 인피드 
컨베이어에 용기가 놓였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는 압력 및 비압력 용기를 모두 제조합니다. 그래도 MiniLab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압력 용기는 MLP 압력 및 용량 테스터에서 측정됩니다. 비압력 용기는 제조 라인으로 반환되거나 자동으로 
폐기 처분됩니다. 
 

우리는 비압력 용기만 제조합니다. 압력 및 용량 테스터 없이 MiniLab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예. 
 

무슨 기술을 사용하여 외부 치수 측정을 수행합니까? 
 
ISIS 치수 게이지가 모든 치수 측정을 수행합니다. ISIS 치수 게이지는 고속,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고정밀 광학 장치를 사용합니다. 
 

MiniLab에서 푸시업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이지 유형은 무엇입니까? 
 
ISIS 치수 게이지가 푸시업 측정을 수행합니다. 이 측정을 수행하기 위해 음향 게이지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게이지는 용기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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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Lab을 설치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설치 및 작업자 교육은 보통 4-5일 만에 완료됩니다. 공장은 설치 전에 MLP 압력 및 용량 테스터용 물, 파유리 
슈트, 파유리 컨베이어, 배수 장치 및 압축 공기와 동력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MLP 압력 및 용량 테스터는 파유리 컨베이어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를 
제공합니까? 
 
예. MLP 압력 및 용량 테스터는 용기가 측정되고 있을 때 단기간 파유리 컨베이어를 작동하기 위한 신호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주 파유리 컨베이어에 용기가 전달되기 전에 이전 용기의 물이 배수될 시간이 제공됩니다. 
 

MiniLab 컨트롤러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MiniLab 컨트롤러는 MiniLab 컨베이어 상의 용기를 추적하고 다른 장치에서 온 정보를 상관시키며 각 용기에 대해 
한 개의 정보 패킷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객의 SPC 패키지 또는 정보 시스템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MiniLab 컨트롤러는 언제 필요합니까? 
 
MiniLab 컨트롤러는 다음 구성에서 요구됩니다. 

• 모든 자동 샘플링 시스템 
• 두 개 이상의 측정 장치가 있는 오프라인 시스템 
• 한 개 이상의 주형 판독기가 있는 오프라인 시스템 
• 복수의 인피드 컨베이어가 있는 오프라인 시스템 
• MLP 압력 및 용량 테스터가 있는 오프라인 시스템 

 
 
 
 
 
MiniLab이 지원하는 통신 프로토콜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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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Lab 컨트롤러와의 구성에서 MiniLab은 XML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CAT5 네트워크 링크 상에서 통신합니다. 
기타 모든 구성에서 MiniLab은 직렬 RS422 라인 상에서 통신합니다. 
 
프로토콜 사양 사본이 필요하시면 Emhart Inex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모든 그림은 우측에 구성된 MLP 압력 및 용량 테스터를 표시합니다. MLP 압력 
및 용량 테스터를 좌측 구성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예. MLP 압력 및 용량 테스터는 설치 시 우측 또는 좌측으로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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