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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을 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전에 이 취급설명서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취급시의 오류는 기기고장의 원인이 되며, 상해나 사고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온도 범위를 초과하는 온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요.

2. 부식성이 있는 측정 유체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요.

온도 측정소자의 파손이나 파열로 측정유체가 방출함으로써 인체 손상이나 주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3. 과대한 하중, 진동, 충격은 주지 마십시요.

제품의 파손이나 파열로 측정유체가 방출함으로써 인체 손상이나 주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4. 사용온도 범위내에서 사용하십시요.

5. 온도 스위치를 취외할 때는 반듯이 밸브를 잠그고 측정 유체가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요.

측정 유체가 방출하면 주위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현장설치시 반드시 취급설명서의 취부 요령에 따라 설치하여 주십시요.

8. 제품자체의 개조 또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조치는 하지 마십시요.

수리는 당사와 반드시 상담하여 주십시요.

9. 본 제품의 케이스를 열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Safety 배리어의 전원을 차단해 주세요.

통전 중에 배선작업을 하면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원 차단을 반드시 하십시요.

10. 본 제품은 방폭지역에 사용하는 무접점 온도계로 셋팅치에 도달하면 + - 전원을 차단하여 Safety 배리어의

스위치가 동작하는 시스템으로 온도계는 방폭지역에 설치하고 Safety 배리어는 방폭지역이 아닌 곳에

사용 하십시요.

11. 방폭지역 설치 시 전선인입부는 최소 IP20이 유지될 수 있는 케이블 글랜드를 사용하여

주십시요.

12. Safety barrier 사용 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3 폭발성 가스가 있을 수 있을 경우에는 열지 마십시요.

14 정전기 발생에 주의해 주세요.

바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취급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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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릿 말

본 제품은 지시계와 인덕티브 콘택이 내장된  접점부 온도계입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취급요령을 기재한 본 취급설명서를 숙지하시고 바르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용     도

본 제품은 방폭지역에서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였을 때 온,오프(ON-OFF) 신호에 따른 프로세스 제어, 이상경보

또는 경고등의 표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온도의 지시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고등의 표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특     징

(1) 인덕티브 온도계는 방폭지역에서 온도지시와 스위치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가장 적합 합니다.

(2) 접점부 온도계의 경우 내기에 연결된 지시침에 의해 접점장치와 접촉되어 스위치가 작동하게 되는 원리로

    온도지시값이 정확합니다.

(3) 인덕티브 온도계는 온도 지시 눈금의 설정치를 외부에서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사용에

    매우 편리합니다.

4. 주요사양

(1) 지시계 : 100mm 

(2)접액부 재질 : Stainless Steel

(3)케이스 재질 : Stainless Steel

(4)케이스 커버 재질 : Stainless Steel

(5)접점수량 : 1 X SPDT 또는 2 X SPDT(각각 독립 작동)

(6)사용온도 : -25 ~ 70℃ 

(7)지시정도 : ± 2.0 % of Full Scale ( 옵션 : ± 1.0 % of Full Scale )

(8)접점정도 :  Approx 0.5 % of the Full Scale value ( T50X , T51X )

(9)접점용량 : Nominal voltage - 10~30 V max ( T50X , T51X )

(10)안전 유지 정격 : Maximum input current - 1.0A             

 Maximum internal capacitance : Ci 30nF (Dial Size : Ø100)

  Maximum internal capacitance : Li 100uH (Dial Size : Ø100)

(12)방폭등급 : Ex ia IIC T6

            Maximum input power - 30W   

       (11) 파라미터



■ Contact function Table



5. DIMENSION

    T510 series  : Type of Mounting 



6. 내부기구

(1) 주요 구성품 및 명칭

 ①      ②

③         ⑦

④

⑤

⑥

1 5

2 6

3 7

4 8

(2) 형식별 스위치 주요 사양

Short-circuit current

사용 온도 범위

Ø100 Ø160

형식 및 종류

슬롯 센서의 종류

슬롯센서 인증관련 사항

Open circuit voltage

구분

스위치

주요사양

인증조건 : Ex ia IIC T6

인증번호 : 13-AV4BO-0352X

인증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approx. 8 V DC

approx. 8 mA

-20 ℃ ~ 56 ℃

Single Contact

Double Contact

Single Contact

Double Contact

  SJ2N Type1   SJ3.5N Type1

설정지시침

단자대(Terminal Box)

Cover

Switch

Connector

감지부

문자판



7. 인덕티브 센서의 동작원리

인덕티브 센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외부로부터 전원을 받으면 자장(Magnetic Field)을 형성하게 되고

센서의 가운데 부분(Slot)에 날개판(Vane)이 들어가면 자장을 차단하여 접점을 온(ON) 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아울러 날개판(Vane)이 센서의 슬롯(Slot)을 빠져나오면 접점은 오프(OFF) 된다.

인덕티브 센서
갈색

(+)

청색

(-)

          Slot

         Vane

8. 접점의 종류 및 결선

1) 1 접점( Single Contact ) - 상한(HIGH) 또는 하한(LOW) 경보

1 접점으로 온도가 설정온도에 도달한 경우 회로를 온(ON)시키거나 오프(OFF) 시킨다.

온도계 단자대 ①번과 세이프티 베리어의 ①번을 연결하고 온도계 단자대 ③번과 세이프티베리어

③번을 연결하고 스위치 접점은 ⑧번(NO)와 ⑨번(NC)을 ⑦번(COM)을 필요에 따라 선택 후 결선한다.

POWER

②날개판이 슬롯안에 있는 상태

(접점 온)

①날개판이 슬롯에서 나와 있는 상태

(접점 오프)



■ 상세연결도

2) 2 접점( Double Contact )

 - 상하한(HIGH AND LOW), 상한 상한(HIGH AND HIHIGH), 하한 하한(LOW AND LOLOW) 경보 2 접점식

은 상한접점식과 하한접점식(H/L), 상한상한식(H/HH), 하한하한식(L/LL)이 있으며 2개의 접점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압력계 단자대 ①번과 세이프티 베리어 ①번을 연결하고 압력계 단자대 ③번과 세이프티 베리어 ③번을

압력계 단자대 ④번과 세이프티 베리어 ④번을  압력계 단자대 ⑥번과 세이프티 베리어 ⑥번을 연결하고

스위치 접점은 제 1 접점은 ⑦번(COMMON), ⑧번(NO), ⑨번(NC) 제 2 접점은 ⑩번(COMMON), ⑪번(NO),

⑫번(NC)에 필요에 따라 선택 후 결선한다.



■ 상세연결도



9. 설정방법

 1) 설정값 조정 다이알의 마개는 열어주십시요.

2) 적절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 설정값 조정 다이알을 눌러 좌우로 회전하므로서 설정값을

  조정합니다.

3) 조정 다이알의 누르는 깊이에 따라 NO.1과 NO.2 접점의 설정값은 각각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설정값을 조정한 이후 반드시 마개는 덮어 온도계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인덕티브 접점 온도계는 인덕티브 센서 특성상 주문전 반드시 상한, 하한 등 접점기능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10. 설치 시 주의사항

1) 습기,진동,먼지,부식성가스 등 적은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하십시요.

2) 본 취급설명서에 규정한 주위온도를 초과하는 장소를 피하여 주십시요.

3) 낙뢰나 증기를 막도록 충분한 대비하여 주십시요.

4) 직사광선이 있는 장소를 피하여 주십시요. 

5) 취부 홀을 사용하여 판넬이나 벽에 설치하는 경우 M5볼트를 사용하고

취부금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것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주십시요.

6) 도압관용 배관은 압력계에 무리가 가지않도록 후렉시블 튜브를 사용하여 주십시요.

7) 배관에 접속할 경우 제품의 케이스를 잡고 돌리지 마시고 반드시 규정된 스패너를

사용하여 주십시요.

8) 온도스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이 방폭지역에 설치하고 세이프티 베리어는 반드시

비방폭지역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9) Polycarbonate 커버는 마른 헝겁으로 닦으면 정전기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11. 배    선

1) 본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요.

2) 부하에 적합한 비닐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등을 사용하여 주십시요.

3) 단자대의 결선은 M4용 압착단자를 써서 견고하게 결선하여 주십시요.

4) 결선은 결선도에 표시의 접점형식을 확인한 후 결선하여 주십시요.

5) Conduit 방식일 경우 방폭성능검증 필한 Sealing fitting을 사용하여 주십시요.

6) Cable gland 방식일 경우 방폭성능검증 필한 Cable gland 사용하여 주십시요.



12. 보수 및 사용상 주의사항

1) 상용온도는 최고눈금의 75% 이하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요.

2) 온도범위를 초과하는 온도에는 절대 노출하지 마십시요.

3) 급격한 온도 변화는 피하십시요.

5) 온도계 내의 가동부에 주유하지 않도록 하십시요.

6) 정기 검사는 6개월에 1~2회 이내에 접점 작동 또는 시도등을 확인하여 주십시요.

7) 지시계나 설정치가 크게 오차 날경우 제품에 취외하여 점검하여 주십시요.

원인으로는 각부의 마모, 부식, 외부의 진동이나 충격에 따른 왜곡현상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원인의 제거,조정, 교환등이 필요 합니다.

8) 표준의 정격전류는 4항을 따르지만 특수 MICRO S/W을 내장한 경우 상이할 수가 있으므로 

본 제품에 표시된 정격전류 이내의 돌입전류 등을 고려하여 여유를 가지고 사용하여 주십시요.

9) 온도계의 보수나 점검을 위하여 커버를 개폐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후에 실시하여

주십시요.  접점의 오작동으로 압력계 내로 유입된 폭발성 가스에 인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 주십시요.

10) Polycarbonate 커버는 마른 헝겁으로 닦으면 정전기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