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M

TM

TopWorx 엔지니어들은 GO™ Switch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용 시
제품의 안전성 및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이며 해당 지역의 전기 코드를 사용하여 스위치를 설치하는 것 또한
고객의 책임입니다.

주의 - 스위치 손상

올바르지 않음

■ 지역 전기규약에 일치하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GO 스위치 용량은 작동 주파수, 부하 유형 등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 배선 연결부를 적절히 보호해야 합니다.
■ 2회로 스위치인 경우 접점을 동일한 극성에 연결하여 선간 단락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습한 환경에서는 인증을 받은 케이블 그랜드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수분
차단재를 사용하여 물이나 응결액이 전선관 허브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십시오.

A면의 접점을 활성화하려면(그림 10 참조) 타켓이 스위치의 감지 영역 A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야 합니다(표 x의 감지 범위 참조). 접점을 A면에 대해서는 비활성화하고 B면에 대
해서는 활성화하려면 타깃이 감지 영역 A 밖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또 다른 타깃이 감지
영역 B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야 합니다(그림 11). A면의 접점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타깃
이 감지 영역 B를 완전히 벗어나고 타깃이 감지 영역 A로 다시 완전히 들어와야 합니다
(그림 13).

올바름
감지 범위

감지 범위

10 및 20 시리즈

연강

감지 범위

감지 범위
타깃

씰링 스위치
인증된 글랜드

전선관

전선관

감지 범위
타깃

타깃

물

물

위험 - 부적절한 용도
배수관

모든 스위치는 인증 요구조건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소개

그림 4

그림 3

GO™스위치는 자력 원리로 작동하여 철금속이나 자성체가 스위치의 감지 범위 내에
들어올 때 이에 반응합니다. 스위치 디자인은 용도에 따라 다양하지만 모든 GO™
스위치는 철이나 자성체가 있어 작동되는 경우 전기 접점의 상태를 평소 닫힘(N/C)에서
평소 열림(N/O)으로 변경시키는 영구 자석을 사용합니다.

그림 3에서 장기간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감지되기에는 철 타깃이 너무 작습니다.
■ 스위치는 어떠한 배치로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림 10

표준 스위치와 래칭 스위치의 설치 도움말

비철 브라켓의 경우 나란히(그림 5와 6).

■ 원하는 작동 지점을 결정합니다.
■ GO 스위치에서 감지 영역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림 15

그림 14

그림 4에서 장기간 신뢰할 수 있는 작동이
가능할 정도로 타켓의 크기와 질량이
충분합니다.

그림 11

그림 12

그림 14에서 전선관 시스템에 물이 차 스위치 안쪽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로 인해 스위치가 성능이 조기에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림 15에서 스위치 종단에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인증된 나사형 케이블 삽
입 장치(사용자가 공급)를 장착하면 물이 들어와 스위치 조기 파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비에 물받이 루프도 설치하였습니다.

감지 영역

감지 영역

감지 영역

B

A

철 타켓
강철 봉 타깃 1/2인치(13mm) x
1인치(25mm) x 4인치(102mm).

전선관 또는 케이블 부착

감지 거리와 리셋 거리를 정하는
데 사용되는 공장 표준 철 타깃.
(그림 14).
A 감지
B 리셋

감지 영역

그림 16

길게 하고, 조임 또는 당김을 제거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그림 16). 습한 환

■ 비자성체에 설치한 스위치
■ 타깃이 스위치 감지 영역 내로 들어오는 위치에 스위치와 타깃을 배치합니다.
감지 범위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권장함

경에서는 인증된 케이블 그랜드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수분 차단재를 사용
하여 물이나 응결액이 전선관 허브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십시오. (그림 17).

그림 13

a). 모든 철 재질은 스위치에서 적어도 1인치 간격을 두십시오.
b). 스위치 감지 영역 밖에 있는 강철은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감지 범위

그림 17

스위치를 가동부에 장착할 경우, 가요 전선관은 움직임을 허용할 만큼 충분히

그림 6

그림 5

배선 정보

철 타깃과 자성체를 포함한 감지 범위.

철 금속에 스위치를 설치할 경우 감지 거리가 줄어들게 되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타깃

a). 표준 접점이 있는 스위치는 스위치 (A)의 한쪽 면에 감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하려면 철 타깃이나 자성체 타깃이 스위치의 감지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와야
합니다(그림 7). 비활성화하려면 타깃을 표의 리셋 거리와 같거나 큰 거리만큼 감지 영역
밖으로 완전히 이동해야 합니다.
감지 범위

타깃

그림 1
그림 1에서 철 타깃은 감지 포락선의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멈추도록 배치되
었습니다. 이것은 장기간 신뢰할 수 있
는 작동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A

확장된 감지(10 시리즈에만 해당)

AC

리셋(mm)
리셋(mm)
감지(mm)
표준 및 래칭(mm)

감지 범위

감지 범위

타깃

정격
표준 및 래칭

스위치 활성화/비활성화

타깃

A

타깃

감지(mm)
확장

DC

V

120

240

480

A

10

5

2.5

V

24

48

120

A

3

1

0.5

A

표3

그림 2

철 타켓

그림 2에서 철 타깃은 감지 포락선의
안쪽에서 적당히 멈추도록 배치되었습
니다. 따라서 장기간 신뢰할 수 있는 작
동을 보장합니다.

표1

철 타깃의 크기는 최소 1입방 인치여야 합니다. 타깃의 크기가 1입방 인치보다 작을 경우
작동 효과가 상당히 줄어들거나 스위치가 타켓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가 활성화됩니다.

스위치가 비활성화됩니다.

스위치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림 7

그림 8

그림 9

형태

철 타켓

EC 적합성 선언
여기에 설명된 제품은 최신 개정안을 포
함한 다음의 유럽 공동체 지침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저전압 지침(2006/95/EC)
EMC 지침(2004/108/EC)

표2
SPDT

기계장비 지침(2006/42/EC)
ATEX 지침(94/9/EC).

DMDB
유사 전압만 해당.
회로가 절연되지 않음.

모든 GO 스위치는 드라이 접점 스위치로, 닫혀 있을 때에도 전압
강하가 없고, 열려 있을 때에도 누설 전류가 없습니다. 다중 유닛을
설치하는 경우 스위치는 직렬 또는 병렬로 배선할 수 있습니다.

IOM

TM

10 및 20 시리즈

GO 스위치 배선도

판매 약관

지 적용됩니다. 기타 모든 상품은 판매자의 선적기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보증됩니다. 소비재 및

8. 세금: 상품의 제조, 판매나 납품,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판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나

13. 일반 조항: (a) 구매자는 판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 상의 권리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수반되는 견적이나 승인, 그리고 그 안의 참고 문헌에 포함된 모든 문서는

서비스는 선적기일 또는 서비스 완료일부터 90일 동안 보증됩니다. 구매자에 대한 재판매를 위해
판매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한 제품("재판매 제품")은 원 제조업자가 연장한 보증 책임만을 지닙니다.

정부 과금은 판매자의 재량으로 여기에 명시된 가격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명시한 내용은

의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b)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아무런
이해, 계약, 표현은 없습니다. (c) 소송 사유가 발생한 후 2년이 지나면 어떤 당사자도

TopWorx(이하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구속력을 지니며, 그 안에 포함된 펌웨어를 비롯해(섹션

“Z”형
평소 닫힘
평소 열림
이중 제작
이중 차단

“C”형
공통적 이중 부하
계장 배선

N/O
부하
COM

10에서 규정된 바는 제외) 서비스 조항 및/또는 상품 판매에 대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모든
계약(이하 계약)을 구성합니다.

동일한 극성의
와이어만 해당

N/O
N/O
N/C
N/C

AC 또는 DC

부하

부하
부하

AC 또는 DC
AC 또는 DC

접지 GND

“A”형
평소 열림
공통적 경보 또는
한계 경고 계장 배선

“B”형
평소 닫힘
공통적 초과 이송 또는
한계 계장 배선

N/O
부하
COM

AC 또는 DC

인증 요구사항에 따라 GO 스위치에 내부 접지 와이어가 함께 제공될 수도,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접지 와이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설치자는 인클로저에 대한 접지 연결이
종단 A 및 F

종단 B
SO 케이블

4 와이어 PVC
및 고온 리드
빨간색

N/C

빨간색

DMDB Z형
SO 케이블 - 4 도선

DMDB Z형
SO 케이블 - 5 도선

N/O 2

N/O 2

검은색

주황색

파란색

N/O

흰색

N/C 2

흰색

N/O 2

빨간색

COM

검은색

COM

검은색

N/O 1

녹색

N/O 1

검은색

GND

녹색

GND

녹색

N/C 1

빨간색

N/C 1

흰색

Ground

녹색

N/O

그 형태에 관계 없이 계약에 따른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재판매 제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매자가 보증 결함을 발견하고 해당 보증 기간

9. 결제 조건: 판매자 측 여신 부서의 승인에 따라 조건은 아래에서 다루는 기일 시 추가 지불

없습니다. (d) 이 약관에 대한 변경은 올바른 절차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판매자의

중 서면으로 이에 대해 판매자에게 통보할 경우, 판매자는 자유 의사에 따라 펌웨어나 서비스에서
판매자가 발견한 오류를 시정하거나, 판매자가 결함이 있다고 발견한 상품이나 펌웨어의 부분의

방식이나 판매자가 다른 방식을 요청할 수 있는 수출 선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화로 F.O.B.

대리인이 서명한 서면 수단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e) 계약은 미주리주 법률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미주리주 법률에 따라 이해, 이행, 집행됩니다(그러나 구매자와

1. 가격: 판매자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판매자의 가격은
판매자가 판매자의 견적일 또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주문 승인일 중 선행하는 날로부터 30일

제조 F.O.B. 지점을 수리 또는 교체하거나, 상품/서비스의 결함 부분에 대한 구매가격을 환불할 수

선적 지점으로 판매자의 청구서일로부터 30일입니다. 화물 비용에는 선적 및 취급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매자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따라 만기일에 판매자가 지불해야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유지 관리, 일반적인 마모 및 이용, 적합하지 않은 전력원이나 환경적 조건,

내에 판매자의 표준 주문 처리 절차에 따라 상품의 즉각적인 제조 및 선적 및/또는 서비스

하는 모든 금액이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 지불을 받을 때까지 만기일로부터 매월 1-1/2%의 이자가

관련된 상품이 제조된 주가 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f) 1980년의 국제물품매매계약

붙게 되며, 향후 선적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만기일에 지불하지 못할 경우

조항에 대한 무조건적인 완전한 허가를 받고, 수용할 경우 해당 기간(30일)동안 유효합니다.

사고, 오용, 올바르지 않은 설치, 변경, 수리, 허가받지 않은 교체 부품 사용, 보관이나 취급, 또는
판매자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필요한 모든 교체나 수리는 이 책임 보증에 포함되지

해당 30일 기간 내에 판매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판매자는 상품/서비스 가격을
주문이 최종 제조로 발주된 당시에 상품/서비스에 대해 효력을 지니는 판매자의 가격으로

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이 계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g) 계약의 어떤 조항이 법규나
법률에 따라 유효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은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않으며 구매자가 해당 경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판매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를

구매자와의 이 계약 및/또는 다른 계약에 따라 다른 해결책 중에서 계약을 종료하거나 향후
납품을 유예할 권리를 가집니다. 구매자는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하여 과거에 지불했어야 하는

제외하고는 구매자 또는 제3자에 의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이 없습니다. 모든 분해, 재설치

금액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자의 서면 견적서에 별도로 제시하지

변경할 권리를 가집니다. 상품 가격은 판매자의 견적에 명시되지 않는 한 상품의 보관, 설치,

기타 정부 조달 조항이나 계약 조항의 적용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i) 판매자의

개시 또는 유지에 드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앞서 명시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및 화물 비용, 그리고 이 보증 조항에 따른 현장 이동 및 진단을 위한 판매자 측 인력 및 대리인의
시간 및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보증 기간 중 판매자가 수리한 상품 및 교체한 부품은 원 보증

않는 한 이 계약의 구매 금액이 미화 $100,000를 초과하면 구매자는 정기적으로 기일에 추가

판매했지만 타인이 제조한 상품/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구매자에 대한 선적 당시에 효력을

견적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조건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는 핵 또는 핵 관련
용도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i) 바로 앞에 나온 문장에서 명시된 규제에 따라

기간 중 남은 날짜, 또는 90일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증됩니다. 이 책임 보증은 판매자가 만든 유일한

지니는 판매자의 가격이 됩니다.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판매자는 청구서를 발행하며 구매자는 다음의 기일에
기초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기일 1: 판매자의 수주 즉시 가격의 30%. 기일 2: 판매자가 조립을

보증이며 판매자가 서명한 서면으로만 개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보증 및 해결책은 배타적입니다.

위해 제조공장에 승인된 재료표를 보낸 즉시 가격의 30%. 기일 3: 판매자의 상품 선적 즉시

그러한 규제를 전달하는 데 동의하며, (iii) 판매자의 책임이 과실 또는 무과실 책임에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또는 기타 다른 사안에 관해 명시적이든

가격의 40%. 판매자는 $50,000를 초과하는 서비스에 대해 계약이 제시하는 추가 기일을 지정할

기반한다는 주장을 비롯, 소송 사유가 불법 행위, 계약 등 무엇에 기반하든 핵 또는

묵시적이든 어떠한 종류의 표현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권리를 보유합니다.

관련된 기타 문서와는 대조적인 조항에도 불구하고, 또한 FOB, FAS, CIF, 또는 다른 방식이든
가격 책정 방식과 관계 없이 상품에 대한 법적권원 및 그로 인한 손실 위험은 구매자에게 다음과

핵 관련 용도로 상품 및 서비스를 사용한 것과 관련한 부수적, 결과적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 배상 청구, 손실, 책임, 소송, 재판 및 손해로부터 판매자를 변호하고,

6. 해결책 및 책임의 제한: 판매자는 계약 이행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판매자에게 배상하며, 판매자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j) 판매자의 책임

계약에 명시된 구매자의 해결책은 배타적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 배상 청구나 소송 사유의

10.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이 문서의 다른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 또는 해당되는 제3자
소유자는 해당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물론 모든 사본과 관련된 모든 저작권을 포함하여 각각의

같이 이전해야 합니다. 선적 지점의 화물 운반선에 대한 납품 즉시 상품의 최종 목적지가 미국

형태에 관계 없이(계약, 위반, 과실, 무과실 책임, 기타 불법 행위 등 무엇에 기반하든) 구매자 및/또는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이 문서에서 달리 제시되지 않는 한

내인 판매의 경우, 상품이 미국 영토를 넘어 통과한 직후 상품의 최종 목적지가 미국 이외인

구매자는 상품과 함께만, 그리고 상품을 처음으로 사용한 구매자의 공장 현장에서만 해당

판매의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견적서에 구체적으로 밝힌 데이터/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고객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은 손해 배상 청구나 소송 사유를 낳게 한 판매자가 제조하거나 제공한
구체적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 해결책 및 보호책은 이 계약 또는 참조로 포함된 계약에 따라 판매자 및 그
계열사, 자회사 또는 노동, 서비스, 제품을 공급하고 수행하는 관련 회사까지

판매자가 데이터/기록 또는 비표준 데이터/기록에 대한 추가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당시
효력을 지니는 판매자의 가격으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기밀 또는 독점으로 표시된

구매자 및/또는 그 고객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이 부수적, 결과적, 또는 징벌적 손해를 포함하는 것까지

상품에 포함된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물론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사본을 사용할 비독점적,
로열티가 없는 라이선스를 부여받습니다. 구매자는 다른 공장 현장에서 해당 사본 및 펌웨어와

확대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결과적 손해"라는 용어에는 예상되는 이익, 수입이나 사용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대해 판매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데이터/기록은 제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든 복제, 사용할 수 없으며, 판매자의

손실, 연료 및 전력 등 자본에 대한 제한 없이 초래되는 비용, 그리고 구매자의 고객이 제기하는 손해

펌웨어(판매자가 지정한) 및 기타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자의 사용은 판매자 및/또는 제3자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배상 청구가 포함됩니다.

소유자의 해당 라이선스 계약에 의거해서만 좌우됩니다.

3. 계약 이행에 대한 양해: 판매자는 컴퓨터나 전기통신 시스템 고장이나 중단,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테러, 노사분규, 재료나 구성품 부족, 폭발, 사고, 정부 요청 준수, 법률, 규제,

7. 특허: 섹션 6에 포함된 제한을 조건으로, 판매자는 판매자가 제조한 상품의 사용이 미국 유효한

11. 구매자 제공 데이터: 상품의 선택이나 설계 및/또는 서비스의 조항, 판매자의 견적 준비에서

특허에 대한 위반을 구성한다는 주장에 기반해 구매자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 변호해야 하며,

판매자가 규격, 정보, 작동 조건 제시,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기타 데이터나 정보

명령이나 조치, 또는 기타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판매자의 합리적인 제어 밖에 있는 원인으로
인한 계약 이행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한 지연의 경우, 계약

구매자가 다음과 같이 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손해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한 소송 제기나 그 위협에
대해 즉시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판매자가 그러한 위반 주장에 대한 변호 또는 타협을

(이하 “데이터”)에 의존하는 정도까지, 그리고 실제 작동 조건이나 기타 조건이 구매자가 제시하고

이행이나 납품 시간은 지연을 극복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간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소송 변호를 위해 판매자가 요청하는 모든 합리적 지원

기타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2. 납품, 수주 및 기록: 모든 선적기일은 근사치이며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주문을 올바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신속하게 받는 것에 기초합니다. 이 문서, 또는 이 거래와

판매자는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 대한 적절한 재판지는 그러한 소송에

미치지 않는 선에서 그 부분만 생략됩니다. (h) 판매자는 연방조달규정(“FAR”) 또는

상품 및 서비스를 수락하며, (ii) 그 이후의 모든 구매자 또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면제, 해결책 및 책임의 제한, 책임 보증 등 이 계약 하에서 판매자에게 제공되는

확장됩니다. (k) 판매자는 (i) 구매자에게 배상을 하거나, (ii) 구매자를 추가 피보험자로
지정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의존한 내용과 다를 경우, 해당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 문서에 담긴 모든 보증이나

4. 구매자에 의한 계약 종료 및 유예: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상품/서비스 주문에 대한 종료 또는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판매자는 재량에 따라 자체 비용을 들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대체품을

유예에 대한 합리적인 사전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그와 같은 종료 또는 유예로 인해 발생하는

12. 수출/수입: 구매자는 미국 및 유럽연합,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적용을 받고 품목이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구매자가 계속해서 상품을 사용하고, 이를 위반 사실이 없는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위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공급되는 모든 사법권의 해당되는 모든 수출입 관리법, 규제, 지시 및 요건이 상품 및 서비스의

모든 손실, 손해, 비용, 경비를 판매자에게 배상할 경우, 해당 주문을 종료 또는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위반 사실이 판매자가 제조하지 않은 상품과 연계하여

또는 요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사용, 이전, 인도,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없습니다.

수령 및 사용에 적용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는 해당 법률, 규제, 지시,

상품을 사용하거나, 판매자가 애초 설계하지 않은 방식으로 상품을 사용한 것에 기반하거나, 또는

접지

N/C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재판매 제품의 조달 및 선적 준비를 위한 합리적인 상업적 노력을 벗어나는

및 협조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소송에 판매자가 제조한 상품만이 계류되어 있으며, 해당 상품에 대한

COM

AC 또는 DC

판매자의 순이익에 대한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단 DCD

종단 A
DMBD Z형
PVC 리드

미니 체인지 DCD 4핀
핀1

COM
검은색

N/C 1 및 2

빨간색 및 빨간색/흰색
줄무늬

핀2

N/O 흰색

N/O 1 및 2

청색 및 청색/흰색 줄무늬

핀3

N/C
빨간색

종단 DCA

핀4

GND
녹색

5. 책임 보증: 섹션 6에 포함된 제한에 따라, 판매자는 상품에 구현된 라이선스 펌웨어가 판매자

상품을 판매자가 설계하지 않았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자가 설계했거나 구매자가 상품을 변경하여

가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지침을 실행하며, 판매자가 제조한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상

해당 상품이 불법이 된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전적으로 배상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적인 사용 및 관리 하에 자재나 제작의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앞서 명시한 보증은 해당 보
증 기간의 종료 시까

특수한 본질안전 조건

내염방폭 및 안전 향상을 위한 단자블록 배선



1. 장착 고정장치를 사용하여 외부 접지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장치는 부식 및 스위치 작동의 자기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강이나 대체 비철금속으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연결부는 헐거워지거나 비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예: 성형한 러그/너트 및
잠금 와셔 사용).

하나의 스위치 안에 있는 쌍투식 접점과 양극 스위치의
분리된 극은 모두 동일한 본질안전 회로의 일부여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근접 스위치를 접지에 연결할 필요는 없지만
금속 인클로저에 바로 연결되는 접지 연결부가 제공됩니다.
보통 본질안전 회로는 한 지점에서만 접지할 수 있습니다.
접지 연결부를 사용하는 경우 어느 설비에서든 이것이
함축하는 의미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즉, 갈바닉 절연
인터페이스를 사용함으로써).

장비의 단자 블록 변종 제품에는 정전기 위험 가능성이 있는 비
금속성 덮개가 장착되어 있으며 젖은 천으로만 청소해야 합니다.



스위치는 인증된 Ex ia IIC 본질안전 공급처에서 공급해야
합니다.



설치 영역에 적합한 방법으로 플라잉 리드를 종단 처리해야
합니다.

COM 녹색

핀2

N/C 검은색

핀3

N/O 흰색

3. 각 단자에 크기 16 ~ 18AWG(1.3 ~ 0.8mm2)인 단선 또는 여러
가닥 도선만 수용해야 합니다. 각 도선의 절연부는 단자 클램핑
플레이트에서 1mm 안쪽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연결 러그
및/또는 페룰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배선은 16 ~ 18 게이지여야 하며 적어도 80°
C의 작동 온도에 대해 스위치에 표시된 전기
부하에 맞는 정격이어야 합니다.

적용되는 표준:

미니 체인지 DCA 3핀
핀1

2. 적합한 인증을 받은 케이블 삽입 장치를 IEC60079-14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인클로저에 대한 침투 차단 보호등급(IP)을
유지해야 합니다. 케이블 삽입 장치 나사부는 인클로저 본체
내에서 돌출되지 않아야 합니다(즉, 단자에 대한 이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IEC
IEC
IEC
IEC
IEC

60079-0: 2011
60079-11: 2011
60079-1: 2007-04
60079-31: 2008
60079-7: 2006-07

EN
EN
EN
EN
EN

60079-0: 2012
60079-11: 2012
60079-1: 2007
60079-7: 2007
60079-31: 2009

환상 링을 포함한 (4) #8-32X5/16인치
스테인리스 와이어 단자 나사를 0.06Nm의
토크로 조여야 합니다.
커버 플레이트를 0.06Nm의 토크로 단자
블록에 조여야 합니다.

표시
모델 번호, 데이터 시트, 사양, 치수, 인증 등을 비롯하여 회사,

0518

II 1 GD

Ex ia IIC T6 Ga (-20oC ~ +50oC)
Ex ia IIIC T85°C Da
Baseefa 12ATEX0187X
IECEx BAS 12.0106X
0518

II 1 GD

Ex ia IIC T4 Ga (-40oC ~ +100oC)
Ex ia IIIC T135°C Da
Baseefa 12ATEX0187X
IECEx BAS 12.0106X

0518

II 1 GD

Ex ia IIC T3 Ga (-40oC ~ 150oC)
Ex ia IIIC T85°C Da
Baseefa 12ATEX0187X
IECEx BAS 12.0106X

0518

II 2 GD

Ex de IIC T6 Gb, Ex tb IIIC T85°C Db, IP64
Tamb = -40°C to +60°C
Baseefa12ATEX0160X
IECEx BAS 12.0098X
SPDT 스위치의 경우 0.25A에서 30V AC/
DC

역량 및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는 www.topworx.com 을
참조하십시오.

info.topworx@emerson.com

글로벌 지원 사무실
미주 지역
3300 Fern Valley Road
Louisville, Kentucky 40213 USA
+1 502 969 8000
info.topworx@emerson.com
유럽
Horsfield Way
Bredbury Industrial Estate
Stockport SK6 2SU
United Kingdom
+44 0 161 406 5155
info.topworx@emerson.com

중동
P.O. Box 17033
Jebel Ali Free Zone
Dubai 17033
United Arab Emirates
971 4 811 8283
info.topworx@emerson.com

아프리카 대륙
24 Angus Crescent
Longmeadow Business Estate
East
Modderfontein
Gauteng
South Africa
27 011 441 3700
info.topworx@emerson.com

아시아 태평양 지역
1 Pandan Crescent
Singapore 128461
+65 6891 7550
info.topworx@emers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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