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SA200 절대압 스위치

 

 

INFICON 진공 스위치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압력을 탐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전자 스위치는 압력 인터록을 포함하여 
모든 진공 응용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스위치는 절대(진공 기준) 또는 
차동(주변 기준)의 두 가지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내부식성 전체 스테인레스강 설계
n 견고한 디자인, 청정실 규격
n 셋포인트가 공장에서 사전 설정되거나 현장에서 조정 가능하여 설치가 간편함

장점

n IP 44 보호
n 무위상 접점을 가진 릴레이 출력
n 고정밀 온도 보상 센서
n 압력 범위 1×10-9 mbar … 2 bar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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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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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유형 1000 Torr 1100 mbar

풀 스케일(F.S.) mbar (absolute) – 1100

풀 스케일(F.S.) Torr (absolute) 1000 –

셋포인트 범위 mbar – 30 … 1060

셋포인트 범위 Torr 20 … 970 –

허용 압력 bar (absolute) 5 5

셋포인트 릴레이

릴레이 출력 n.o., n.c., potential free n.o., n.c., potential free

셋포인트 릴레이

접점 정격 V (dc) 30 30

셋포인트 릴레이

접점 정격 A (dc) 1 1

셋포인트 릴레이

접점 정격 V (ac) 125 125

셋포인트 릴레이

접점 정격 A (ac) 0.3 0.3

셋포인트 정확도 Torr ± 5

셋포인트 정확도 mbar ± 5

제로 및 스팬에 대한 온도 영향 percent FS/°C ≤±0.02 ≤±0.02

응답 시간 ms ≤45 ≤45

히스테리시스 Torr 20

전기 연결 D-Sub, 9-pin D-Sub, 9-pin

히스테리시스 mbar 20

공급 전압 V (dc) 14 … 30 14 … 30

전력 소모량 W <0.5 <0.5

허용 온도

작동(주변) °C 0 … 70 0 … 70

보관 °C –40 … 80 –40 … 80

진공에 노출된 재료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장착 방향 any any

내부 용적

DN 16 ISO-KF cm³ (in.³) 2.81 (0.17) 2.81 (0.17)

4 VCR cm³ (in.³) 0.93 (0.057) 0.93 (0.057)

무게 g 140 140

보호 수준 IP 40 I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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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유형 1000 Torr 1100 mbar

센서 보호 Short circuit protection and 
reverse polarity protection

Short circuit protection and 
reverse polarity protection

(1) 대기압에 대한 기준.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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