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8A 벽부형 진동 스위치
 Vibration Switch

부가 장점
*이중 진동 레벨 설정 점.
고객이 지정한 진동 수준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하면
활성화되는 경보 및 차단 또는 단전 접점이 제공됩니
다.
*선형 출력.
438A는 진동 수준에 비례하여 4- 20mA DC 선형 출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PLC, DCS 또는 차트 기록기에 연결
됩니다.
*AC 신호 출력.
100mV/ g 또는 100mV/ in/ sec에 대해 필드를 선택할 
수있는 AC 신호 출력이 표준입니다. 이 출력은 고객이 
제공한 원격 연결구에 연결하기 위해 단자 블록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지연 및 기능 억제.
각 계전기에는 고객이 조정할 수있는 시간 지연이 0에
서 20 초 사이입니다. 기계 유지 보수 중 계전기 동작
을 제거하는 금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중 구성.
438A는 NEMA 4, NEMA 4X 또는 방폭의 세 가지 외함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120 또는 220 VAC 또는 24 
VDC의 세 가지 입력 전원이 있습니다.

주요 장점
*치명적인 장비 고장 제거에 도움이됩니다.
장비의 진동 수준이 높아지면 438A는 큰 손상이 발생
하기 전에 알림을 제공하며 장비를 종료 할 수도 있습
니다.
*사전에 수리를 계획 할 수 있습니다.
진동 수준을 측정하면 진동의 변화를 감지 할 수있어
일반적인 유지 보수 일정과 일치하도록 수리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측 유지 보수 프로그램과 호환됩니다.
438A는 대부분의 자료수집기, 분석기 및 온라인 분석 
체계와 호환됩니다. 진동 시그니처를 분석하면 불균형, 
정렬 불량 및 구부러진 샤프트, 결함이있는 벨트, 베어
링 및 기어와 같은 높은 진동의 특정 원인을 찾을 수 있
습니다.
*허위 경보를 제거합니다.
438A는 기계 시동시 또는 외부 원에서 일시적인 진동
이 발생할 때 잘못된 경보 또는 차단을 발생시킬 수있
는 기계적 진동 스위치를 대체합니다.
*쉬운 선택.
438A는 고객이 현장에서 다양한 응용 분야에 맞게 구
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38A를 주문할 때는 외함
유형과 필요한 전원 입력 만 지정하면됩니다.

주요 용도
• 냉각탑, 원심분리기, 분쇄기, 압축기, 발전기

압연기, 볼 분쇄기, 환풍기, 가압펌프

• 전동 모터, 코일제작기, 분쇄기, 이송 컨베이어

• 기타 회전기계 등

438A는 가동비용을 절감
438A는 장비 문제를 미리 통지하고 수리 계획
을 미리 세울 수있어 운영 비용을 절감하게 해 
줍니다. 수리 일정을 잡는 기능은 부품 비용, 초
과 근무 시간, 그리고 생산 중단 시간으로 인한 
매출 손실을 크게 줄입니다.

438A 진동 스위치

 회 전  장 비

출력(a)

주의 또는 위험신호
경보 또는 차단신호

추세 직류출력

분석 교류출력

I입력전원 120 또는 
220 VAC, 또는 24 VDC

a. 다음 장의 규격란을 참조

Giltron상품



전 눈금 범위:
0.0– 1.0 in/ sec 또는 0.0– 3.0 in/ sec 
(영역 선택 가)

반응 주파수: 
3– 1,000 Hz

이중 설정점:
2 사용자 선택가능, 현장 조정
가능 5~ 100% 전 눈금

지연시간:
현장 설정가능 0~ 20초

계전기(반도체 트라이액):
120 또는 220 VAC 장치의 경우 10 
amp, 24 VDC 장치의 경우 1 amp
정격의 2 개의 무 접점 계전기.
설정 점 아래에서 영역을 선택하거
나 정상적으로 열거나 닫을 수 있습
니다. 영역선택 가능, 상태 보존
(latching) 또는 비보존. 원격 재설
정 기능. 계전기 금지 기능.

입력전원:
A 120 또는 220 VAC, 사용자 선택
가능, 또는 24 VDC.

DC 선형 출력:
4– 20 mA DC,
전 진동에 비례

AC 신호출력:
분석 목적으로 현장에서 선택 가
능, 속도, 100mV/ in/ sec 또는 가속
도, 100mV/ g

온도범위:
–31.6~ +71.1C

측정 방식:
속도

외함:
NEMA 4, 주철 알루미늄

NEMA 4X, S.S.강 고정판이 있
는 에폭시 도막 주조 알루미늄,
방폭, 주조 알루미늄

무게:
약 2.6Kg: NEMA 4와 4X형 
약 3.4Kg: 방폭형

오랜 역사의 생산 기계 보호 회사

 기술 규격

위험지역 규격:
방폭–
Class I, Divisions 1 and 2, Groups C and D, and 
Class II, Divisions 1 and 2, Groups E, F and G.

환경규격:
NEMA 4 – 환경인증
NEMA 4X – 환경인증과 

 내부식성 인증 

• NEMA 4 및 4X: 438A는 4 개의 1/4 – 20 UNC x 1/2 인치 긴 볼트, 와셔
및 잠금 와셔를 사용하여 장착해야 합니다.

• 방폭 438A는 4 개의 5/16 – 18 UNC x 3/4 인치 긴 볼트, 와셔 및 잠금
와셔를 사용하여 장착해야 합니다.

Vitec제품의 진동스위치 범주:
438A 판고정형

• 120 와 220 VAC
• 24 VDC

438D
• 구성: 탐촉자, 배선과 전자회로

복합체 
• 120와 220 VAC
• 저역통과, 대역통과, 고역통과 필터

• 다종 탐촉자들
• 가속도형
• 속도형

• 여러 배선 결합체

480 스터드 장착 
• 120 와 220 VAC
• 24 VDC

438R
• 탐촉자, 배선 결합체 및

전자 장치로 구성
• 120와 220 VAC
• 24 VDC
• 다종 탐촉자들

• 가속도형
• 속도형

• 여러 배선 결합체

   크기:
외함

방폭형 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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