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0 진동 스위치
                               Vibration Switch

신뢰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기계류 보호.

Vitec 480 형명은 진동 변환기, 송
신기 및 모니터의 기능을 결합한
소형 진동 스위치입니다.

진동 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때 사
용자에게 신호를 보내 회전하는
기계를 저비용으로 보호하여 기
계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려줍니
다.

모터, 팬, 냉각탑 및 광범위한 범
용 회전 기계 및 처리 장비에 이
상적입니다.

주요 장점

광범위한 보호.
 불균형, 정렬 불량, 베어링 결함 
및 기타 기계 관련 문제를 감지하
기 위해 광범위한 진동 주파수를
보호합니다.

진동 수준 설정 점.
고객이 지정한 두 가지 진동 수준
에 도달할 때 활성화되는 두 개의
계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전기는 장치에 연결하여 진
동 한계에 도달하거나 초과했을
때 시각적, 청각적 또는 외부 계전
기 활성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높은 진동 수준은 종종 손
상을 피하기 위해 회전 장비를
동작 종료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장비 호환성.
 전류 출력은 계기, 컴퓨터 및
기타 장치에서 사용하기위한
진동에 비례합니다.

쉽게 확장 가능.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시작하거
나 확장하는 저비용 방법으로 향
후 모니터링 체계를위한 변환기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설치.
단일 점 스터드형 설치로 빠
르고 쉬운 설치가 가능합니
다.

환경보호 및 폭발 방지.
열악한 환경 또는 공장 조건
에서의 작동을 허용합니다.

Giltron상품 



전 눈금 범위: 
0- 1.0 in/ sec 또는 0- 3.0 
in/ sec (영역 선택가능)

반응 주파수:
 5- 1000 Hz

이중 설정점:
2 사용자 선택 가능, 현장 조
정 가능 5- 100% 전 눈금

지연시간:
현장설정가능 0- 20초

계전기(반도체 트라이액): 
1암페어 급; 현장선택가능, 설
정점조건들에서 통상 열림이
나 닫침. 영역선택가능, 상태
보존 또는 비 보존. 원격재설
정기능, 계전기 금지기능.

입력전원:
120/220 VAC 선택, 또
는 24 VDC.

DC 선형 출력:
4- 20 mA DC

AC 출력:
속도에 비례 또는 가속도, 
현장선택가능

온도범위:
–31.6~ +71.1C 

측정방식:
속도 

외함:
방폭/ 전천후 알루미늄 합
금구조

설치:
한개의 3/4”-10 스터드

     기술 규격

  크 기:

   고   정 :

어느방향으로 고정될 수 있음,
권장방법:  3/4”-10 너트를 베어링 
외함에 용접베어링 

  외함

3/4” x 10 UNC

3/4” x 10 UNC 고정너트

3/4” NPT 전선관
입력

2”

7/8”

5-7/8”

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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