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8D 5대역 진동 스위치
 5 ch Vibration Switch

기타 장점들
LED 표시기
3 자리 LED는 진동 수준을 지속적
으로 표시하고 설정 점 수준도 표
시합니다. 설정 값을 초과하면 경
보 및 차단 LED가 켜집니다.

AC 출력
분석기 및 기타 장치와의 쉬운 상
호연결을 위해 일시저장완충
(buffering) 비례 진동 신호를 제
공합니다.

원격 탐촉자

가장 까다로운 응용 분야에 가장
적합한 탐촉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4033 탐촉자는 고온 설치에 적
합합니다. 4034는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출력과 넓은 주파수 응답을
제공합니다. 4071 및 4073은 저속 
및 고속 장비 모두에 이상적인 넓
은 주파수 범위를 제공합니다.

438D는 다음 3가지 구성품
으로 되어 있음:

• 진동측정 탐촉자
• 배선결합체
• 전자회로함

탐촉자는 감시중인 회전 장비
가까이에 있게 됩니다. 전자 회
로함은 접근 할 수있는 장소에
원격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배선
결합체는 두 요소를 연결하게 
됩니다.

주: 438D는 진동 스위치 기능이
있는 모니터(또는 Sentinel)이기
도합니다.

특장점
광범위한 보호.
불균형, 정렬 불량, 베어링 불량 및 
기타 기계 관련 문제를 감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진동 주파수에 걸쳐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진동 수준 설정 점.
고객이 지정한 두 가지 진동 수준
에 도달 할 때 활성화되는 두 개의
계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전기는 장치에 연결하여 진동 한
계에 도달하거나 초과했을 때 시각
적, 청각적 또는 외부 계전기 활성
화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높은 진동 수준은 종종 손상을 피
하기 위해 회전 장비를 종료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편의성.
진동 측정 지점에는 탐촉자만 장착
되며 전자회로함은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떨어진 위치에 주게 됩
니다.

탐촉자, 배선결합체 그리고 원격 외함

5 개의 탐촉자 중 1 
개와 배선 1 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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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눈금 범위:
선택가능 스위치 0- 1 또는 0- 3 
in/sec (표준)
선택가능 스위치 0-.5 또는 0- 1 
in/sec (별매)

주파수 반응:
속도 탐촉자들 :
4033-400, 20-1,500 Hz
4033-500, 20-1,500 Hz
4034, 12-1,000 Hz
4071, 2.1-3,500 Hz
4073, 1.7-6,000 Hz

이중 설정점들:
2 개의 사용자 선택가능, 전 눈
금의 5- 100%

지연시간:
현장 조정 0- 20초

계전기들(반도체 트라이액):
1 amp 정격; 현장 스위치 선택 가
능, 정상적으로 열림 또는 설정 
값 아래에서 닫힘. 현장 선택 가
능, 상태보존(래칭) 또는 비 보
존. 원격 재설정 기능. 계전기 금
지 기능.
입력전압:
120 또는 220 VAC, 현장 선택 가능

DC 선형출력:
4- 20 mA DC.

AC 출력:
입력 탐촉자에 비례:

속도 탐촉자, 100 mV/ sec.

가속 변환기, 100mV/ g. 전자회로
함 측면에서 BNC로 가져 옴 

기 술  규 격

전자회로함 크기:

온도범위:
전자회로함: –28~ +71C

탐촉자:
4033-400, –28~ 204C 
4033-500, –28~ 260C
4034, –36~ 21C 
4071, –45~ 82C 
4073,  –53~ 121C

별매:
고역 통과, 대역 통과, 저역 통
과 필터링. 방폭 탐촉자 외함

측정방식: 속도

감지기 설치: 
1/4”-28 stud.

전자회로함:
NEMA 4 전면문에 장착되어 있음

전자회로함 표시기:
3-digit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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