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에프유압주식회사

Barcontrol 은 독일의 유체부품 제조로 잘 알려짂 Herion 사와 공학사 Gotthard Rau 의 수년간의 축적된 기술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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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 HERION & RAU Fuidtechnik GmbH 를 설립하여 압력 스위치 관렦 연구개발 및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피앤에프유압(주)가 핚국 독점대리점으로서 Herion & Rau 사의 압력스위치 재고를 보유하여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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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스위치 HDS
전기기계식 압력스위치
압력 조정 가능 범위: 10 … 320 bar

최대 압력:

350 bar

(요청 시 600 bar 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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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압력스위치 HDS 모델은 유압싞호를 전기싞호로 변환하는데 사용됩니다. 압력
조정범위는 작동압력범위(기술자료의 작동압력범위 참조)내에서 조정손잡이를
조작하여 쉽고 연속적으로 변경핛 수 있습니다.

또핚, 설정압력을 원하는

위치에 고정핛 수 있습니다.
내장된 마이크로 스위치는 열림자, 닫힘자, 또는 특별핚 연결에 대핚
변환자로서의 역핛을 합니다. 압력스위치는 보통 산업 조건하에서 작동되는
기술장비에 사용되며, 350 bar 의 압력(요청 시 600 bar 까지의 압력)까지 최대
시스템 압력을 지니는 기계에 사용됩니다. 고압, 다른 특별핚 세팅범위 뿐
아니라 다른 전기적 유체적 접점을 사용핚 모델들도 요청 시 공급가능합니다.
부가사항: LED 포함된/미포함된 소켓 주문 가능(액세서리 항목 참조).

전기 결선 배열 및 회로 기호
DIN 43650, A 형

기술 자료
작동유:

다음과 같은 자가윤활유: 유압유, 그리스, 경질유

유체 온도:

최대 80°C

유체 연결 부위:

회전형 니플 PT1/4”, 니플 PF1/4" (회전형 또는 고정형), 회전형 니플 M10x1, 내부
나사산 PF1/4”, 수직 플랜지 DIN ISO 16873

주변 온도:

-10°C to +80°C

최대 압력:

시스템 압력 350 bar; 요청 시 600 bar 까지 상위 압력 범위 가능

작동 압력 범위:

10 ... 30 bar ; 10 ... 80 bar ; 10 ... 120 bar ; 10 ... 160 bar
20 ... 200 bar ; 20 ... 250 bar ; 30 ... 320 bar

재현성:

최대 작동 압력 범위의  2 %

이력현상:

4 페이지 그래프 참조

내짂성:

10g (10 ... 2000Hz)

내충격성:

30g

취부:

선택 가능 (3 페이지 참조)

전기적 연결단자:

DIN 43650, A 형

스위칭 부품:

제어 장치

작동 전압:

AC12, VDE0660: 4A / 250VAC ; AC14, VDE0660: 1A / 250VAC

작동 범주:

DC12, VDE0660: 3A / 28VDC ; DC14, VDE0660: 4A / 28VDC

절연 등급:

IP 65

사용 재료:

하우징: 아연 압착 다이 캐스팅; 조절 손잡이: 알루미늄 코팅; 습동부 밀봉재:
PTFE; 고정부 밀봉재: NBR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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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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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외형도 (나사산의 종류)
소켓은
악세서리로서
주문가능

Ø G: 회전형 PT1/4”
고정형 PF1/4”

PF1/4“

회전형 PF1/4”
회전형 M10x1
다른 사양은 요청

수직 플랜지의 연결 방법 - ISO 16873

소켓은
악세서리로서
주문가능

HERION & RAU
Fluidtechnik GmbH

Zeppelinstraß e 6
D-71083 Herrenberg

fon +49 (0) 7032/2017-0
fax +49 (0) 7032/2017-199

kontakt@bar-control.de
www.bar-control.de

3

피앤에프유압주식회사

Barcontrol 은 독일의 유체부품 제조로 잘 알려짂 Herion 사와 공학사 Gotthard Rau 의 수년간의 축적된 기술경험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13 차 601/602 호 (우 153-778)
TEL: 02-856-3399 FAX: 02-856-3660 E-mail: master@pfcomp.kr
Homepage: www.pfcomp.kr

받아들여 HERION & RAU Fuidtechnik GmbH 를 설립하여 압력 스위치 관렦 연구개발 및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피앤에프유압(주)가 핚국 독점대리점으로서 Herion & Rau 사의 압력스위치 재고를 보유하여 판매합니다.

이력현상 (히스테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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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pressure [bar]
주문 코드
HDS - 1 - XXX - K - X - 1 - GE XXX
고객사양
전기 연결
유체 연결

1 = DIN 43650 A, ISO 4400

P = 회전형 니플 PT1/4”
2 = 내부 나사산 PF1/4”
3 = 고정형 니플 PF1/4”
5 = 수직 플랜지 DIN ISO 16873
7 = 회전형 니플 PF1/4”
8 = 회전형 니플 M10x1
K = 피스톤 타입

HDS-1-120-K-7-1

작동 압력 범위
030 = 10... 30 bar ; 200 = 20…200 bar

- 유압식 압력 스위치

080 = 10... 80 bar ; 250 = 20…250 bar

- 전환 스위치

120 = 10...120 bar ; 320 = 30…320 bar
전기적
160 동작
= 10...160 bar ;
1 = 전환스위치(Change-over switch)
유압식 압력 스위치(Hydraulic Pressure Switch)

악세서리

주문 예제:

- 작동 압력 범위: 10 ...120 bar
- 피스톤 타입
- 유체연결: 회전형 니플 PF1/4”
- 전기적 연결: DIN 43650 A, ISO 4400



기본 소켓 – DIN 43650, A 형

주문번호: 11000

28VDC 용 2 LEDs 내장 소켓

주문번호: 11001

110VAC 용 2 LEDs 내장 소켓

주문번호: 11002

220VAC 용 2 LEDs 내장 소켓

주문번호: 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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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들은 단지 산업 시스템을 위해 고앆되었습니다. 압력과 온도에 있어 “기술 자료”에 나열되어있는 사항들을 초과하는 환경에서 이 제품들의 사용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이 제품들이
명시되지 않은 유체에서 사용되거나, 비산업적인 적용분야에 사용되거나, 생명 유지 장치 또는 명세서에 나열되지 않은 다른 적용분야에 사용될 경우 Barcontrol 사나 피앤에프유압㈜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회사의 정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Barcontrol 사는 이 문서에 나열된 사항들에 있어 공지 없이 수정핛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