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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젝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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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2

1 압축 공기 연결부(식별 코드 1) 5 선택 사양: 별도의 파기 EB 압축 공기 연결부(식
별 코드 1A)

2 진공 연결부(식별 코드 2) 6 소음기(식별 코드 3)

3 조작 및 디스플레이 요소 7 파기 체적 유량 설정용 스로틀 나사
4 4.1 전기 연결부 M8 6핀

4.2 전기 연결부 JST 5핀
8 2x 고정 홀

2  일반 매개 변수
매개 변수 사양 기호 한계값 비고

최소 최적 최대
작동 온도 Tamb 0°C — 50°C —

보관 온도 TSto -10°C — 60°C —

공기 습도 Hrel 10%rf — 85%rf 응축수 없음
보호 등급 — — — IP40 —

작동 압력(수압)
03 P 2 bar 4 bar 6 bar —

05 P 3.5 bar 4 bar 6 bar —

07 P 3.5 bar 4 bar 6 bar —

10 P 3.5 bar 4.5 bar 6 bar —

12 P 3.5 bar 4.5 bar 6 bar —

작동 매체 공기 또는 중성 가스, 5 µm 여과됨, 기름이 없음, ISO 8573-1에 따른 압축 공기 품질 등급 3-3-3

3  전기 매개 변수
공급 전압 24V ±10 % VDC(PELV1))

역극성 보호 예
소비 전류
(24V)

— 일반적 소비 전력 최대 소비 전력
SCPMc – xx – NC 50 mA 70 mA

SCPMc – xx – NO 75 mA 115 mA

1) 공급 전압은 EN60204(보호 초저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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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작 - 및 메뉴 개념
이젝터는 멤브레인 키보드의 키 2개로 조작됩니다.

메뉴 키 + 키

작동 구조는 다음의 세 가지 메뉴로 나뉩니다.

• 기본 메뉴: 표준 애플리케이션용
• 고급 기능(EF) 메뉴: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애플리케이션
• Info(INF) 메뉴: 계수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시스템 데이터 판독용
다음의 정보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진공 측정값
• 선택된 메뉴 항목
• 설정값
• 오류 메시지, 오류 코드의 형태로
조작 메뉴의 초기 상태에서 선택한 디스플레이-단위에 따라 현재 진공 측정값이 표시됩니다. 측정값은 대기압과 비교하여
양수로 표시됩니다.

4.1  기본 설정 보기(Slide Show)

초기 상태에서  키를 누르면 다음의 매개 변수가 자동으로 디스플레이에 차례로 표시됩니다(Slide Show).

• 진공 단위
• 스위칭 포인트 SP1의 값
• 리셋 포인트 rP1의 값
• 스위칭 포인트 SP2의 값
• 공급 전압 US

디스플레이 스크롤은 전체 실행 후 진공 표시로 돌아가거나 언제든지 아무 키나 눌러서 중단할 수 있습니다.

4.2  키 잠금 기능
키 잠금 기능을 사용하려면 메뉴에 이젝터가 없어야 합니다.

키 잠금 기능 활성화:

4  + 키를 3초간 길게 누르십시오.

ð 디스플레이에 LoC가 나타납니다.

ð 키 잠금 기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키 잠금 기능 비활성화:

4  + 키를 3초간 길게 누르십시오.

ð 디스플레이에 VNC가 나타납니다.

ð 키 잠금 기능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키 잠금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에도 슬라이드 쇼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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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본 메뉴의 기능
다음 표는 기본 메뉴의 디스플레이 코드 및 매개 변수의 개요를 보여줍니다.

디스플레이
코드

매개 변수 설명

5P1 스위칭 포인트 1 제어 기능의 스위치 오프 값
([ctr] = [on] 활성화 상태에서만)

rP1 리셋 포인트 1 제어 기능에 대한 리셋 값 1

5P2 스위칭 포인트 2 "부품 검사" 신호 전환 값
rP2 리셋 포인트 2 "부품 검사" 신호에 대한 리셋 값
tbL 블로우 오프 시간 시간 제어식 블로우 오프를 위한 블로우 오프 시간 설정(값 > 0인 경우에만 활

성화)

CAL 영점 설정(calibrate) 진공 센서 보정, 영점 = 주변 압력
EF 고급 기능 "고급 기능" 하위 메뉴 시작

1mF 정보 "정보" 하위 메뉴 시작
1nc 부정확 입력된 값이 허용된 값 범위 내에 없습니다.

입력이 잘못된 경우 이 표시가 정보로 나타납니다.

4.4  기본 메뉴의 매개 변수 변경
스위칭 포인트 등의 값을 변경하면 새로운 값이 자릿수별로 입력됩니다.

1.  키를 눌러서 원하는 매개 변수를 선택하십시오.

2.  키를 눌러서 확인하십시오.

ð 현재 설정된 값이 표시되고 첫 번째 숫자가 점멸합니다.

3.  키를 눌러서 값을 변경하면, 키를 누를 때마다 값이 1씩 증가합니다. 숫자 9 이후  키를 누르면 계수기의 숫
자가 다시 0으로 바뀝니다.

4. 변경된 값을 저장하려면,  키를 누르십시오.

ð 첫 번째 숫자의 값이 적용되고 두 번째 숫자가 점멸합니다.

5.  키를 눌러서 두 번째 숫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변경된 값을 저장하려면,  키를 누르십시오.

ð 두 번째 숫자의 값이 적용되고 세 번째 숫자가 점멸합니다.

7.  키를 눌러서 세 번째 숫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8. 변경된 값을 저장하려면,  키를 누르십시오.

ð 입력된 값이 허용된 값 범위 내에 있으면, 이 값이 적용되고 변경된 매개 변수가 표시됩니다.

ð 입력된 값이 허용된 값 범위 내에 없으면, 이 값이 [1nc ] 디스플레이를 통해 잠시 표시되고 새로 설정된 값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입력이 1분 이상 중단되거나 입력이 없는 경우, 측정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5  배송 확인
주문 확인서에서 공급 사양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무게와 치수는 선적 서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1. 동봉된 선적 서류에 의거하여 발송물 전체의 완전함을 확인하십시오.

2. 포장 결함 또는 운송으로 인해 손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화물 운송업체와 J. Schmalz GmbH에 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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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치 지침

 주의
부적절한 설치 또는 유지보수
인명 피해 또는 재산 손실

4 설치 및 유지보수 시에는 제품을 무전압 및 무압력 상태로 전환하고 무단으로 재시동되지 않도록 하십
시오!

안전한 설치를 위하여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규정된 연결 방법, 고정 홀 및 고정 수단만 사용하십시오.

• 조립 또는 분해는 전원이 차단되고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만 허용됩니다.

• 공압 및 전기 라인 연결부는 제품에서 단단히 연결되고 고정되어야 합니다.

7  공압 연결

 주의
눈에 직접 압축 공기 또는 진공
심한 눈 손상

4 보호용 고글을 착용하십시오.

4 압축 공기 오프닝을 보지 마십시오.

4 소음기의 공기 분류를 보지 마십시오.

4 진공 오프닝(예: 흡입기)을 보지 마십시오.

 주의
잘못된 압력 및 진공 연결부 설치로 인한 소음 공해
청력 손상

4 올바르게 설치하십시오.

4 귀마개를 착용하십시오.

7.1  압축 공기 및 진공 연결

4 압축 공기 호스를 연결부(1)에 연결하십시오.
진공 호스를 연결부(2)에 연결하십시오. 
스레드의 경우, 최대 조임 토크는 1 Nm입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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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기 연결

 주의
커넥터를 꽂거나 전원을 켤 때 출력 신호 변경
인적 또는 물적 피해!

4 전기 연결은 신호의 변화가 전체 장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잘못된 전원 공급 장치
통합 전자 장치 파손

4 보호 초저전압 (PELV)이 있는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해 제품을 작동하십시오.

4 EN60204에 따라 공급 전압의 안전한 전기적 절연을 보장하십시오.

4 인장 및/또는 전압으로 커넥터를 연결하거나 분리하지 마십시오.

전기 연결로 이젝터에 전압을 공급하고 정의된 출력을 통해 상위 기계의 제어 장치와 통신합니다.

ü 연결 케이블(소켓 M8, 6핀)을 준비하십시오(공급 사양
에 포함되지 않음).

4 이젝터에 연결 케이블을 고정하십시오, 최대 조임 토크
= 손으로 돌려서.

ü 연결 케이블(JST 플러그, 5핀)을 준비하십시오(공급 사
양에 포함되지 않음).

4 이젝터에 연결 케이블을 고정하십시오.

8.1  핀 할당
플러그 M8 PIN 기호 와이어 색상 1) 기능

1 US 갈색 공급 전압 24V

2 IN1 흰색 "흡입" 신호 입력부
3 GND 파란색 접지
4 OUT 검은색 출력부 "부품 검사"(SP2)

5 IN2 회색 신호 입력 "블로우 오프"

6 — 분홍색 할당되지 않음

1) Schmalz-연결 케이블 제품 번호 21.04.05.00488 사용 시(액세서리 참조)

JST-소켓 PIN 기호 기능
1 US 공급 전압 24V

2 IN1 "흡입" 신호 입력부
3 GND 접지
4 OUT 출력부 "부품 검사"(SP2)

5 IN2 신호 입력 "블로우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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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 준비 사항

 경고
위험한 매체, 액체 또는 벌크 물질 흡입
건강 위해 또는 물적 손실!

4 먼지, 오일 미스트, 증기, 에어로졸 또는 유사한 건강에 유해한 매체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4 산, 산성 가스, 알칼리 용액, 살생물제, 소독제, 세정제와 같은 유해 가스 또는 매체를 흡입하지 마십시
오.

4 액체, 과립과 같은 벌크 물질도 흡입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전에 항상 다음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1. 시운전을 하기 전에 항상 안전 장치의 완벽한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2. 제품에 눈에 보이는 손상이 있는지 점검하고 발견된 결함을 즉시 제거하거나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3. 기계 또는 장치의 작업 영역에 승인된 작업자만 있는지, 기계를 켬으로써 다른 작업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지 점검
하고 확인하십시오.

자동 모드 중 장치의 위험 영역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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