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니 콤펙트 이젝터 SCPMb

간단 설치 매뉴얼

참고: 본 약식 사용 설명서는 독일어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명서는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며 숙련된 사
용자의 간편한 접근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www.schmalz.com에 있는 상세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문
의해 주십시오. 본 약식 사용 설명서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십시오. 기술적 변
경, 오식 및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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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젝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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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축 공기 연결부(식별 코드 1) 6 솔레노이드 밸브 "파기"

2 진공 연결부(식별 코드 2) 7 선택 사양: 별도의 파기 EB 압축 공기 연결부(식
별 코드 1A)

3 전자 솔레노이드 밸브 "흡입" 수동 작동 8 소음기(식별 코드 3)

4 전자 솔레노이드 밸브 "흡입" 9 파기 체적 유량 설정용 스로틀 나사
5 솔레노이드 밸브 "파기" 수동 작동 10 고정 홀 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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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PMb – xx – NC 50 mA 70 mA

SCPMb – xx – NO 75 mA 115 mA

1) 공급 전압은 EN60204(보호 초저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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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 제어식 블로우 오프
"블로우 오프" 밸브는 "블로우 오프" 명령을 통해 직접 구동됩니다. 이젝터는 "블로우 오프" 신호가 지속되는 동안 불어서
떨어냅니다.

"블로우 오프" 신호는 "흡입" 신호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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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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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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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압축 공기 및 진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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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8  전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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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은 밸브의 연결-플러그를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밸브 연결은 극과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ü 연결 케이블 준비(예: 2x 제품 번호 21.04.06.00086)

4 연결 케이블이 전기 연결부(1 및 2)에 맞물리도록 삽입
하십시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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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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