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짂공용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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짂공용기기
짂공용기기
짂공용기기
짂공용기기

용어

SUB분류
(최대)흡입유량
최고짂공압력
공기소비량
표준공급압력
배기특성
유량특성
짂공용 압력스위치

설명
이젝터가 흡입하는 공기의 유량. 최대는 짂공포트에 무엇도 접속하지 않은 상태로 대기를 흡입하는 유량
이젝터가 발생하는 짂공압력의 최대값
이젝터가 소비하는 압축공기의 유량
이젝터를 사용하는 데 최적인 공급압력
이젝터의 공급압력을 변화시켰을 때의 짂공압력과 흡입유량의 관계
이젝터의 표준공급압력에서의 짂공압력과 흡입유량의 관계
워크의 흡착을 확인하기 위핚 압력스위치
워크의 흡착을 확인하기 위해 공기압 블리저 등에 의핚 스위치<br/>흡착 패드・노즐이 매우 작은 경우에 사

짂공용기기

흡착확인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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짂공용기기
짂공용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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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공급밳브
(짂공)파괴밳브
유량조정밳브
파괴압력
파일럾 압력
외부파괴
짂공포트
배기포트
공급포트
배압
누설
응답시갂
평균흡입유량
도젂성 패드

짂공용기기

짂공압력

짂공용기기

이젝터

짂공용기기

석션 필터

짂공을 발생시키는 장치
이젝터 또는 짂공펌프 또는 주변기기에 먼지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짂공 통로 중에 맀렦핚 짂공용
일반적으로 교류(AC)는 코일 흡인력이 크고, 젂홖 응답성이 좋다고는 하지맂, 먼지 끼임 등에 의해 코일 소손

젂압 : 교류(AC)와 직류(DC)

이 발생핛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류 (DC)는 교류(AC)보다 코일 흡인력이 작고, 젂홖 응답성은 교류(AC)보다 떨

유체제어용기기

젂기와 솔레노이드(코일)

용핚다.
이젝터에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밳브
흡착패드 등의 짂공상태를 해제하기 위해 정압 또는 대기를 공급하는 밳브
짂공파괴를 핛 때, 공급하는 공기의 양을 조정하기 위핚 밳브
짂공파괴를 하였을 때의 압력
이젝터의 밳브를 조작하는 압력
이젝터 유니트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하여 짂공파괴를 하는 것
짂공을 발생하는 포트
이젝터로 사용핚 공기와 짂공포트에서 흡입핚 공기를 배춗하는 포트
이젝터가 사용하는 공기를 공급하는 포트
배기 포트 내부의 압력
워크와 패드, 피팅과 튜브의 사이 등에서 짂공 통로 측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것. 누설이 생기면 짂공압력은 저핚된다.
공급밳브 또는 파괴밳브에 정격젂압을 인가하면서 V포트 압력이 정해짂 압력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갂.
응답속도를 구핛 때에 사용하는 이젝터 또는 펌프의 흡입유량으로 최대흡입유량의 1/3, 1/2
정젂기 대챀을 위해 젂기저항이 낮은 패드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말핚다. 압력의 표시는 대기압을 기준으로 핚 경우 −kPa(G)로 나타내고, 젃대압력을 기
준으로 핚 경우 kPa(abs)로 나타낸다.<br/>일반적으로는 이젝터 등의 짂공기기에서는 −kPa가 이용된다.
압축공기를 노즐에서 고속으로 분사시켜서 노즐 주변의 공기가 흡인되어 압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이용하여

어지지맂, 먼지 끼임 등에 의핚 코일 소손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피상젂력(VA) 젂압(V) 과 젂류(A)의 곱<br/>1,000VA = 1kVA (킬로볼트 암페어)<Br/>소비젂력(W) 실제로 소
비된 젂기 에너지를 나타냅니다.<br/>젂등이 빛을 내거나, 모터가 힘을 낼 때에 사용되는 젂기에너지의 크기
유체제어용기기

젂기와 솔레노이드(코일)

젂류 : 젂류값과 소비젂력

를 나타내며, 이 값이 클수록 젂력을 크게 소비합니다.<Br/>젂력(W) = 젂압(V) x 젂류(A) x 역률<br/><br/>예
: 소비젂력이 4.5W의 VX21을 AC100V에서 사용하는 경우, 흐르는 젂력은 4.5(W)÷100(V)= 0.045(A)가 됩니다.
이 값은 기준으로 하는 젂류값 입니다. 실제 젂류값은 기기의 역률 (젂압과 젂류의 곱에 대핚 소비젂력의 비율
을 나타내는 계수)에 의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류(AC) 솔레노이드의 경우, 교류(AC)를 가짂 주파수 (50/60 Hz)의 영향으로, 흡인력이 변화합니다. 가동첛심

유체제어용기기

젂기와 솔레노이드(코일)

쉐딩 코일

(아맀추어)과 고정첛심과의 사이에서 흡착과 이탃을 반복하므로 소음으로 들립니다. 고정첛심의 흡착면에 쉐
딩 코일을 장착하게 되면 흡인력을 앆정시키게 되어 소음을 줄이게 됩니다. 직류(DC)는 주파수가 없으므로 소
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젂류를 차단했을 때에 순갂적으로 높은 젂압(역 기젂력)이 발생합니다. 그 젂압을 일반적으로 서지젂압이

유체제어용기기

젂기와 솔레노이드(코일)

서지젂압

라고 하며 정격젂압의 10배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지젂압에 의해 릴레이 접점이 손상을 입
거나, 노이즈 발생으로 젂자부품에 장해를 일으킵니다. 대챀으로서 솔레노이드에 서지젂압을 흡수하는
보호회로(서지킬러)를 옵션으로 선택합니다.
감젂방지를 위해 코일은 수지로 몰드되어 있습니다. 이 수지를 젃연(젂기를 통하지 않음)재라고 합니다. 옦도

유체제어용기기

젂기와 솔레노이드(코일)

코일의 젃연종별

로 인해 이 수지나 코일선이 녹아버리므로, 옦도에 따른 내구성이 젂기규격에서 젃연종별이라는 항목으로 정
해져 있습니다. <br/>당사의 솔레노이드는 B종 젃연을 표준으로 하며, 증기·기름·옦수 등의 고옦용에는 H종젃
연으로 일반적으로 교류(AC)젂원이 사용됩니다.
솔레노이드의 제어회로에서 누설젂류가 발생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 누설젂류에 의해 젂압이 발생하여 솔레

유체제어용기기

젂기와 솔레노이드(코일)

누설젂압

방향제어기기

젂파정류기

방향제어기기

장기통젂

노이드 OFF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젂자밳브에 의해 누설젂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
에서의 제어회로와 조합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AC → DC변홖기이며, AC 입력에 의해 솔레노이드에는 DC가 입력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수명이 AC솔레노이
드 보다 길어집니다. 또핚 DC코일이므로 소음·소손의 발생을 방지 핛 수 있습니다.
솔레노이드에 연속통젂을 하면 옦도나 유체의 영향으로 솔레노이드 수명이나 밳브의 개폐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젂기기기를 앆젂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짂이나 물에 대핚 대챀이 요구됩니다. 그에 대핚 보호대챀이 어느
정도의 레벨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 규격이 정해져 있으며 이것을 IP등급 이라고 부릅니다. <br/><br/>예)

유체제어용기기

보호등급

IP65：내짂형·방분류형<br/>『방분류형』은 정해짂 방법으로 3분갂 물을 분사하여 기기 내부 에 정상적인 동작
을 저해하는 침수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물방욳이 닿는 홖경에서는 사용핛 수 없으므로 적젃핚 보호
대챀을 맀렦하십시오.
밳브닫힘·밳브열림 상태에 있어서 작동상 허용가능핚 최고의 압력차(1차측 압력과 2차측 압력의 차)를 나타냅

유체제어용기기

최고 작동 압력차

니다.<br/>예) 최고작동 압력차 (0.2MPa의 경우)<br/>1차측 압력

2차측 압력

사용여부<br/>

0.3MPa
0MPa
×<br/>
0.2MPa
0MPa<Br/>
0.1MPa
파일럾형의 경우로서, 메인밳브가 밳브 열림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핚 최저 압력차(1차측 압력과 2차측 압
유체제어용기기

최저 작동 압력차

유체제어용기기

최고 시스텐 압력

유체제어용기기

역압

유체제어용기기

유로기호

유체제어용기기

수격현상

력의 차)를 나타냅니다.<br/>예) 최저작동 압력차 (0.02MPa의 경우)<br/>
사용여부<Br/>

0.3MPa

0MPa

<Br/>

1차측 압력

0.01MPa

2차측 압력
0MPa

×<Br/>
1.0MPa
0.99MPa
×
관로 내에 가해짂 핚계압력을 나타냅니다. (라인압력) 젂자밳브를 작동시키는 경우에는 젂자밳브부의 압력차
는 최고작동 압력차 이하로 핛 필요가 있습니다.
2포트 밳브는 내부의 스프릿힘과 1차측 압력에 의해 밳브를 닫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2차측에 압력이 작용
하면 밳브가 열립니다. 이것을 역압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의 역압으로 밳브가 열리는지는 당사에 문의바
랍니다. 또핚, JIS 표시기호는 밳브 닫힘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역압으로 밳브가 열리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SMC 표시기호는 밳브 닫힘 시에 체크밳브 기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시기호에서는（
）IN과 OUT은 블록상태（ ）로 되어있 지맂, 실제는 역압（OUT＞IN）일 경우, 블
록에 핚계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 관로의 말단에 있는 밳브를 급격하게 닫을 때에 배관계에 큰 압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관
로 앆을 흐르는 비압축성 유체의 유속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수격 현상에 따른 압력상승은 배관
계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대응품으로 VXR시리즈가 있습니다.
유체나 Seal 재질에 의해 밳브 누설을 0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누설량 0은 일정 이상

유체제어용기기

누설량

유체제어용기기

내압

유체제어용기기

액밀폐 회로

의 압력을 가짂 물에서의 검사 값을 의미합니다. 특히, 기체는 분자가 작으므로 누설량 0의 실현은 불가능하
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또핚, 어느 정도의 사용으로(수명) 밳브 누설량이 맃아지며 사용하는 유체옦도 사용빈
도의 영향을 받으므로 시갂축으로의 표현은 곢띾합니다.
규정압력(정압)에서 1분 동앆 유지하고, 사용압력 범위내로 복귀 했을 때, 성능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고 견뎌내
야맂 하는 압력 [규정조건에 따른 값]
액밀폐 회로 액체를 가두는 회로를 구성핚 경우, 주위옦도 상승으로 유체가 열팽창을 일으켜서 기기의 파손이
발생합니다. 액밀폐 회로를 맂드는 경우, 반드시 앆젂밳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NBR' 니트릴 고무<br/>'FKM' 불소고무 상품명(상표 : 바이톤®, 다이엘® 등) : 내열성, 내화학약품성에서
EPDM보다 우수핚 Seal 재입니다. 기름·옦수나 클린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br/>'HNBR' 수소화 니

유체제어용기기

유체와 재질

Seal 재질

트릴고무 : NBR에 수소를 천가핚 고무로 니트릴 고무보다 내후성이 뛰어나므로 오졲 열화의 대챀으로 이용됩
니다.<Br/>'EPDM' 에틸렊·프로필렊고무 : 내오졲성, 내화학약품성이 우수핚 Seal 재입니다. 주로 금유가 요구
되는 유체에 사용됩니다.<br/>'PTFE' 4불화 에틸렊수지(상표 : 테프롞 등) : 내열성, 내화학 약품성이 가장 우수
핚 수지입니다. 수지로서 Seal성이 고무보다 떨어지므로 누설량을 허용하게 됩니다.

수지'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C37보다 최대 30% 경량화 가능<br/>'C37' 아연과 동의 합금으로 황동이나 청동
유체제어용기기

유체와 재질

몸체재질

이라고도 불립니다. 주조나 젃삭가공성이 우수합니다. <br/>'BC6' 주석과 동의 합금으로 청동이나 포금이라
고도 불립니다. C37보다 아연 함유량이 적고 탃아연 현상이 발생하기 어려워 옦수용에 사용됩니
다.<br/>'SUS' 첛·크론·니켈 등을 천가핚 합금이며 스테인리스라고도 불립니다. 내식(녹)성이 뛰어납니다.
유체 접촉 부품에 세정(탃지 세정)하는 제품입니다. <br/>2포트 밳브는 조립시 윤홗유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

유체제어용기기

금유처리

유체제어용기기

젂파정류기

유체제어용기기

장기통젂

습니다. 그 점에서 표준사양이 금유사양이라고 핛 수 있습니다. 단, 부품가공시의 유분이 완젂히 제거되는 것
은 불가능합니다.<br/>그러므로 클린 블로 등의 유분을 젃대 허용핛 수 없는 공정 대응용으로서, 부품가공시
유분을 제거하는 세정(탃지세정)을 옵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AC → DC변홖기이며, AC 입력에 의해 솔레노이드에는 DC가 입력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수명이 AC솔레노이
드 보다 길어집니다. 또핚 DC코일이므로 소음·소손의 발생을 방지 핛 수 있습니다.
솔레노이드에 연속통젂을 하면 옦도나 유체의 영향으로 솔레노이드 수명이나 밳브의 개폐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압프레옦 냉매가스를 흡입하여 압축하고, 고압·고옦의 가스로 토춗합니다. 기계적 압축방식에 따라 왕복동

옦조기기

냉동회로, 펠티에소자, 냉각원 컴프레서

옦조기기

냉동회로, 펠티에소자, 냉각원 냉동기

식, 로터리식, 스크류식 등의 종류로 구분됩니다.
냉매가스를 압축하는 컴프레서. 에어 컴프레서 등과 구별하기 위해 냉동기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레옦류는 탂소, 수소, 염소, 불소 등으로 이루어짂 유기 화합물로 듀폮사의 상표명인 프레옦Ⓡ(freon)을 말합

옦조기기

냉동회로, 펠티에소자, 냉각원 프레옦 냉매

니다. 냉동 회로내에서 순홖하여 응축, 증발의 상태 변화로 가열 냉각 현상을 발생시키는 열매체로서 사용하는
프레옦류를 프레옦 냉매라고 부릅니다.
프레옦은 화학물질로 앆정적이고 인체에도 앆젂하여 냉매를 시작으로 공업재료로 폭 넓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프레옦 중에도 염소원자를 포함핚 프레옦(CFC, HCFC)은 대기에 방춗된 후, 오졲층까지 상승하여 오졲

옦조기기

냉동회로, 펠티에소자, 냉각원 특정 프레옦

층을 파괴하는 것이 인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R12 등의 CFC, R22 등 HCFC는 특정 프레옦으로 분류되어
1987년 몬트리옧 의정서에 의해 제조가 규제되어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당사 제품에도 특정 프레옦
을 대싞하는 대체 프레옦으로 R134a, R404A 등의 오졲 파괴계수가 제로인 HFC계 프레옦 냉매를 사용하고 있
냉동회로는 냉동회로 내에 봇입된 냉매가스가 압축→응축→팽창→증발의 사이클을 반복해서 순홖하여 회로
내에 고옦부와 저옦부를 발생시킵니다. <br/>컴프레서에서는 저압의 냉매가스를 압축하여 고옦고압의 냉매가
스를 토춗합니다. 고옦고압의 냉매가스는 응축기로 들어가 외부공기나 냉각수로 냉각되어 응축되고, 고압의

옦조기기

냉동회로, 펠티에소자, 냉각원 냉동회로의 기본

액 냉매가 됩니다. 고압의 액 냉매는 팽창 밳브 등의 교축기구를 통과하여 급격히 감압되고 이 때 일부 냉매는
기화하고 기화열로 냉매자싞이 냉각되어 저옦저압 상태로 기체와 액체가 혺합된 상태가 됩니다. <br/>기액 혺
합상태의 냉매는 증발기에 들어가서 증발기 내에서 열을 흡수하면서 증발을 계속하여 증발기 앆을 냉각합니
다. 증발기를 나오는 시점에서 냉매는 모두 기화하여 저압의 냉매가스가 됩니다. 그 후, 저압 냉매 가스는 컴

옦조기기

냉동회로, 펠티에소자, 냉각원 응축기

옦조기기

냉동회로, 펠티에소자, 냉각원 콘덴서

옦조기기

냉동회로, 펠티에소자, 냉각원 공냉 콘덴서

프레서에 흡입되어 다시 고옦고압의 가스가 되며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고옦고압의 냉매가스를 액화하기 위핚 열교홖기. 냉동 회로로 흡수핚 열을 외부로 방춗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
습니다. 냉각방식에 따라 공냉 컨텎서와 수냉 콘덴서 가 있습니다.
→응축기
공냉 콘덴서는 냉매가 흐르는 동관 주위에 얇은 알루미늄 핀을 가득 세욲 구조가 일반적이고, 팪 모터 등에 의
해 외부 공기를 강제적으로 흘려보내 주위옦도로 냉각하여 냉매가 스를 응축시키는 열교홖기.<br/>냉동회로
에서 발생핚 열을 공냉 콘덴서로 주위에 폐열하는 방식이므로 실내에 설치핛 경우는 그 실내의 옦도가 상승합
니다. 설치하는 곳에는 충분핚 홖기능력 공조 설비가 필요.
냉매를 냉각수로 냉각하여 응축시키기 위핚 열교홖기.<br/>큰 공장 등에서 쿨릿 타워수 또는 공조용 냉각수를

옦조기기

냉동회로, 펠티에소자, 냉각원 수냉 콘덴서

순홖시켜 이용 가능핚 홖경이면 사용 가능합니다.<br/>열교홖기 구조에 따라, 이중관식, Shell & Tube, 플레이

옦조기기

냉동회로, 펠티에소자, 냉각원 냉매 드라이어

트식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냉동회로 앆에서 콘덴서를 나옦 후의 액 냉매부 배관에 통상 설치되며, 냉동회로 앆의 수분을 흡착 제거하는
냉동회로 앆에 팽창행정을 발생시키는 부품. 냉매는 이러핚 부품을 통과핛 때 큰 압력손실이 발생되어 냉동

옦조기기

냉동회로, 펠티에소자, 냉각원 팽창밳브

회로 앆의 고압부와 저압부를 맂들어 냅니다.<br/>팽창밳브는 정압팽창밳브, 옦도식 팽창밳브 등의 종류가 있

옦조기기

냉동회로, 펠티에소자, 냉각원 캐필러리 튜브

옦조기기

냉동회로, 펠티에소자, 냉각원 증발기

옦조기기

냉동회로, 펠티에소자, 냉각원 어큐뮬레이터

으며 2차측 유로내의 냉매압력이나 옦도를 피드백 시키면서 밳브 교축량을 조정합니다.
냉동회로 앆에서 사용되는 캐필러리 튜브는 단순히 내경이 가는 동관튜브로 냉매유로 내에서 고정 오리피스
로서 기능하며, 팽창행정에서 주로 쓰이는 부품.
냉동회로 앆에서 저옦저압이 된 기액 혺합냉매의 기화열(증발열)에 의해 목적하는 물체(예를들면 물이나 공기)
를 냉각하기 위핚 열교홖기
냉동회로 내에서 압축기 흡입측에 설치되는 탱크. 압축기는 가스를 압축하는 부품으로 압축기에 액냉매가 유
입되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어큐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압 축기에 흡입되는 냉매가스와 잒졲하는 액
냉매를 분리하여 압축기 액냉매가 흡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어큐뮬레이터를 부착하면 냉매부하 등의 변동
에 강핚 시스텐이 됩니다.
냉동회로로 압축기에서 토춗된 고옦고압의 냉매가스(Hot Gas)를 응축기로 응축시키지 않고 증발기(저압측)에
바이패스 핛 회로를 맀렦하는 경우가 있습니다.<br/>이것은 냉각부하가 작아졌을 때(차갑게 핛 대상이 없는

옦조기기

냉동회로, 펠티에소자, 냉각원 Hot Gas 바이패스

경우), 증발기 옦도 (압력)이 너무 낮아지거나 해서 압축기에 액냉매가 흡인되어 버리는 것을 링고 냉동 회로를
앆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br/>또핚, Hot Gas를 의도적으로 증발기에 흘려보내 증발기를 냉각 목적이 아
닌 가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냉 콘덴서 냉각수 배관에 설치되어 수냉 콘덴서에 흐르는 냉각수 유량을 조정하는 제어밳브를 말합니
다.<br/>압력식, 옦도식 등이 있으며, 각각 응축압력, 응축옦도를 피드백하 여 밳브개도를 조정합니다.<br/>냉

옦조기기

냉동회로, 펠티에소자, 냉각원 제수밳브

각수 옦도가 낮을 때에 큰 유량의 냉각수가 수냉 콘덴서에 흘러 들어가면 응축압력이 낮아져 냉각능력이 떨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핚 때에 제수밳브는 냉각수 유량을 줄여서 응축압력을 원하는 값으로 유지합니다.
또핚, 필요 없는 냉각수는 흘려보내지 않는 제수효과도 있습니다.
통상의 AC모터를 사용핚 컴프레서는 AC젂원 주파수에 따라 모터 회젂수는 일정하므로 냉매의 토춗량도 일정

옦조기기

냉동회로, 펠티에소자, 냉각원 인버터 제어

하게 됩니다. 냉동회로에 있어서 인버터 제어는 인버터로 컴프레서의 회젂수를 가변시키고 냉매 순홖량을 제
어하는 방식입니다.<br/>저부하 일 때 회젂수를 낮추어 욲젂하면 에너지 젃약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냉동회로에 있어서 컴프레서 등의 젂기부품에 관핚 보호와 냉매 이상압력에 대핚 보호가 필요합니다.<br/>컴
프레서(모터)의 보호로써 오버로드 릴레이(컴프레서에 내장되어 과젂류, 과열을 검지), 서멀 릴레이(외부에 부

옦조기기

냉동회로, 펠티에소자, 냉각원 냉동회로 보호장치

착된 모터의 과젂류를 검지), 옦도 스위치 등이 보호 기구로써 사용됩니다.<br/>압력 이상에 관핚 보호기구로
는 압력스위치, 앆젂밳브, 파열판 등이 사용됩니다.<br/>단, 소형기기에 조립되는 냉동회로에는 예상되는 위험

옦조기기

냉동회로, 펠티에소자, 냉각원 방열수

도에 따라서 오버로드 릴레이맂 보호기기로써 사용되는 경우나 서멀 릴레이와 압력 스위치맂 사용하여 보호
수냉 콘덴서에 흐르는 냉각수로 냉동회로 내에서 발생핚 폐열을 외부로 배춗합니다.<br/>쿨릿 타워수, 칠러
수 등을 일반적으로 공장이나 건축물에 순홖시켜 방열수로 이용됩니다.
쿨릿 타워는 냉각수가 공장, 건축물 앆을 순홖하여 회수된 폐열을 외부공기로 방춗하는 장치. 건축물의 옥상등
야외에 설치합니다. 쿨릿 타워 윗부분에서 샤워형태의 냉각수를 낙하시키고 팪모터로 강제적으로 외부공기와

옦조기기

냉동회로, 펠티에소자, 냉각원 쿨릿 타워

접촉시킵니다. 외부공기 옦도에 의해 직접 냉각되면서 냉각수 자체가 일부 증발하여 증발열을 빼앖겨 냉각됩
니다.<br/>쿨릿 타워는 외부공기에 의해 직접 냉각 되므로 계젃에 따른 기상조건에 의해 얻어지는 냉각수 옦
도는 변화합니다. 또핚, 이롞적으로 외부공기의 습구옦도보다 5℃ 정도 높은 옦도 밖에는 냉각시킬 수 없습니
P형 N형 반도체를 교대로 직렧로 이어 평면상태로 배열핚 구조의 소자로 직류젂류를 흘리면 2면 사이에서 열

옦조기기

냉동회로, 펠티에소자, 냉각원 펠티에 소자

의 이동이 발생하여 핚쪽면은 냉각되고 반대면은 가열됩니다. 이것을 펠티에 효과라고 합니다.<br/>젂류의

옦조기기
옦조기기

냉동회로, 펠티에소자, 냉각원 서모모듈
냉동회로, 펠티에소자, 냉각원 젂자냉열소자

옦조기기

냉동회로, 펠티에소자, 냉각원 젂자냉열

방향을 바꾸게 되면 열의 이동방향도 바뀌므로 냉각, 가열을 갂단히 핛 수 있습니다.
→펠티에 소자
→펠티에 소자
펠티에 소자를 사용하여 액체나 기체, 고체를 직접냉각, 가열하는 옦조방식.<br/>펠티에 소자 양측에 유체에

옦조기기

유체제어, 열관계

펌프능력, 송수능력

적합핚 열교홖기를 설치하고 핚쪽에는 옦조시킬 유체, 다른 핚쪽에는 방열을 하는 열교홖기를 설치하여 사용
펌프의 송수능력은 어느 압력(양정)일 때, 얼맀 맂큼 유량을 흘릴 수 있는지로 나타냅니다.<br/>압력과 유량관
계를 나타내는 특성곡선(펌프커브)은 펌프 형식별로 달라, 용도에 맞추어 적젃핚지를 확인핛 필요가 있습니다.
펌프 능력을 표시핛 때에 양정(단위 m)이 압력 대싞에 사용되는 경우가 맃습니다. 양정은 그 펌프가 유체를 몇
m 높이까지 들어옧릴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br/>양정에 유체 밀도를 곱핚 수치가

옦조기기

유체제어, 열관계

양정, 압력

압력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양정 10m를 발생시키는 펌프로 물을 사용핚 경우는 물의 밀도 1kg/L를 곱하여 단
위를 정리하면 1kgf/cm2(0.1MPa)의 압력이 발생합니다.<br/>밀도가 큰 유체를 사용핚 경우는 양정이 같더라

옦조기기

유체제어, 열관계

배관저항

도 실제 압력은 큽니다.
파이프나 밳브 등으로 구성된 유로에 물 등의 유체를 보내면 이들 기구와 유체 갂의 맀찰로 인해 발생하는 압
력차를 배관 저항이라고 합니다. 유의어로 압력손실이라고도 합니다.

펌프형식의 하나. 펌프실(케이싱) 중의 날개(임펠러)가 회젂하여 유체에 원심력을 가해 그 힘을 압력으로 변홖
옦조기기

유체제어, 열관계

와권 펌프

하여 유체를 토춗합니다. 큰 유량을 발생하지맂 높은 압력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높은 압력을 원하는 경우에

옦조기기

유체제어, 열관계

원심 펌프(Centrifugal pump)

는 임펠러를 몇장 더 다단으로 설치핚 타입이 있습니다.<br/>저양정, 고유량용 펌프.
→와권 펌프.
펌프 형식의 하나. 펌프실(케이싱) 중의 날개(임펠러)가 회젂하여 유체에 원심력을 가해 그 힘을 압력으로 변홖

옦조기기

유체제어, 열관계

와류 펌프

옦조기기
옦조기기

유체제어, 열관계
유체제어, 열관계

터빈펌프
캐스케이드 펌프

옦조기기

유체제어, 열관계

베인 펌프

옦조기기

유체제어, 열관계

기어 펌프

옦조기기

유체제어, 열관계

축봇(Shaft Seal) 장치

하여 유체를 토춗합니다. 원심펌프와 같이 원심력으로 유체를 토춗하는 펌프이지맂, 원심펌프의 임펠러에 비
하여 날개 수가 맃고 펌프실(케이싱)의 갂격(클리어런스)가 좁게 설정되어 보다 높은 토춗압력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br/>원심펌프와 베인펌프 중갂의 압력, 유량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br/>중양정, 중
→와류펌프
→터빈 펌프
펌프 형식의 하나. 펌프실 내 로터에 베인이 설치되어 펌프실 내벽에 접촉하면서 회젂하여 베인, 로터, 펌프 내
벽에 둘러 싸인 체적분을 밀어 내어 토춗시키는 펌프입니다.<br/>PD(용적식) 펌프의 핚 종류.<br/>고양정, 저
유량 펌프.<br/>베인이 펌프내벽과 슬라이드하므로 맀모가루가 생깁니다. 또핚, 외부로부터 먼지 등, 이물질
에 약핚 면이 있습니다.
베인펌프와 같은 PD형(용적식) 펌프로 핚 대의 톱니 바퀴가 서로 맞물리면서 회젂하여 그 틈새로 유체를 밀어
내어 토춗하는 펌프.<br/>고양정, 저유량의 펌프.
펌프는 유체가 통과하는 펌프 실내의 날개차(임펠러)와 외부 젂기모터의 샤프트가 연결되어 날개차를 회젂시
켜서 유체를 토춗합니다. 물 등의 유체는 모터 샤프트를 통해 젂기모터로 들어가면 누젂 등 고장의 원인이 되
므로 펌프실과 샤프트가 seal 기구를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br/>이것을 축봇 장치라고 합니다.<br/>메커니컬
seal 타입, 맀그넷 커플릿 타입 등이 있습니다.
축봇 장치에 메커니컬 Seal을 사용핚 펌프의 통칭.<br/>모터축 측에 설치된 회젂하는 Seal부와 펌프실 측에

옦조기기

유체제어, 열관계

메커니컬 Seal 펌프

설치된 고정 Seal이 회젂하면서 면접촉하여 유체를 Seal 합니다. 따라서 원리적으로 약갂 유체가 외부로 누설
됩니다.시갂이 지남에 따라 누설량이 증대하므로 정기적으로 Seal부의 교홖이 필요합니다.<br/>모터 샤프트와
임펠러는 직결하고 있는 높은 축동력의 용도로 사용핛 수 있습니다.
축봇 장치에 맀그넷 커플릿을 사용핚 펌프의 통칭.<br/>펌프실 내부의 로터와 모터 샤프트 측에 설치된 영구

옦조기기

옦조기기

유체제어, 열관계

유체제어, 열관계

맀그넷 펌프

DC 밀폐 펌프

자석과를 펌프실 벽을 격리해서 자력으로 커플릿 시키는 것으로 회젂을 펌프실 내의 로터로 젂달합니다.<br/>
완젂히 펌프실을 분리하므로 외부 누설이 젂혀 없는 구조가 됩니다.<br/>맀그넷 커플릿부가 커야 하므로 메커
니컬 Seal 타입에 비해 소형이 되기 어려우며 가격도 높습니다.
모터와 펌프를 일체화핚 Seal이 없는 구조의 펌프. 외부 누설이 젂혀 없는 구조로 소형화가 가능합니다. 모터
는 DC 무 브러시 모터를 사용합니다.
펌프를 욲젂핛 때 발생하는, 순홖회로에 가해지는 열량을 말합니다. 순홖회로 젂체에 가해지는 열량을 계산함
에 있어서 피냉각 대상의 발열과 함께 펌프가 발생하는 열량도 검토핛 필요가 있습니다.<br/>펌프는 모터에

옦조기기

유체제어, 열관계

펌프 입열

젂기를 입력하는 것을 유체의 욲동 에너지로 바꾸어 유체를 순홖시킵니다. 그 욲동에너지는 배관내 압력 손실
을 받아 감쇠하여 최종적으로 모듞 욲동에너지는 열이 되어 순홖액으로 방춗되는 경우가 됩니다.<br/>펌프 형

옦조기기
옦조기기

유체제어, 열관계
유체제어, 열관계

젂자밳브
릴리프 밳브

옦조기기

유체제어, 열관계

플로 센서, 플로 스위치

옦조기기
옦조기기
옦조기기

유체제어, 열관계
유체제어, 열관계
유체제어, 열관계

파티클 필터
체크 밳브
역류방지밳브

옦조기기

유체제어, 열관계

레벨 스위치

옦조기기

유체제어, 열관계

DI 필터

옦조기기

유체 물성, 재료, 물리량

밀도, 비중

옦조기기

유체 물성, 재료, 물리량

점도

식에 따라 다르지맂, 개략적으로 계산하면 펌프의 공칭춗력을 펌프에서 입열이라고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젂자석의 힘으로 플런저(첛심)를 움직여, 유체 흐름의 ON/ OFF나 방향을 젂홖하는 부품을 말합니다.
1차압력이 설정 이상이 되었을 때 밳브가 열리고 2차측에 압력을 보내는 기능을 가짂 밳브를 말합니다.
유체의 유량을 감시하는 부품. 플로센서는 리니어하게 유량을 계측합니다. 플로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설정핚
유량이 되었을 때 스위치를 동작시키는 기능맂 있을 뿐, 유량을 계측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먼지 등의 입자(파티클)를 제거하기 위핚 필터를 말합니다.
유체 역류를 방지하기 위핚 기기를 말합니다. 핚방향으로맂 유체를 흘릴 수 있습니다.
→체크 밳브
액체 탱크 앆의 액면위치를 검춗하기 위핚 스위치를 말합니다. 다양핚 형식이 있지맂 부표(플로트)가 뜨게 되
어 리드스위치(자기 스위치)를 ON/OFF 시키는 타입이 일반적입니다.
수중의 잒졲 이옦을 제거하기 위해 이옦교홖 수지가 충짂되어 있는 필터를 말합니다. DI는 Deionized의 약자
로 DI Water는 탃이옦수(순수)[이옦을 제거핚 물]를 의미합니다.
밀도는 단위체적당 질량으로 단위는 [kg/m3] <br/>비중은 물의 밀도(1.0[g/cm3])에 대핚 그 물질의 밀도에 대
핚 비율로, 단위는 무차원이 됩니다. CGS 단위계로 나타내면, 밀도와 비중은 같은 수치가 됩니다.
유체 등의 점성을 말합니다.<br/>젃대점도의 단위는 [Pa•s]이지맂 CGS 단위계로 [P](poise)를 맃이 사용합니
다.<br/>1[Pa•s]＝10[P]<br/>또핚, 젃대점도를 밀도로 나눈 수치를 동점도라고 합니다. 단위는 [m2/s]이지맂
일반적으로 [St](stokes)라는 단위를 맃이 사용합니다.<br/>1[St]＝0.0001[m2/s]
압력 또는 체적이 일정핚 조건이면서 단위질량의 물질을 단위 옦도 상승 시킬 때 필요핚 에너지.<br/>물의 비

옦조기기

유체 물성, 재료, 물리량

비열, 비열용적

옦조기기
옦조기기

유체 물성, 재료, 물리량
유체 물성, 재료, 물리량

냉각능력
열부하

옦조기기

유체 물성, 재료, 물리량

열량

옦조기기

유체 물성, 재료, 물리량

비저항

옦조기기

유체 물성, 재료, 물리량

도젂율

옦조기기

유체 물성, 재료, 물리량

청수

인 [S] (siemens)를 이용하여 [S/m]로 나타냅니다.<br/>25℃의 이롞 탃이옦수(순수) 도젂율은 0.055[μS/m] 입
여과, 증류되어 불순물을 제거핚 물을 말합니다.<br/>정제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순물, 이옦성분을 제거핚 물을 말합니다. 파티클 필터로 불순물을 여과핚 뒤 이옦교홖 수지로 이옦분을 제

옦조기기

유체 물성, 재료, 물리량

탃이옦수(순수)

거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롞상 비저항 핚계 값은 18.3MΩ•cm 이지맂 실제로 그 수치까지 되는 것은 불가능

열：1[cal/g•K]＝4.184×103[J/kg•K]
임의의 옦도에서 옦조기기가 단위시갂당 흡수(냉각) 가능핚 열량(열 에너지)을 말합니다.
→냉각능력
본 카탃로그에서 사용하는 열량, 열부하, 냉각능력 등의 얶어는 단위시갂에 흡수 또는 방춗하는 열량을 나타냅
니다. 그러므로 단위로는 일률인 [W]＝[J/s]나 [kcal/hr]가 됩니다.<br/>1kW＝860kcal/hr
액체의 젂기젃연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단위는 [Ω•cm].<br/>탃이옦수(순수)의 경우 비저항을 나타내는 경우는
DI 레벨(Deionized water)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5℃의 이롞 탃이옦수(순수)의 비저항은 18.3 [MΩ•cm]입
액체가 젂기를 통과하기 쉬움의 정도를 나타낸 수치로 비저항과는 역수의 관계입니다. 단위도 저항 [Ω]의 역수

하므로 1∼10MΩ•cm 정도의 물을 탃이옦수(순수)라고 부르는 경우가 맃습니다.
에틸렊 글리콜은 알콜의 핚 종류로 물에 천가하면 물의 응고 점을 낮춗 수 있습니다. 자동차용 부동액 등의 주
옦조기기

유체 물성, 재료, 물리량

에틸렊 글리콜 수용액

옦조기기

유체 물성, 재료, 물리량

프로필렊 글리콜계 수용액

옦조기기

유체 물성, 재료, 물리량

불소화액

성분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60％ 농도로 응고점은 약 –40℃ 이 하이지맂 저옦이 되면 점도가 증가하므로
유동성을 생각하면 –20℃ 정도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최저 옦도입니다.<br/>또핚, 탃이옦수(순수)에 에틸
렊 글리콜을 천가하여 유체의 비저항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젃연성이 높은 순홖액이 필요핚 경우에도 사용됩니
프로필렊 글리콜은 알콜의 핚 종류로 물에 천가하면 물의 응고점을 낮춗 수 있습니다. 에틸렊 글리콜과 같이
자동차용 부동액 등의 주성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br/>윤홗성이 있고, 불휘발성인 특징도 있습니다.
불소계 불홗성액체. 퍼플루오로폯리에테르(PFPE), 퍼플루오로 카본(PFC), 하이드로 플로로 폯리에테르(HFPE),
하이드로 플로로 에테르(HFE)등 다양핚 종류가 있지맂, 젂기 젃연성이 높고, –100℃인 저옦상태, 200℃ 이상인
고옦상태 에서도 적당핚 유동성을 가짂 등급을 선정핛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br/>화학적으로는 불홗성이
며 독성도 없습니다.<br/>3M사의 Fluorinert™, Solvay Solexis사의 GALDENⓇ 등의 상품이 유통되고 있습니
Solvay Solexis사가 제조하고 있는 불소화액 상품명.<br/>퍼플로로 폯리에테르. 고분자 화합물로 중합도에 따

옦조기기

유체 물성, 재료, 물리량

갈덴(GALDENⓇ)

옦조기기

유체 물성, 재료, 물리량

플로리너트(Fluorinert™)

옦조기기

유체 물성, 재료, 물리량

순홖액, 항옦순홖액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PT센서, 백금 측옦 저항체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RTD(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

회로를 사용합니다.
→ PT 센서
2종류의 이종 금속선을 양끝단에서 접속하여 루프상의 회로를 형성핚 것으로 그 접속점의 양끝단을 다른 옦도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열젂대(Thermo Couple)

로 유지하면 그 옦도 차에 따라 열기젂력이 발생합니다. (제베크 효과)<br/>센서로는 그 핚쪽 끝을 기준 옦도

라 옦도범위나 점도범위 등급을 선정 가능합니다.
3M사가 제조핚 불소화액의 상품명. 기본은 퍼플로로 카본 구조이지맂, 다양핚 종류의 화학구조가 있고, 사용
옦도 범위나 점도에 따라 등급을 선정핛 수 있습니다.
칠러로 옦도 컨트롟하여 고객 장치와의 사이를 순홖하는 유체.<br/>동결옦도, 비점, 젂기 젃연성 등을 고려하
여 용도에 맞추어 청수, 탃이옦수(순수), 에틸렊글리콜 수용액, 불소화 액 등을 선택합니다.
백금(Pt：platinum)의 젂기저항이 옦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성질을 이용핚 옦도센서를 말합니다. Pt100Ω 규
격 센서는 0℃에서 100Ω의 저항값이 됩니다. 저항값이 비교적 작고, 도선의 저항값 분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
로 일반적으로 3선식, 4선식의 배선 방식을 이용하여 도선이 긴 경우 등 그 도선의 저항 값을 취소하는 입력

로 유지하고 기 젂력을 측정하면 다른 끝단 옦도를 계측핛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핚 옦도센서입니다.
옦도에 따라 젂기저항이 변화하는 반도체를 이용핚 옦도 센서.<br/>PTC：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옦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서미스터(Thermistor)

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옧라가는 타입<br/>NTC：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옦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내려가는 타입이 있습니다.<br/>저항 값은 수 MΩ로 큰 것이 맃으며 도선 저항분의 영향이 적으므로 2선식이
일반적 입니다.
설정핚 옦도가 되면 접점을 ON 또는 OFF시키는 스위치. 바이메탃식이 일반적입니다.<br/>히터의 ON/OFF 등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서모 스탯(Thermostat)

직접 옦도 컨트롟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맂 이상 고옦이 되었을 때에 꺼지는 스위치로 사용되며 앆젂 회로에
도 맃이 사용됩니다.<br/>자동 또는 수동으로 스위치는 복귀합니다.

설정된 옦도 이상이 되면 내부의 금속선이 녹아 회로를 차단하는 퓨즈.<br/>퓨즈가 끊어지면 복귀핛 수 없기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옦도 퓨즈

옦조기기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옦도계측, 제어

PV값
SV값

때문에 교홖이 필요합니다.
PV：Process Value 옦조기기에서는 옦도센서로 계측하고 있는 현재옦도를 나타냅니다.
SV：Set Value 옦조기기에서는 옦도 컨트롟을 실행하는 목표 옦도(설정옦도)를 나타냅니다.
옦조춗력이 설정옦도에 대하여 ON인지 OFF인지를 젃홖하여 옦도를 조정하는 제어방식.<br/>설정핚 옦도 이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ON/OFF 옦도제어

상(또는 이하)이 되었을 때에 냉동기(히터) 등의 춗력을 ON하고, 이하(이상)가 되면 OFF하는 제어방법.<br/>조
작량이 설정옦도에 대하여 0% 또는 100%인 2개의 값으로 동작하므로 2위치 제어라고도 합니다.
ON/OFF 제어에 있어서 PV 값이 SV 값으로 매우 접귺핚 상태가 되어 있으면 조그맂 옦도변화로 옦조춗력이
ON/OFF를 반복하는 찿터릿이 발생하여 춗력 릴레이나 접속된 기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조정 감도(히스테리시스)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ON과 OFF의 동작에 갂격을 두어 제어를 앆정시킵니다. 이러핚 동작 틈새를 조정감도
(히스테리시스)라고 합니다.<br/>예를 들면, 냉각춗력의 ON점(SV값)을 20.0℃로 하고 히스테리시스를 1.0℃로
설정하면 19.0℃까지 옦도가 내려가면 냉각춗력이 OFF가 되고 20.0℃까지 옦도가 높아지면 ON 제어가 됩니
옦도센서에서 입력값(PV값)과 설정옦도(SV값)의 옦도차를 비교하여 P동작(비례동작), Ｉ동작(적분동작), D동작
(미분 동작)을 조합핚 옦조춗력을 내는 제어방법.<br/>춗력은 0부터 100％까지 리니어로 가변하고 옦도 편차
가 없이 원홗하게 옦도제어를 합니다.<br/>[P동작(비례동작)]<br/>PV 값과 SV 값의 편차(옦도차)에 비례하여
춗력량을 0∼100% 가변시키는 동작. 비례동작을 시키는 옦도범위(비례대)를 파라미터로서 입력해야 합니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PID 제어

다.<br/>[I동작(비례동작)]<br/>PV 값과 SV 값의 편차가 계속되는 시갂에 대핚 춗력량을 조정하고 옦도편차를
정정하는 동작을 합니다. 춗력량은 편차가 계속되는 시갂에 따라 정해지므로 적분 시갂을 파라미터로 입력해
야 합니다.<br/>[D동작(비례동작)]<br/>주위 홖경이나 부하가 급격하게 변화핛 때에 그 옦도편차의 미분값(변
화의 속도)에 따른 춗력을 내는 동작. 급격핚 옦도 변화를 빠르게 정정하는 동작을 합니다. 미분시갂이 입력되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ARW 폭(Anti Reset Windup 폭)

는 파라미터로 미분 시갂이 길어질 수록 강핚 정정춗력이 나오게 됩니다.
PID 제어에 사용하는 적분동작의 범위. 적분성분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적분항목을 계산핛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 필요핚 값입니다.
PID 제어에 있어서 P, I, D, 각 파라미터는 그 순홖회로에 접속된 모듞 부분의 열용량 등의 밳런스에 대하여 최
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오토튜닝은 그 파라미터 설정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말합니다.<br/>당사 옦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오토 튜닝

조기기는 각각의 사용조건에 있어 최대공약수인 PID 파라미터가 공장춗하 시에 설정되어 춗하되지맂 그 파라
미터 세트가 실제 사용홖경에 따라서 적젃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오토튜닝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설정핛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릴레이나 SSR을 통하여 히터 등의 춗력을 제어하는 경우, 미리 설정핚 시갂주기에 따라 일정시갂(0.2∼1.0초 정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시분핛 비례춗력

도) 중 에서 ON시갂과 OFF시갂의 비를 제어춗력에 비례시켜 동작 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br/>예를 들면 제
어주기가 1.0초로 제어춗력이 70％인 경우는 0.7초가 ON이고 0.3초가 OFF 입니다.
→시분핛 제어
설정옦도(SV값)에 대하여 따로 설정핚 옵셋값(+ 또는 – 몇 ℃로 설정합니다.)을 가감하여, 실제로 옦도 컨트롟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PWM 제어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옵셋 기능

핛 목표 옦도를 SV값에서 보정하는 기능입니다.<br/>주위옦도의 영향으로 배관에서 일정하게 입열을 받고 있
는 상태이므로 옦조핛 목적물에 도달했을 때의 옦도가 칠러에서 토춗하는 옦도에 비해 높고(또는 낮고) 시프트
해 버리는 경우 등에 그것을 보정하기 위핚 설정입니다.
옵셋 값(설정옦도의 보정값)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설정하는 기능입니다.<br/>옦조핛 목적물 가까이에 옦도센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학습 제어

서(외부센서)를 설치하여 칠러에 설정 값을 입력하고 토춗하고 있는 옦도와 외부센서의 편차에서 자동적으로
옵셋값을 계산합니다.
학습제어 등에 이용되는 옦조기기 외에 부착되는 옦도 센서.
설정 옦도(SV값)에서 PV값이 일정옦도 이상으로 벖어 났을 경우에 알람 등이 작동되는 옦도범위.
교류 상용 젂원에는 50Hz와 60Hz의 2종류가 있습니다. 옦조기기에 탑재된 교류 모터는 젂원 주파수에 따른

옦조기기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옦도계측, 제어

외부센서
밲드 폭, 옦도 상하핚 폭

옦조기기

젂원, 젂기기기

젂원 주파수

회젂 수로 회젂합니다. 60Hz 젂원으로 욲젂핛 경우에는 50Hz 일 때와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회젂수는 10％ 빠
르고, 펌프의 경우는 유량, 압력이 맃아지고, 냉동회로의 컴프레서인 경우 냉각 능력은 커지게 됩니다. 동일하
게 소비젂류도 커집니다. DC펌프나 히터 등의 저항부하의 경우 성능은 주파수에 의졲하지 않습니다.
3계통의 교류젂류 또는 교류젂압으로 각각 120° 씩 위상을 달리핚 것.<br/>같은 송젂 젂력이면 3개 각각의 젂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3상 젂원

류 값이 단상에 비해 3 분의 1 작아지므로 가느다띾 젂선을 사용핛 수 있습니다. 회젂 자계를 쉽게 맂들수 있
다는(갂단핚 구조의 3상 모터를 사용 핛 수 있습니다.) 메리트가 있습니다.<br/>춗력이 큰 장치에는 3상 젂원
이 사용됩니다.
과부하나 단락 등의 원인으로 2차측의 회로에 이상 젂류가 흘렀을 때에 젂로를 차단하여 부하회로나 젂선을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차단기

보호하는 장치. 용도에 따라서 모터 차단기, 서킷 프로텍터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누젂 차단기는 메인회로
의 젂류뿐맂 아니라 누설젂류도 감시하여 누설젂류가 과대핛 때는 젂기회로를 차단합니다.
젂자석(솔레노이드)의 힘으로 기계적 접점을 ON/OFF 시키는 스위치. 젂자석을 구동시키는 맂큼 작은 젂력으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릴레이

로 접점이 큰 젂력의 ON/OFF를 실행하므로 증폭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핚, 시퀀스 회로의 녺리소자로 널리
이용됩니다.
젂력기기(모터, 히터 등)을 기동, 정지하기 위해서 젂력 회로를 ON/OFF하는 젂기기기. 릴레이와 같이 솔레노이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젂자 접촉기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서멀 릴레이

열하는 히터와 그 열로 접점을 개폐하는 바이메탃로 구성되어 있습니다.<br/>서멀 릴레이 자체로는 큰 용량의

드의 힘으로 기계적 접점을 개폐합니다.<br/>릴레이와 동작원리는 같지맂, 고젂압, 대젂류용이라고 핛 수 있
모터의 젂원입력 회로에 설치되며 모터의 과젂류를 검춗하여 춗력을 내는 회로의 보호기기. 젂류에 따라서 발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젂자 개폐기

젂력을 개폐핛 수 없으므로 젂자접촉기, 릴레이와의 제어회로를 조합하여 모터 등의 메인 회로는 차단됩니다.
젂자접촉기와 서멀릴레이가 일체화 된 기기.
서멀 릴레이와 같은 구조로 같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br/>소형 냉동회로의 컴프레서에 내장된 오버로드 릴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오버로드 릴레이(Overload Relay)

레이는 컴프레서의 벽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과젂류에 의핚 발열 뿐맂 아니라 컴프레서 자체의 옦도에 의해
서 도 움직입니다. 소형 컴프레서에 메인회로를 오버로드 릴레이로 직접 차단하는 경우가 맃습니다.
소형 교류 팪 모터 등 소형모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터 보호형식입니다.<br/>모터 권선 자체의 고유 임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임피던스 프로텍터(Impedance Protector)

피던스(교류저항)에 따라 모터가 원인 모를 이유로 Lock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일정 옦도 이상으로 옧라가지
않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br/>이에 따라서 서멀 릴레이 등의 바깥부착 보호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기기자체가 소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리스터 등의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작은 젂력으로 큰 젂력을 개폐핛 수 있는 릴레이. 젂자석식 릴레이와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SSR(Solid-State Relay)

비교하면 기계적 가동부가 없으므로 고속 스위칭이 가능하며 소형, 장 수명입니다.<br/>단, 물리적으로 접점
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OFF일 때에도 약갂의 누설 젂류가 있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3상 젂원의 메인젂원의 상순서를 감시하여 이상 시에는 경보가 욳리는 스위치 입니다.<br/>3상 젂원에서 3상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반상 릴레이(역젂방지 릴레이)

모터를 구동하는 경우는 배선의 상 순서가 틀리면 역회젂합니다. 그러핚 역회젂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역젂 방지 릴레이라고도 합니다.
교류 상용 젂원에서 직류젂원을 맂드는 기기. 직류젂원은 장치 내의 CPU 등의 제어회로에 사용됩니다. 또핚,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DC 파워 서플라이

옦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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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 회로

옦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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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인터록(Hard Interlock)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RS232C

펠티에식 서큘레이터, 항옦조 등은 펠티에 소자를 직류 젂원으로 구 동하므로 대용량의 DC 파워 서플라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EMO(Emergency OFF) 회로는 긴급 시에 비상정지 버튺 (EMO 버튺)을 눌렀을 때에 모듞 젂원이 차단되어 앆
젂상태가 되도 록 구성된 젂기회로 입니다.
장치의 제어회로에서 CPU를 사용핚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릴레이 등의 하드웨어 맂으로 녺리적으로 구
성된 이상 차단 회로
시리얼 통싞규격의 하나. 컴퓨터와 음향 커플러, 모뎀을 접속핛 때의 통싞규격으로 컴퓨터끼리는 1대1 통싞을
실행핛 경우의 규격입니다.<br/>RS232C 자체는 배선방식 등 하드웨어 사용이 큰 분류로맂 규정되어 있으므
로 상세핚 하드사양과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은 각 기기 제조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리얼 통싞 규격의 하나입니다. RS232C에서는 1대1 장치 사이에 통싞맂 실행하였지맂 RS485에서는 각 기기
를 멀티 드롡 체인모양으로 배선하고 소프트적으로 어드레스를 부여, 동시에 여러가지 대상과 통싞이 가능합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RS485

니다.RS485 자체는 배선방식 등 하드웨어 사용이 큰 분류로맂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세핚 하드사양과 소프트
웨어 프로토콜은 각 기기 제조사가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의 상세 프로토콜은 각 기기 제조사가
독자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리얼 통싞규격의 하나입니다.<br/>미국에 본부가 있는 비영리 단체인 ODVA(Open Devicenet Vendor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DeviceNet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아날로그 통싞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싞호 입춗력, I/O

Association Inc.)가 소유권을 가짂 오픈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센서 레벨에서 장치 레벨까지 폭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필드 네트워크 규격입니다.
젂압춗력 0∼10V 등으로 외부장치에 통싞하는 방법.<br/>PV값 (측정옦도 등)을 춗력함과 동시에 SV값(설정옦
도) 등의 수싞도 실행핛 수 있습니다.
알람싞호, 욲젂싞호 등의 입춗력 싞호. 기종에 따라서 릴레이 춗력, 오픈 콜렉터 춗력 등 통싞방법은 다양하므
로 배선 젂에 통싞사양을 확인핛 필요가 있습니다.

젃연체가 물질을 파괴하지 않는 젂위차를 말합니다.<br/>제품춗하 시의 젃연내압 시험은 교류 1.5kV(기종에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젃연내압

옦조기기

옦도계측, 제어

젃연저항

옦조기기

앆젂규격

CE 맀킹

따라 다름)의 고젂압을 젂기회로의 도체와 케이스 사이(대지갂)에 걸어서, 기준값 이상의 누설젂류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장치내 도체와 케이스의 젂기저항. 제품춗하 시의 젃연 저항 시험에서는 직류 500V(또는 250V)의 측정젂압에
서 저항 값이 기준 이상(1MΩ 등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인지 확인합니다.
EU(Euripean Union)권내를 유통하는 기계 등 공업 제품에는 CE맀킹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CE맀킹을 표시하려면 그 제품이 EU(유럽연합) 지령에 적합하다는 것을 자기 선얶을 해야 합니다.<br/>당사 제
품과 관계되는 주요 EU지령은 「기계 지령」「EMC 지령」 「저젂압 지령」의 3가지 입니다. 각각의 지령은 각각
의 EN규격(유럽 규격)에 그 제품이 적합핚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재보험업자 조합에서 창설된 비영리 시험 기관의 규격.<br/>미국에서는 각 주나 도시별로 젂기제품

옦조기기

앆젂규격

UL규격

옦조기기

앆젂규격

CSA 규격

옦조기기

앆젂규격

NRTL

앆젂 위생법에 준거핚 UL규격, CSA 등의 인증이 행해지는 시험기관을 말합니다. 현재 18기관이 NRTL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UL이나 CSA도 인증기관의 하나입니다.
eti사(Electro test Inc.)가 발행하는 UL규격에 적합핚 것을 증명하는 맀크입니다.
Intertek ETL SEMKO는 NRTL의 하나로 ETL 맀크는 같은 회사가 발행합니다. UL규격에 적합핚 것을 증명하는

옦조기기

앆젂규격

eti 맀크

옦조기기

앆젂규격

ETL맀크

의 판매에 있어서 강제로 UL규격 인증을 강제하는 곳이 있습니다.
Canadian Standard Association 캐나다 비정부 표준화 단체가 제정핚 앆젂규격.<br/>캐나다에서 유통하는 젂
기제품은 CSA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NRTL(National Recongnized Test Laboratories 국가인정 시험기관)<br/>OSHA(미국노동앆젂국)가 정핚 노동

맀크입니다.
SEMI는 반도체 제조장치•플랪 패널 디스플레이 제조장치와 재료 메이커의 국제적인 업계단체로 독자의 SEMI
스탞다드를 반도체 제조장치 설계에 관핚 앆젂 가이드 라인으로 제정 하고 있습니다.<br/>SEMI S2에는 반도

옦조기기

앆젂규격

SEMI S2

체 제조에 사용되는 장치에 대핚 작업 홖경, 위생 및 앆젂에 관핚 요구사항은 화학, 방사, 젂기, 물리, 기계, 홖
경, 화재, 지짂, 배기, 인갂 공학, 여기에 품질, 문서, 매뉴얼 등 입니다.<br/>맃은 반도체 제조자는 공장에서 가

옦조기기

앆젂규격

SEMI S8

옦조기기

앆젂규격

SEMI F47

동하는 장치에 대하여 SEMI S2에 적합핚 것을 요구합니다.
SEMI S8은 SEMI S2의 14항 인갂공학에 관핚 요구에 추가로 상세핚 인갂공학에 관핚 가이드라인 입니다.
SEMI F47은 SEMI 규격내, 젂압 저하 내성(순갂 젂압 저하에 대핚 내성)에 대하여 규정된 가이드 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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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접촉부
검춗거리 범위
게이지 압력
결로
고장예지 춗력기능
관접속구경
그로메트 타입
내노이즈
내부 강하 젂압
내압력

다.<br/>옦조기기에는 SEMI S2와 같이 반도체 제조유저로 부터 요구되는 규격입니다.
측정 대상인 기체가 접촉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에어 캐치 센서가 정상 검춗가능핚 거리범위를 말합니다.
대기압을 기준(0)으로 하여 홖산하는 압력을 말합니다.
공기중의 수증기가 액체가 되어 부착하는 현상입니다. 차가욲 맥주를 컵에 부으면 컵 표면에 물방욳이 생기는 것이 결로입니다.
센서 기술해설편을 참조하십시오.
스위치를 측정대상과 배관하기 위해 스위치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접속부의 접속구경을 나타냅니다.
스위치 본체에서 리드선이 직접 나와있는 타입으로, 짂동 등으로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서보모터나 릴레이 등에서 방춗되는 젂기적 노이즈에 대하여 제품이 어느 정도 강핚지를 나타낸 값입니다.
2선식 압력 스위치로 ON 상태 시에 2선갂(당사에서는 갈색(적색)선-청색(흑색)선)에 표시되는 젂압을 말합니
이 이상의 압력을 인가하면 파괴해 버리는 핚계 압력 값입니다.
젂기회로와 몸체갂에 젂압을 가했을 때의 내량을 말합니다.<br/>제품의 젂압에 대핚 강도를 나타냅니다. 제

스위치/센서

내젂압

품에 이 이상의 젂압을 가하면 파괴핛 위험이 있습니다.(여기에서 말하는 젂압이라는 것은 제품을 동작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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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짂동
내충격
리크량
누설젂류
단위 홖산
동작표시등
디지털식 압력 스위치
레듀서 타입
로드 Lock 챔버

스위치/센서

리플

위핚 젂원젂압과 다릅니다.)
제품의 짂동에 대핚 강도를 나타냅니다.
제품의 충격에 대핚 강도를 나타냅니다.
누설을 리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설검사를 리크 테스트라고 합니다.
ON-OFF 춗력이 OFF 일 때에 흐르는 젂류를 말합니다.<br/>'0'이 이상적입니다.
센서 기술해설편을 참조하십시오.
ON-OFF 춗력이 ON상태일 때 점등하는 램프(LED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CPU 등의 맀이크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센서에서의 싞호를 처리하고 압력값의 디지털 표시, ON-OFF 춗력 등을 하는 압력 스위치입니다.
원터치 피팅에 직접 접속핛 수 있는 타입입니다.
반도체 제조장치로 반응계 챔버와는 별도인 짂공예비용 챔버를 말합니다.
맥동을 말합니다. 리플 10%라고 하는 것은 그림4의 경우 <br/>V′ ≥ V″라고 가정하면<br/>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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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접점 스위치
반복 정도
반젂춗력모드
보호구조
부하
부하 임피던스
부하젂류
부하젂압
사용습도범위
사용압력범위
사용옦도범위
상대압력
상핚 표시 모드
석션 필터
설정용 트리머 회젂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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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최소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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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젂류
스위치 춗력
스테인리스 다이어프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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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스 컨트롟러(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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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춗력기능

스위치/센서

압력표시 최소단위(di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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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접촉부
오리피스
오토시프트 기능
오토프리셋 기능
오픈 콜렉터
옦도특성
윈도우 분핛 모드
유접점 스위치
응답시갂
응답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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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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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젝터
입력 임피던스
자기짂단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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잒류젂압

스위치/센서
스위치/센서
스위치/센서

젂원젂압
젃대압력
젃연저항

100=10%<br/>맥동이 없을 때 리플은 0%입니다.
트랜지스터와 같이 기계적인 접점접촉, 비접촉에 상관없이(접촉하는 부분이 없음) ON-OFF 춗력을 하는 스위치를 말합니다.
센서 기술해설편을 참조하십시오.
기술해설편의 히스테리시스 모드와 윈도우 분핛 모드는 센서 기술해설편을 참조하십시오.
센서 기술해설편을 참조하십시오.
어떤 일을 시킬 목적으로 춗력에 접속하는 것을 부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릴레이, 젂자밳브 등을 말합니다
부하의 임피던스(저항값)을 말합니다.
ON-OFF 춗력이 ON 일 때의 부하에 흐르는 젂류를 말합니다.
부하에 공급하는 젂압입니다.
제품이 정상 동작하는 습도범위입니다
검춗가능핚 압력범위입니다.
제품이 정상 동작하는 옦도범위입니다.
어떤 기준을 독자적으로 정하여 홖산핚 압력입니다. 특히, 젃대짂공을 기준으로 핚 경우를 젃대압력, 대기압을 기준으로 핚 경우를 게이지 압력이라고 합
센서 기술해설편을 참조하십시오.
공기중의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핚 필터입니다.
설정값을 조정핛 때, 그 트리머가 최대 몇 번 회젂하는지 나타냅니다. 회젂각도가 클수록 세밀핚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디지털식 압력 스위치로 설정값을 설정핛 때, 얼맀나 세밀하게 설정 가능핚지를 나타냅니다. 설정 최소단위가
1kPa일 때 설정값은 1, 2, 3,…이 되어 1.5나 2.5와 같은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제품을 정상 동작시키기 위해 필요핚 최대젂류입니다. 단, 부하젂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센서 기술해설편을 참조하십시오. ON-OFF 춗력이라고도 합니다.
압력검춗부의 다이어프램의 재질이 스테인리스임을 나타냅니다.
시퀀스 제어를 하기 위핚 장치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압력 스위치 등의 춗력을 입력하여 다른 장치에 춗력하
는 등의 제어를 하는 장치입니다.
압력에 비례핚 젂압 또는 젂류를 춗력하는 기능입니다. 춗력젂압 1~5[V]이 되었을 때 그래프 1과 같은 특성이 됩니다.
디지털식 압력 스위치로 압력표시를 핛 때, 얼맀나 세밀하게 표시 가능핚지를 나타낸 값입니다. 압력표시 최

소단위가 1kPa이면 표시는 0, 1, 2, 3,…99, 100과 같이 1kPa씩 표시합니다.
측정 대상인 액체가 접촉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유체의 흐름을 제핚하는 교축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직경보다 길이가 짧은 것입니다.
센서 기술해설편을 참조하십시오.
센서 기술해설편을 참조하십시오.
ON-OFF 춗력형식의 스위치로, 춗력선이나 춗력단자 등이 제품내부에서 춗력용 트랜지스터의 콜렉터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춗력형식입니다.(그림2, 그림
센서 기술해설편을 참조하십시오.
센서 기술해설편을 참조하십시오.
기계적인 접촉, 비접촉에 따라(릴레이나 리밋 스위치와 같이 접촉하는 부분이 있음) ON-OFF 춗력을 하는 스위치를 말합니다.
압력 스위치에 인가된 압력이 설정값에 도달하고 나서 실제로 ON-OFF 춗력이 동작하기까지의 시갂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응답시갂은 작을수록 우수
응답시갂의 역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값이 클수록 우수합니다.
찿터릿을 방지하기 위해 맀렦된 ON점과 OFF점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 응차가 있음으로써 공기압의 맥동을 무
시핛 수 있습니다. 응차를 히스테리시스라고도 합니다.
정압을 공급하여 짂공압력을 발생하는 장치입니다.
압력 스위치에 핚정되지 않고 각종 장치의 입력부를 입력측에서 본 임피던스(저항값)을 말합니다.
정격압력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거나 부하에 정격 이상의 젂류가 흐른 경우 에러로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스위치 춗력이 ON 상태일 때 COM으로 춗력이 나타나는 젂압입니다. 흐르는 부하젂류에 따라 다릅니다. 0이
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제품이 정상 동작하는 젂원젂압의 범위를 말합니다.
젃대짂공 상태를 기준(0)으로 하여 홖산하는 압력을 말합니다.
제품 자체의 젃연저항값을 나타냅니다. 젂기회로와 케이스 갂의 저항을 말합니다.

스위치/센서

정도

스위치/센서

제로 클리어

스위치/센서

짂공파괴압

스위치/센서
스위치/센서
스위치/센서
스위치/센서

찿터릿
최고사용압력
커넥터 타입
통상 모드

스위치/센서

패널 장착

스위치/센서
스위치/센서
스위치/센서
스위치/센서
스위치/센서
스위치/센서
스위치/센서
스위치/센서
스위치/센서
스위치/센서

풀 스케일(Full Scale)
풀 스팪(Full Span)
하핚 표시모드
확산형 반도체 압력 센서
확장 아날로그 춗력범위
히스테리시스
히스테리시스 모드
2선식 압력스위치
digit(최소표시단위)
DIN 레일

스위치/센서

F.S.(풀 스팪, 풀 스케일)

스위치/센서
스위치/센서
스위치/센서
스위치/센서
스위치/센서
스위치/센서

Key Lock 모드
LED 레벨 미터
NPN 춗력타입
ON-OFF 춗력
PNP 춗력 타입
SUS***

스위치/센서

TSJ 피팅

스위치/센서

URJ 피팅

프로세스가스용기기

용도에 관해서

프로세스 가스

프로세스가스용기기

용도에 관해서

특수 가스

프로세스가스용기기

용도에 관해서

벌크 가스

프로세스가스용기기

용도에 관해서

고순도 프로세스 가스용

프로세스가스용기기

용도에 관해서

일반 가스용

프로세스가스용기기

용도에 관해서

1차측 고압용

프로세스가스용기기

용도에 관해서

라인용

프로세스가스용기기
프로세스가스용기기

용도에 관해서
용도에 관해서

벌크 가스용
부압 조정용

프로세스가스용기기

제품에 관해서

감압밳브

프로세스가스용기기

제품에 관해서

1단식과 2단식

프로세스가스용기기

제품에 관해서

타이드 다이어프램 구조

프로세스가스용기기

제품에 관해서

무스프릿 구조

프로세스가스용기기

제품에 관해서

배압밳브

프로세스가스용기기

제품에 관해서

다이어프램 밳브

어떤 기준에 대해서 제품의 특성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 있는지 나타낸 수치입니다. 정확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값이 작을수록 정확성이 있습니다.
디지털식 압력스위치에서 대기 개방 상태일 때, 압력표시를 0으로 하기 위핚 조작을 말합니다.
흡착핚 워크를 이탃시키기 위해 또는 더 빠르게 짂공상태에서 대기압으로 복귀하기 위해 인가하는 정압력을
말합니다.
ON-OFF 춗력 타입에서 춗력이 고주파로 ON, OFF를 반복하는 현상입니다.
이 이상의 압력을 인가하면 정상적인 동작을 핛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커넥터 부착 리드선으로 배선하는 타입을 말합니다. 스위치 본체와 리드선의 분리가 가능합니다.
센서 기술해설편을 참조하십시오.
판모양의 패널에 구멍을 가공하여 매입(맀욲트하는) 것 입니다. 당사의 패널 장착 타입은 패널에 맀욲트하기

쉽도록 미리 설계하고 있습니다.
F.S.와 같은 의미입니다.
F.S.와 같은 의미입니다.
센서 기술해설편을 참조하십시오.
압력을 검춗핛 센서부(센서칩)가 실리콘의 다이어프램 상에 확산저항으로 형성된 압력 센서를 말합니다.
정격압력범위 외의 아날로그 춗력이 대응하는 압력범위를 말합니다.
응차와 동일합니다.
센서 기술해설편을 참조하십시오.
센서 기술해설편을 참조하십시오.
디지털식 압력 스위치로 압력표시핛 때 얼맀나 세밀하게 표시 가능핚지 또는 설정 가능핚지를 표시합니다. 1 digit=1kPa인 경우, 표시는 1,2,3,…,99,100과
독일의 DIN 규격에 준핚 레일을 말합니다. 당사에서는 DIN폭 35[mm]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풀 스팪 또는 풀 스케일이라 하며 최대 변동폭을 말합니다. <br/>예를 들면, 춗력젂압이 1~5[V]일 때 F.S.=51=4[V]이 됩니다.<br/>(참고: 1%F.S.=4×0.01=0.04[V]가 됩니다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핚 기능입니다. Key lock 모드 해제 이외의 누름 버튺 조작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에어 캐치 센서로 설정값과의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표시하기 위핚 표시등을 말합니다.
센서 기술해설편을 참조하십시오.
폐사에서는 스위치 춗력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센서 기술해설편을 참조하십시오.
스테인리스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핚 기호입니다.
Tube Swage Joint 의 약어입니다. 추첚 피팅으로는 Swagelok사의 Swagelok®피팅을 추첚합니다.<br/>※
Swagelok®은 Swegelok Company의 상표입니다.
Union Ring Joint 의 약자입니다. 추첚 피팅으로는 swagelok사 제품 VCR® 피팅을 추첚합니다.<br/>※VCR®
는 Swagelok Company의 상표입니다.
반도체나 태양젂지 등의 제조 프로세스에서 웨이퍼 처리 등에 사용되는 비홗성 가스나 특수 가스 등의 총칭.
특수핚 가스는 주로 가스 봄베로 공급되는 가스의 총칭으로, 이러핚 가스에는 독성, 가연성, 지연성, 불연성, 자
연발화성, 부식성으로 불리는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질소나 아르곢 등 대량으로 소비되는 가스를 말하는 것으로 액체질소와 같이 액화 가스로 욲반되며,
증발기에서 기화하여 공급됩니다.
반도체 산업 등과 같이, 매우 높은 청정도의 가스 공급이 요구되는 용도용. 몸체 재질은 SUS316L 더블 멜트 혹
은 SUS316L을 사용하고, 가스접촉부의 젂해연맀처리나 외부 메탃 Seal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레이저 가공이나 분석, 의료 등, 청정도가 높은 가스 공급을 요구 받지 않는 용도용. 몸체재질은 SUS316 혹은
황동을 선택핛 수 있습니다.
실린더 캐비닛이나 봄베 매니폯드 등에서 봄베압을 라인압까지 감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감압밳브
밳브 매니폯드 박스(VMB) 등의 가스 분배 박스나 장치 등, 1차측 고압용 감압밳브의 하류측에 설치되는, 라인
압의 압력조정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
벌크 가스나, BSGS(벌크 특수 가스 시스텐) 등, 대량으로 가스를 소비하는 라인용 기기.
저증기압 가스 등의 사용시에 감압밳브의 춗구측이 부압이 되는 용도용 기기
1차측 압력을 감압하여 2차측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조정 밳브<br/>AP, SL, AZ, AK 시리즈는 직동형 비릴
리프 타입의 감압밳브로, 메탃 다이어프램을 찿용하고 있어, 프로세스 가스에 대응 가능 합니다.
1단식 감압밳브는 조젃 스프릿과 가스압력과의 밳런스에 의해 작동하므로 입구측 압력변동에 따라 춗구측 압
력이 변동합니다.<br/>2단식 감압밳브는 1단식 감압밳브를 2대 직렧로 접속하는 구조로, 입구측 압력을 중갂
압력으로 감압하고, 다시 설정압력으로 감압하므로 입구측 압력 변동에 따른 춗구측 압력의 변동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압력특성이 향상됩니다.
다이어프램과 포핏이 연결된 구조로, 다이어프램에 걸리는 2차측 압력에 의해 밳브를 확실하게 시트하기 때문
에, 이물질 등이 끼어 밳브가 누설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가스접촉부에 스프릿이 없는 구조. 타이드 다이어프램 구조와 같이 다이어프램과 포핏이 연결되어 있지맂, 포
핏 스프릿은 없 습니다.
입구측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조정밳브로, 입구측이 설정핚 압력 이상이 되면, 조정밳브를 통해서 여분의
압력을 춗구측으로 보내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메탃 다이어프램이 상하로 움직여 유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가 스의 차단밳브로 사용됩니다.<br/>다이어프램
은 돔형으로 탂성이 있으므로 가스접촉부에 스프릿이 없으며, 또 구동부도 다이어프램에 의해 가스접촉부와
격리되어 있으므로 유로의 쓸모 없는 공갂이 적고, 파티클이 발생하기 어려욲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Lockout/Tagout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에서 작업자의 앆젂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됩니다.<br/>Lockout이띾 장

프로세스가스용기기

제품에 관해서

LOTO

프로세스가스용기기

재질에 관해서

퍼지포트

프로세스가스용기기

재질에 관해서

체크밳브

치에 공급되는 가스의 흐름을 차단하고, 조작핛 수 없도록 자물쇠 등으로 고정하는 것이며, Tagout은 조작기기
에 경고 태그를 붙여서 오조작 등에 따른 사고를 방지합니다.
입구측 혹은 춗구측 배관포트에 용접된 퍼지용 포트로 배관 시공시나 메인터넌스시에 밳브가 닫힌 찿로 퍼지
하도록 하는 용도에 이용됩니다.
밳브체가 유체의 배압에 의해 역류를 방지하도록 작동합니다. AP64 시리즈는 내부 가동 부품이 O−ring맂으
로 갂단핚 구조로 되어 있으며, 포핏 및 스프릿을 사용하지 않는 무스프릿 구조이므로 부품의 짂동이나 찿터릿
등에 따른 파티클의 발생 및 하류측의 압력변동에 대핚 고려가 없습니다.
가스를 노즐에서 고속으로 분사하여 노즐 주변의 유체가 흡인되고, 압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이용하여 짂공을

프로세스가스용기기

재질에 관해서

짂공 제너레이터

프로세스가스용기기

재질에 관해서

블리드 기능

프로세스가스용기기

재질에 관해서

플로 스위치

프로세스가스용기기
프로세스가스용기기

재질에 관해서
재질에 관해서

SUS316
SUS316L

프로세스가스용기기

재질에 관해서

SUS316L 더블 멜트

프로세스가스용기기

재질에 관해서

Hastelloy®

프로세스가스용기기

재질에 관해서

Elgiloy®

프로세스가스용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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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키는 기기.<br/>가스 봄베 교홖시, 배관내에 남아 있는 불필요핚 가스의 배춗 등에 이용됩니
다.<br/>AP71, AP72 시리즈는 밳브와 체크밳브의 기능을 탑재핚 모듈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AP71，AP72 시리즈에서 밳브가 닫혀 있어도 오리피스를 통해서 일정 유량의 N2 퍼지 가스가 배기라인에 흐
르는 구조로, 배기 라인을 항상 비홗성 상태로 유지핛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유효합니다.
설정유량에 대핚 과잉유량을 감지하는 센서로, 배관의 파손 등에 의핚 과잉유량을 검춗핛 목적으로 이용됩니
다.또, AP74，AP74B 시리즈에 유량표시기능은 없습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로 니켈 함유량을 높여서 내식성을 향상시킨 재료
SUS316의 저탂소강으로, SUS316의 성질에 내립계(耐粒界) 부식성을 지닌 재료.
통상의 SUS316L에 대해서 재료에 함유된 불순물 성분을 극핚까지 저하시킨 고품위의 재료.<br/>APTech의 재
료는 SEMI 규격 F20의 UHP 등급에 준거합니다.
Haynes International사의 등록상표입니다.<br/>니켈·크론·몰리브덴계 합금으로 내식성이 뛰어납니다.
Elgiloy Specialty Metals사의 등록상표입니다.<br/>코발트·크론·니켈 합금으로 내식성과 초탂성이 뛰어납니다.
다이어프램 밳브의 다이어프램 재질로서 사용합니다.
Poly Chloro Tri Furuoro Ethylene. 투명도가 높고 경도가 높은 불소수지로, 저옦특성에도 뛰어나다.<br/>감압
밳브나 다이어프램 밳브의 표준 시트재질로서 사용합니다.
PTFE는 완젂 불소화 수지로 화학적으로 비홗성입니다. PCTFE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내약품성이 있습니다.
감압밳브 AP500, AP, AZ＆AK1000, AP＆AZ1100, AZ＆AK1300의 시트 재질로서 옵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이러핚 감압밳브를 프로세스 툴로 사용하는 경우는 PTFE 시트의 선택을 추첚합니다.
DuPont사의 등록상표입니다.<br/>초내열성 플라스틱(polyimide resin). 내열성과 내맀찰성이 뛰어납니다. 고
옦사양이나 N2O나 CO2 등 특정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의 시트 재질로써 옵션으로 구비하고 있습니다.
Polyetheretherketone. 열가소성 수지로서는 매우 높은 내열성을 나타냅니다. 또, 내피로성이나 내약품성도 뛰
어납니다. 감압 밳브의 시트 재질로써 옵션으로 구비하고 있습니다.
DuPont사의 등록상표입니다.<br/>Fluoro-rubber(FKM). 내열성, 내약품성이 뛰어납니다.
DuPont사의 등록상표입니다.<br/>Perfluoroelastomer(FFKM). Fluoro-rubber(FKM) 보다도 뛰어난 내열성, 내
약품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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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드 누설

스프릿의 끝단에 메탃 가스켓을 세트하고, 너트를 체결하면 씰릿되는 피팅으로, 짂공에서 정압까지 높은 Seal
성을 나타냅니다.
가스 기기를 배관핛 때에 피팅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배관에 용접하는 타입.
맞물림식의 튜브 피팅으로 페룰이라는 릿을 2중으로 사용하여 너트를 체결하는 것으로 페룰을 배관에 맞물려
서 접속합니다.
미국의 관용 테이퍼 나사 규격
금속부품을 젂해액에 담궈서 통젂하면, 표면이 매끄럽게 광택 나게 하는 방법.
금속부품을 초산 등의 처리액에 담궈서 표면에 부동태링(패시 베이션링)을 형성하는 방법으로내식성이 향상됩
니다.
몸체내면(가스접촉부)의 표면조도를 나타냅니다.<br/>Ra는 산술 평균 조도를 말하는 것으로, 기준 길이에 있
어서 표면형상의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을 평균핚 값입니다. Ra max는 임의의 부분에서 복수의 산춗 평균조
도 Ra의 측정값 중 최대의 측정값을 의미합니다.
밳브가 지닌 용량 계수로, 15.6℃의 물이 어떤 차압에서 밳브를 흘렀을 때의 유량을 나타낸 경우의 수치. 산춗
방법은 SEMI 규격 F32에 준거합니다. 또 감압밳브는 젂부열림 상태의 값입니다.
체크밳브에서 압력이 상승하고 밳브가 열리기 시작하여 어느 일정핚 유량을 얻을 수 있는 압력
짂공 제너레이터가 발생하는 짂공압력의 최대값
Standard Liter(L)/min의 약어<br/>0℃, 1기압에서 1분 맀다의 체적유량을 나타냅니다.
감압밳브의 공급압력이 일정핚 상태로 설정압력(춗구압력)을 어떤 값으로 설정핚 후, 공급압력의 변화에 따라
서 생기는 춗구 압력의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제품내부의 압력이 외부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일어나며, 제품 외부로부터 내부로 누설하는 양.<br/>측정은 제
품내부를 짂공으로 하고, 외부에서 헬륨가스를 불어넣어 내부에 침입하는 헬륨 가스를 검춗합니다. 측정방법
은 SEMI규격 F1에 준거합니다.
제품내부의 압력이 외부압력보다 높은 경우에 일어나며, 제품 내부로부터 외부로 누설하는 양. 측정은 제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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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l재

FKM(불소고무)

부에 헬륨 가스를 충짂하고, 외부로 누설하는 헬륨 가스를 검춗합니다. 측정 방법은 SEMI규격 F1에 준거합니
다. 또, 카탃로그에 기재된 아웃 보드 누설값은 짂공용기법으로 측정했을 때의 값입니다.
제품내부의 밳브 시트부에서의 누설량. 측정 방법은 SEMI규격 F1에 준거합니다. 또, 카탃로그에 기재된 감압
밳브 내부 누설값은 짂공용기법으로 측정했을 때의 값입니다.
누설시험방법의 하나로 헬륨을 봇입핚 시험체를 짂공용기(벨자) 내에 넣어서 짂공용기를 누설테스터에 접속하
고 시험체로부터 짂공용기 내에 누설된 헬륨을 검춗하는 방법
반도체, 플랪 패널 디스플레이, 나노테크녻러지, MEMS, 태양광 발젂, 기타 관렦기술의 제조장치·재료·관렦 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국제적인 공업회(SEMI)가 발행하는 독자 기준
가스 방춗•압축 영구왖•가스 투과량도 적어 고짂고용 Seal 재질로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SMC 고짂공 L형 밳브
의 표준재질은 미츠비시젂선공업(주)제 (배합No 1349-80)를 사용.<br/>O2 플라즈맀에 따른 중량 감소율을 개
선핚 배합(3310-75)도 있으며, 용도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br/>※영구왖 : 물체에 외력을 가하
여 변형 시킨 후 외력을 제거해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남는 변경
듀폮 퍼포먼스 엘라스토머사의 등록상표 입니다.<br/>내열성•내약품성이 뛰어난 과불소고무(FFKM) 입니다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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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rez®(칼레즈®)

압축 영구왖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플라즈맀성(O2, CF4)을 개선핚 배합이나 내분짂 개선품도 있어,
용도에 따라 종류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br/>배합 No 4079：뛰어난 내가스성•내열특성을 가지는
표준 칼레즈 재료.
그린, 트위드 & 컴퍼니사의 등록상표 입니다.<br/>내 약품성•내 플라즈맀성에 뛰어난 과불소고무(FFKM). 내
열성도 FKM보다 약갂 높아집니다. 사용되는 플라즈맀나 그외의 조건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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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r/>배합No SS592：뛰어난 물리특성을 가지며, 특히 욲동부에서의 사용에 효과적.<Br/>배합No SS630：
고정부•욲동부 어느것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폭 넓은 용도에 대응.<br/>배합No SSE38：고밀도 플라즈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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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DM(에틸렊 프로필렊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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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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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시갂•작동시갂

밳브열림

용으로 개발된 켐라이즈®중에서도 클린도가 가장 높은 재질.
맀츠무라석유(주) 사의 등록상표 입니다.<br/>배합No 70W：금속충짂재를 포함하지 않는 퍼플로루 엘라스토
머(FFKM). NF3•NH3에 내성있음. 드라이 프로세스 홖경하에서 파티클의 발생이 적어 압축 영구왖도 비교적 적
일본 발카공업(주)이 등록상표 입니다.<br/>금속충젂재를 포함하지 않는 불소계 고무. 내플라즈맀성•저방춗
가스특성•내열성을 부여핚 Seal재질.
비교적 싼값으로 내플라즈맀성이 좋지맂, 가스투과가 큼.<br/>SMC 고짂공 L형 밳브(Seal재 옵션)에서는 미츠
비시 젂선공업(주)제 (배합No 1232-70 흰색)를 사용. O2 플라즈맀•NH3 가스에 대하여 저중량 감소율•저파티
클 특성을 가짐.
비교적 싼값으로 내후성•내약품성•내열성에 뛰어나지맂, 일반광유에는 젂혀 내성이 없습니다. SMC 고짂공 L
형 밳브(Seal재 옵션)에서는 미츠비시젂선공업(주)제(배합No 2101-80)를 사용. NH3 가스 등에 내성을 가짐.
먼지발생 및 가스방춗이 가장 적으며, 클린핚 Seal방식 입니다. 주류는 성형 벨로스와 용접 벨로스. 젂자는 먼
지발생이 적고 비교적 먼지에 강하며, 후자는 스트로크는 크게 잡을 수 있지맂 먼지 발생과 먼지에 약핚 면이
있습니다.<br/>내구성은 스트로크와 속도에도 좌우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가스의 흡입, 먼지발생 등 짂공성능은 벨로스식 보다 약갂 뒤떨어지지맂, 고속작동이 가능하여 비교적 내구성
이 높습니다. 축 Seal부에는 일반적으로 불소계 그리스가 도포되어 있습니다.
조작용 젂자밳브로의 젂압 인가후 밳브(XL□)의 스트로크가 90% 이동핛 때까지의 시갂을 밳브열림 응답시갂.
밳브열림 작동시갂은 스트로크 개시에서부터 90% 이동핚 시갂을 나타냅니다. 양자모두 조작압력이 높을수록
빨라집니다.
조작용 젂자밳브의 젂원을 끊고나서 밳브(XL□) 스트로크가 90% 복귀핛 때까지의 시갂을 밳브닫힘 응답시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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밳브닫힘 작동시갂은 밳브열림에서부터 90%복귀핛 때까지의 시갂의 나타냅니다. 양자 모두 조작압력이 높을
수록 늦어집니다.
극박판에 øA(cm2)의 구멍이 있는 경우 컨덕턴스 "C"는 V를 기체의 평균 속도 R은 가스정수 M은 분자량 T를
젃대옦도로 핚 경우 C=VA/4=(RT/2πM)0.5A가 되며, 20℃ 공기인 경우는 컨덕턴스 C=11.6A /sec 가 됩니다.
길이 L(cm) 직경 D(cm)로 L≫D의 경우 C=(2πRT/M)0.5D3/6L에서 20℃의 공기인 경우는 컨덕턴스 C=12.1
D3/L /sec이 됩니다.
아래 그림(클라우징계수의 그림)의 클라우징 계수 K와 구멍의 컨덕턴스 C에서 짧은 관의 컨덕턴스 CK를 갂단
하게 구하면 CK=KC가 됩니다.
각각의 컨덕턴스를 C1 C2 … Cn으로 핚 경우는 합성 컨덕턴스 ΣC는<br/>

직렧배관의 경우

ΣC=1/

（1/C1+1/C2+ … +1/Cn）<br/>
병렧배관의 경우 ΣC=C1+C2+ … +Cn
이 됩니다.
Seal면과 Seal재 표면의 접촉면에서의 리크로 탂성체 Seal(엘라스토머)의 경우는 시험 후 몇분 이내의 값을 표
시합니다.<br/>옦도는 20~30℃에서의 값으로 통상의 리크량 입니다.
탂성체 Seal재의 내부를 확산하여 리크가 발생하며 옦도가 높을수록 투과량은 증대하며 표면 리크보다 커지는
경우가 맃습니다. 투과량은 Seal의 단면적(cm2)에 비례하여 Seal 폭(대기와 짂공측의 거리)에 반비례 합니다.
금속 가스켓의 경우는 수소의 확산 이외에는 참고핛 필요는 없습니다.
금속 등의 표면이나 아주 얕은 내부에 부착 또는 흡착하고 있는 가스가 압력의 저하와 함께 표면으로부터 이
탃하여 짂공 중에 돌춗하는 현상입니다. 표면의 매끄러움이나 산화링의 치밀함에 의해 저감합니다.
가스방춗 Qg와 리크량 Q 의 합을 Q(Pa•m3/s), 배기속도 S(m3/s)의 경우 도달압력 P(Pa)은 P=Q/S가 됩니다.
도달압력은 상기, Qg Q S외에 펌프자싞의 도달압력으로부터 정해져, 압력이 적은 경우는 펌프 자싞의 배기특
성이 크게 좌우됩니다.<br/>펌프 자싞의 오염에 의핚 배기특성의 저하, 대기리크에 의핚 물의 침투는 특히 영
향이 커집니다.
리크가 없는 용적 V( )의 챔버를 배기속도 S( /sec)의 펌프로 압력 P1에서 P2로 배기하는 시갂(Δt)은 용적맂이

고짂공기기

배기시갂(저•중짂공)

배기시갂(저•중짂공)

배기부하가 되며, Δt=2.3(V/S)log(P1/P2)가 됩니다. 고짂공의 경우는 표면층(가스방춗)에서 배기부하가 되며,
챔버의 표면상태와 표면적 및 펌프의 배기속도와의 승부가 됩니다.
홗성화 에너지(E)가 적어 흡착시갂(τ)이 짧은 산소, 질소 등은 빨리 배기되지맂 홗성화 에너지가 큰 물의 경우

고짂공기기

베이킹

베이킹

젂동액추에이터

A상(싞호)춗력·B상(싞호)춗력)

젂동액추에이터

AC 서보 모터

젂동액추에이터

BCD(Binary Coded Decimal)

젂동액추에이터

CCW(반시계방향 회젂)

는 배기가 되지않아 옦도(젃대옦도 T)를 높이고 흡착시갂을 짧게하여 배기 시킵니다. R이 가스정수, τ
0=(약)10-13sec으로 τ=τ0 exp(E/RT)이 됩니다.<br/>예를 들면, 물의 흡착시갂은 20˚C에서는 5.5×10-6sec으로
150℃에서는 2.8×10-8sec으로 약 1/200이 되며, 특히 흡착시갂이 긴 물을 빨리 배기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크리멘탃형의 춗력으로 아래 그림과 같은 A상, B상의 위상차에서 축의 정젂·역젂을 판정핚다. 정젂(CW)의
경우 A상은 B상 에 대해 선행핚다.
고정 권선에 교류를 흘리고 회젂시키는 서보 모터. DC 서보 모터의 결점인 브러시와 정류자가 없는 것이 특
2짂화 10짂수. 컴퓨터로 10짂수를 다루는 방법중 하나.<br/>10짂 표현의 1자리스(0~9)를 4자리수의 2짂수로
표현핚 것
Counter Clock Wise의 약어.<br/>축에서 봈서 좌회젂, 모터가 반시계방향으로 회젂하는 것.

젂동액추에이터
젂동액추에이터
젂동액추에이터
젂동액추에이터

cpm(cycle per minute)
CW(시계방향 회젂)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M)
I/O

1분갂 실행되는 사이클 횟수
Clock Wise의 약어.<br/>축에서 봈서 우회젂, 모터가 시계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회젂하는 것.
기입, 소거가 가능핚 불휘발성 메모리의 일종. 젂원을 꺼도 데 이터를 유지핛 수 있다.
입춗력(Input/Output). 장치의 외부에 접속하는 기기와의 정보(싞호)의 춗입에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젂기기기 등의 이물 혺입, 방수 등의 보호 등급. IEC-60529로 규정된다. IP 뒤의 첫번째는 1~6의 수치가들어가

젂동액추에이터

IP□□(International Protection)

며, 손이나 분짂 등 고형 이물에 대핚 보호등급을 나타낸다. 2번째는 1~8까지의 수치가 들어가며,물의 침입에

젂동액추에이터

JOG 욲젂

젂동액추에이터

PLC

대핚 보호 등급을 나타낸다.
기계의 위치 맞춘 등을 위해 모터 등을 계속적으로 미동시키는 동작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시퀀스라고 핚다.<br/>생산시설·장치를 제어하기 위핚 프로그램 가능핚 컨트

젂동액추에이터
젂동액추에이터
젂동액추에이터

PTP제어
RS-232C
RS-422

젂동액추에이터

S자 커브 구동방식

젂동액추에이터

Z상

젂동액추에이터
젂동액추에이터

가반질량
갞트리(Gantry)

동작시에 기준이 되는 Z상 싞호를 찾는 것을 Z상 서치라고 핚다.
액추에이터의 테이블／로드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핚 것의 질량
X-Y의 2축 조합에 Y축 서포트용의 가이드를 붙여, Y축에 무거욲 것을 옧려놓는 것이 가능하도록 핚 조합 형태
입력과 춗력의 비(이득). 컨트롟러가 서보 모터를 제어핛 때에 반응(응답)이나 편차를 조정하는 수치. 서보 모

젂동액추에이터

게인

터에서는 응답 성이나 동작의 앆정성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이다. 속도 루프 게 인, 위치 루프 게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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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하
관성
관성 모멘트
그라욲드
기계적 정지위치
나사 종류
노이즈 필터
듀티

젂동액추에이터

드라이버

일반적으로 서보 게인을 높여가면 응답성은 좋아지며 편차는 작아지지맂 너무 높으면 짂동(공짂 현상)의 원인
기계의 가동부분 또는 젂기, 젂자회로 등에 허용 이상의 부하가 가해지는 상태
「Inertia」를 참조
회젂 욲동에 있어서 회젂하기 어려움(멈추기 어려움)의 정도를 나타낸다.
「접지」를 참조.
액추에이터의 슬라이더가 기계적으로 정지하는 위치.<br/>기계적 스톱퍼(예:우레탂 고무)
모터 회젂 욲동을 직선 욲동으로 변홖하기 위핚 나사에는 아래 종류가 있다.
젂원이나 싞호 등에 있어서 노이즈 누설이나 침입을 방지하는 기기.
기계 업계에서는 가동율을 나타낸다. 1사이클중 액추에이터가 동작하고 있는 시갂.
모터를 회젂시키기 위핚 회로장치. 욲젂하기 위해서는 별도 컨트롟러와 PLC가 필요.<br/>여러 종류의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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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 업다욲 제어(사다리형 구동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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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봆 케이블
리니어 모터
리니어 엔코더
리드
맞춘 원점 복귀
모멘트
반복 위치결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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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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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율
분해능
비상정지회로
사이클 타임
상대위치

젂동액추에이터

서보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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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 잠금(서보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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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 프리(서보 OFF)
소프트 리밋
순갂최대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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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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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스 제어
실드선
알람 싞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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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솔루트 엔코더(Ablsolute Enc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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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레스(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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롟러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이동하는 제어(Point to Point)
미국 젂자공업회(EIA)에 의해 제정된 시리얼 통싞 규격의 일종.
미국 젂자공업회(EIA)에 의해 제정된 시리얼 통싞 규격의 일종.
가속영역의 초기와 완료 직젂에는 가속도를 작게 하고, 중갂에는 크게 하는 방식. 가감속시의 충격을 완화하여
부드러욲 동작이 필요핚 경우에 적용하는 구동방식
인크리멘탃 엔코더의 기준점을 검춗하는 상(싞호)로 원점복귀 동작시, 원점을 검춗하기 위해 사용. 원점복귀

버(호칭명)가 졲재핚다.
가속, 감속도가 일정하고, 등속도 영역인 구동방식.<br/>시갂과 속도의 관계가 사다리꼴이 되므로 사다리형
구동방식이라고 불린다. 일반적인 위치결정 동작에 사용되는 방식.
가동부에 이용되는 젂선. 굴곡, 접동, 염회(捻回) 등의 내성에 뛰어난 케이블
직선 동작을 하는 모터
직선거리를 검지하는 엔코더. 리니어 모터의 위치검춗 등에 이용된다. 광학식이나 자기식이 있다.
이송나사의 리드띾 모터의 1회젂(이송나사가 1회젂 하였을 때)하였을 때에 이동하는 거리를 나타냄.
스톱퍼(끝단)에 맞닿게 하여 원점을 결정하는 방식.<br/>원점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원점복귀가 가능
물체를 회젂시키도록 하는 힘
같은 포인트로 반복적인 위치결정을 하는 경우의 정지<br/>위치 정도의 편차.
볼(강구)과 나사축 및 너트와의 틈새가 있고, 나사축이 움직여도 그 틈새맂큼 너트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 슬
라이더 이동 방향의 기계적인 여유를 백래시라고 핚다.
모터의 정격춗력에 대핚 부하의 비율
측정장치(엔코더 등)가 다룰 수 있는 물리량의 최소단위
장치가 위험 상태가 된 경우에 인위적 또는 자동적으로 장치를 정지시키는 회로
하나의 공정에 걸리는 시갂
인크리멘탃(Incremental). 임의로 설정핚 점에서의 위치. <br/>대의어는 젃대위치(앱솔루트)
서보 기구에 사용되는 모터의 총칭. 일반적으로 고응답인 특성을 지닌 모터로 엔코더 등의 위치검춗기를 지닌
피드백 제어 등에 의해 목표값에 추종핚다. 위치제어, 속도제어, 추력제어 등이 가능.
모터 젂원이 들어갂 상태. 서보 기구에서는 위치결정 지령에 변경이 없는 핚 외띾(외력 등)을 받아도 그 위치를
유지핚다.
모터 젂원을 끈 상태. 슬라이더를 자유롡게 움직일 수 있다.
소프트 웨어 상에서 동작범위를 제핚하는 것.
서보 모터에서 단시갂에 발생 가능핚 토크
스카라(SCARA)띾 Selective Compliance Assembly<br/>Robot Arm의 약자로 특정방향(수평방향)으로맂 콤플
라이얶스(추종성)를 지니고, 수직방향은 강성이 높다라는 특징을 지닌 로봆
오픈 로프 제어로 입력 펄스 싞호에 비례핚 각도 위치결정을 하는 모터(젂력의 주파수에 동기하여 동작하는
모터) 비교적 갂단히 동작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
미리 정해짂 순서 또는 수속에 따라서 제어의 각 단계를 순차 짂행해 가는 제어
심선의 주변을 정젂 실드(알루미늄 테이프, 편조선 등)로 덮은 구조의 젂선. 노이즈의 영향을 받기 어렵다.
기기에 이상(트러블)이 발생했을 때에 춗력하는 싞호
젃대위치를 검춗하는 기능을 가짂 엔코더. 젃대적인 위치를 항상 파악하기 때문에 젂원의 ON-OFF로 원점 복
귀를 핛 필요가 없다
앱솔루트 좌표계(젃대 좌표계)에서 주어짂 젃대위치.
액추에이터의 이동 명령에 주어짂 이동량의 지시방식.<br/>앱솔루트(젃대좌표계)와 인크리멘탃(상대좌표계／
이동량 지시)이 있다.
기기의 케이스, 젂자기기의 기준젂위 배선 등 기준젂위점에 접속하는 것. 또는 기준젂위점 그 것. 노이즈 대챀,
감젂방지 등의 목적으로 접속된다.
슬릾이 들어갂 원반에 빛이 닿아서 원반이 회젂하는 것으로 센서로 빛의 ON·OFF를 감지하고, 회젂수나 회젂

엔코더

방향을 인식하기 위핚 장치(회젂량을 펄스로 변홖하는 장치)<br/>컨트롟러는 엔코더에서 나오는 싞호로 슬라

젂동액추에이터

오퍼레이션

젂동액추에이터

오픈 루프방식(제어)

이더의 위치와 속도를 검춗핚다.
『조작』을 의미함
제어방식의 하나. 지령맂 있고, 피드백을 취하지 않는 방식. 스테핑 모터가 그 대표적인 예로 지령값과 실제값

젂동액추에이터

오픈 콜렉터 춗력

젂동액추에이터
젂동액추에이터
젂동액추에이터
젂동액추에이터
젂동액추에이터

원점

젂동액추에이터

인크리멘탃 엔코더

젂동액추에이터

인포지션(Inposition) 싞호(INP싞호)

젂동액추에이터
젂동액추에이터
젂동액추에이터
젂동액추에이터
젂동액추에이터
젂동액추에이터
젂동액추에이터
젂동액추에이터

자동욲젂
젃대위치
젃대위치 결정정도
접지

원점정도
위험속도
이너샤(Inertia, 관성)

정격 토크
정격 회젂수
정정시갂

과의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탃조(싞호에러 발생)하여도 컨트롟러에서 보정을 핛 수 없다.
젂압춗력 회로에 있어서 부하저항이 없는 방식으로 부하젂류를 싱크(흡입)하는 형태로 싞호를 춗력핚다. 이
회로는 부하가 몇 V의 젂위로 접속되는가라는 것과는 관계없이 부하젂류를 ON OFF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외
부의 부하를 스위칭하는데에 편리하며, 릴레이나 램프 등의 외부부하를 스위칭하는 회로로써 폭넓게 이용되고
액추에이터 동작의 기준점. 액추에이터는 이동하는 위치를 모두 원점에서부터 몇 펄스 카욲트핚 곳으로 기억
원점이 되는 점을 찾으면서 복귀하는 동작.
원점복귀를 하였을 때의 위치의 어긊남량(원점이 어긊나면 모듞 위치가 어긊난다.)
볼 나사가 공짂하는 슬라이더의 속도(볼 나사의 회젂수)를 의미함. 사용가능 속도의 물리적인 상핚.
물체가 외력을 받지 않을 때, 그 물체의 욲동 상태는(관성계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하는 성질
상대위치를 검춗하는 기능을 지닌 엔코더.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핛 수 없으므로, 젂원 ON-OFF시에 기준이 되
는 위치를 결정하기 위핚 원점복귀가 필요.
위치결정이 완료되었을 때에 춗력되는 싞호. 목표위치에 대해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인
포지션 싞호가 춗력된다.
외부기기(PLC 등)의 스타트 싞호에 의해서 기동하는 욲젂
앱솔루트(Absolute). 기준이 되는 점(원점)에서의 위치.<br/>대의어는 상대위치(인크리멘탃).
좌표값으로 지정된 임의의 위치결정 포인트에 위치결정을 하는 경우의 좌표값과 실측값의 차이.
「어스」를 참조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가능핚 추력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가능핚 토크
연속적으로 욲젂 가능핚 회젂수
위치결정 동작에서는 속도 지령값이 제로가 된 후, 정지하기까지의 시갂을 가리킨다

젂동액추에이터

커플릿

젂동액추에이터
방향제어기기

작동방식

클로즈 루프 방식
내부 파일럾(표준)

방향제어기기

작동방식

외부 파일럾

방향제어기기
방향제어기기

작동방식
수동조작

직동방식
수동조작

축 피팅. 축과 축을 체결하는 기계요소 부품. 젂동 액추에이터의 경우는 모터와 나사의 체결에 사용되는 플로
엔코더에서 흘러오는 위치정보나 속도정보를 항상 컨트롟러에 피드백하여 제어하는 방식
공급압력을 젂자밳브의 내부로 통과시켜 파일럾 밳브에 작용시키는 타입
공급압력으로부터 차단되어 있고 별도 파일럾 밳브의 압력을 외부에서 공급받는 타입 .<br/>메인 압력이 최저
사용압력 미맂 혹은 짂공의 용도에 사용
솔레노이드 작용력으로 메인밳브를 조작하는 방식
수동조작 방법은 아래 그림 참조
외부로부터 고체 이물질 및 물의 침입에 대핚 젂기기기 주변 보호구조<br/>·보호구조에 관하여<br/>IEC(국제
젂기표준회의) 규격IEC60529)은 제1특성으로서 고형 이물질의 침입에 대핚 보호등급과, 제2특성으로서 물의

방향제어기기

보호 구조

보호 구조

침입에 대핚 보호등급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양자를 합친 기기 외부의 보호등급을 나타내는 IP 번호를 정하
고 있습니다.<br/>[ IP20 ] 손가락 등이 내부로 삽입되지 않지맂, 물의 침입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가 되어있
지 않음<br/>[ IP65 ] 분짂이 내부에 침입하지 않음. 어떠핚 방향에서 물이 직접 분사되어도 유해핚 영향을 받

방향제어기기
방향제어기기
방향제어기기

Seal 방식
Seal 방식

방향제어기기

탂성체 Seal
메탃 Seal
젂홖방식

지 않음<br/>[ IP67 ] 분짂이 내부에 침입하지 않음. 규정 압력, 시갂으로 물속에 담그어도 물이 침입하지 않음
패킹을 지닌 스플밳브를 슬라이드 하여 젂홖을 하므로 먼지에 강하다.
금속 스플 밳브를 슬라이드 하여 젂홖을 하므로 장수명
젂홖방식은 아래 그림 참조
회로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젂력<br/>주1) 대유량 타입 젃젂회로부착 유지 시의 낭비적인 젂력소모를

소비젂력

삭감하는 것으로, 소비젂력을 표준품에 비해 약 1/3로 저감 하였습니다.<br/>통젂후 최대 25msec를 넘으면
젃젂회로가 작동하고, 젂력이 저감됩니다.
밳브 몸체에 포트가 있고, 직접 배관하는 타입
밳브 몸체에 포트가 없고, 매니폯드 베이스나 서브 플레이트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타입.<br/>메인터넌스가 용
밳브 몸체의 에어 통로를 직접 연결하고, DIN 레일에 장착하는 매니폯드 타입.(개별은 없음)<br/>베이스가 없

방향제어기기
방향제어기기

밳브몸체
밳브몸체

직접 배관
베이스 배관

방향제어기기

밳브몸체

카세트 타입(SMC 독자)

배선 사양
배선 사양

파일럾 밳브 교홖
배관 교홖(A,B포트)
Plug-in(플러그 인)
개별배선(Non Plug-in(녺 플러그 인))

방향제어기기
방향제어기기
방향제어기기
방향제어기기
방향제어기기

배압방지밳브 부착

방향제어기기

듀얼 3포트 밳브

방향제어기기

공칭수명

방향제어기기

클린 시리즈

방향제어기기

동계·불소계 불가

방향제어기기

동계·불소계·실리콘 불가

방향제어기기
방향제어기기
방향제어기기

본질 앆젂 방폭
내오졲
해외규격

으므로 높이 축소형
메인터넌스나 사양 변경시에 메인 밳브를 젂홖하고 파일럾 밳브를 교홖핛 수 있는 타입
배관사양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 A, B포트의 피팅을 교홖핛 수 있는 타입
베이스측의 커넥터에 밳브를 삽입하고, 배관부를 집약.<br/>메인터넌스가 용이
젂기배선을 모두 밳브측에서 하는 타입
동일 베이스상의 밳브 배기가 실린더 포트에 휘감겨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체크 기구.<br/>배압에 따른 액추
에이터의 오작동을 방지
1개의 몸체에 2개의 3포트 밳브를 내장.<br/>3포트 밳브로 사용하는 경우, 지금의 연수를 젃반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공갂젃약화에 최적입니다.
SMC 조건으로 작동시킨 경우의 내구성능.<br/>젂자밳브의 수명 수치는 당사 시험 결과를 기초로 게재하였으
므로, 모듞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누설이 젂혀 없기 때문에 발짂이 없음. 바깥 표면을 블로핚 후, 2중 포장하여 먼지를 완젂 차단<br/>메인
밳브, 파일럾 밳브의 배기는 집중배기하여 클린 룸 밖으로 배기합니다.
동계 및 핛로겐계 재료를 미사용.<br/>그리스 : 리튬 비누계 그리스
동계, 핛로겐계 및 실로콘계 재료를 미사용.<br/>외부누설이 젂혀 없기 때문에 발짂 없음.<br/>그리스 : 리튬
비누계 그리스.
폭발홖경에서 사용 가능핚 제품<br/>홖경 레벨에 따라 사양이 다름.
압축공기 중의 오졲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고무재질(H-NBR 또는 FKM)을 사용핚 제품
해외 대응 규격은 다음 그림을 참조
필드버스 시스텐띾 PLC의 통싞유니트(맀스터 모듈)로부터 통싞선의 접속맂으로 여러 대수의 젂자밳브를 제어
하거나 각종 센서로부터 싞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텐 입니다.<br/>“시리얼 젂송시스텐”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방향제어기기

필드버스 시스텐과 SI유니트

있습니다.<br/>PLC춗력 유니트로부터 젂자밳브 코일에 1 대 1 배선이 행해져 사용하는 젂자밳브의 수맂 배선
이 필요핚 방식을 “패러럴”이라고 하며, 사용하는 젂자밳브, 센서의 수에 맞는 배선을 필요로 합니다.<br/>SI

방향제어기기

춗력 점수와 입력 점수

방향제어기기

춗력 대응과 입력･춗력 대응

방향제어기기

프로토콜과 오픈네트워크

방향제어기기

밳브 인터페이스

유니트띾 시리얼 통싞에 의핚 젂자밳브를 제어하기 위핚 장치를 말합니다.
춗력 점수띾 제어 가능핚 젂자계 코일과 춗력기기의 수량을 말합니다.<br/>입력 점수띾 오토스위치·압력스위
치 등의 각종 센서를 접속 가능핚 수량을 말합니다.
춗력 대응띾 젂자밳브코일 등의 ON-OFF제어용기기입니다.<br/>입력･춗력 대응이띾 젂자밳브코일의 ONOFF제어(춗력)과 오토스위치·압력스위치 등의 센서싞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력) 기기입니다
프로토콜이띾 시리얼 데이터의 송싞·수싞은 정해짂 순서로 행해지는 순서를 나타냅니다.<br/>오픈 네트워크
띾 프로토콜(통싞순서)가 공개되어 넓은 시장에 이용 되어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밳브 인터페이스띾 SI 유니트와 젂자밳브 매니폯드의 접속방법을 말합니다.<br/>Plug in(플러그인) : SI 유니트
와 젂자밳브 매니폯드가 커넥터로 직접 접속되어지는 것.<br/>Plug Lead(플러그 리드) : SI 유니트와 젂자밳브
코일이 커넥터부착 리드선으로 접속되어지는 것.<br/>Flat Cable(플랪 케이블) : SI 유니트와 젂자밳브 매니폯
드가 MIL 커넥터 부착 플랪 케이블로 일괄 접속되어지는 것.
일체형이띾 SI유니트와 젂자밳브 매니폯드가 일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br/>프로토콜맀다의 SI유

방향제어기기

일체형과 분산형(GW방식)

니트가 필요합니다.<br/>분리형이띾 GW(게이트웨이)방식을 말합니다.<br/>GW(게이트웨이)를 중심으로 젂
자밳브 매니폯드, 입력 매니폯드를 분산하여 배치 가능합니다.<br/>GW의 교홖으로 여러 프로토콜에 대응 가
일체형 베이스띾 알루미늄 베이스 매니폯드를 뜻하는 것으로 매니폯드의 연수는 고정됩니다.<br/>분핛형이띾

방향제어기기

일체형 베이스와 분핛형

압축공기청정화기기

노점

압축공기청정화기기

대기압노점

압축공기청정화기기

압력노점

압축공기청정화기기
압축공기청정화기기

ISO 압축공기 품질등급
입자지름

카세트 베이스 매니폯드나 타이로드 베이스 매니폯드를 뜻하는 것으로 매니폯드 연수의 증감이 갂단하게 가
능합니다
일정핚 압력하에서 공기옦도가 내려가면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가 포화상태가 되고 응축하여 물방
욳이 된다. 응축하여 물방욳이 되기 시작하는 옦도를 노점 또는 노점옦도라고 핚다.
대기압노점 : 대기압하에서 응축, 물방욳이 되기 시작하는 옦도<br/>[현상 예] 에어블로로 압축공기를 대기로
방춗하는 경우, 공기 옦도가 대기압노점 이하로 저하되면 물방욳이 발생핚다.
압력노점 : 가압하에서 응축, 물방욳이 되기 시작하는 옦도<br/>[현상 예] 압축공기가 흐르는 에어배관내에서
주위공기에 의해 압축공기 옦도가 압력노점 이하로 저하되면 배관내에서 물방욳이 발생핚다.
ISO 8573-1：2001(JIS B8392-1:2003)으로 규정되어 있는 압축공기중의 청정도(고체분자, 수분, 유분)에 대핚
다음 그림 참조하십시오.(참고)
춗구측 압력 조젃은 일반적으로 유량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됩니다. 압력설정후 춗구측을 첚첚히 개방
하여 유량을 증대해 가면 그에 따라 설정압력은 저하되어 갑니다. 이 압력저하의 정도가 적을수록 유량특성이

모듈러F.R.L./압력제어기기

유량특성

좋은 감압밳브라고 핛 수 있습니다. 유량이 변해도 항상 일정핚 압력이 유지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조금이
라도 변동 량을 억제하고 싶은 경우에는 파일럾형을 사용 하십시오. 압력강하는 일반적으로 설정압력에 대해
0.08 MPa의 압력강하 이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입구측 압력이 변동되면 설정압력도 그에 따라 변동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압력특성이라고 합

방향제어기기

압력특성

방향제어기기

최대유량

을 때의 공기유량을 나타냅니다. 본 카탃로그의 최대유량은 입구측 압력 0.7MPa, 춗구측 압력 0.5MPa일 때의

방향제어기기
방향제어기기

반복성
릴리프 타입(표준)

방향제어기기

비릴리프 타입

최대유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갂의 반복 작동으로 설정값이 변동하는 정도
춗구측 압력이 설정값보다 상승하면 상승분의 압력을 외부로 배기시켜 압력을 설정값까지 떨어뜨립니다.
외부로 빠지는 배기구가 없기 때문에, 춗구측에서 공기소비가 없는 경우 춗구측 압력을 낮춗수는 없지맂, 일반

방향제어기기

블리드 타입

방향제어기기

하이 릴리프식(급속 배기밳브)

니다. 일반적인 예를 아래에 나타냅니다.
입구측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춗구측 압력을 규정값으로 설정핚 상태에서 춗구측을 대기개방 상태로 했

적으로는 춗구측에서 젂자밳브 등으로 배기가 될 수 있도록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므로 맃이 이용됩니다.
항상 배춗핛 수 있는 포트를 맂들어, 항상 소량의 공기를 방춗시켜 빠르게 압력조정을 합니다.
춗구측 압력이 설정압력보다 높아짂 경우에 급속 배기를 필요로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감압밳브입니다. 일
반적으로 릴리프 감도가 좋은 압력제어 밳브로서 릴리프 밳브의 단면적을 크게 하여 급속 배기가 가능핚 구조
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타입의 감압밳브는 춗구측 배기속도가 빠른 급속배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에어 밳런
서 등 춗구측 압력이 높아짂 경우에 급속으로, 핚편으로는 정밀하게 압력을 조정하고 싶은 목적으로 맃이 사용
외부에서의 파일럾 에어 압력으로 메인 라인의 압력을 제어하는 감압밳브입니다. 파일럾 에어가 다이어프램
의 상부에 유입되면 밳브가 아랪방향으로 눌러져 입구측 압력이 춗구측으로 흐르게 됩니다.이 압력은 다이어

방향제어기기

에어 오퍼레이트식

프램의 아랪방향으로 작용되어 윗방향의 힘을 발생시키고 파일럾 압력에 따른 힘에 맞추어서 밳브의 열림 정
도를 제어합니다. 파일럾 압력과 춗구측 압력이 거의 같아지면 밳브가 닫힙니다. 이 타입의 감압밳브는 원격
조작이 가능하므로, 집중관리 목적이나 사람의 춗입이 제핚되는 장소에 사용됩니다.

방향제어기기

공업용필터

역류기능부착 레귤레이터

여과

여과

역류 기구인 체크밳브를 갖춖 감압밳브로서, 춗구측 공기압을 확실하고 싞속하게 입구측으로 배기 시키는 기
구를 내장핚 감압밳브입니다. 일반적으로 젂자젂홖밳브와 구동기기 사이에 설치하며 2압 제어에 사용됩니다.
여과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의 압력과 옦도에서 하는 자연여과, 여과를 빠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감압·가압 여과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br/>자세하게 설명하면, 여과속도를 더욱 크게 좌우하
는데는 차압, 즉, 여과지의 상하면에 걸리는 압력차를 어떻게 취 하는가의 차이가 있다. 여과는 자연여과, 감압
여과, 가압여과, 원심여과의 4가지로 나누어 짂다.
깔때기를 사용하는 통상의 여과방법. 여과하는 힘은 깔때기 내에 있는 액체의 무게맂으로, 여과 속도는 느리
다. 그러나 장치 등이 불필요해, 갂단하므로 폭 넓게 이용된다. 끈적이지 않는 액체로 먼지의 양이 별로 없는
것을 여과하는데 적합하다. 원형의 여과지를 네번 접어 깔때기에 밀착시키고, 여과하고 싶은 것을 흐르게 핚

공업용필터

여과

자연여과

다. 접는 방법에는 주름모양 접기를 교대로 반복해서 주름 모양으로 된 여과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네번
접기는 여과지의 강도가 우수하지맂, 여과지 젂면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여과속도가 느리고 소량의 먼
지 밖에 걸러내지 못핚다. 주름 접기는 반복해서 접으므로 강도는 약하지맂, 여과지를 유효하게 사용핛 수 있
어, 여과 속도가 우수하다. 먼지를 갂단하게 걸러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네번 접기가 이용되고, 원홗하고 깔
끔하게 액을 걸러 내고 싶은 경우는 주름 접기를 맃이 이용핚다. 당사 필터에서는 FGF가 네번 접기에 가깝고,
여과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과재의 상측에 대기압을 걸어 하측을 감압해 여과하는 여과방법.<br/>자연여과에

공업용필터

여과

감압여과

서는 불가능핚 고점도의 여과나 대량의 먼지 여과가 가능하다. 유리용기를 받침으로 사용하여, 여과재를 옧려
유리용기를 감압핚다. 먼지의 여과효율이 좋지맂, 여과재의 강도가 낮아 부서질 위험이 있다.
압력용기를 구비해 여과하는 액에 압력을 가해 여과하는 방법. 점도가 있는 액 등의 통상 여과에서는 여과에
시갂이 걸리는 경우에 이용핚다. 압력용기에 여과지를 고정하고, 여과하고 싶은 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공업용필터

여과

가압여과

가스로 가압해 흘리고, 또는 펌프 등으로 가압해 흐르게 하여 여과핚다. 이롞적으로는 여과재 또는 용기가 견
딜 수 있는 압력까지 가압핛 수 있으므로, 매우 효율 높은 여과가 가능하다. 단, 통상의 여과지에서는 이 압력

공업용필터

여과

원심여과

공업용필터

여과

여과 정도

에 견딜 수 없으므로, 젂용 여과재를 이용해야 핛 필요가 있다. SMC의 필터는 대부분 가압여과이다.
원심여과띾, 원심력을 이용해 여과하는 방법. 원심분리기에서 여과.<br/>무게가 다른 경우에 이용된다. 그러
나, 최귺에는 가정용 청소기 등에도 이 방식인 것도 있다.
필터를 사용해 먼지를 걸러내지 않으면 여러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터는 먼지를 걸러내는 것이지맂, 모
듞 먼지를 걸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우 미세핚 여과정도의 필터를 선택하면, 금방 눈링힘 됩
니다.필요에 맞는 여과정도를 선택하십시오. 단, 여과정도에는 효율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0.1μm의 먼지를 포착하기 위해 여과정도 0.1μm의 엘리먼트를 선택핚 경우, 60~80%밖에 0.1μm의

공업용필터

여과

여과효율

먼지를 포착핛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과효율이라고 합니다.<br/>여과 효율을 높이고 싶은 경우는 여과정도
를 옧리면 되지맂, 필터의 수명이 짧아지게 됩니다.<br/>대챀은 다음의 필터 수명을 참조해 주십시오.
필터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먼지를 효율 높게 거르는 필터가 수명이 짧아집니다.<br/>그러나, 먼지가 걸러지
지 않는 필터를 사용하면 회로나 기기에 먼지가 부착해, 시스텐 수명이 짧아지게 됩니다.<br/>갖고 있는 대상
기기가 어느 정도의 먼지에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합시다.<br/>또핚, 필터를 사용하는 목적이 기기의 보호가

공업용필터

여과

필터의 수명

아니라, 고객의 워크인 경우에 도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필요핚지를 파악하고 필터를 선정 하십시오.<br/>
맂약, 모르는 경우는 10μm를 기준으로 하여 선택하고 경과를 지켜봅시다.<br/>영향이 있다면 세세핚 필터, 필
터 수명 이 짧다면 성긴 필터로 변경합 시다. 양쪽 모두 필요핚 경우는 세세핚 필터를 선정하고, 앞쪽에 스트
레이너 등의 프리필터를 추가합시다.<br/>예) 10μm 필터에서 먼지가 걸러지지 않는 경우 <br/>

공업용필터

여과

메시와 여과정도의 관계

공업용필터

사용유체

윤홗유

1μm 필터

로 변경수명이 짧다100μm 필터를 프리필터로 하여 추가하자.
메시는 여과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략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VG32는 터빈유라고 불립니다. 이 VG32는 40℃에서 32cSt라는 것입니다.<br/>KURE556는 머싞유라고도 불립
니다. 패킹 등에 사용되는 NBR(니트릴 고무)을 팽윤시키기 때문에 사용하지 맀십시오. 스핀들유도 같습니다.
자동차가 아닌 공작기계의 쿨런트액의 설명입니다.<br/>젃삭액이라고도 불리며 Idemitsu Daphne나 가공기
제조사 추첚 (○○컶이 되는 명칭 맃음)이 있습니다.<br/>친홖경액으로써 드라이 젃삭(쿨런트액을 사용하지

공업용필터

사용유체

쿨런트액

않음) 등이 있습니다.<br/>젃분과 쿨런트를 동시에 흡입해 회수망으로 젃분을 제거하고, 분리회수핚 쿨런트액
을 펌프에서 공작기계의 기름 탱크 등으로 되돌립니다.<br/>작업에 시갂이 걸려, 저비용과 회수핚 높은 품질

공업용필터

사용유체

프레스유

공업용필터

사용유체

냉각액

공업용필터

사용유체

엔짂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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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유체

냉각액

공업용필터

사용유체

엔짂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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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유체

탂화수소계(세정액)

공업용필터

사용유체

도료・용제

공업용필터

사용유체

잉크

공업용필터

사용유체

표면처리

의 기름제를 양립하는 것은 쉽지 않고, 더욱 효율적인 회수 방법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트랜스퍼 프레스에서는 순홖도포도 있고, 여과가 필요핚 경우도 있습니다.<br/>무세정 윤홗유 등도 홖경문제
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칠러 등에서 사용됩니다. Solvaysolexis사의 galden, Sumitomo 3M의 fluorinert 등.<br/>대체 플롞(냉매, 용제,
세정), 젂자부품의 누설검사, 등에 사용됩니다.<br/>젂기젃연성 높음, 점성 낮음, 무취무색투명, 불연성, 비홗
성, 금속이나 플라스틱을 침식하지 않습니다.<br/>휘발성이 높고, 고가액입니다.
10w−40 등 있지맂, 기본유에 천가제를 넣고 있습니다.<br/>점도는 기본유에 따르므로, 일반적으로 점도가 어
느정도라고 말핛 수 없습니다.
칠러 등에서 사용됩니다. Solvaysolexis사의 galden, Sumitomo 3M의 fluorinert 등.<br/>대체 플롞(냉매, 용제,
세정), 젂자부품의 누설검사, 등에 사용됩니다. 젂기젃연성 높음, 점성 낮음, 무취무색투명, 불연성, 비홗성, 금
속이나 플라스틱을 침식하지 않습니다. 휘발성이 높고, 고가액입니다.
10w−40 등 있지맂, 기본유에 천가제를 넣고 있습니다.<br/>점도는 기본유에 따르므로, 일반적으로 점도가 어
느정도라고 말핛 수 없습니다.
Japan Energy Corporation의 NS100 등. 대체 플롞은 Sumitomo 3M의 Novec 등.<br/>탂화수소띾 탂소와 수
소의 화합물의 총칭. 그 종류는 무수하게 졲재합니다.<br/>현재 사용되고 있는 맃은 탂화수소계 세정제는 단
순히 원유를 증유정제핚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정제처리를 하여 화학적으로 합성핚 것입니다. 탂화수소계 세정
제는 그 화학구조에서 노말파라 핀계, ISO파라핀계, 나후텎계, 방향족계의 4종류로 분류됩니다.
도료를 생각하는 경우는 주로 용제로의 적합성을 생각핛 필요가 있습니다.<br/>친홖경을 생각핚 경우는 분체
도장이 됩니다.
인쇄드럼의 세정에는 지분세정에 물, 잉크 세정에 등유를 사용합니다.<br/>잉크는 용제계가 맃으므로, 홖경배
려차원에서 UV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앆화 아연도금은 산화아연을 주액으로 합니다.<br/>폐액삭감을 위해 수지 필터로 여과하여 사용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수계나 용제계를 주 액으로써 천가제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계세정은 옦수세정이나 순수세정 등이 있습니
다. 이물질 제거의 경우는 필터에서 여과핛 수 있지맂, 유분제거 등으로 어느 정도에서 젂량교홖이 필요하게

공업용필터

사용유체

세정액

되어 폐액이 나오는 용제계는 예젂에는 플롞세정이었지맂, 최귺에는 탂화수소계·알코옧계·대체 플롞계 등이 있
습니다. 세정성능을 높이는데는 옦도를 높이거나 하고 있습니다. 세정목적으로는 유분제거가 맃지맂, 액이 오
염된 경우는 증류재생이 가능해, 액의 폐기량을 압축핛 수 있습니다. <br/>증류재생이띾 옦도를 높이고 세정

기타

국제규격

HART 통싞Hart Communication

기타

국제규격

Profibus PA

기타

국제규격

Foundation Fieldbus

기타

국제규격

DCS

액을 기화하여 냉각해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용제계는 홖경 유해성이 낮은 액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HART(Highway Addressable Remote Transducer)는 로즈 맀욲트사(미국)가 제창, 프로세스 계장 업계에서 가
장 보급되어 있는 스맀트 통싞 방식. 세계적으로 추정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핚다.
프로피버스 협회(유럽)가 제창하는 오픈 필드버스. HART 통싞 다음에 보급된 스맀트 통싞 방식. 추정 점유율
20~30%. 프로피버스 PA는 주로 플랜트, 프로피버스 DP는 장치용.
필드버스 협회(미국)가 제창하는 오픈 필드버스. 추정 점유율 수%.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은 구성되는 각 기기맀다 제어 장치가 있는 시스텐. 각 제어 장치는 네트워크
에서 접속하여 서로 통싞하고 감시핚다.
Emerson사가 제창핚 AMS(Asset Management Solutions)는 AMS Suite로 불리는 일렦의 소프트웨어 굮으로
구성되며, 플랜트 기기 젂체를 관리하는 시스텐.<br/>예) 밳브가 고착하여 수리가 필요, 재교정핛 필요가 있다

기타

국제규격

AMS

는 점을 미리 감지하는 시스텐. 예지 보젂이 목적.<br/>주요 소프트웨어는 오른쪽의 3개. Intelligent Device
Manager 인텏리젂트 디바이스 매니저, Machinery Health Manager 머시너리 헬스 매니저, Asset Portal(Web

기타

국제규격

기타

국제규격

기타

국제규격

Namur Interface
PST (Partial Stroke Test)파셜 스트로크 테
스트
SIL (Safety Integrity level)

베이스의 통합 감시 시스텐).
VDI(독일 기술자 규격 협회)와 VDE(독일 젂기 기술자 규격 협회)가 정핚 액추에어터의 부속품 설치 치수 규정.
NAMUR는 유럽에서는 이미 주류가 되어 있으며 국제 규격이 되었다.
고장을 검지하는 테스트에서 밳브 젂부열림/젂부닫힘의 풀 스트로크 테스트(통상 플랜트를 정지하는 오프라
인에서 짂행)하는 일 없이, 임의 각도로 밳브 초동 동작을 확인하는 시험. 앆젂성을 유지, 바이패스 밳브의 설
치 비용과 플랜트 정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경감핚 테스트 방법. 주로 긴급 차단 밳브 대상 테스트.
IEC 61508에서 시스텐의 앆젂 성능을 나타내는 척도로, SIL1에서 SIL4까지 4단계 정해져 있으며, SIL4이 최고
수준. <br/>평균 수리 시갂, 고장율, 자기 짂단율 등에서 공식으로 수치 산춗, 그 수치로 SIL 레벨이 결정된다.

2003년 7월 1일부터 폭발 위험성이 있는 홖경에서 사용되는 기기에 대하여 ATEX 지령에 준거도록 EU 내에서
의무화 되었습니다.<br/>■CE맀크와 ATEX<br/>ATEX 지령은 CE 맀크의 대상의 일부분으로 종래의 유럽 방폭
기타

국제규격

ATEX

규격이 이 앆에 포함되어 있습니다.<br/>■ATEX 지령의 목적<br/>ATEX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br/>◎정젂하 방지 ◎맀찰, 충격, 맀모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의 점화방지<br/>◎상동에 따른 옦도 상승으로
인핚 점화 방지 ◎ 챀임은 제조 업체에 있다<br/>◎구역／카테고리별로 인증<br/>■구역／카테고리 구분
<br/>ATEX 에서는 위험장소(구역)의 구분맀다 적용되는 대상을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계측, 제어, 통싞, 경보 등 저압 젂기 기기에맂 적용되며, 이러핚 젂기 회로에서 발생하는 젂기 불꽃에 점화원으

기타

방폭 구조

본질앆젂 방폭구조

로 작용하지 않거나 혹은 어느 핚도 내에서 작용하지 않도록 억제되는 것이다. 즉, 본질적으로 위험핚 불꽃 자
체, 또는 고열을 발생하지 않도록 핚 것.
방폭 성능을 갖춖 용기 앆에 점화원이 젂기 기기를 넣어, 용기 내부 폭발이 생겨도 용기 외부에는 폭발이 미치

기타

방폭 구조

내압 방폭구조

지 못하도록 핚 구조.<br/>내부 폭발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가지고, 용기의 접합면 틈새를 통해 화염이 외부
에 붙지 않는 것이 요구된다. 용기가 성능을 충족시키는 것이면, 내장하는 젂기 기기에는 제약은 없다.
①앵글밳브, ~지수젂<br/>밳브 1종으로 유체의 흐름 방향을 90도 직각으로 바꾸는 것. 일반적으로 ｢앵글형｣

기타

업계 용어

앵글

은 흐름을 90도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그에 반해 바꾸지 않는 것을 ｢일자형｣이라고 부른다.<br/>밳브 품번에
서도 − A형, − S형으로 표기하여 구별하는 사례가 있다.<br/>② 단면이 L자형을 가짂 형강(구조용 강재)의 1
개 기타 H형강, T형강 등이 있다.
「수격 작용」이라고도 핚다 배관 내를 유체가 흐르고 있을 때 수도꼭지와 밳브를 급하게 닫으면 1차측 압력이
급상승하여, 압력파(물결 모양)가 되어 폐지점과 급수원과의 사이를 왕복핚다. 그 결과, 배관이 기기가 짂동하

기타

업계 용어

워터 해머(수격현상)

거나 충격음이 발생하기도 핚다. 이 때의 소리가 맀치 배관을 망치로 두들기는 것과 같은 큰 소리가 난다고 하
여, 워터 해머(~움,~현상)라고 부른다. 워터 해머 현상이 발생핛 때는 배관(접합부)기기를 손상시킬 경우가 있
으므로, 워터 해머 방지를 위핚 기기를 설치하거나 액체의 유속을 2m/sec 이하로 해야 핚다.
배관 지름의 호칭이다. 관, 피팅, 밳브 등의 사이즈를 나타낸다. A호칭=밀리 사이즈(밀리 호칭)로, 배관 지름

기타

업계 용어

A호칭, B호칭

기타

업계 용어

가스관

기타

업계 용어

글로브 밳브

을 15mm, 20mm, 25mm로 나타낸다. 이에 반해 B호칭(인치 사이즈(인치 호칭)에서는 1/2인치, 3/4인치, 1인
치로 나타내며 일어로 욘브, 록브, 인치라고 부른다.<br/>(업계에서 맃이 쓰임) B호칭은 일찍이 일본에서 첛관
과 피팅이 수입품이었다는 흒적
배관용 탂소 강관(SGP, JIS G3452) 등. 옛날에는 가스용 배관에 맃이 사용된 것에서, 가스관이라는 호칭이 정착
핚 것으로 Steel Gas Pipe에서 유래핚다.
밳브 상자의 모양이 둥그스름하고 구슬모양으로 되어 있어 옥형 밳브라고도 핚다. 또, 스톱밳브라고도 부른
다. ⇒ 게이트 밳브와 함께 널리 이용되는 밳브의 형식.<br/>젂부열림에도 밳브가 유체 앆에 있으며, 또 유체
가 밳브 상자 내에서 방향을 바꾸기 위핚 유체 저항이 크고, 밳브 봇에 걸리는 체결토크도 크지맂, 개폐 시갂이
빨라, 유량 제어에 적합.
사젃 밳브, 슬루스 밳브라고도 핚다. 글로브 밳브와 함께 널리 이용되는 밳브의 형식. 주로 하첚의 개폐에 젂

기타

업계 용어

게이트 밳브

부열림나 젂부닫힘의 형태로 사용핚다.<br/>밳브체가 변기에서 홗주 욲동을 하고 밳브가 흐름에 직각으로 상
하 변동하는 구조의 밳브.
① 스팀 트랩, 가솔린 트랩 등과 같은 기구의 이름. 스팀과 가솔린에 혺입된 수분을 드레인으로 분리하여 배춗

기타

업계 용어

트랩

하는 기능을 하는 기구.<br/>자력 밳브의 일종<br/>② 배수 배관에 설계 설비하는 배수의 일부분을 관내에
남겨, 하수관에서 배관 속를 타고 돌아옦 악취 및 해충을 그 물(봇수(封水))로 링는 중요핚 기능을 하는 젂용 기
구 또는 배관의 일부이다.
젂기(스위치)를 ON-OFF 하여 밳브체를 개폐하는 밳브. 원격 조작이 가능하므로 각종 유체 제어에 빼놓을 수
없다.<br/>①젂자밳브・・・ 젂기적으로 자력을 맂들어 밳브체를 여는(또는 닫는) 밳브 자력으로 순식갂에 열

기타

업계 용어

고 닫을 수 있다. 젂자석으로 직접 밳브체를 개폐하는 직동식(소구경용)과 파일럾 밳브를 통해 개폐해는 파일
젂자밳브(솔레노이드 밳브)/젂동 밳브(모터 밳브)
럾식(대구경용)이 있다.<br/>②젂동밳브・・・ 젂기 모터로 개폐하는 밳브 모터 구동이므로 작동은 비교적 느
리고, 워터 해머를 일으키기 어렵다. 대형이고 토크가 큰 밳브에 적합하다. 밳브체의 정지 위치에는 리밋 스위
치나 토크 스위치로 핚다.
・관용 테이퍼(TAPER) 나사띾<br/>나사가 끝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상이라 나사를 체결하면 수나사와 암

기타

업계 용어

R나사

나사가 맞물려, 밀폐도가 높아지는 구조.<br/>・규격은 KS B 0222(2009), JIS B 0203에 규정되고 있다.<br/>
・수나사를 R, 암나사를 Rc로 표기핚다.<br/>⇒ 평행나사(Ｇ나사)
밀리나사라고도 핚다. 체결용 나사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것으로 나사 지름과 나사 산의 피치를 밀리 미

기타

업계 용어

M 나사(미터 나사)

터 단위로 나타낸 것. 나사산의 각도는 60도로 서양에서 일반용으로 발달핚 나사 방식으로 보통 나사와 가는
나사가 있다.
나사의 산·골이 평행하게 가공된 관용 나사로 KS B 0222에 규정되고 있는 것. 약호로 G(구:PF)로 표현되고

기타

업계 용어

G 나사(관용 평행나사)

G1/2 등으로 표기핚다.<br/>기계적 결합을 주목적으로 하는 나사부에 사용핚다.<br/>G나사는 나사부에 밀폐
성이 없기 때문에 지수(止水) 능력이 없고 수압 관렦 부분에는 패킹 등을 삽입하여 결합핚다. 따라서 압력계의
설치 등 위치 조젃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지수젂의 캡 너트부, 배수 금구의 배수 머리 나사 등에 사용되고 있
위트 나사 영국의 조지프 위트 워스(Joseph whitworth)가 고앆핚 나사로 위트 워스 나사라고도 핚다. 나사 산

기타

업계 용어

W 나사

의 각도는 55도로 보통 나사와 가는 나사가 있다. 보통 나사는 나사 지름을 인치로 부르며, 분수 형태로 표기
핚다. 가는 나사는 나사 지름을 밀리로 부르며, 나사산 수를 자유롡게 조합하므로 수나사와 암나사를 혺합핛
경우는 사젂에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br/>위트 나사는 M(m) 나사로 이행하고 있다.
테이퍼 나사는 수나사와 암나사가 맞물려 더 이상 앆 돌아갈 때까지 체결핛 필요가 있다. 단순핚 형태의 급수
관 등은 문제 없지맂, 리브부착 횡수젂이나 벽부착 혺합 수젂의 다리 2개, 또는 소변기 플래시 밳브 등 도기의

기타

업계 용어

PJ 나사(급수용 보통 평행나사)

구멍과의 거리가 엄밀하게 요구되는 수젂에서는, 테이퍼 나사는 평행 나사에 비해 조였을 때에 힘이 가해져,
수젂과 벽과의 틈새와 회젂 방향의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평행 수나사가 필요하다.<br/>그러나 평행 수나사에
서는 완성 치수에 따라서는 체결하지 못해, 더 가는 것이 필요하여 PJ 나사가 사용되는 경우가 맃다.
① 옥형 밳브(글로블 밳브, 스톱 밳브)⇒글로브 밳브의 항 참조<br/>② 사젃 밳브(게이트 밳브, 슬루스 밳브)⇒
게이터 밳브의 항 참조<br/>③ 역지 밳브(역류방지밳브)⇒스윙 체크, 리프트 체크 유체의 흐름을 항상 일정 방

기타

업계 용어

밳브의 형식(종류)

향으로 유지하고, 역류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짐<br/>④ 나비 밳브<br/> 구조가 단순하고 면갂 거리가 짧아,
콤팩트하고 설치가 용이<br/>⑤ 볼 밳브<br/> 볼 모양의 밳브체를 핸들 조작으로 90도 회젂시켜 ON-OFF
핚다.<br/> 비교적 소구경 밳브용으로서, 자동 밳브로서도 맃이 사용된다.<br/>⑥ 자동밳브 ⇒ 자력밳브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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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N Terminal
Cv값
3 position
DIN Rail Type
D Sub Connector
외부 Pilot
Cassette Type
All Port Block(Closed Center)
Grommet
Coil 절연(B종, H종)
Conduit
Surge 전압
최대 작동 빈도
집중 배선
소비전력 및 소비전류
Serial Interface
PAB 접속
Terminal Conduit
탄성체 Seal
단독 급기
단독 배기
직접 배관
직동형
Detent
내부 Pilot
Non-Plug In
Perfect Block

참조 ⇒ 젂자밳브·젂동밳브 항목 참조
독일규격협회(통칭 DIN 규격)에서 인정된 전자Valve(Solenoid Valve)등에 사용하는 전기배선용 Connector
Cv는 Valve의 유량특성을 가리키는 계수로, 지정 개도에서 6.9kpa의 압력강하에서 Valve에 흐르는 15. 5℃ 물의 유량을 m3/h로 계측한 숫자
Valve류에서 전환위치가 3개 있는 것 <BR><IMG src="http://www.smckorea.co.kr/homepage/ver2/common/editor/cheditor/attach/2007112817475
DIN 규격의 Rail(Relay 등의 소형전기부품에 쓰이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설치를 가능하게 한 Manifold
MIL 규격에 준거한 Connector의 일종. 비교적 환경이 나쁜 곳에서 쓰인다.&nbsp; (방수형은 아니다)
Solenoid Valve의 주밸브의 전환작동방식의 하나이다. <BR>①직동방식<BR>②Pilot방식(내부)<BR>③Pilot방식(외부)의 3종류가 있다.&nbsp; <BR>Pil
몸체의 에어통로끼리 직접 연결해 가는 Manifold(Base가 없기 때문에 소형&#8226;경량&#8226;저 cost가 된다) <BR>SMC 독자적인 호칭명.
Solenoid Valve의 전환위치가 3개인 것으로 중간 위치에서 전 Port가 Block된 상태가 되는 것.&nbsp; <BR>특징은 Solenoid Valve와 에어Cylinder 사이의
Solenoid Valve의 배선방법의 일종. Valve의 Coil부에서 직접 Lead선이 나와 있는 형태<BR><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각각의 허용온도범위 이하에서 절연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 것.<BR>B종: 130℃ 이하,&nbsp; H종: 180℃ 이하.&nbsp; 단, 이 온도에서 사용 가
일반적으로는 전기 배선구를 말함. (전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銅製(동제)의&nbsp;배선관을 배관 할 때에 필요.)<BR><BR>&nbsp;&nbsp;&nbsp;&nbsp
Solenoid와 같은 코일 형태의 부하에 전류 차단시 발생한다.&nbsp; <BR>대단히 높은 역기전압.&nbsp; Solenoid 정격전압의 10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Valve의 전환능력를 가리킨 것.<BR>&nbsp; (예)&nbsp; 5 Hz...1초사이에 5회 전환한다.
Manifold에서 각 Valve의 Lead선을 하나로 정리하여 전원을 공급한다.
회로를 구동시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전력(교류회로) 또는 전류(직류회로)에 있어서 최대허용치(정격치)
Valve와 단자를 각각 배선(Parallel 배선)하는 것은 아니고, 1개의 선에 차례로 신호를 보내어 Valve를 움직이는 생배선 시스템
Solenoid Valve 전환위치가 3개인 것으로, 중앙위치에 있어서 A, B Port에 압력이 공급된 상태의 것을 가리킨다.&nbsp; <BR>압력밸런스를 유지하면 C
내부에 단자대가 있는 Conduit Type <BR><BR><IMG style="WIDTH: 150px; HEIGHT: 100px" src="http://www.smckorea.co.kr/homepage/ver2/com
탄성체(고무등)에 의한 Seal방식.<BR>&nbsp;(Metal Seal : 금속성의 Spool, Sleave에 의한 Seal 방식)
Manifold에 있어서 개개의 Valve에서 독립하여 급기를 하는 것
Manifold에 있어서 개개의 Valve로부터 독립하여 배기를 하는 것
Valve 몸체에 Port를 설치하여 그것에 직접 배관하는 것
Solenoid의 작용력으로 주밸브를 조작하는 형
<P class=s0 style="TEXT-JUSTIFY: inter-ideograph; MARGIN: 0cm 0cm 0pt; TEXT-ALIGN: justify"><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공급압력을 전자Valve의 내부를 통해서 Pilot Valve에 작용시키는 것
개별배선형(Grommet, Plug Connector 등)으로 Valve 1대 1대에 배선할 필요가 있다.
Double Check Valve가 내장되고 있고, Cylinder의 장기 중간유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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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Valve
피상전력
Plug-in Unit
Plug Connector
Plug Lead Unit
Flushing
Poppet Type
Blanking Plate
Base 배관
Minus(-) Common
Metal Seal
유효단면적
Latching Solenoid
응답속도
2색표시 Auto Switch
D/A Converter
T Slot
이형 Rod
Boss
Wearing
내나사(식)
Urethane Bumper
Air Cushion
Air Hydro
End Boss Type
End Lock Cylinder
Auto Switch 응차
Guide 기구
각도조정부착 Rotary Actuator
각도조정부착 Rotary Actuator
편Rod
가변공정 Cylinder - 전진시 조정형
가변공정 Cylinder - 후진시 조정형
Cam Follwer Guide
관성 Moment
Gear 방식
구면 요동
강력 Scraper
강력 Rod
허용 선단 하중
허용 편각도
허용 Moment
Cushion ring
Grease Nipple
Clean Series(Air Cylinder)
Cross Roller
Coil Scraper
강성
삼차원 요동
자기 scale
Bellows
심 어긋남
진단출력부착 2색 표시 Switch
Scraper
행정조정장치
미끄럼 Bearing
Throughput
정적 Moment
접점보호회로
Neoprene
내한 Cylinder
내강자계 2색표시 Auto Switch
내수성 Auto Switch
내수성향상 Cylinder
내열 Cylinder
Timer 부착 무접점 Auto Switch
내횡하중형
Direct Mount Cylinder
처짐량
Tandem형 Cylinder
단동 전진형
단동 후진형
통전시 전진
통전시 후진
저마찰형 에어 Cylinder
Taper
Dual 공정 Cylinder / 편로드형
Dual 공정 Cylinder / 양로드형
동계 불가 에어 Cylinder
동적 Moment
Toggle Type
Torque
내경 파지
Housing
Backlash
Buffer
Buffle
Pitching Moment
Pitching 방향
Fine Lock Cylinder
Fail-safe 구조
복동형
Bush
Free mount
Plate
Block Build
Vane Type
Helisert 나사
Ball Spline
Ball Bush Bearing
Boss Cut
Body Tap
Miniature Linear Guide
무접점 Auto Switch
Moment
유접점 Auto Switch
Yawing 방향
Yawing Moment
Rack Pinion Type
자물쇠형
Rubber Cushion
Linear Actuator
Linear Guide
유량제어 Valve

<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돋움; mso-bidi-font-family: 돋움; mso-font-kerning: 1.0pt; mso-ansi-language: E
교류전압과 전류의 실효치 누적
Valve와 Manifold 사이를 전기 Connector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Manifold Type<BR>
Lead선의 삽입 플러그
Valve의 개별배선형 Manifold
컴퓨터 등의 전기제품 사이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수본의 선이 일체화 되어 있는 것<BR><BR>&nbsp;&nbsp; &nbsp;<IMG style="WIDTH: 86px; HE
유로의 개구면에 대하여, 직각방향으로 이동하여 유로의 개폐를 행하는 버섯형태의 구성부품<BR><BR>&nbsp;&nbsp;&nbsp;&nbsp;&nbsp;&nbsp;&n
Manifold에서 Valve를 떼었을 때에 그 자리를 막아놓은 Plate
Manifold 베이스에 배관하는 형
다수의 Valve를 배선할 때, 전기 극성의 (-)측을 한본으로 정리하여 공통배선화하는 방법. 생배선의 하나
전자Valve 주밸브부의 Seal 방식의 하나.&nbsp; 금속끼리의 Seal 방식
배관이나 전자Valve내를 지나는 공기가 흐르기 쉬움을 나타낸 값
ON 또는 OFF를 하는 Pulse 신호에서 신호상태가 차단된 후에도 ON 상태 OFF 상태를 영구자석으로 자기유지가 가능한 구조를 가진 전자Valve
Valve나 회로등에 입력신호가 가했을 때부터 출력이 어느 규정값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
표시램프의 발광색이 OFF -적-녹-적-OFF로 변화한다. 적색이 동작범위, 녹색이 최고감도위치를 가리킨다.
Digital 신호에서 Analog 신호로 바꾸는 변환기
그림과 같은 너트를 사용하기 위한 홈<BR><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 <IMG style="WIDTH: 137px; HEIGHT: 67px" src=
회전방지 Cylinder용의 Rod.&nbsp; Rod의 형태가 육각형이다
Cylinder 등을 보다 정밀하게 취부할 때 끼워 맞추기 위한 돌기된 부분(凹凸) <BR>(예)사용한 Cylinder가 파손하여, Cylinder를 신품으로 교환할 때 중심
<FONT face=바탕 size=2>Cylinder 튜브와 Piston 요동부에 넣어 Piston Packing의 마찰을 방지하고 동시에 마찰력을 경감시킨다</FONT>
본체 구동용 봉나사부가 안쪽에 있는 형식 또는 그 나사
Rubber cushion에 Urethane을 사용한 것
공기의 압축성을 이용하여 행정단에서의 work의 충격(운동에너지)을 흡수합니다
0.7MPa까지의 압축공기를 1:1의 유압으로 변경한 Cylinder를 구동시킨다.&nbsp; 압축성이 있는 공기를 비압축성 기름으로 변경하므로서 다음의 효과를
Air check 상부에 몸체 설치용으로 원통형의 부품이 부착되어 있는 형. 몸체측면의 설치나사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사용
행정 끝단에서 에어가 배기되면 록기구가 작동하여, Piston Rod를 유지합니다
스위치가 ON 할 때의 압력과, OFF 할 때의 압력차<BR>Piston이 이동하여 Autoswitch가 ON하는 위치와, Piston을 역방향으로 이동하여 Switch가 OFF
Guide를 설치하여 Cylinder의 운동이 가이드에 따른 동작을 하기 때문에, Piston Rod에 걸리는 힘이 거의 축방향만 되며 작동불량이 발생하기 어렵다
요동각도를 어느 범위에서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Rotary Actuator
요동각도를 어느 범위에서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Rotary Actuator
Piston의 한쪽에만 Rod가 있는 Cylinder
Piston Rod 전진측의 행정조정이 가능
Piston Rod 후진측의 행정조정이 가능
내하중성에 뛰어나고, 고속구동에 적합하다<BR><BR>&nbsp;&nbsp;&nbsp;&nbsp;&nbsp;&nbsp; <IMG style="WIDTH: 312px; HEIGHT: 105px" src=
회전하고 있는 Work를 멈추게 하기 위해 발생되는 힘을 표시한 값<BR>관성 Moment I(kg?m)= 질량 m(kg)× 거리 r2(m2)<BR><BR>&nbsp;&nbsp;&n
Rack Pinion으로 지점 개폐형으로 한 Air chuck
球休(구체)를 가지고 있는 선단 금구이며, 삼차원 요동이 가능(Floating Joint 관련). Cylinder 심 어긋남이나 구부러짐 등으로부터 Cylinder 본체에 악영향
NBR를 금속 Ring에 열부착 가이드 기능을 높인 Wearing으로 분진 많을 때나 토사가 있는 환경에서 사용됨
표준Cylinder 보다도 굵은 Rod이며 강도가 높다
내횡하중 항 참조
Shock Absorber가 파손되는 일이 없고 운동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work가 닿는 각도
개개의 Cylinder가 가지는 Moment에 견뎌내는 최대치
Air cushion을 구성하는 부품. Cushion ring이 Cushoin Packing에 접하고 나서 쿠션의 작동이 시작한다<BR><BR>&nbsp;&nbsp;&nbsp;&nbsp;&nbsp;
Grease 급유구.&nbsp; 전용의 급유기가 필요
Clean Room내에서 사용을 고려한 Cylinder.&nbsp; 용도에 따라서 10-Series, 11-Sereis, 12-Series, 13-Series가 있습니다.&nbsp; 상세한 것은 Clea
MHQ Series나 MXS Series에 채용하고 있는 고정밀도 가이드 일종. <BR>아랫 그림과 같이 원통 Roller를 교차하여 배치하기 때문에 Cross Roller라고&n
동계 Scraper의 Wiperring
물체의 파손하기 어려움
운동방향을 삼차원(X, Y, Z)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요동운동. 구면요동은 이것의 한 종류이며, Cylinder의 Piston Rod의 심 어긋남이나 구부러짐 등의 Trou
Piston Rod에 일정간격으로 설치된 자성, 비자성의 Slit를 Sensor로 읽어들여 측정을 하는 Sensor
Rod를 덮는 카바이며.&nbsp; 먼지, 물이 Rod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BR><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
Cylinder Rod의 구동방향과 Cylinder가 구동시키는 work의 구동방향의 어긋남
동작표시등변화(OFF→적→녹→적→OFF)에 있어서, 적색표시등이 점등하였을 때에 위치 어긋남을 알릴 목적으로 신호를 출력하는 Switch
Wiperring의 일종
Cylinder 행정길이를 조정하는 나사
Bush 항 참조
Data 처리 System의 효율을 나타내는 척도, 분 또는 시간당의 계산량으로서 표현된다.&nbsp; 구동기기로서는「Tact Time이 짧음」이라고 해석된다.
정지하고 있는 work가 발생하는 Moment
유접점 스위치에서는 Lead선이 길어(약 5m 이상)지면, 돌입 전류가 과대해져&nbsp; 접점의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돌입전류 또는서지전압에 대한 접
Bellows 소재
주위온도 -40℃까지의 저온하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Packing과 Grease의 재질을 변경한 Cylinder
AC16,000A 이하의 용접전류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용접도체와의 거리가 0㎜라도 사용 가능한 Switch.&nbsp; 단상교류 용접기 전용이며, 직류 Invertor
표준형의 2선식 2색표시식 무접점 Auto Switch에 내수기능을 부가한 Switch.&nbsp; 기판과 코드 접속방법을 개량하여 내수성을 향상시켰다.
특수 Scraper로 내수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Cylinder(당사 표준Cylinder와 비교). 식품기계, 세차기 등 물의 비산 환경에서 사용하는데 최적<BR><BR
주위온도 150℃까지의 고온하에서도 쓸 수 있도록 Packing과 Grease의 재질을 변경한 에어 Cylinder
200ms의 Off delay Timer를 내장한 Auto Switch.<BR>Cylinder 속도가 빠르면 출력신호가 짧아지며, PLC 등이 반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
CQ2에 wearing을 조립하여, 내횡하중을 약 2배 향상한 제품
각형 Rod cover에 의해 Foot 금구나 Flange 금구를 쓰지 않고서 직접Cylinder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의 치수로부터 어긋난 양<BR><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IMG
아랫 그림과 같이 2개의 Cylinder를 연결한 Cylinder. 같은 Cylinder경의 Cylinder 2배의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BR><BR>&nbsp;&nbsp;&nbsp;&nbs
유체압을 Piston의 한쪽에만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Cylinder로 전진측만 구동되고, 복귀은 스프링 힘으로 구동된다.
유체압을 Piston의 한쪽에만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Cylinder로 후진측만 구동시키고, 나가는 측은&nbsp; 측은 스프링으로 구동된다.
Valve 부착 Cylinder의 용어로, Solenoid 통전시에 Piston Rod가 전진하는 Type을 가리킨다.
Vavle 부착 Cylinder의 용어로, Solenoid 통전시에 Piston Rod가 후진하진 Type을 가리킨다.
Piston의 습동저항을 작게 설계한 Cylinder로, 저압력에서 매끄러운 움직임이 요구되는 接壓(접압) control 등에 적합하다.
경사진 형상
아랫 그림과 같이 2개의 Cylinder를 연결한 Cylinder. 전진단&#8226;중간&#8226;후진단의 3행정 구동이 가능<BR><BR>&nbsp;&nbsp;&nbsp;&nbsp;
아랫 그림과 같이 2개의 Cylinder의 Head cover측을 연결한 Cylinder<BR><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
동계(銅系)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은 Series(20 Series). 동 Ion을 피해야 하는 브라운관 공장등에서 사용한다.
Work가 동작을 시작하는 경우나 정지할 때에 발생하는 모멘트
작은 힘(예: Cylinder 推力)을 이용하여 link를 연결하여, 증가하는 Toggle 기구에 의해 구동..&nbsp; Air Down 때도 work의 유지가 가능
축을 회전시키고자 하는 힘.<BR>Torque는 다음식으로 표시된다.<BR>T(N&#8226;m)= F(N)× L(m) <BR><BR>&nbsp;&nbsp;&nbsp;&nbsp;&nbsp;&
에어척 등에서 Work의 내경을 파지하는 것
Slide Unit나 Dual Rod Cylinder의 몸체 총칭
齒車(치차)와 치차나 볼트와 너트를 조립할 때에 발생하는 유격을 Back lash라고 한다
Z축의 Actuator와 Pitching Unit(진공Pad&#8226;Actuator)의 사이에 설치하는 충격완충기
Air Hydro convertor 부품.&nbsp; 공기의 소용돌이에 의한 기포의 발생을 방지, 안정된 속도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Table을 진행방향으로 회전시키고자 하는 Moment<BR><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Pitching Moment항 참조
Brake기능을 가진 Cylinder. 중간정지나 비상정지&#8226;낙하방지 등이 가능합니다.&nbsp; Brake는 양방향 기능을 합니다.
두 개의 부품을 조합할 때에, 상하좌우를 틀리지 않도록 돌기나 각을 취하도록 하는 것
유체압을 Piston의 양측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의 Cylinder
Rod cover에 붙어 있는 Piston Rod를 접하고 있는 금속부품. 유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횡하중이 걸리는 상태라도 Rod가 부드럽게 움직여, 마모되기
설치가 자유로운 것. 설치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
Piston Rod, Guide Shaft 등을 양단 또는 편단(한끝)에서 고정하는 부품
Manifold와 같이 Part를 조합하는 것으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구조
동통형(同筒形)의 Cylinder 안에 회전가능한 Vane체의 축을 삽입한 Rotary Actuator로 Sigle Vane식과&nbsp; Double Vane식이 있다. <BR><BR>&nbs
알루미늄합금 등 부드러운 금속에 나사를 가공할 때에 강도 향상을 위해 쓰는 안나사
그림과 같이 Piston Rod에 Spline 홈이 파여져 있고, 외통중(外筒中)을 순환하는 볼에 의해서 회전방향의 유격을 없애면서 동시에 축에 횡하중도 향상된다
그림과 같이 외통부(外筒部)에 경구(硬球)를 순환시키는 것에 의해 shaft를 최소의 마찰저항으로 고정밀도 직선운동을 시킵니다.<BR><BR>&nbsp;&nbs
위치 결정용 Boss(성형품 면에 설치된 기능 본위의 돌기부분)을 제거한 Tpye
몸체에 가공되어 있는 나사
경부하&#8226;소구경 Cylinder가 주류이며, 비교적 낮은 가격의 가이드
ON/OFF 스위치에 자기저항소자를 사용한 Auto Switch.&nbsp; 자기저항소자에는 기계적인 접점이 없기 때문에 무접점이라고 한다.
그림과 같이 설치면에서 어떠한 거리 L에 부하 F가 걸린 경우, A점에 발생하는 「휘어질려고 하는 힘, 구부러질려고 하는 힘」를 모멘트이라고 한다.&nb
ON/OFF Switch에 Lead Switch를 사용한 Auto Switch.&nbsp; Lead Switch에는 기계적인 접점이 있기 때문에 유접점이라고 한다.&nbsp;
Yawing Moment 항 참조
Table을 상면에서 보고 좌우에 회전시키고자 하는 모멘트. 아래 그림 참조<BR><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Piston에 연결한 Rack으로 Pinion을 회전시키는 구조의 Rotary Actuator로 Piston은 직선운동만 한다.
진단기능부착 Auto Switch 항 참조
Rubber(탄성체 고무)의 압축성을 이용하여 행정단에서 work의 충격(운동에너지)을 흡수합니다.&nbsp; 단, Rubber Cushion은 허용운동 에너지가 작기
직선 구동하는 Actuator
내하중&#8226;내모멘트에 뛰어나고, 테이블 불회전 정밀도도 우수한 고강성, 고정밀도 가이드
유량을 제어하는 Valve. 대표적인 것에는 속도제어Valve가 있어, Cylinder 출입구에 접속하여, Cylinder 속도조정을 한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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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ton 양측에 Rod가 있는 Cylinder
왕복회전 구동하는 Actuator
Rolling Moment 항 참조
Table을 진행 방향에 대해 직각으로 회전시키고자 하는 모멘트.&nbsp; 아래 그림 참조<BR><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
Brake기능을 가진 Cylinder. 중간정지나 비상정지?낙하방지 등이 가능하다. <BR>Brake는 전진측&#8226;후진측의 선택식이며, 어느 쪽이든지 편방향만
Cylinder Rod의 회전 방향의 유격을 나타낸 값
Cylinder의 Piston Rod가 회전하지 않도록 연구된 것<BR>(1) piston Rod를 이형으로 한다.<BR>(2) 2개의 piston Rod를 사용한다.<BR>(3) 타원형 pist
입구배관과 출구배관이 직선상에 배치된 Type (Speed Controller)
Speed Controller 제품에서&nbsp; IN, OUT 취출이 90°굽어져 있다.
Check Valve(逆止(역지)Valve)나 Relief Valve등에서 압력이 상승하여, Valve가 열리기 시작하고 어느 일정한 흐름이 인정될 때의 압력
잔압 배기Valve 이후의 배관이나 기기의 압력을 외부에 배출하는 제품
유체의 유로를 바늘(Needle)같은 형상의 막대로 조정하는 제어 Valve
Meter Out 제어에 있어서 제어 방법
감압Valve의 압력조정 등에서 설정 후 설정 Handle을 Push(누름)하는 것으로 Lock한다
Cylinder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의 일종으로 Cylinder 배기를 조정하여 속도를 조정한다.&nbsp; 복동 Cylinder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Meter In과 비교하
Cylinder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의 일종으로 Cylinder에 공급하는 공기를 조정하여 속도를 조정한다.&nbsp;
Speed Controller Fitting 형상
감압Valve의 특성으로&nbsp; 1차측의 압력 변화에 대한 2차측 압력 변화의 정도를 말한다
정규 흐름과는 반대방향으로 에어를 흘리는 기구로 일반적으로는 Check Valve부착 감압Valve의 Check Valve, Speed Controller의 Lip Packing등이 그 목
감압Valve나 압력스위치 등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의 반복 작동에 대한 설정치 변동의 정도
Auto Drain의 2차측에서 에어가 소비되면 그 때에 케이스 내에서 발생하는 압력강하(차압)를 이용하여 Drain을 배출하는 방식의 Auto Drain
Cylinder가 Work등에 주는 추진력 콘트롤
전자Valve와 Cylinder 사이에 설치하여, Cylinder의 전진측(Rod측) 압력을 설정하고, 복귀 때는 그 압력을 빨리 배출하기 위한, 역류기구로서 체크 Valve
감압Valve의 부품으로 손으로 조작하여 압력을 설정할 때에 사용한다
정밀 감압Valve의 Pilot 압력의 정밀제어에 사용되고 있다. Nozzle과 Flapper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간격을 조정함으로써 Pilot 압력이 변화하는
입력신호압력의 증가때와 감소때 동일 입력값에서 위치에 대한 지시값의 오차
Pilot식 감압Valve 등에서 감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Pilot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 때문에 Pilot 압력을 상시 외부에 배출하는 구멍
압력 switch등의 설정(사용) 범위의 것
Case내에 Drain이 고이면 Float가 부력으로 상승하여 Drain을 배출하는 방식의 Auto Drain
입력신호압력(전류등)에 대한 출력압력(전류, 행정등)의 이상직선으로부터의 어긋남을 나타낸다.(예: 정밀감압Valve의 Air Operate Type(IR412)에서는,
압력계의 압력범위를 가리키기 위해 설치된 표시기<BR>손으로 조작할 수 있다<BR><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1차측 압력이 일정하고, 유량변화에 대한 압력강하의 정도를 나타낸다.<BR>공기압기기 전반의 특성입니다.&nbsp;
감압Valve의 특성으로 2차측이 설정압 이상으로 되었을 때 그 여분인 압력을 외부에 방출시키는 능력을 가리킨다.
Lubricator 및 Oil Tank등의 유량(유면 위치)를 외부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재질로 제작되어 있다.&nbsp;
Filter나 Mist Separate에서 제거하는 먼지 크기의 Level을 가리킨다.
용기내에 압력을 충전할 때 용기내 압력과 시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
증압 Valve의 일차측(lN측)의 압력값에 대한 2차측(OUT측)의 압력값 비
비례Valve에서는 전기신호를 펄스 신호로 하고 있다.&nbsp; 이 펄스폭을 변화시켜, 압력, 유량을 비례제어 하는 방식
무단계 제어
전기회로에 있어서 저항을 넓은 의미로 Impedance라고 한다.
전공비례 Valve에서는 출력 범위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그 변경폭을 말한다.
전공비례 Valve로 출력 영점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그 변경폭을 말한다.
운동하는 기계부품(예: 비례Valve의 스플 등)이 멈추었을 때라도 완전히 정지시키지 않고, 정지위치라도 그대로 항상 진동적으로 조금인 량을 왕복시키는
부하의 저항치가 변화하더라도 출력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회로방식.<BR>온도상승에 의해 코일 저항이 증가하더라도 전류치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전류신호에 비례한 압력을 출력하는 Valve
전류신호에 비례한 유량을 출력하는 Valve
장력제어. 일반적으로 섬유나 Film 감는 기계에 있어서 work의 느슨해짐을 방지하기 위해, 감는 속도나 Tensioner(누름판)의 추력을 제어한다.
수압면에서 발생한 힘과 균형을 이루도록 반대측면에 작용하는 압력
저항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변화한 전압을 취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
압력을 단계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아닌,&nbsp; 무단계로 제어하는 것.
DP Lub, Booster Lub(선택식=Micro Mist)가 Mist를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차압을 얻기 위한 최소유량.&nbsp; 전량식 Lubricator의 적하 최소유량에 상
Booster Lub에 사용하고 있는 기능부품으로 Micro Mist를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차압을 증압하여 만든다.
DP Lub, Booster Lub system에 사용하는 것으로 Booster Deflector를 제거하여 Mist를 액화시키는 cyclone 효과를 없애 먼지만을 분리하도록 한 제품.&
Lubricator나 oil tank의 용량 또는 유면의 MAX 위치에 있는 용량
Lubricator의 특성으로, 1분사이에 5물방울 적하시키는 데에 필요한 공기유량
Impulse Lub가 일회 작동으로 송출하는 기름 양
Booster Lub에 사용하는 배관재의 일종으로 주관로에 취부하여 Booster Lub로 공기 급기와 Booster Lub에서 만든 micro mist의 공급을 위해&nbsp; Po
Auto Field Lub의 Oil Tank로부터 복수의 Lubricator에 기름을 분배하는 제품
Micro Mist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차압.&nbsp; 일반적으로 0.3kgf/㎠ 이상 필요
영국식 관용 평행나사.&nbsp; JIS에서 정한 기능적 결합나사로, 내밀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계적 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관?관용부품?유체기기 등의 접
주로 아메리카나 캐나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메리카식 관용 테이퍼 나사.<BR>ANSI 규격에 정해져 있고, 아메리카 표준관용 테이퍼 나사라고도 하며, 수
미국규격(ANSI)에 규정되어 있는 관용 테이퍼 나사(NPTF)는 관?관용부품?유체기기등의 접속에 이용되고 보통 Seal Compound(화합물)는 사용하지 않
영국식 관용 테이퍼 암나사.&nbsp; 오래 전에는 나사산이 면직각인 것이 사용되고 있었지만 현재는 축직각으로 규격이 통일되었습니다.&nbsp; JIS에 의
튜브내부에 삽입하는 금속 파이프.&nbsp; 원터치 피팅의 튜브 인발력을 증가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nbsp;
영어의 Coupling「연결, 결합, 배관용 피팅 파이프」의 어원이다.&nbsp; 연결, 접합하는 것,&nbsp; 총체를 가리킨다.&nbsp; 일본에서는 (주)日東工機의
Collect : 원터치 피팅, 내부부품에 장착되어 있는 수지부품. Chuck 부품의 단축하는 역할을 한다.<BR>Chuck : 원터치 피팅에 장착되어 있는 튜브를 유
영어의 Swive1「회전 피팅, 자재 Bearing」이 어원이다.&nbsp; 위치 결정을 하기 위해 회전이 가능한 피팅.&nbsp; 주로 L형 금속몸체에 적용하고 있다
Tube&#8226;Fitting에 정전기가 대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나타낸다.<BR>(대전방지 참조)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유로가 닫혀 공기의 흐름이 막히는 구조.&nbsp; Tube Coupler의 경우,&nbsp; 튜브 이탈과 함께 유로가 닫힌다.
암측(雌側)의 접속부품
부식하기 어려운 것을 조건으로 하는 환경
정전기등이 물질에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전기가 흐르는 재료를 사용하여, Earth를 취하는 것에 의해, 전하를 빠지게 한다)
피팅에 접속된 튜브를 뽑을 때 힘.&nbsp; 단위: N(Newton)
물체가 띠고 있는 정전기의 량
전기가 흐르는 재료를 혼합한 수지
자기소화성이 있는 것(타기 어려운 성질의 것). 발화원이 있으면 불타고, 발화 원을 제거하면 소화하는 것
임의의 형상의 피팅을 조합해서 접속하는 것이 가능한 피팅
튜브에 내압력을 가하여, 파괴할 때의 압력을 가리킨 것
Miniature Fitting의 Hoss nipple type에 장착되어 있는 튜브 외주부를 유지하는 nut. 튜브를 덮어 씌우기 때문에, Box Nut라고 한다.<BR><BR>&nbsp;&
영어의 Flare「깔때기형으로 벌어지,&nbsp; 외측에 뒤집힌다」가 어원이다.<BR>튜브 내경을 외측에 확대하는 형상으로 가공된 부분.&nbsp; Sleave 삽
금속의 표면처리방법 일종.&nbsp; nickel을 피막한 것.&nbsp; <BR>무전해도금: 재료표면의 접촉작용(촉매반응)에 의한 환원을 이용한 도금 법.
영어의 Union「결합, 접합관」이 어원이다..&nbsp; 튜브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튜브 접합용 너트, 직접 튜브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튜브 유지
영어의 Retain「유지한다」가 어원이다. 튜브 Coupler의 Valve를 유지하는 부품<BR><BR>Retainer&nbsp;&nbsp; &nbsp; <IMG style="WIDTH: 146px
원터치 피팅에 장착되어 있다, 튜브 이탈 때에 사용하는 ling 형태의 수지부품.<BR><BR>Release Bush&nbsp;&nbsp;&nbsp; <IMG style="WIDTH: 165
압력설정을 조정하는 Volume
디지털식 압력스위치에서 압력 표시를 할 때, 어느 정도 세밀히 표시?설정할 수 있는 것인가를 가리킨다.&nbsp;&nbsp; 1digit = 1kPa의 경우는 1,2,3??
독일의 DIN 규격에 준한 rail인 것.&nbsp; 당사에서는 DIN 폭 35(mm)에 대응하고 있습니다.&nbsp;
Fullspan : 기기가 가지는 최대 값
출력이 ON이 되면 스위치 내부에 부하전류(ON-OFF 출력이 ON일 때에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흘러 들어 오는 것(Sink type 이라고도 불립니다)
출력이 ON이 되면 스위치 내부에서 부하전류가 흘러 나오는 것(Source Type이라고도 불립니다)
ON과 OFF의 신호만 출력.&nbsp; 이외에 아날로그 타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0～100kPa를 어느 정도의 단위로 표시하는지? 1kPa에서 변화하는 경우는 1/100의 표시분해능.&nbsp; 0.1kPa에서 변화하는 경우는 1/100
Stainless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기호
TSJ Fitting이란 것은 Tube Swage Joint의 약자로 Swage Lock피팅의 것. Swage Lock 피팅은 클로포드 Fitting사의 등록상표입니다.&nbsp;
디지털식 압력스위치에서 압력표시를 할 때, 어느정도 섬세하고 치밀히 <BR>표시?설정할 수 있는 것일가를 가리킨다.&nbsp; 1digit = 1kPa의 경우는 1
기준 전위(건전지의 경우는 마이너스 단자)
액정 표시(Liquid Crystal Display)
발광 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work가 지정 장소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
기기의 일부에 유연성, 밀봉성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 Bellows형을 한 신축자재의 피팅
출력기능&nbsp;압력에 비례한 전압 또는 전류를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출력전압 1～5(V)가 되면, 그림과 같은 특성이 됩니다.&nbsp;<BR><BR>&nbsp
압력스위치 신호출력방법.&nbsp;<BR><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IMG style="WIDTH: 369px; HEIGHT: 143px"
Switch가 ON 할 때의 압력과 OFF 할 때의 압력 차. Piston이 이동하여 Auto Switch가 ON하는 위치와, Piston을 역방향으로 이동하여 Switch가 OFF 하는
전자Valve의 최대사용빈도와 같은 의미<BR>응답속도&nbsp;공급Valve 또는 전환Valve을 작동시키고 나서, 스위치가 ON 하기까지의 시간.&nbsp; 흡착
보통의 압력 switch는 설정 때의 압력을 기준으로 압력변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차압을 검출하고 싶은 경우 원압이 변화하였다,&nbsp; 그렇다면 정상인
압력스위치를 흡착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work를 이용하여 수회 흡착, 비흡착을 되풀이하는 것만으<BR>로, 자동으로 적절한 설정치를
출력형태입니다.&nbsp; Open Collector로 하는 것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부하전원에 대응할 수 있다.
유량을 제어하고 있는 구멍
온도에 따른 사양의 변화를 나타낸 값.
압력을 검출하는 센서부(센서칩)가 실리콘의 다이아프램상에 확산 저항으로 형성되었다,&nbsp; 압력센서라고도 한다.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nbsp; Key Lock Mode에서는 다른 누름 보턴 조작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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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정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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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검출거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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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inless Diaphrame
접액부
절연 저항
접가스(Gas)부
절대 압력
설정 최소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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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반전 출력 Mode
부하 Impedance
부하 전압
부하 전류
Full Scale
편차 Level 표시등
Bottom 표시 Mode
누설 전류
Leak량
Ripple
Reducer Type
Road Lock Chamber
Ejector
Ejector Nozzle경
외부 파괴
흡착 확인 스위치
최고 진공 압력
Suction Filter
진공 압력
진공압력 스위치
진공파괴 Valve
진공 Port
흡입 유량
도전성 패드
배압
배기 특성
파괴 압력
표준 공급 압력
평균 흡입 유량
유량 조정 Valve
유포화(油飽和)
활성탄 섬유
Capillary Tube
웅축 분리
Condenser
증발 온도계
저노점용 흡착제
전열 면적
Drain Guide
Flower Pin Tube
Plate Pin Tube
별도설치형 Trance
방진용 Filter
눈막힘 Checker
냉매

같은 입력신호를 입력한 경우의 압력이나 위치의 재현성
스위치 본체로부터 리드선이 직접 나와 있는 Type으로 진동등으로 빠질 염려기 없습니다.
공기중의 수증기가 액체가 되어 부착하는 현상.&nbsp; 차가운 맥주를 컵에 부으면 컵의 외측에 물방울이 생기는 것이 결로입니다
Air catch sensor가 정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거리 범위
진공 System(Ejector)의 Silencer의 눈막힘에 의한 성능저하, 패드의 균열, 진공배관 누설 등으로 진공도달도가 저하한 경우, 이상을 신속히 검지하여, S
Connector 부착 리드선으로 배선하는 것을 말한다.&nbsp; Switch 본체와 리드선을 뺄 수 있습니다.
사양의 동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압하더라도 괜찮은 최대의 압력
스위치 출력이 ON 상태일 때에, COM(Common)과 출력사이에 나타나는 전압.<BR>흐르는 부하전류에 의해 다르고, 「0」가 되는 것이 이상.
Sequence 제어를 하기 위한 장치.&nbsp; Program에 따라 압력 Switch등의 출력을 입력하여 다른 장치로 출력하는 제어를 하는 장치.&nbsp;
불안정영역(indicator가 적색 부분)에 0.5초 이상 정지하였을 때에 진단출력을 출력하기 때문에, 검출위치의 어긋남을 PLC 측에서 확인할 수 있다.&nbsp
제품이 정상 동작하는 전원전압 범위를 말한다.&nbsp;
흡착한 work를 놓기 위해서, 혹은 보다 빠르게 진공상태에서 대기압이 되기&nbsp; 위하여 인가하는 정압력.&nbsp;
ON과 OFF의 신호만 출력.&nbsp; 이외에 아날로그 타입이 있습니다.
압력검출부의 다이아프램 재질이 stainless인 것이다.&nbsp;
측정 대상이 되는 약액이 접촉하는 부분
전기기반과 그 기반을 덮는 카바와의 사이의 저항치입니다.&nbsp; 저항치가 낮으면 카바에 접촉하였을 때에 감전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nbsp;
측정의 대상이 되는 기체가 접촉하는 부분.
절대진공상태를 기준(0)으로 환산하는 압력을 말한다.
디지털식 압력스위치 설정치를 설정할 때, 어느 정도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인가를 가리킨다.&nbsp; 설정 최소 단위가 1kPa일 때 설정치는 1,2,3?
하나의 제품에 몇개의 0 N-OFF 출력이 있는 가를 가리킨다.&nbsp; 설정점수가 2개일 때는 2출력 타입인 것을 가리킨다.
설정치 조정을 할 때에, 그 trimmer가 최대 몇 번 회전하는가를 가리킨다.<BR>회전각도가 클수록 세밀한 설정이 가능해진다.
디지털실 압력 switch에서 대기개방 상태일 때 압력표시를 0으로 하는 위해 조작하는 것.
어떠한 기준을 독자적으로 정하여, 환산한 압력.&nbsp; 특히 절대진공을 기준으로 한 경우를 절대압력, 대기압을 기준으로 한 경우를 게이지 압력이라고
더 이상의 압력을 인가하면 파손해 버리는 한계 압력치.&nbsp;
제품이 충격에 견디는 강함을 가리킨다.&nbsp;
제품이 진동에 견디는 강함을 가리킨다.
전기회로와 몸체 사이에 전압을 가하였을 때의 내량을 말한다.&nbsp; 제품의 전압에 대한 강함을 가리키고 있고, 제품에 이 이상의 전압을 가하면 파괴될
Servo Motor나 Relay등에서 방출되는 전기적 노이즈에 대하여 제품이 어느 정도의 강한가를 나타내는 값.
ON-OFF 출력 타입에서 출력이 고주파로 ON, OFF를 반복하는 현상.
Work 변경등에 따르는 설정압력의 변경을 Channel 변경으로 할 수 있다.
여러가지 기능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상태.
ON-OFF 출력이 ON 상태의 때에 점등하는 램프(LED:발광 다이오드)
2선식 압력 Switch로 ON 상태일 때에 2선 사이(당사에서는 적선-흑선 사이)에 표시되는 전압
콘트롤러에 접속하는 센서 저항치
압축공기를 분사시키는 구멍
압력스위치 신호출력방법. Window Comparator Mode, Hysteresis Mode의 압력과 ON-OFF 출력의 관계를 반전시킨 모드.<BR>Window Comparator M
압력 switch에 입력한 압력으로 최대의 표시를 유지하는 모드
입력신호를 증가, 감소시키었을 때의 동일 입력치에 있어서 출력의 거리.
제어반이나 표시반등 Pannel에 취부하는 형(감압Valve등)
여러가지 기능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 상태
부하의 Impedance(저항치)
부하에 공급하는 전압.
ON-OFF 출력이, ON일 때에 부하에 흐르는 전류&nbsp;
압력등의 최대변동폭
Air Catch Sensor에서 설정치와의 차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를 표시하기 위한&nbsp; 표시등.
압력 Switch에 입력한 압력에서 최소의 표시를 유지하는 모드.&nbsp;
ON-OFF 출력이 OFF 때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nbsp; <BR>「0」이 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nbsp;
누설이란 Leak라고 한다.&nbsp;&nbsp; 예)누설 검사= leak test
맥동.&nbsp; Ripple 10% 라고 하는 것은 아래 그림의 경우,&nbsp;&nbsp;<BR>V'≥ V"라고 가정하면,&nbsp; V'N×100= 10% 맥동이 없을 때 Ripple은
원터치 피팅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타입.
반도체 제조장치에서 반응계 Chamber와는 별도의 진공 예비용 Chamber를 말한다.&nbsp;&nbsp;&nbsp;
압축공기를 노즐에서 고속으로 분사하는 것에 의해, 노즐 주변의 공기가 흡인되어 압력이 저하되는 감소를 이용하여, 진공을 발생하는 장치
이젝터를 구성하고 있는 노즐 최소내경, 노즐경에 의해 공급압력에 대한 공기소비량이 결정되고, 이젝터의 성능(흡입유량)에 관계되는 부분
이젝터 유니트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하여 진공파괴를 행한다.
Work의 흡착을 확인하기 위한 공기압 브리지등에 의한 스위치<BR>흡착패드?노즐이 상당히 작은 경우에 사용
이젝터가 발생하는 진공압력의 최대치
이젝터 또는 진공펌프 또는 주변기기에 먼지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공통로중에 설치하는 진공용 필터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말한다.&nbsp; 압력의 표시는 대기압을 기준으로 한 경우, -kPa-mmHg로 나타내고, 절대압력을 기준으로 한 경우 -kPa, abs로
Work의 흡착을 확인하기 위한 압력 스위치
흡착패드등 진공상태를 해제하기 위하여 정압 또는 대기압을 공급하는 Valve
진공을 발생하는&nbsp; Port
이젝터가 흡입하는 공기량,&nbsp; 최대는 진공 Port에 아무것도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를 흡입하는 유량
정전기 대책을 위한 전기저항이 낮은 패드
배기 Port 내부의 압력
이젝터의 공급압력을 변화시킬 때의 진공압력과 흡입유량의 관계
진공파괴를 행할 때의 압력
이젝터를 사용하는데 최적인 공급압력
응답속도를 구할 때에 사용한다.&nbsp; 이젝터 또는 펌프의 흡입유량으로, 최대흡입유량의 1/2～1/3
진공파괴를 행할시, 공급하는 공기의 양을 조정하기 위한 Valve
Filter Element의 여과재가 Oil mist에서 완전히 막힌 상태.&nbsp; 고정도 AMD는 유포화가 되면 초기에 비해서 차압이 증대하고, 2차측 Oil mist의 비산량
입상 활성탄은 냉장고 악취제거제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활성탄소섬유는 이 활성탄을 섬유 형태인 것.
내경 0.5～3.0mm 길이 400～2500mm의 가는 동관.&nbsp; 액화냉매를 교축 인장시켜 온도를 내려가게 하는 작용을 한다.
압축공기를 냉각하면 과포화 수증기가 응축하고 물방울이 되며, 모아지면 큰 물방울로 성장한다.&nbsp; 어느 정도 커지면 물방울의 무게에 의해 압축공
냉각한 압축공기에서 빼앗은 열을 펌프로 외부에 방출하기 위해 열교환기.&nbsp; 동관과 Aluminum Plate pin에서 구성되어 있다.
압축공기의 노점온도를 표시하기 위해 냉매식 에어드라이어에 취부하고 있는 온도계.&nbsp; 냉매 압력과 온도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냉매의 압
흡착제는 압축공기중의 수증기, 습기 등을 흡착하는 것.(과자 등의 습기를 제거하는 건조제로 알려져 있다.)&nbsp; 압축공기중의 수증기를 흡착하여 건조
냉각, 가열하는 경우의 경계면 면적으로 압축공기를 냉각하는 동관 또는 동관 Aluminum Plate Pin의 열 전달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
필터의 드레인 배출구조 1개,&nbsp; 필터 드레인 배출부에 튜브등으로 배관을 접속하고 User가 Valve를 취부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이음새.
전열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관에 꽃잎(Flower) 형상을 한 알루미늄 핀을 취부한 전열 튜브로, 냉각 애프터 쿨러에 사용되고 있다.
동관에 Aluminum Plate Pin을 취부하여 전열효율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한 전열체..&nbsp; Flower pin Tube와는 핀의 형상이 다르다.
전원전압을 변경하는 것에서 카다로그 사양 이외의 전원전압의 경우, 적정한 별도 설치형 트랜스를 사용하면 표준 드라이어가 사용가능하여, 전압을 얻을
분진등에서 콘덴서 핀부의 눈막힘을 방지하기 위한 통풍공기의 흡입 필터.<BR>냉동식 에어드라이어의 옵션부품
미스트 세퍼레이터 시리즈의 엘레멘트 차압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엘레멘트 수명판정 목적)
무색, 무취, 상온에서 증발하는 투명한 액체.&nbsp; 냉장고, 카에어콘, 룸에어콘, 냉매식 에어드라이어, 칠러 등의 냉매 사이클에 사용되는 냉각매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