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사양

온도 조절 장치 및 제어기
시스템 액세서리

적용 분야: 동파 방지 및 프로세서 온도 유지

다음은 기계식 온도조절장치 및 전자식 제어기용 장착 브래킷과 설치 액세서리에 대해 설명입니다. 개별 온도 조정 장치 및
제어기에 관한 정보는 해당 제품 사양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XP-1-___X___ Thermon 온도 조절 장치/
제어기를 파이프에 직접 장착하도록 설계된
스테인레스 스틸 (304형) 장착 브래킷. 브래킷은
밴딩으로 파이프에 쉽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XP-1은 미리 구멍이 뚫어져 있고 아래와 같은
플레이트가 있으며, 110mm 스탠드 오프를
사용합니다.
XP-1-140X140 TED1, TC1, TC2, TS-01 장착용.
140 x 140 mm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XP-1-165X165 T1 온도 조절 장치(재설정
옵션 없음) 장착용. 165 x 165mm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XP-1-155X220 T1-2 장착용. 155 x 220mm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B-4, B-10, B-21 Thermon JB-K/XP Plus-SX 및
VIL/XP Plus 비금속 키트 및 XP-1-140x140 파이프
장착 브래킷을 고정하는 스테인리스강 장착 밴드.
B-4 최대 직경 100mm(4인치) 파이프용
B-10 최대 직경 250mm(10인치) 파이프용
B-21 최대 직경 530mm(21인치) 파이프용
XP Plus-LN-Tool TED1/XP Plus, TC1/XP Plus,
TC2/XP Plus, TS-01/XP Plus의 고정 나사를
조임. 외함이 파이프 장착 XP Plus 익스페디터에
잘 고정되도록 툴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Terminator LN-Tool Terminator ZT의 고정
나사를 조임. 외함이 파이프 장착 익스페디터에
잘 고정되도록 툴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M20-PWR-Exd, M20-B-Exd T-Ambient, T1, T2
의 M20 나사 개구부에 사용하는 비금속 글랜드
및 플러그(EExd 승인 획득).
M20-PWR-Exd전원 글랜드는 직경이
12.5~20.9mm 사이인 전원 케이블을 고정시키는
데 적합합니다(밀폐 워셔도 온도 조절 장치와
함께 제공).
M20-B-Exd 블라인드 플러그(밀폐 워셔 불필요).
M20-PT100/TES-Exe, M20-B-Exe TS-01 및
TS-01/XP Plus의 M20 나사 개구부에 사용하는
비금속 글랜드 및 플러그(EEx e 승인 획득). 밀폐
워셔도 포함.
M20-PT100/TES-Exe 전원 글랜드는 직경이
4~8mm 사이인 전원 케이블을 고정시키는 데
적합합니다(밀폐 워셔도 제공).

XP-1-185X230 T1-1 (재설정 옵션 있음) 장착용.
185 x 230mm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AL-30L 온도 센서를 가열되는 파이프/기기에
고정하는 알루미늄 테이프. 테이프는 규격은
76mm(너비) x 33m(길이)이며, 노출 온도는 섭씨
150°입니다.

M25-HPT/PWR-Exe, M25-B-Exe TED1 및
TS-01에 사용하는 비금속 글랜드 및 플러그
(EEx e 승인 획득).

M25-PWR-IND, M25-B-IND TC-Ambient,
TC1, TC1/XP Plus, TC2, TC2/XP Plus의 나사
개구부에 사용하는 비금속 글랜드 및 플러그.

M25-SX_-Exe TED1 및 TS-01의 나사 개구부에
SX 히팅 케이블을 고정하는 비금속 글랜드(EEx
e 승인 획득).

M25-HPT/PWR-Exe전원 글랜드는 직경이
8~17mm 사이인 전원 케이블을 고정시키는 데
적합합니다(밀폐 워셔 불필요).

M25-PWR-IND 전원 글랜드는 직경이 11~18mm
사이인 전원 케이블을 고정시키는 데 적합합니다
(밀폐 워셔 불필요).

M25-SXL-Exe는 RSX, TSX, VSX용입니다.
M25-SXM-Exe는 BSX용입니다.
M25-SXS-Exe는 KSX 및 HTSX용입니다.

M25-B-Exe 블라인드 플러그(밀폐 워셔 불필요).

M25-B-IND 블라인드 플러그 및 밀폐 와셔.

M25-SX_-IND TC-Ambient, TC1, TC2의 나사
개구부에 SX 히팅 케이블을 고정하는 비금속
글랜드.

M20-B-Exe 블라인드 플러그(밀폐 워셔 불필요).

M25-SXL-IND는 RSX, TSX, VSX용입니다.
M25-SXM-IND는 BSX용입니다.
M25-SXS-IND는 KSX 및 HTSX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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