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사양

CKTES(X)L

TESL 및 TESXL 히팅 케이블용 연결 키트

적용 분야
CKTES(X)L 연결 키트는 TESL 및 TESXL 히팅 케이블을
전원에 연결하여 회로 확장을 용이하게 해주고 콜드
리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두 개의
연결에는 각 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PTFE 하우징
내부에는 PTFE 스페이서가 있어서 정확하게 전선을
연결해줍니다. 따라서 CKTES(X)L은 TESL 및 TESXL
직렬 히팅 케이블에 적합하며, 크림프와 손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TESL 및 TESXL 케이블도 하나의
CKTES(X)L 연결 키트에서 종단할 수 있습니다. 회로
확장은 2개의 히팅 케이블을 CKTES(X)L 연결 키트에서
연결함으로써 손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격
공칭 전압.............................................최대 600 Volt AC
최대 정격 전류................................................. 최대 50A
최소 설치 온도................................................. 섭씨 -60°
최대 노출 온도................................................ 섭씨 260°
IP-등급.....................................................................IP66
연결할 히팅 케이블 및
콜드 리드의 직경............................................4.2-10mm
참고
1. 케이블은 다른 전압이 공급될 수도 있습니다. 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ermon에 문의하세요.
2. T-등급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테스트 기관의 지침에 따랐습니다.
3. Thermon 히팅 케이블은 안정화된 설계 방법을 사용해서 표에 나와있는 T-등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온도 조절 장치에 관계 없이 위험한 지역에서도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puTrace® 전기 히트 트레이싱 설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T-등급을 결정하거나, Thermon에 문의하여 설계 지원을
받으세요.
4. 히터 회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별도의 액세서리에 대한 정보와 승인 요건에
대한 정보는 제품 사양 설명서의 "자기 제어형 케이블 시스템 액세서리"를
참조하세요(양식 TEP0010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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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히팅 케이블과 콜드 리드는 크림프 커넥터(6)로 연결하며,
PTFE(3)로 된 스페이서로 분리합니다.
PTFE 하우징(1)은 실리콘 실런트(5)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물이 침투하지 않습니다.
입력단은 실리콘 고무 그로밋(4)으로 밀폐한 후
PTFE 스크루 캡(2)으로 압착하여 케이블의 장력을
완화시켜줍니다.
제품 특징
• 설치 시 가스 토치나 뜨거운 공기 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뜨거운 워크 퍼밋(work permit)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험한 구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워크 퍼밋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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