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T/H 30 mm 푸쉬 버튼
오랜 기간동안 업계에서 입증된 내구성

모방은 가능하지만 복제는 불가능
Allen-Bradley Bulletin 800T 및 800H 푸쉬 버튼 제품군은 그 자체가 하나의 클래스입니다. 이 제품은 가장 엄격한 산업 환경에서
사용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 있습니다. 과감하지만 실용적이고, 견고하지만 세련된 Allen-Bradley 30 mm 푸쉬 버튼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특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단색 버튼 캡

오퍼레이터 부싱

열가소성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부식제에 대한 뛰어난 내구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변색되지
않습니다(손실될 첨가물 없음).

주조 아연 합금은 설치시 강도와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다이아프램 씰
액추에이터 샤프트

액체, 입자 및 부식제로부터
완전한 보호 막을 제공합니다.

아연 합금 주물이어서
견고하고 믿을 수 있는
성능을 보장합니다.

리벳 구조

복귀용 스프링

오퍼레이터 부싱, 다이아프램 씰
및 베이스 플레이트는 4개의 금속
리벳을 통해 서로 고정되어서 내구성
및 손상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와이어를 구성하고 있는
스테인레스는 일관적인
작동과 긴 수명을
제공합니다.

신속하고 간편한 설치
명판
스러스트 와셔
회전 방지 탭 있음
오퍼레이터- 공장에서
컨택 블록이 설치된 상태
개스킷 - 타입
4/13 유입 보호(IP)
마운팅 링

세계적인 솔루션

스위칭 안전

• 전세계 표준에 맞도록 설계됨

셀렉터 스위치
• 포지티브 디텐트 – 스위치가 포지션
사이에 걸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 일정한 에너지 – 원하지 않는 접점
상태의 변화로 잘못 전환되는 경우를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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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된 스위칭 기능
업계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능을 제공하는 Allen-Bradley의 광범위한 컨택 블록은 더욱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 및 환경에 사용 가능합니다.

표준 컨택 블록

PenTUFF™ 컨택 블록

• 최대 10 A, A600 정격 – 범용
• 접촉 신뢰도를 높이기위해서 2중 접촉면으로
구성된 접점
• 부식을 방지하는 순은제 접점
• 배선을 간소화하는 자가 리프팅식 새들 클램프
• 접점부를 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투명 측면
플레이트
• 색상으로 표시된 핑거 세이프(IP2X) 버전(선택 사양)

• 최대 2.5 A, C300 정격
• 5V DC, 1 mA까지의 저전압 스위칭 신뢰성 – PLC 입력
회로와의 인터페이스에 가장 적합
• 직접 구동 5중 접점 설계
• 내부식성 불활성 귀금속으로 제작된 스패너
• 핑거 세이프(IP2X) 버전(옵션)

폭발 보호 컨택 블록

Self-Monitoring™ 컨택 블록

• Class I Div. 2 (Groups A, B, C 및 D) 인증
• 1-NO, 1-NC, A600 정격(최대 10 A)
• 포지티브 개방 NC 접점, 글로벌 비상 정지 표준
준수
• 높은 충격 및 진동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견고한 구조
• 회로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적층형 디자인

•
•
•
•
•

비상 정지가 활성화될 때 상시 닫힘 접점이 개방되도록 보장
최대 10 A, A600 정격
순은제 접점이 있는 분기형 스패너
쉽게 식별 가능한 황색으로 표시됨
IP2X 핑거 세이프 보호 표준

800TC-XD4S
일반 작동

XD4S
S.M.N.O.
N.C.L.B

작동된 버튼

부적절한 설치

XD4S

XD4S

X

X

O

X

O

X

X

O

O

참고: X = 닫힘 0 = 열림

로직 리드 블록

밀폐형 스위치 블록

미니 블록

MaxDuty™ 블록

스냅 작동 및 시간
지연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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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쉬 버튼 장치
복귀형 푸쉬 버튼, 비조광형

접점 구성

타입 4/13 금속(800T)

타입 4/4X/13 플라스틱(800H)

수평형 헤드

돌출형 헤드

부트리스 수평형 헤드

부트

800T-A1D1

800T-B1D1

800H-AR1D1

800H-R1D1

800T-A2D1

800T-B2D1

800H-AR2D1

800H-R1D1

800T-A6D1

800T-B6D1

800H-AR6D1

800H-R6D1

800T-A1D2

800T-B1D2

800H-AR1D2

800H-R1D2

800T-A2D2

800T-B2D2

800H-AR2D2

800H-R2D2

800T-A6D2

800T-B6D2

800H-AR6D2

800H-R6D2

800T-A1A

800T-B1A

800H-AR1A

800H-R1A

800T-A2A

800T-B2A

800H-AR2A

800H-R2A

800T-A6A

800T-B6A

800H-AR6A

800H-R6A

색상

1 N.O.

1 N.C.

1 N.O. – 1 N.C.

기타 색상 사용 가능: 청색, 회색, 오렌지색 및 흰색

순간 접촉 푸쉬 버튼, 2색 성형 글자 캡이 있는 비조광형

접점 구성

버튼 색상

1 N.O. – 1 N.C.

1 N.O. – 1 N.C.

복귀형 푸쉬 버튼, 조광형

타입

타입 4/4X/13 플라스틱
(800H)

글자

헤드 유형

Start

평형

800T-A103WA

800H-AR103WA

Stop

돌출형

800T-B604WA

800H-BR604WA

Forward

평형

800T-A210WA

800H-AR210WA

Reverse

평형

800T-A210WA

800H-AR210WA

Jog

평형

800T-A210WA

800H-AR212WA

Up

평형

800T-A210WA

800H-AR213WA

Down

평형

800T-A210WA

800H-AR214WA

Reset

평형

800T-A707WA

800H-AR707WA

타입 4/13 금속(800T)

타입 4/4X/13 플라스틱(800H)

가드가 없는
돌출형 헤드

가드가 있는
돌출형 헤드

가드가 없는
돌출형 헤드

가드가 있는
돌출형 헤드

800T-QBH2R

800T-QAH2R

800H-QRBH2R

800H-QRAH2R

800T-QBH2G

800T-QAH2G

800H-QRBH2G

800H-QRAH2G

800T-QBH2A

800T-QAH2A

800H-QRBH2A

800H-QRAH2A

800T-PBH16R

800T-PAH16R

800H-PRBH16R

800H-PRAH16R

800T-PBH16G

800T-PAH16G

800H-PRBH16G

800H-PRAH16G

800T-PBH16A

800T-PAH16A

800H-PRBH16A

800H-PRAH16A

색상

범용 LED
12–130V AC/DC
1 N.O. – 1 N.C.
변압기 LED
120V AC, 50/60 HZ
1 N.O. – 1 N.C.
기타 색상 사용 가능: 청색, 투명, 황색 및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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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색상

타입 4/13 금속(800T)

파일럿 라이트 장치
타입 4/13 금속(800T)

타입

타입 4/4X/13 플라스틱(800H)

표준형

Push-to-Test

표준형

Push-to-Test

800T-QH2R

800T-QTH2R

800H-QRH2R

800H-QRTH2R

800T-QH2G

800T-QTH2G

800H-QRH2G

800H-QRTH2G

800T-QH2A

800T-QTH2A

800H-QRH2A

800H-QRTH2A

800T-PH16R

800T-PTH16R

800H-PRH16R

800H-PRTH16R

800T-PH16G

800T-PTH16G

800H-PRH16G

800H-PRTH16G

800T-PH16A

800T-PTH16A

800H-PRH16A

800H-PRTH16A

색상

범용 LED
12–130V AC/DC

변압기 LED
120V AC, 50/60 HZ
기타 색상 사용 가능: 청색, 투명, 흰색 및 황색

비상 정지 및 푸쉬-풀 장치
2위치 푸쉬-풀 및 트리거 작동, 비조광형
타입 4/4X/13
플라스틱(800H)

타입 4/13 금속(800T)
접점 구성

오퍼레이터 위치

푸쉬-풀

트리거 액션 트위스
트 릴리스

트리거 액션 키
릴리스

트리거 액션
트위스트 릴리스

800TC-FX6A5S

800TC-TFXT6A5S

800TC-TFXK6A5S

800HC-TFRXT6A5S

(2) S.M.C.B.

상태 유지
In
Out
O
X

800TC-FX6A5

800T-TFXT6A4

800T-TFXK6A4

800H-TFRXT6A4

(2) N.C.L.B. /(2) N.C.

2위치 푸쉬-풀 및 트리거 작동, 조광형
타입 4/13 금속(800T)
타입

범용 LED
12…130V AC/DC
(1) N.O. (1) S.M.C.B.
변압기, LED
120V AC, 50/60 HZ
(1) N.O. (1) N.C.L.B. /N.C.

오퍼레이터 위치

상태 유지
In
Out
X
O
O
X

타입 4/4X/13 플라스틱
(800H)

푸쉬-풀

트리거 액션 트위스트
릴리스

트리거 액션 트위스트
릴리스

800TC-FXQH2RA1S

800TC-TFXTQH2RA1S

800HC-TFRXTQH2RA1S

800T-FXPH16RA1

800T-TFXTPH16RA1

800H-TFRXTPH16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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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렉터 스위치 장치
2위치 셀렉터 스위치, 비조광형
타입 4/4X/13
플라스틱(800H)

타입 4/13 금속(800T)

접점 구성

표준 노브

노브 레버

실린더 록

표준 노브

800T-H2A

800T-H17A

800T-H33A

800H-HR2A

800T-H4A

800T-H18A

800T-H42A

800H-HR4A

800T-H5A

800T-H19A

800T-H48A

800H-HR5A

오퍼레이터
타입

1 N.O. – 1 N.C.

2위치 셀렉터 스위치, 조광형

타입
범용 LED
12–130V AC/DC
적색 노브
1 N.O. – 1 N.C.

변압기
적색 LED
120V AC, 50/60 HZ
1 N.O. – 1 N.C.

타입 4/13 금속(800T)

타입 4/4X/13 플라스틱
(800H)

표준 노브

표준 노브

800T-2HRH2KB6AX

800H-2HRRH2KB6AX

800T-2HRH4KL8AX

800H-2HRRH4KL8AX

800T-2HRH5KL8AX

800H-2HRRH5KL8AX

800T-16HRH2KB6AX

800H-16HRRH2KB6AX

800T-16HRH4KL8AX

800H-16HRRH4KL8AX

800T-16HRH5KL8AX

800H-16HRRH5KL8AX

오퍼레이터 타입

30 mm 및 기타 푸쉬 버튼 제품의 완전한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ab.rockwellautomation.com/Push-Buttons-and-Signaling-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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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치 셀렉터 스위치, 비조광형
타입 4/4X/13
플라스틱(800H)

타입 4/13 금속(800T)

접점 구성

표준 노브

노브 레버

실린더 록

표준 노브

800T-J2A

800T-J17A

800T-J42A

800H-JR2A

800T-J4A

800T-J18A

800T-J50A

800H-JR4A

800T-J5A

800T-J19A

800T-J38A

800H-JR5A

800T-J91A

800T-J20A

800T-J631A

800H-JR91A

오퍼레이터 타입

1 N.O. – 1 N.C.

3위치 셀렉터 스위치, 조광형

타입

타입 4/13 금속(800T)

타입 4/4X/13 플라스틱
(800H)

표준 노브

표준 노브

800T-2JRH2KB7AX

800H-2JRRH2KB7AX

800T-2JRH4KB7AX

800H-2JRRH4KB7AX

800T-2JRH5KB7AX

800H-2JRRH5KB7AX

800T-16JRH2KB7AX

800H-16JRRH2KB7AX

800T-16JRH4KB7AX

800H-16JRRH4KB7AX

800T-16JRH5KB7AX

800H-16JRRH5KB7AX

오퍼레이터 타입

범용 LED
12-130V AC/DC
적색 노브
1 N.O. – 1 N.C.

변압기
적색 LED
120V AC, 50/60 HZ
1 N.O. – 1 N.C.

4위치 셀렉터 스위치, 비조광형
타입 4/4X/13
플라스틱(800H)

타입 4/13 금속(800T)

접점 구성

2 N.O. – 2 N.C.

표준 노브

노브 레버

실린더 록

표준 노브

800T-N2KF4B

800T-N17KF4B

800T-N33KF4B

800H-NR2KF4B

800T-N3KF4B

800T-N29KF4B

800T-N133KF4B

800H-NR3KF4B

800T-N9KF4B

800T-N30KF4B

800T-N233KF4B

800H-NR9KF4B

오퍼레이터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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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장치

복 플립 레버 푸쉬 버튼
(800H 전용)귀

실린더 록 푸쉬 버튼
(800T 전용)

전위차계 유닛

셀렉터 푸쉬 버튼 유닛
(800T 전용)

순간 워블 스틱 유닛
(800T 전용)

1-2-3-4-웨이 토글 스위치
(800T 전용)

클러스터 파일럿 라이트
(800T 전용)

복귀형 머쉬룸 헤드 푸쉬 버튼
(800T 전용)

기계적인 인터록방식의 유지형
푸쉬 버튼

조립된 스테이션
타입 4/13 금속(800T)

접점 구성

버튼 색상

1개 푸쉬 버튼

2개 푸쉬 버튼
3위치셀렉터 스위치

타입 4/4X/13(800H)

주조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부트 오퍼레이터)

유리섬유 폴리에스테르
(부트 오퍼레이터)

글자 표시
Stop

800T-1TA

800H-1HA4T

800H-1HA4R

Start

800T-1TB

800H-1HB4T

800H-1HB4R

Emergency Stop

800T-1TYM

–

–

Break Glass

800T-NX114

–

–

800T-2TA

800H-2HA4T

800H-2HA4R

800T-R3TA

–

–

Start
Stop
Hand-Off-Auto

Connect with us.
Allen-Bradley, Listen. Think. Solve. 및 Rockwell Software는 Rockwell Automation, Inc.의 상표입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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