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3-KOR

소방용 제품 – IPS 탄소강관

FireLock® 300 psi 솔레노이드

자세한 사항은 VICTAULIC 기술자료 10.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eries 753-E

Series 753-E FireLock소방용 솔레노이드는 전기로 구동되는 Victaulic FireLock소방
용 프리액션 및 딜루지 장치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NEMA 4 등급으로 인증
된 Series 753-E는 300 psi/2065 kPa의 정격 압력을 나타내며 실내 및 실외용으로 UL/
ULC에 등재되었고 FM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순수 황동 구조로 되어 있어 분진, 악천후,
바람에 날리는 먼지, 튀거나 호스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소방수로부터 보호됩니다. 솔레노이
드는 ½ inch/21.3 mm 규격의 NPT 연결부를 사용하며 24 VDC 용으로 배선됩니다.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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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단조 황동
스프링: Series 300 스테인레스강
씰: 불소고무
다이어프램: 불소고무
배선: 24 VDC
전압: 24 VDC
정격 전원: 8.7 Watts
저항: 66 Ohms
전류: .364 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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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품과 함께 발송되는 설치/유지보수/시험 설명서를 항상 참조하십시오. 설치/유지보수/시험 설명
서는 Victaulic 제품과 함께 배송되며, 당사의 웹 사이트 www.victaulic.com에서 PDF 형식으로
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 보증

최신 가격표의 제품보증 항목을 참조하시거나 자세한 사항은 Victaulic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본 제품은 Victaulic에 의해 제조되거나 Victaulic의 규격에 따라 제조되어야 합니다. 모든 제품은
현행 Victaulic 설치/조립 지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Victaulic은 사전 통지 없이, 제품의 규
격, 설계 및 표준 장비를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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