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압기기

에어 솔레노이드 방향전환 밸브

AD-SL 시리즈 / AD-SL SERIES



사용상 주의
공압기기를 적합하고 해당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표시된 
참고 사항은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사용자와 주변 인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표시한 사항은 안전 주의사항으로 위험 순위를  「위험」,  「경고」,  「주의」로 구별 하였습니다.

위험 : 긴박한 위험한 상태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예상 되는것.

경고 : 잠재적인 위험한 상태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예상 되는것.

주의 : 잠재적인 위험한 상태로 해결하지 않으면,  가볍거나 중간정도의 부상을 입게될 우려가 있고, 재물 손상, 

파손이 발생 될수 있는것이 예상되는것.

「주의」로 표시한 사항이라도 상황에 따라 중대한 결과로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중요한 내용을 기재 하 

였으므로 필히 지켜 주세요

경고 ① 제품 사양범위내에서 사용하십시오. 명기된 사양 이외의 조건, 환경에서 사용시 당사 영업팀에 문의해 주십시오.

② 사고 방지를 위해서 필히 각제품의 취급 설명서 및 주의 사항을 지켜 주십시오.

③ 제품은 일반산업기계용 부품으로 설계, 제조 되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에의해 취급해 
    야만 합니다.

④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단체 규격, 법규등을 필히 지키십시오. ISO4414, JIS B 8370(공압시스템 총칙),노동 
    안전 위생법 및 기타 안전 규칙을 확인 하십시오. 

경고• 주의사항
설계•선정시

경고 ① 사양을 확인하십시오.
    당사 공압용 밸브는 압축공기 시스템에서만(일부를 제외) 사용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사양범위 외 
    압력이나 온도에서는 기기고장이나 작동불량 원인이 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압축공기 이외의 
    유체 를 사용할 경우는 당사 영업팀에 확인 하십시오.

② 긴급차단밸브 등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당사 공압용 밸브는 긴급차단밸브 등 안전확보용 밸브로서 설계된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경우는 별도로 확실한 안전대책을 확보한 후 사용해 주십시오.

③ 주위 환경에 대하여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부식성 가스를 포함하는 유체 및 주변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온도 범위에서 사용 하십시오. 저온 환경에서 사용할때 압축공기에 포함된 수분이 동결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카다로그에 기재된 사양맞게 적절한 방호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기름, 용접시 불꽃 등이 가해지는 장소에서는 적절한 방호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④ DC 솔레노이드 제어에 대하여
    접지한 솔레노이드를 제어하는 경우, 단선, 기기의 고장에 대하여 Fail-Safe 회로를 설계해 주십시오.  

주의 ① 장기 연속 통전
    •장기간 연속으로 통전할 경우. 또는 통전시간이 비통전 시간보다 길 경우는 영업팀에 상담하십시오.

② 정비공간 확보
    •유지 보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③ 누전전압
    •스위칭 소자에서 발생하는 써지 전압 흡수에 CR회로를 사용
       하고 있는경우는 누전전류가 흘러 누전전압을 증가 시키므로
       잔압으로 남을 누전전압을 우측의 값 이하로 억제하여 주십시오.

④ 압력변동
    •밸브 작동에 있어 P포트측 압력 변동은 0.05MPa 이내로 되는 상태로, 밸브선정 및 배관회로를 설계
      하십시오.
    •배기용 R포트 또는 E포트를 공급압력 30% 이하의 배압으로 되는 상태로 배관회로를 설계 하십시오.

형식



취부•배관•배선

경고 ① 진동
    •진동이 있는 경우는 진동을 피해야 하며, 본체에서 거리를 최단으로 하는 등, 진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② 배관
    •배관 내부에 칩이나 분진이 없도록 깨끗하게 배관을 연결하여 주십시오.

③ 자세
    • 솔레노이드 부분을 위로하여 수직으로 취부해 주십시오.

주의 ① 취부
    •취부시 코일부에 외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밸브 취부용 구멍 및 나사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하십시오.
    •밸브 취부용 구멍이나 나사가 없을 경우 배관 지지대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하십시오.

② 배관
    •실(Seal)로 배관을 도포, 감을 경우 관 끝
       나사부에서 1.5~2산 남기고 도포나 감아
       주세요. 또한 실(Seal)을 과도하게 사용하
       여 제품 내부로 들어가면 작동 불량의 원인
       이 되므로 주의 하십시오.

③ 배선
    •배선용 전선은 외경 Φ6 ~ Φ10으로 내부 동선 단면적 0.5 ~ 1.5㎟을 사용 하십시오. 또한 전선
        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배선용 전선은 DIN 단자를 사용하여 연결 하십시오.
    •제어 회로는 접점 채터링이 생기지 않는 회로를 채택하십시오.
    •전기 회로에서 솔레노이드의 서지가 발생될 경우는 서지 킬러를 부착된 것(옵션)을  사용, 서지보    
       호 장치 등을 솔레노이드와 병렬로 연결하여 주십시오.
    •DIN 단자 배선은 단자 NO.1 또는 NO.2 통전단자로 하고 전원측과 연결해 주십시오. 또는 DC 코
       일에는 극성이 없으므로 (+) 나 (-) 어느쪽으로 결선하여도 밸브 성능은 변화가 없습니다.
    •허용 전압 범위(정격전압 ±10%)로 사용해 주십시오.

배관사이즈 배관사이즈배관체결토르크 배관체결토르크

급유•사용

경고

유지보수

주의

① 사용시
    •장시간 통전시, 전기를 사용한 직후는 코일부가 열이 발생합니다. 직접 접촉할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십시오.
    •통전시, 전기배선 접속부에 손이나 몸을 접촉하지 마십시오. 통전시에 전기 배선 접속부에 손이나 
       몸이 접촉되면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① 급유
    •무급유로 사용하십시오. 급유가 필요할 경우는 유압작동유(R&0) ISO VG 32에 해당하는 점도의    
       유압유를 사용하십시오. 또한 급유를 많이하면 작동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추천량 : 밸브작동 15~20회/루브리케이터 한방울)
    •급유하여 사용하는 밸브는 무급유 회로로 사용하면 작동불량 원인이 됩니다.

② 사용시
    •밸브 상부에 중량물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작업전에 시운전을 하고 사용해 주십시오.

경고

주의

① 분해
    •공기가 새는량이 증가하고 밸브가 정상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직접 분해 및 개조를 하여서는 안되며 품질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① 유지보수
    •유지보수 작업전에는 필히 전원을 차단하고, 시스템내 압축공기를 빼주십시오.

② 수동조작 
    •수동조작시에 연결된 액츄에이터가 작동합니다. 반드시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조작해 주십시오.

③ AD-SL※用 DIN 커넥터 형식 
    •DIN 커넥터 규격 : DIN 43650-A (해당 규격에 속한 메이커 취부 가능)
   

커넥터

커넥터 램프부착

커넥터 램프•서지브래이크 부착

상기, 형식은 HIRSCHMANN(독일)의 형식입니다. 당사가 추천하는 메이커는 HIRSCHMANN(독일) 입니다. 



듀얼에어솔레노이드방향전환밸브 시리즈

소형•중형•고속기계 프레스에서 에어클러치•브레이크 제어용으로 많은 프 
레스에서 사용되어 지고 있으며, 또한 에어클러치•브레이크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 합니다. 대형기계 프레스의 세퍼레이터 에어클러치•브레이크로부터 
3차원 트랜스퍼 기계 프레스의 에어클러치•브레이크까지 제어용으써 많은 
채용 실적이 있는 밸브입니다. 스위치 부착 M2시리즈는 마이크로 스위치를, 
M3시 리즈는 근접스위치에 의해 밸브의 개폐를 모니터링이 가능한 밸브로써 
밸브 각 각의 동작을 ON,OFF신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기기

소음기
SILENCERS

에어 압력스위치
AIR PRESSURE SWITCHES 

에어 플로우 컨트롤 밸브
AIR FLOW CONTROL VALVES

에어 마스터 밸브
AIR MASTER VALVES

퀵 커플링
QUICK COUPLING

ASL AW2 AF-**

AM-** AQC



차압형 에어솔레노이드 방향전환 밸브

직동형 에어솔레노이드 방향전환 밸브

포펫형 에어솔레노이드 방향전환 밸브

밸브

포트
포트

포트
포트

포트
포트
포트

시리즈
시리즈

시리즈

시리즈

IN/OUT 포트의 차압을 이용하여 밸 
브를 개폐하는 밸브로써 최저의 작동 
압력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불활성 가 
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진공에서부터 0.9MPa까지 폭 넓은 
압력범위에 적용 가능한 직동형의 에 
어솔레노이드 방향 전환밸브 입니다. 
또, AD-SL221시리즈는 불활성 가스 
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핀 가이드 방식의 채용으로 내구성이 
향상 되고, 에어의 불순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밸브 입니다.

에어 탱크의 압력을 일정하게 제어하 
여 급•배기 시간이 단축되고, 급•배 
기 특성이 우수한 밸브 입니다.



내부파이롯트

형식



경  고 : 슬라이드의 하강시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플라이휠 회전중에는 수동조작을 하지 마십시오.



















SPECIFICATION

































PRESSURE CONTROL VALVE, DIRECTIONAL CONTROL VALVE, FLOW CONTROL VALVE, 

SOLENOID PROPORTIONAL VALVE, HY-TEGRA SYSTEM, ACCESSORY

저전력 유압 솔레노이드 밸브

PISTON PUMP, VANE PUMP, GEAR PUMP(INTERNAL, EXTERNAL)

POWER UNITM POWER PACKAGE

취급품목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78-8 (남동공단 88B-9L)
TEL : (032)815-2800 FAX: (032)819-6466
E-mail : wni6464@chol.com
www.woonamind.co.kr

이 카다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제품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ales Partn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