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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25 제어스위치 - H25

Ø30 제어스위치 - H30

Ø25,30 제어스위치
(H 시리즈)

Ø25,30 제어스위치

● 인 증 사 항 ●



I n d u s t r i a l  C o n t r o l s

4
표시등

누름버튼스위치

세렉타스위치

조광형누름스위치

키스위치

비상리셋

Ø40 누름스위치

부저

Ø25 제어스위치

Ø25 제어스위치

● 인 증 사 항 ●



Ø25 H 시리즈

4-4

표시등
※ 는 색상 : R,G,Y,W

H25-17

누름버튼스위치
※ 는 색상 : R,G,Y,B,K,W

H25-21

Ø40 누름스위치
※ 는 색상 : R,G,Y

H25-21 -N40

세렉타스위치

H25-41 (2단)
H25-51 (3단)

조광형 누름 스위치
※ 는 색상 : R,G,Y

H25-27

조광형 누름 스위치(스냅액션)
※ 는 색상 : R,G,Y

H25-275

키스위치

H25-61 (2단)
H25-71 (3단)

비상리셋

H25-81

비상리셋(방수형)

H25-81A
H25-81A (2a+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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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작 방지커버

HP113 (누름버튼 스위치용) HP114 (조광형 누름 스위치용)

명판

HP111 (Ø25mm)

보호 커버

KEG15 (Ø25mm)

추가접점

HCB HEB

HRB-PS62 (전기식)
HRB-PS52 (전자식)

부저

Ø25 H 시리즈

4



성능 및 사양 (H25)

4-6

재질 은합금

전압 AC1등급 AC3등급 DC1 등급

24 10A 10A 10A

정격전류
48 10A 10A 3A

접점부
110 10A 5A 1A

250 10A 3A 0.6A

440 3A 1.5A -

수명
전기적 10만회 이상

기계적 절환, 키, 비상 : 10만회 이상 / 그 외 품목 : 100만회 이상

초기접촉저항 50mΩ

소비전류
AC LED 약 15mA

조광부 DC LED 약 15mA

(LED) 전 압 24VAC

수 명 50,000hrs이상

부저 음 량 60dB＠1분간

절연저항 100MΩ 500VDC

내전압 2,000VAC/1분간

일반사양 개폐빈도 30회/분

보호구조 IP65

사용온도 (-)25℃~70℃

단자나사 체결 Torque 0.8N·m (8.16kgf·cm)

●제품의 사양 및 재질은 품질향상 등의 목적으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능 및 사양은 사용 목적 및 사용 조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특정 기기 및 특수 환경에
적용시 본사 및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표시등, 조광형 누름 스위치 중 110VDC는 사용전압이 110VDC∼125VDC

LED 램프의 밝기는 50,000시간 동작 후 초기의 50%까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외형 치수 (H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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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등 누름버튼스위치

Ø40 누름스위치 세렉타스위치

H25-17 H25-21

H25-21 -N40 H25-41
H25-51

4



외형 치수 (H25) 

4-8

조광형 누름 스위치 조광형 누름 스위치(스냅액션)

키스위치 비상리셋

H25-27 H25-275

H25-61
H25-71

H25-81

비상리셋(방수형)
H25-81A



Ø25 H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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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 주의 사항

● H시리즈는 조작부, 트랜스부, 접점부 등이 한 본체에 구성된 일체형 유니트 입니다.

● 조광방식은 전기종 고휘도 LED기본방식으로 기존 필라멘트의 수명에 대한 대책을 완전히 극복한 제품
이므로 한번의 설치로 인하여, 조광부의 수명으로 생기는 A/S 에 대한 염려가 전혀 배제된 제품입니다.

● DC조광형일 경우, 정류된 DC전원이 정격전압의 10% 이상 리플이 생기지 않토록, 정전압원을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착간격도

판넬 가공도 및 판넬부착 간격 치수

판넬 가공도

간격치수

D 판넬 컷 25.5(+0.4)

A 간격 min 45

표시등 min 40

누름버튼스위치 min 70

조광형 누름 스위치 min 65

B 간격 세렉타스위치 min 70

키스위치 min 70

비상리셋 min 65 (A간격 65)

부저 min 50 (A간격 50)

(mm)



I n d u s t r i a l  C o n t r o l s

표시등

누름버튼스위치

세렉타스위치

조광형누름스위치

키스위치

비상리셋

Ø40 누름스위치

부저

Ø30 제어스위치

4

Ø30 제어스위치

● 인 증 사 항 ●



Ø30 H 시리즈

4-12

H30-17

파이롯램프 ※ 는 색상 : R,G,Y

H30-21

누름버튼스위치 ※ 는 색상 : R,G,Y,B,K,W

H30-21 -N40

Ø40 누름스위치 ※ 는 색상 : R,G,Y

H30-41 (2단)
H30-51 (3단)

세렉타스위치

H30-27

조광형 누름 스위치 ※ 는 색상 : R,G,Y

H30-275

조광형 누름 스위치(스냅액션)
※ 는 색상 : R,G,Y



성능 및 사양 (H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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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0-61 (2단)
H30-71 (3단)

HP112

HP115 
(누름버튼 스위치용)

키스위치

H30-81A (2a+2b)

비상리셋

H30-81A

비상리셋(방수형)

명판

HRB-PS60 (전기식)
HRB-PS50 (전자식)

부저

HP116 
(조광형누름 스위치용)

오동작 방지커버

HCB

추가접점

HEB

보호 커버

KEG13 (Ø30mm)



성능 및 사양 (H30)

4-14

재질 은합금

전압 AC1등급 AC3등급 DC1 등급

24 10A 10A 10A

정격전류
48 10A 10A 3A

접점부
110 10A 5A 1A

250 10A 3A 0.6A

440 3A 1.5A -

수명
전기적 10만회 이상

기계적 절환, 키, 비상 : 10만회 이상 / 그 외 품목 : 100만회 이상

초기접촉저항 50mΩ

소비전류
AC LED 약 15mA

조광부 DC LED 약 15mA

전 압 24VAC

수 명 50,000hrs이상

부저 음 량 60dB/＠1분간

절연저항 100MΩ 500VDC

내전압 2,000VAC/1분간

일반사양 개폐빈도 30회/분

보호구조 IP65

사용온도 (-)25℃~70℃

단자나사 체결 Torque 0.8N·m (8.16kgf·cm)

●제품의 사양 및 재질은 품질향상 등의 목적으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능 및 사양은 사용 목적 및 사용 조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특정 기기 및 특수 환경에
적용시 본사 및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표시등, 조광형 누름 스위치 중 110VDC는 사용전압이 110VDC∼125VDC

LED 램프의 밝기는 50,000시간 동작 후 초기의 50%까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외형 치수 (H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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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등 누름버튼스위치

Ø40 누름스위치 세렉타스위치

H30-17 H30-21

H30-21 -N40 H30-41
H30-51



외형 치수 (H30) 

4-16

조광형 누름 스위치 조광형 누름 스위치(스냅액션)

키스위치 비상리셋

H30-27 H30-275

H30-61
H30-71

H30-81

비상리셋(방수형)
H30-8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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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 주의 사항

● H시리즈는 조작부, 트랜스부, 접점부 등이 한 본체에 구성된 일체형 유니트 입니다.

● 조광방식은 전기종 고휘도 LED기본방식으로 기존 필라멘트의 수명에 대한 대책을 완전히 극복한 제품
이므로 한번의 설치로 인하여, 조광부의 수명으로 생기는 A/S 에 대한 염려가 전혀 배제된 제품입니다.

● DC조광형일 경우, 정류된 DC전원이 정격전압의 10% 이상 리플이 생기지 않토록, 정전압원을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착간격도

판넬 가공도 및 판넬부착 간격 치수

판넬 가공도

간격치수

D 판넬 컷 30.5(+0.5)

A 간격 min 45

표시등 min 40

누름버튼스위치 min 70

조광형 누름 스위치 min 65

B 간격 세렉타스위치 min 70

키스위치 min 70

비상리셋 min 65 (A간격 65)

부저 min 50 (A간격 50)

(mm)

Ø30 H 시리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