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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1EB 콜 스테이션 비상 버튼
www.boschsecurity.com

PVA-1EB는 PAVIRO 콜 스테이션에 설치할 수 있는 옵션 비
상 버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콜 스테이션 매뉴얼을 참조하
십시오.
인증 및 승인
비상 관련 표준 인증
유럽

EN 54‑16

국제

ISO 7240‑16

u

콜 스테이션용 알람 버튼

u

EN 54-16 및 ISO 7240-16 시스템 인증

설치/구성 노트
레이블
1.
2.
3.
4.

하우징 ➋에서 버튼 ➊ 제거
날카로운 도구(예: 칼)를 사용하여 렌즈 ➎에서 빨간색 디
퓨저 ➌ 제거
필름 인서트 ➍ 라벨링
필름 인서트가 포함된 버튼을 재조립하고 하우징 ➋에 장착
합니다.

환경 지침 규정 준수
전자기 내성

EN 50130-4

전자기 방출

EN 61000-6-3
ICES-003
FCC-47 파트 15B 클래스 A

환경

EN 50581

해양

EN 60945

적합성
유럽

CE/CPR

호주

RCM

환경

RoHS

콜 스테이션의 어셈블리
1.
2.

모든 커넥터에서 콜 스테이션을 분리합니다.
콜 스테이션 베이스플레이트를 풉니다(나사 4개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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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콜 스테이션의 왼쪽 상단에서 시작하여 위쪽 부분에서 베
이스플레이트를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4. CN1 플러그 커넥터➋에서 연결 케이블을 뽑습니다.
5. 설치 위치➌ 준비: 날카로운 물체(스크라이버 등)를 사용하
여 조심스럽게 구멍을 내고 하우징 내부의 프리컷 직사각
형을 잘라냅니다. 설치 위치에 필요할 수 있는 후속 작업
(예: 다듬질, 트리밍)을 수행합니다.
6. 설치 위치에 버튼을 장착하고 균등하게 눌러 넣습니다(커
버 캡이 위쪽으로 열릴 수 있음).
7. 오른쪽/가운데/왼쪽 설치 위치 중 무엇을 사용했는지에 따
라 리본 케이블➍을 회로 기판의 플러그 커넥터 CN201/
CN202/CN203에 꽂습니다.
8. 연결 케이블을 CN1에 다시 꽂습니다.
9. 콜 스테이션 베이스플레이트를 조심스럽게 다시 부착합니
다.
10. 연결을 다시 설정합니다.
11.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버튼을 구성합니다.

3
2

1

포함된 부품
수량

구성품

1

커버가 있는 버튼 요소

1

미리 구성된 4핀 연결 케이블

1

설치 시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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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습도(비응축)

5% ~ 90%

기계 사양

고도

최대 2000m

제품 크기(높이 x 너비 x 깊
이)

30mm x 21mm x 21mm

순무게

0.01kg

PVA-1EB 콜 스테이션 비상 버튼

배송 무게

0.02kg

주문 번호 PVA-1EB

환경 사양
작동 온도

-5°C~+45°C(+23°F~
+113°F)

보관 및 운반 온도

-25°C~+70°C(-13°F~
+15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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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정보
PVA-15CST 콜 스테이션에 설치할 수 있는 옵션 비상 버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