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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 문서에는 제품의 기술적 속성에 대한 세부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문하려면
“Bestellangabenblatt(문의 및 주문 시방서)”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이 양식은 당사 웹사이트 http://
www.reinhausen.com의 각 제품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MR Reinhausen 고객 포털(https://
portal.reinhausen.com)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말 코팅이 적용된 보호판

 기본 보호판 RAL 7033(시멘트 회색)

RAL 7038(마노 회색)

 오일 흐름 구멍이 있는 보호판(OD 커버) RAL 7033(시멘트 회색)

RAL 7038(마노 회색)

 스프링 어셈블리, LMPRD = 대형 MESSKO® 압력 경감 밸브

 배기 나사

선택 사항:  신호 장치(해외 용도에 사용
불가)

1 – 작동 위치
2 – 알람 위치

해상용 모델(OD 커버에만 해당)

전기 연결

마이크로 스위치 없음 기본 커버로 사용되는 구멍이 없는 수직판,
OD 커버용 나사형 블랭크 캡

케이블 나사로 연결  마이크로 스위치 1개 M20 x 1.5 케이블 나사 연결 1개,
M20 x 1.5 더미 플러그 1개

 마이크로 스위치 2개 M20 x 1.5 케이블 나사 연결 2개

ANSI 플러그  마이크로 스위치 1개 또는 2개

웨스팅하우스 플러그  마이크로 스위치 1개 또는 2개

 단자함  마이크로 스위치 1개 M25 x 1.5 1개

 마이크로 스위치 2개 M25 x 1.5 2개

요청 시 추가 연결 가능(예: NPT)

밀봉 재료 냉각제 참고

NBR (기본 장비) 광물성 오일  신호 핀 = 빨간색(양극산화처리)

Viton 실리콘 오일, 피라놀  신호 핀 = 파란색(양극산화처리)

 장착 실 링(선택
사항)

NBR 광물성 오일 주문 번호: 50032703

Viton 실리콘 오일, 피라놀 주문 번호: 73314900

장착 실 링 미포함

보호 등급

IP 65

IP 66, 다음에 해당 케이블 나사 연결이 있는 기본 보호판

케이블 나사 연결이 있는 OD 커버

접속함이 있는 OD 커버

http://www.reinhausen.com
http://www.reinhausen.com
https://portal.reinhausen.com
https://portal.reinhausen.com


압력 경감 밸브 MESSKO® MPREC®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 20222 5785291/04 KOMESSKO® MPREC®

기술 데이터

작동 조건

사용 위치 실내 및 실외, 열대 내성

주변 기온 -50 °C~+80 °C(기계 버전만)
-40 °C~+80 °C(마이크로 스위치가 있는 버전)

작동 온도 -40 °C~+80 °C

절연유 온도 -30 °C~+120 °C

보관 온도 -50 °C~+80 °C

보호 등급
(단자함, 케이블 나사 연결부, 마
이크로 스위치)

IEC 60529에 따른 IP66

오염 수준 3

과전압 범주 III, 외부 보호: 최대 16 A 소형 차단기, C 특성

재료

모든 부품 내기후성 및 변압기 오일 내성, 모든 외부 부품은 UV 내성이 있음

해상용 버전: 전체 외부 부품 역시 내해수성

장치 플랜지 내해수성 알루미늄 주조

기본 보호판 RAL 7033 또는 RAL 7038로 분말 코팅한 내해수성 알루미늄

OD 보호판 RAL 7033 또는 RAL 7038로 분말 코팅한 내해수성 알루미늄 주조, 제
공 범위에 포함된 밸브 플레이트의 씰링 립

선택 사항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상용 버전:

▪ DIN 931/933에 따른 V4A의 나사

▪ EN 60423, ISO 965에 따른 케이블 나사 연결

▪ ISO 12944에 따른 페인트 범주 CX

밸브판 스테인리스강

밀봉 재료 ▪ 광물성 오일용 NBR

▪ 대체 절연유용 Viton

스프링 EN 10270-1 SH에 따른 스프링 스틸, 구성별 부품 페인팅된 압축 스
프링(독일: KTL) 식별 및 부식 보호용

신호 핀 내해수성 알루미늄, 양극산화 처리됨

기본 씰링 립(NBR)의 경우 빨간색, Viton의 경우 파란색

배기 나사 자체 고정, 스테인리스강, 렌치 크기 10

신호 장치 선택 사항, RAL 1026으로 분말 코팅한 내부식강, 형광 노란색(해상용
으로 부적합)

치수

설치 Ø 235mm[Ø 9.25"] 구멍 6개의 볼트 서클 Ø 15.5mm[Ø 0.61"]

보호판 Ø 291mm[Ø 11.46"] 기본 보호판

Ø 295mm[Ø 11.61"] OD 보호판

오일 배출구 OD 보호판이 있는 버전 전용:

▪ O-링 포함 Ø 90mm[3.54"] 95x3, 구멍 3개의 볼트 서클 Ø
120mm[Ø 4.72"]

▪ 내부 스레드 G3 1/4" 포함 또는 용접용 연결 플랜지(선택 사항으로
사용 가능)

높이(트립된 상태) 신호 장치가 없는 최대 234.5mm[9.23"] 기본 보호판

신호 장치가 있는 최대 340mm[13.39"] 기본 보호판

신호 장치가 없는 최대 246mm[9.96"] OD 보호판

신호 장치가 있는 최대 342mm[13.46"] OD 보호판

장착 씰 링 선택 사항으로 제공됨, Ø 200mm x Ø 178.5mm x 4.25mm[Ø 7.87" x
Ø 7.03“ x 0.17"]



압력 경감 밸브 MESSKO® MPREC®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 2022 35785291/04 KO MESSKO® MPREC®

치수

플러그 종류별 연결 케이블 길이 1,219mm [48″]; 1,829mm [72″]; 2,134mm [84″]; 2,438mm [96″];
3,658mm [144″]; 4,572mm [180″]; 5,004mm [197″]; 5,080mm
[200″]; 6,096mm [240″]; 7,620mm [300″]; 9,144mm [360″];
10,000mm [394″]; 11,990mm [472″]; 15,010mm [591″];
20,110mm [792″]

무게 기본 보호판 포함 약 6kg

OD 보호판 포함 약 11kg

유형 작동 압력

[psi] [bar] [kPa]

LMPRD 4 psi 4 ± 1 0.28 ± 0.07 28 ± 6.9

LMPRD 5 psi 5 ± 1 0.34 ± 0.07 34 ± 6.9

LMPRD 6 psi 6 ± 1 0.41 ± 0.07 41 ± 6.9

LMPRD 8psi 8 ± 1 0.55 ± 0.07 55 ± 6.9

LMPRD 10 psi 10 ± 1 0.69 ± 0.07 69 ± 6.9

LMPRD 12 psi 12 ± 1 0.83 ± 0.07 83 ± 6.9

LMPRD 15 psi 15 ± 2 1.03 ± 0.14 103 ± 13.8

LMPRD 20 psi 20 ± 2 1.38 ± 0.14 138 ± 13.8

LMPRD 25 psi 25 ± 2 1.72 ± 0.14 172 ± 13.8

LMPRD 30 psi 30 ± 2 2.07 ± 0.14 207 ± 13.8

마이크로 스위치

스위치 유형 표준 접점(은 합금)이 있는 스위치,
금 도금 접점이 있는 스위치

접점 유형 표준 접점: NO(normally open 접점) 1개 및 NC(normally
closed 접점) 1개
또는
NO(normally open 접점) 2개

금도금 접점: NO(normally open 접점) 1개, NC(normally
closed 접점) 1개

하우징 소재 내해수성 알루미늄

정격 작동 전압: Ue = 240V

IEC 60076-22-1에 따른 표준
접점 스위칭 용량

최대 전류 10 A 30 ms

24 V DC ~ 220 V DC

투입 용량 130 W L/R < 40 ms

차단 용량 25 W L/R < 40 ms

230V AC

투입 용량 250 VA cos φ > 0.5

차단 용량 60 VA cos φ > 0.5

스위칭 용량, 금 도금 접점 스위
치*

*) 더 높은 부하의 전환은 도금
층을 파괴합니다

24 V DC

투입 용량 최대 0.1 W 저항성 부하

차단 용량 최대 0.1 W 저항성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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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스위치

IEC 60076-22-1에 따른 스위치
특성

최소 절연 강도, 단기 전원 공급 주
기 내전압

2 kV, 1분, 회로와 지면 사이

1 kV, 1분, 열린 상태에서 각 접점
사이

최소 절연 강도, 뇌 충격 내전압 4 kV(피크), 회로와 지면 사이

3 kV(피크), 열린 상태에서 각 접
점 사이

케이블 나사로 연결

연결 단자 단선: 0.5~2.5mm2, AWG 21-14, 페룰이 있는 편조선: 0.5~1.5mm2,
AWG 21-16

케이블 글랜드 IP66 및 해상용: 케이블 지름 5~14mm용 M20x1.5, 연결 케이블은 납
품에 포함되지 않음

보호 등급 밀폐 장치용 IEC 60529에 따른 IP66

단자함에서 연결

연결 단자 단선: 1~4mm2, AWG 18-12, 페룰이 있는 편조선: 0.5~2.5mm2,
AWG 21-14

IP66: 케이블 지름 11~20mm용 M25x1.5

해상용 버전: 케이블 지름 9~17mm용 M25x1.5, 스테인리스강

보호 등급 밀폐 장치용 IEC 60529에 따른 IP66

플러그에서 연결

연결 케이블 ANSI 소켓 연결 케이블 AWG 16, 또는
Westinghouse 소켓 연결 케이블 AWG 16

보호 등급 밀폐 장치용 IEC 60529에 따른 I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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