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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인 증 서

KROHNE Messtechnik GmbH

Ludwig-Krohne-Str.5, 47058 Duisburg, Germany

  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ㆍ보건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

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

품               목

Variable area flow meter and indicator

형식 · 모델 / 용량 · 등급 / 인증번호

형식·모델 용량 · 등급 인증번호

H250./.././M40./../.../..
-Ex-.. 

and M40./../.../..-Ex-..

첨부 인증조건(12-0698) 참조

12-GA4BO-0698
Ex d IIC T6...T1, Ex d IIB T6...T1

Ex tD IIIC T70℃

인    증    기    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6호)

인    증    조    건

첨부 인증조건 (12-06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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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인 증 조 건

 1. 제조공장:

    Ludwig-Krohne-Str.5, 47058 Duisburg, Germany에 위치한 KROHNE Messtechnik GmbH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중 아래 인증범위의 제품에 한함.

 2. 제품개요

    The variable area flow meters H250./.././M40./../.../..-Ex-.. and indicator M40./../.../..-Ex-.. 

manufactures by KROHNE Messtechnik GmbH are suitable for measuring gases, vapours and 

liquids. Different functionalities, depending on built-in modules for signal processing, are 

available. Possible are :

     - Current output 4-20 mA

     - Limit switches (max. 2) with O/C- or NAMUR-output (2-wire)

     - Limit switches (max. 2) with pnp-output (3-wire)

     - Reed switches (max. 2) with contact-output

     - Signal output for bus communication (PROFI-BUS or FieldBus-FF)

    Connection of the up to 4 separated external circuits is effected in type of protection 

"flameproof" or "protection by enclosure" . Electrical connections for the circuits designed as 

internal plug connectors.

    For the technical data please refer to the attachment.

 3. 인증범위:　본 인증서는 아래의 형식번호에 한하여 유효함

    품목 명 Variable area indicator, 모델 명 Type H250./.././M40./../.../..-Ex-.. and  M40./../.../..-Ex-..에 한하여 

인증함.

    첨부 인증조건(12-0698) 참조.

 4.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건

     첨부 인증조건(12-0698) 참조.

 5. 인증(변경)사항

    

 6. 그 밖의 사항

    안전인증품의 품질관리. 확인심사 수검, 변경사항 신고 등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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