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0326호 

안 전 인 증 서

KROHNE S.A.S

- Les Ors 26103 Romans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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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ar Level Transmitter

형식 · 모델 / 용량 · 등급 / 인증번호

형식·모델 용량 · 등급 인증번호

OPTIWAVE 6300C

Ui<=30Vdc, Ii<=300mA,

Pi<=1W, Li=200uH, Ci=30nF 
11-GA4BO-0326X

Ex ia IIC T6∼T3 

Ex iaD 20 IP6X T70℃∼T95℃

인    증    기    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36호)

인    증    조    건

T6(Tamb : -40℃ ∼ +57℃), T5(Tamb : -40℃ ∼ +72℃)

T4(Tamb : -40℃ ∼ +80℃), T3(Tamb : -40℃ ∼ +52℃)

 2011 년    11월    30일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인 증 조 건

 1. 제조공장:

     - Les Ors 26103 Romans France에 위치한 KROHNE S.A.S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함.

 2. 제품개요

      The Radar Level Transmitter OPTIWAVE 6300C is used for continuous level measurement 

of flammable or non-flammable liquids or solid particles, granulates or powders within 

storage or process tanks or in a stilling well. The distance between the antenna and the 

surface of the process medium is measured using a 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radar.

 3. 인증범위:　본 인증서는 아래의 형식번호에 한하여 유효함

    모델명 OPTIWAVE 6300C

 4.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건

     - T6(Tamb : -40℃ ∼ +57℃)    - T5(Tamb : -40℃ ∼ +72℃)

     - T4(Tamb : -40℃ ∼ +80℃)    - T3(Tamb : -40℃ ∼ +52℃)

     See the manufacturer's description and temperature classification.

     For the version with an enclosure made of aluminium alloy, when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requiring the use of EPL Ga equipment, the apparatus must be installed so that 

even in the event of rare incidents, an ignition source due to impact or friction between the 

enclosure and iron/steel is excluded.

 5. 인증(변경)사항

 6.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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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