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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GLC X
Compact Dyna-Star® 
배선 하니스
Compact Dyna-Star 시스템에 GLC X 컨트롤러를 연결하기 위한 배선 하니스 확장
전문가만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품 번호 26A883
(전원 3피트 길이, 신호 3피트 길이)

관련 설명서

3A6941 - Compact Dyna-Star 전기 펌프 
3A7031 - GLC X 윤활 컨트롤러

중요 안전 지침
경고 및 지침 전체는 Compact Dyna-Star 
전기 펌프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본 설명서에 포함된 모든 문서상 도면상의 내용은 이 설명서 발행 당시의 가능한 가장 최근의 제품 정보를 반영한 것입니다.  
Graco사는 통보 없이 어느 시점에라도 제품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침의 번역. 본 설명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었습니다. MM 3A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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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커넥터: TE 776273-1 (GLC X)
 TE DT06-12SB (CDS)

Graco 정보

Graco 제품에 대한 최신 정보는 www.graco.com에서 확인하십시오.
특허 정보는 www.graco.com/patents를 참조하십시오.
주문하시려면  다음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 612-623-6928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 1-800-533-9655, 팩스: 612-378-3590

표 1: GLC X 컨트롤러 배선 하니스 키트 부품 번호 26A883

케이블
GLC X 

PIN
CDS PIN AWG 색상 기능

신호 1 4 16 빨간색 펌프/모터

신호 2 9 18 흰색 보조/알람 (벤트 밸브)

신호 3 5 16 검정색 GND (펌프/모터)

신호 4 7 18 노란색 센서 전원 1 (압력)

신호 5 1 18 주황색 센서 전원 2 (저레벨)

전력 6 해당 없음 16 흰색 전압원 

신호 7 10 18 검정색 GND (벤트 밸브)

신호 8 2 18 녹색 GND (저레벨)

신호 9 3 18 갈색 입력 2 (저레벨)

전력 10 해당 없음 16 검정색 전압원 접지

신호 11 11 18 슬레이트 입력 3 (주기)

신호 12 12 18 보라색 입력 4 (기계 카운트)

신호 13 6 18 녹색 GND (압력)

신호 14 8 18 파란색 입력 1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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