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식기준 ■접촉사양

■종류 (납기에 대해서는 거래대리점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표준레버형

＊ 포장형태는 엠보싱 테이핑 포장입니다.

●롱레버형

＊ 포장형태는 엠보싱 테이핑 포장입니다.

■접점사양 ■정격

주. 상기 정격은 아래의 조건 에서 시험을 실시한 경우입니다.
(1)주위온도 ：20±2℃
(2)주위습도 ：65±5%RH
(3)조작빈도 ：30회/min

●1a타입(상개형)

●1b타입(상폐형) 

주. 커버와 COM은 동일 전위입니다.

접촉사양 검지방향 위치결정 보스 형식 포장단위 ＊

1a(상개형)

우

있음
D3SH-A1R 1,000개

D3SH-A1R-6 6,000개

없음
D3SH-A0R 1,000개

D3SH-A0R-6 6,000개

좌

있음
D3SH-A1L 1,000개

D3SH-A1L-6 6,000개

없음
D3SH-A0L 1,000개

D3SH-A0L-6 6,000개

1b(상폐형)

우

있음
D3SH-B1R 1,000개

D3SH-B1R-6 6,000개

없음
D3SH-B0R 1,000개

D3SH-B0R-6 6,000개

좌

있음
D3SH-B1L 1,000개

D3SH-B1L-6 6,000개

없음
D3SH-B0L 1,000개

D3SH-B0L-6 6,000개

접촉사양 검지방향 위치결정 보스 형식 포장단위 ＊

1a(상개형)

우

있음
D3SH-A1R1 1,000개

D3SH-A1R1-6 6,000개

없음
D3SH-A0R1 1,000개

D3SH-A0R1-6 6,000개

좌

있음
D3SH-A1L1 1,000개

D3SH-A1L1-6 6,000개

없음
D3SH-A0L1 1,000개

D3SH-A0L1-6 6,000개

1b(상폐형)

우

있음
D3SH-B1R1 1,000개

D3SH-B1R1-6 6,000개

없음
D3SH-B0R1 1,000개

D3SH-B0R1-6 6,000개

좌

있음
D3SH-B1L1 1,000개

D3SH-B1L1-6 6,000개

없음
D3SH-B0L1 1,000개

D3SH-B0L1-6 6,000개

접점사양 슬라이드

최소적용부하 DC3V, 15μ A

정격전압 저항부하

Am1V5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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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의	소형·슬림형화에	공헌하는	초소형	&	슬림형.

	 (폭	3.0×깊이3.4×높이0.9mm)

●	독자적인	접점구조로	높	은	동작위치	정도와

	 고접촉	신뢰성을	실현.

●	수평	2방	향	검지와	롱	스트로크로	사용의	편리성을	향상.

●접촉사양,	각	종	레버를	구비하여	다양한	용도에	대응.

소형휴대기기에 최적인 
「세계최소사이즈」 의
검출 스위치(2014년 6월 당사 조사)

(상세내용은 후-4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RoHS적합

용어해설		..................................... 	B-11

공통	주의사항	............................. 	B-14

규격인정기종	일람표		.................. 	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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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주. 상기는 초기의 값입니다.
＊1. 동작한도위치에서의 값입니다. 접점의 폐로 또는 개로는 1ms 이내입니다.   
＊2. 시험조건에 대해서는 문의하여 주십시오.   

■외형치수 (단위:mm) /동작특성

허용조작속도 1mm~300mm/s

허용조작빈도
기계적 60회/min

전기적 60회/min

절연저항 100MΩ 이상(DC100V 절연저항계에서)

접촉저항(초기값) 3Ω 이하

내전압 동극단자간 AC100V(50/60Hz  1min)

진동 ＊1 오동작 주파수 10~55Hz  복진폭 1.5mm

충격
내구 최대 1000m/s2

오동작 ＊1 최대 300m/s 2

내구성 ＊2
기계적 15만회 이상(20회/min)

전기적 10만회 이상(20회/min)

사용온도범위 －25~＋85℃  60%RH 이하(단, 결빙 및 결로되지 않을 것)

사용습도범위 85%RH 이하(＋5~＋35℃에서)

질량 약 0.02g

동작특성
형식 D3SH-□□R

D3SH-□□L

동작에 필요한 힘 OF최대 0.3N

자유위치
동작위치
동작한도위치

FP
OP
TTP

5.4±0.2mm
5.0±0.2mm
3.8±0.15mm

●우측방향 검지  보스 없음  
D3SH-□0R

●좌측방향 검지  보스 없음  
D3SH-□0L

주1. 상기 외형치수도 중에서 지정하지 않은 부분의 치수공차는 ±0.15mm입니다.
주2. 동작특성은 A방향( )으로 동작한 경우입니다. B방향( ,  )의 동작특성도 A방향과 동일한 특성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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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특성
형식 D3SH-□□R1

D3SH-□□L1

동작에 필요한 힘 OF최대 0.24N

자유위치
동작위치
동작한도위치

FP
OP
TTP

5.9±0.3mm
5.4±0.3mm
3.8±0.2mm

●우측방향 검지  보스 있음  
D3SH-□1R

●좌측방향 검지  보스 있음  
D3SH-□1L

●우측방향 검지  보스 없음  
D3SH-□0R1

주1. 상기 외형치수도 중에서 지정하지 않은 부분의 치수공차는 ±0.15mm입니다.
주2. 동작특성은 A방향( )으로 동작한 경우입니다. B방향( ,  )의 동작특성도 A방향과 동일한 특성값입니다.

주1. 상기 외형치수도 중에서 지정하지 않은 부분의 치수공차는 ±0.15mm입니다.
주2. 동작특성은 A방향( )으로 동작한 경우입니다. B방향( ,  )의 동작특성도 A방향과 동일한 특성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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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사양

●좌측방향 검지  보스 없음  

D3SH-□0L1

●우측방향 검지  보스 있음  

D3SH-□1R1

●좌측방향 검지  보스 있음  

D3SH-□1L1

규격 JEITA 준거

포장 수
1,000개/릴
6,000개/릴

주1. 상기 외형치수도 중에서 지정하지 않은 부분의 치수공차는 ±0.15mm입니다.
주2. 동작특성은 A방향( )으로 동작한 경우입니다. B방향( ,  )의 동작특성도 A방향과 동일한 특성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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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커버

B-153

★ 반드시 「공통주의사항(B-14~B-19페이지)」를 같이 참조하여 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프린트기판에 대해서

프린트기판에	스위치를	탑재한	후의	취급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프린트기판	분할작업시에	흩날린	기판가루가	스위치	내부에	침입하

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프린트기판을	겹쳐	쌓아두지	말아	주십시

오.

●제품의 상세 사양에 대해서

•		이	카탈로그의	사양은	개략	사양입니다.	구입	및	사용	전에	당사

의	도면,	사양서를	청구하여	검토하신	후에	구입	및	사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취부에 대해서

•		커버는	COM단자와	동일	전위이므로	NO단자	혹은	NC단자가	커

버와	단락되지	않도록	취부하여	주십시오.

•		아래의	내용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레버의	복귀불량,	스위치의	파

손,	내구성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		조작체는	레버의	움직임에	따른	방향으로	세트하고,	스위치가	

자유상태(FP)일	때는	레버에서	완전하게	떨어지도록	하여	주

십시오.	또한	레버가	스위치의	횡방향에서	조작하는	경우는	조

작체의	코너부	형상은	R1	이상으로	하여	주십시오.

	 －		스위치의	스트로크는	동작	후의	움직임(동작위치와	동작한도

위치의	차)의	70~100%가	되도록	설정하여	주십시오.

	 －		충격을	동반하는	조작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		스위치를	스토퍼로	사용하는	사용방법은	피해	주십시오.

	 －		버에	하중을	가하거나	레버	동작과는	다른	방향에서의	조작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		접착제를	사용하여	스위치를	고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		당	스위치에는	윤활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밀폐구조가	아니기	때

문에	윤활제가	새어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계	및	사용시에는	

사용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배려하여	주십시오.

●사용환경에 대해서

•		악성가스나	실리콘	등이	존재하는	장소,	먼지가	많은	장소,	고온

다습한	환경	혹은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장소나	물,기름이	

튀는	장소	등은	피해	주십시오.

•	접점	접촉불량이나	부식에	의한	파손	등의	기능장해를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절연, 배선에 대해서

취부한	상태에서는	각	단자와	그	금속부,	랜드	등의	절연거리를	충

분히	확보하여	주십시오.

●세정에 대해서

스위치는	밀폐	구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정할	수	없습니다.	

세정을	하면	세정액과	함께	플럭스나	기판상의	이물질이	스위치	내

부에	침입하여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실장 확인에 대한 부탁

실제	사용시의	부하조건,	환경조건에서	충분히	품질	확인을	실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상의	주의

●전기정격에 대해서

•		스위치	정격은	접점부하를	확인하여	적절하게	선정하여	주십시

오.

•			접점에	대해	과도한	접점부하를	통전하면	접점이	용착되어	단락	

및	소손의	원인이	됩니다.

●단자와의 접속에 대해서

•	자동	납땜	및	수동납땜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		아래	그림의	단자부	온도	프로파일의	범위에서	리플로	납땜을	하

여	주십시오.

	 	리플로	납땜	장치에	따라서는	Peak값이	높은	것이	있으므로	반드

시	사전에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		리플로	납땜은	2회까지로	하여	주십시오.	1회째와	2회째의	작업

은	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	스위치가	상온으로	되돌아온	후에	실

시하여	주십시오.

•		계속해서	가열하면	외곽부의	용해,	특성열화	등의	요인이	됩니다.

•	크림납땜의	인쇄시의	스크린	두께는	0.13mm를	권장합니다.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부탁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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