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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051/GL052 / IP68 침수형 압력 신호전송기 

제품 소개 

◎ 장점 

• 외함 SS316, 직경 22Ø 또는 27Ø 

• 견고하게 짜임새 있게 설계되어 설치하기에 편함 

• 경제적인 가격에 고정밀성과 고품질, 긴 수명의 특성 모두 갖춤 

• 연결선 재질 : PVC나 PTFE. 

 

• 측정범위: 0~ 10 BAR 

• 직선성: F.S의 ±0.5% 

• 출력 신호: 4~ 20mA  

• 신호선 연결: 2선식 

• 부하 저항: 저항 ≤(동작 전압-10V)/ 0.02A- 0.15Ω 

              ×연결선 길이(m) 

• 출력 교정(영점과 범위):  

GL051 영점: ±10%, GL052 범위: PC교정 

• 전원: 10~ 30VDC 

• 보호급수:  IP68 

  

직경  압력 범위 출력 전원 선 길이 선 재질 

1: 27Ø 
2: 22Ø 

03: 0.25BAR    12: 1.6BAR   21: 10BAR 
04: 0.4BAR      13: 2.5BAR 
06: 0.6BAR      14: 4.0BAR 
11: 1.0BAR0    16: 6.0BAR 

1: 4- 20mA 
 

1: 10~ 30(VDC) 05: 5m     18: 18m     A2: 102m 
06: 6m     27: 27m     00: 별매 
08: 8m     42: 42m 
12: 12m    62: 62m 

1: PVC 
2: PTFE     

기술 규격 

감지기형 ……………………………………………..………………….…… 피에조 저항 격막 

입력형…………………………………………………………………………………………….…. 수위 

측정 범위 ……………………………………………………………………………..…. 0~ 10BAR 

연결선과 부하범위 …………………………………………………………………………………… 

 

 

 

출력 …………………………………………………………..………………... 4~ 20mA ; 2선식 

직선성 ……………………………………………………….…………………………… ±0.5% F.S 

감도 …………………………………………………………………….…. 측정값의 <±10 ppm 

부하 저항 ………..… 저항≤(동작 전압-10V)/ 0.02A-0.15Ω×연결선 길이(m)  

출력 교정(영점과 범위) 범위 조정 …………………………………….…………………… 

….....……………………………………….… GL051 영점: ±10%, GL052 범위: PC교정 

반응 시간 …………………………………………………………………..…………………. ≤ 5ms 

측정 매체 …………………………………………………………………………….…………….액체 

동작 온도 …………………………………………………………………….…...……… 0~ 50 ℃  

동작 습도 ……………………………………………………..…………………….……. 0~ 100% 

보관 온도 …………………………………..……………………………….………. -25~ +60℃  

측정 범위 오차 ……………………………...……………………………..…. ±0.2% fs /10K 

전원………………………………………………………..……………………..………. 10~ 30VDC 

소모 전류 ………………………………….……………….………………..……………..… 21 mA   

과전압 보호 ………………………………………………………………………………….<33VDC 

전기적 연결  …………………………………………………………..……………..….특수연결선  

설치……………………………………………………………………………………………..…. 침수식 

보호 급수………………………………………………………………….………………….……. IP68 

전기적 보호……………………………………………………………………과전압, 극성, 합선 

인증 ………………………………………………………………………………….……………….…. CE 

외함 ………………………………..……………………………………………….….………. SUS 316 

침수부 ………………………..……………………..…………………………….….………. SUS 316 

연결선 재질 ................................................................................................... PVC / PTFE 

무게 (연결선 제외시) ............................................... GL051: 350g / GL052: 190g  

◎ 응용범위 

• 이 침수형 압력 전송기는 개방된 용기나 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강바닥에 설치하여 상한과 하한의 수위신호를 얻어 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33길 15(양평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703호) 
TEL: 02-2636-0009               FAX: 02-2636-4753 
www.gilwoo.co.kr                 E-mail : giltron@naver.com 

◎ 사용처 

   1. 음용수 장비             2. 물구덩이 수위 측정    

   3. 오수장                    4. 대형 용기나 수조         5. 유량(강, 호수) 

 

 
◎ 형명 선택 방법 

크   기 

Cable 
Terminal 

청색선 

2
7
m

m
 

109.1mm 

96.4mm 

O-ring to protect the cable 

18.9mm 

2
7
m

m
 

18mm 

갈색선 

Cable 
Terminal 

청색선 

갈색선 Heat-dhrinkage tube 

PTFE cable with gauge 6.2mm 

Heat-dhrinkage tube 

Gauge 7.6mm 
length upon 
customer’s request 

GL051 

GL052 

압력 0.5 1 2 5 10 20 

과부하 범위 2.5 3 4 7 15 30 

인증서 보기 

연결 그림 

PVC 연결 사용 
PRFE 연결 사용 

전원 
10~30 VDC 

전원 
10~30 VDC 

수위 
 전송기 

수위 
 전송기 

사용자 측정 
표시기 

사용자 측정 
표시기 

IN(갈색) 

OUT(녹색) 

IN(갈색) 

OUT(청색) 

4~20mA 4~20mA 

http://www.gilwoo.co.kr/
http://www.gilwoo.co.kr/product/EYC/EYC_L051_P041_CE.pdf
http://www.gilwoo.co.kr/product/EYC/EYC_L051_P041_CE.pdf
http://www.gilwoo.co.kr/product/EYC/EYC_L051_P041_CE.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