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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량 센서 Schmidt SS 20.500  

• 먼지가 많은 공기 및 가스에도 유량 측정 솔루션. 매우 정확하고 컴팩트합니다! 

• 쉽게 유량 측정 

공기와 가스 흐름을 정확하고 반복적으로 측정 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올바른'매개 변수가 필요합니다. 많은 

흐름 센서에서 흐름 방향에 대한 방향은 결과 품질에 필수적입니다. 센서의 선택은 측정 할 가스에 따라 다릅니

다. 먼지 및 공격적인 가스는 결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며,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유지 보수 및 조기 교체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분말 취급 및 오일 / 가스 플랜트에서 볼 수 있는 폭발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적절한 승

인을 받은 센서가 필요하며 이는 센서 공급 업체의 옵션을 제한합니다. 

 

• 이 유량 센서는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SCHMIDT® 열 흐름 센서 SS 20.500은 건조 공정, 배기 배출, 글로브 박스 및 cup 찬장 흐름, 부피 흐름 제어 등

을 포함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고 복잡한 응용 분야에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속도 이외에도 센서는 공

정 온도를 측정하며 이 두 파라미터는 모두 독립적 인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결합 된 측정 기능은 태

핑 포인트의 수를 줄이고 설치를 용이 하게하며 명백한 비용 이점을 제공합니다. 축 방향 360도 및 수직 방향에

서 ± 45 도의 극도의 흐름 각도로 가스 흐름에서의 위치를 단순화합니다. 0.06에서 최대 50m / s의 넓은 측정 

범위와 정밀 교정을 통한 추적 가능한 교정은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 먼지와 공격적인 가스? 문제 없어요! 

특허받은 덤벨 헤드는 측정 값에 영향을 주지 않고 먼지가 많은 응용 분야에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청소를 쉽게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이 센서는 위험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ATEX 인증을 받

았으며, 예를 들어, 미량 산에 대한 공격적인 배지에 대한 특수 보호 코팅을 갖추고 있습니다. 

 

• 흑백 정확도 

옵션으로 센서는 고정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옵션에는 기록 된 정확도와 반복성이 있는 ISO 교정 인증서가 

포함됩니다. 이 교정은 SCHMIDT 기술에서 국가 표준에 대한 추적 성을 통해 사내에서 수행됩니다.  

재 교정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제품 특장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