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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량센서 Schmidt SS 20.600  

생산 공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산업 공정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체적 유량과 가스의 체

적 유량을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유량 센서에 요구되는 요구 사항

은 까다롭습니다. 센서는 높은 압력과 넓은 온도 범위에서 다양한 가스에 대해 정확한 측정 결과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합

니다. 또한 폭발성 지역과 같은 가장 어려운 환경 조건과 야외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합한 센서의 선택과 관

련된 추가 기준은 유지 보수 방지 및 그에 따른 높은 2 차 비용입니다. 수년간 조립이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값이 목표

입니다. 

 

산업 공정을 위한 "진정한 전문가" 공압 기술 

• 압축 공기 소비량 측정 

• 차폐 가스 유량 측정 

• 볼륨 흐름 제어 

• 압축기 제어 

• 배기 모니터링 

• 블록 형 화력 발전소 및 연료 전지의 연소 공기 제어 

• 버너 및 연소 엔진의 공기 질량 유량 측정 

 

열 SCHMIDT® 유량 센서 SS 20.600은 까다로운 산업 응용 제품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압축 공기 모니터링, 공정 

버너의 가스 모니터링, 가스 소비 기록 및 훨씬 더 많은 등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센서는 유속뿐만 아니라 최대 120 ° C의 매체 온도를 기록합니다.  

DN 25 이상의 소형 튜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 미터의 센서 길이를 사용하여 대형 채널 및 덕트의 체적 유량을 측정 

할 수 있습니다.  

표준 버전이 최대 16 bar의 과압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 bar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센서는 설치가 매우 쉽습니다. 포함 된 압축 피팅을 사용하여 센서를 고정하고 가스 흐름과 파이프 중앙에 센서를 정렬

하고 전기 배선을 연결하십시오! 

 

이 센서는 움직이는 부품 없이 작동하며 표류 나 노화 징후를 제거하는 측정 원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체가 어떻

게 오염되는지에 따라 센서 헤드가 날아가거나 (공기 분사) 물에 헹구어 야 할 때까지 센서에 필요한 유지 보수가 줄어 듭

니다. 

 

높은 가스 속도, 특수 가스 또는 폭발 방지 SS 20.600은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특수 챔버 헤드 센서는 0.2 m / s ~ 220 m / s의 유속을 기록합니다. 이 매우 넓은 속도 범위를 포괄하는 정확한 측정 결과

를 얻기 위해 모든 센서는 정밀 가압 풍동에서 개별적으로 조정됩니다. 

 

이 센서를 다른 가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별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 순수한 산소, CO2, 메탄. 폭발 위

험이 있는 환경 및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센서는 폭발 방지 버전 (ATEX)으로 선택적으로 제공됩니다. 

 

제품 특장점 

• 고온 구배 허용 

• 모든 작동 온도 범위에서 활성화 된 전자 온도 보상 

• 1 : 800의 큰 측정 범위 역학 

• 쉽고 비용 절약적인 마운팅 

• 최대 16 bar의 압력 방지, 옵션 40 bar 

• 공급 미터 또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한 디지털 출력 

• 옵션으로 통합 필드 버스 인터페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