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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용수로(플룸, Flume)나 인공수언(웨어, Weir)이 없어도

흐르는 도관등 의 개방 수로를 통한 유량을 감시. 

· 도시의 폭우나 뒤섞인 폐수, 원천하수 그리고 관개수를 측정하기에

· 침습식 초음파 탐촉자를 사용하여 수로에 흐르는 물의 속도와

· 표준 침습식 일체형 유속/수위 탐촉자로 설정하거나 또는

탐촉자로 설정할 수도 있음.

· 방폭형 탐촉자와 내장된 자료이력기와 도관 고정띠들은 별매제품임

면적속도 유량계로서 일부분만 채워진 파이프나 수로(Channel)

3개의 4-20mA 출력이 나감.

· 수로(channel)형태: 원형, 4각형, 사다리꼴, 계란형, 또는 사용자 규격

· 수위 정확도: 범위의 ±0.25％

· 표시기: 백색, 유량, 적산값, 계전기 상태, 동작 방식과 설정 목록

· 유속 정확도: 지시치의 ±2％

· 재현성과 직선성: ±0.1％

· 출력: 4-20mA, 목록선택에 따라 1000옴(유량, 수위, 유속)또는 0~5VDC

· 2개의 계전기 건식접접 5A SPDT

· 전자회로 동작온도: -20℃~ 60℃

침습식 개수로 유량계
부분적으로 채워진 오수나 개방된 오수로 안에서

개(방) 수로 유량계- 오수유량 감시와

· 수위와 유속 동시 측정

· 표시창과 적산 기능

· 쉬운교정

· 3개의 분리형 4-20mA출력

· 2개의 제어 계전기

· 방수 외함

없어도 어떤모양, 즉 부분적으로 찬 하수관과 가득

측정하기에 적합.

속도와 수위를 연속적으로 측정.

또는 침습식 유속 탐촉자와 분리된 비접촉식 초음파 수위

별매제품임.

(Channel)에서 측정. 

규격

0~5VDC

[탐촉자]

· 유속: 0.03~6.2m/sec, -1.5m/sec

· 수위: 최소 25.4mm, 최대 4.57m

· 동작온도: -15~ 65℃

안에서 측정하는 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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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로와

인공수언

· 초음파로

· 정류량과

· 3개의

· 적산계와

· 5개의

· 별매의

· 별매의

USB

개수로

Flume)

량을 감시합니다

용입니다

력하면

류량을

응 용

AVFM5.0은 도관 크기가 150mm(6")보다 큰것을 재게

평하게 넘지 않는한 3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퇴적물이 쌓인곳에 탐촉자를 두지 말 것이며 물이 불었다가

지는곳은 피해야 합니다. 도관이나 수로의 최대경사는

AVFM5.0은 유속0.03~6.2m/s (0.1~20ft/sec)에서 측정하며

AVFM5.0은 액체속에 가라앉는 초음파 탐촉자를 사용하여

의 수위를 함께 측정합니다. 탐촉자는 완전 밀폐형으로

형입니다.

도관의 내부에 부착하거나 수로(Channel)의 바닥에 부착합니다

개(방) 수로 유량계- 오수유량 감시와

개수로와 도관용이며, 인공용수로(플룸, Flume)나

인공수언(웨어, Weir)이 없어도 됨

초음파로 유속과 수위를 측정하여 유량을 계산함.

정류량과 역류량 측정

개의 분리형 4-20mA출력 - 유량, 수위 그리고 유속

적산계와 2개의 제어 계전기

개의 조작 단추로써 작동이 쉬우며 비밀번호 보호

별매의 방폭형 탐촉자

별매의 2백만점 자료이력기와 소프트웨어, 

USB출력의 메모리스틱

개수로 측정용이며 부분적으로 채워진 하수관과 인공용수로(플룸, 

Flume)나 인공수언(웨어, Weir)이 없어도 되며 가득 흐르는 수도관의 유

감시합니다. 폭우나 폐수나 원시하수나 관개수나 실개천물의 측정

용입니다. 설정은 간단하며 도관의 직경이나 수로(Channel)의 모양을 입

력하면 AVFM5.0은 유량을 계산하고 유량률을 표시합니다. 정류량과 역

류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어떤 모양의 수로(Channel)도 계산됩니다.

재게 됩니다. 최대 도관 직경이나 수로폭은 유속이 수로폭을 평

불었다가 떨어지는 곳이나 탐촉자로부터 상측에 급격히 꺽어

최대경사는 3%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측정하며 역류는 1.5m/sec(5ft/sec)입니다.

사용하여 유속과 수로(Channel)

밀폐형으로 오리피스나 단자가 없는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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