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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관 밖에서 유량확인. 

· 액상이나 공기 압력에 따라 이송된 고체에 적합.

· 펌프를 보호하거나 유량과 비유량 경보를 발령

· 탐촉자를 내경 25mm 이상의 어떤 도관에도 액체 흐름을

· 1개의 5암페어 용량의 DPDT제어 계전기를 가변 지연시간

· 외함은 방수.방진 설계.

· 선명한 LED 표시기가 계전기 상태와 신호 세기를 나타냄

· 수분내로 설치할 수 있고 유지비가 들지 않음.

· 정확성과 재현성에서 우수하고 설치와 교정이 쉬움.

비침습식 관로 유량계
도관표면에서 부착식 감지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파이프 외장 탐촉자형 DFS-Ⅱ 도플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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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탐촉자

·쉬운 측정

·높은 재현성과 정확도

·5암페어 DPDT계전기

·별도의 on/off 설정점 조정

·계전기 상태 표시기

·시간경과 조정 가능

·방폭형 별매

흐름을 멈추지 않고 설치 사용.

지연시간 동작.

나타냄

.

측정하는 초음파 관로 유량계와 유량 스위치

도플러 유량 스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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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A DPDT 

· 

· 

· 

· 

파이프 외부에서 탐촉자를 장착 하여 펌프를 보호할 목적으로

유량스위치 12.5mm(1/2")나 그 이상의 어느 직경의 도관에서

· 측정도관: 12.5mm~4,500mm ID / 50~2000mm 

· 정확도: ±2％, 재현성:±0.1％

· 감지기 사용온도: -40~ +93℃

· 설정범위: 0.075~3000 mm/sec

도관의 외부에서 유량을 검출하여 제어합니다. '까다로운 액체

점성액체나 연마액등의 유량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레이라인 DFS-Ⅱ는 펌프보호와 유량 유무경보용으로 사용합니다

비침습성 DFS-Ⅱ 부착성 탐촉자들은 1/2인치 직경 이상의

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분내로 설치 가능하며 따로 유지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0~60초 지연 기능이 있는 5A DPDT 제어 계전기를 포함하고

밝은 발광다이오드 지시기들은 계전기 상태를 보여주며 또한

전자회로들은 방수함에 실장되어 있고 탐촉자 신호선들은

비침습식 관로 유량계
도관표면에서 부착식 감지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파이프 외장 탐촉자형 DFS-Ⅱ 도플러

호

· 비접촉식 초음파 탐촉자

· 쉬운 설정

· 정확하고 재현성이 뛰어남

· 5A DPDT 제어 계전기

· 임계 설정 가능 끄고/켬

· 지연 시간 설정

· 계전기 상태 표시 발광다이오드

· 방폭형 별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플러식

도관에서 동작

액체'들, 예를들면 하수나 오수나 오니와 화학액체류와

있습니다.

사용합니다.

어떤 도관에도 절단이나 흐름 중단을 하지 않고 설치하

않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호 세기도 보여줍니다.

차폐되어 152미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측정하는 초음파 관로 유량계와 유량 스위치

도플러 유량 스위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