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두개의 비접촉식 초음파 탐촉자 

· 수위차 제어 및 개수로 유량 

· 사용자 편리 조건설정 기능 

· 방폭형 안전 탐촉자 별매 

 · 폐수처리장, 펌프장과 복합 하수 체계에서 창살 차폐 제어를 위한 간단한 해결책으로 최적. 

 · 탐촉자를 각각의 기계식 창살 차폐에 설치하여 연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송하고 수위를 제어. 

 · 내장된 제어 계전기나 4-20mA 출력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창살 차폐 갈퀴를 사전 설정된 수위로 마춤. 

 · 하향 흐름 탐촉자를 인공용수로(플룸, Flume) 상단에 설치하여 유량을 측정하고 개수로(Open Channel) 

   유량을 적산할 수도 있음. 

 · 방폭형 안전 탐촉자와 자료 이력기들은 별매.  

  

수위차 전송기로서, 기계식 차폐 창살 수위 조절과 개수로 유량 감시용 

 

· 제어함: 방수, 방진 NEMA4X(IP66), 투명 강화 뚜껑 

· 정확도: 범위값의 ±0.25％, 또는 2mm 

· 재현성과 직선성: ±0.1％ 

· 표시기: 백색, 상류, 하류와 수위차, 개수로 유량과 적산, 계전기 상태, 동작 상태와 설정 목록 

· 출력: 4-20mA(상류, 하류 수위(또는 개수로 유량)과 수위차, 부하 저항 최대 1000옴) 

· 제어 계전기: 2개, 5A SPDT급, 설정 가능 수위 통제, 수위차 통제 또는 유량 비례 펄스  

· 제어함 동작온도: -20~ 60℃ 

 

[두개의 PZ15 초음파 탐촉자] · 최대 측정범위: 4.57m, 별매로 10m  

· 사각지대: 설정가능, 최소 203.2mm 

· 빔각도: 8 ˚  

· 동작온도: -40~ 65℃ 

· 겉재질: PVC 

· 연장선: 기본 7.6m의 RG62AU 동축선  

 

비침습식 수위계(레벨메타) 
액체탱크나 저수조의 수위를 감시하고 신호를 내보내는 장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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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 수위차와 개수로(Open Channel) 유량 측정 

· 두개의 비접촉식 초음파 탐촉자 

· 대형 백색후광 액정표시기 

· 3개의 분리형 4-20mA 출력 

· 5개의 단추로 조건설정 

· 2개의 설정 가능형 제어 계전기 

· 별매의 2백만 자료 이력기 

· 별매의 방폭형 안전 탐촉자 

 

 

 DLT2.0은 폐수처리장, 펌프장과 복합하수처리체계에

서 창살 차폐 수위제어를 위해 단순화 해결책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두개의 비접촉식 초음파 탐촉자를 이용하여 수위를 잽

니다. 수로의 상단에 설치한 탐촉자를 이용하여 창살차

폐기의 상향과 하향 흐름을 DLT2.0은 표시하고 수위차 

신호를 전송합니다. 

하향 흐름 탐촉자도 인공용수로(플룸, Flume) 위나 인

공수언(웨어, Weir)에 설치하여 유량을 측정하고 개수

로 유량을 적산합니다. 

 

3개의 4-20mA 출력이 상향 흐름 수위와 하향 수위(또

는 유량) 신호와 수위차 신호로 출력됩니다. 내장된 계

전기들로 수위조절과 수위차이 조절과 개수로 유량을 

조절합니다.  

 

폐수나 하수 처리장에서 경제적으로 설치하고 관련 기기들을 단순화하여 업무효율을 높이십시오. DLT2.0은 수위차와 유

량을 인공용수로(플룸, Flume)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기계식 창살 차폐기의 양쪽에 각각 1개씩의 탐촉자를 설

치하여 연속적으로 수위를 관찰하고 전송하고 제어하게 됩니다. 내장된 제어 계전기나 4-20mA 출력을 이용하여 자동으

로 예정된 수위를 창살차폐기를 동작시키게 됩니다. 

또 다른 용도로는 액체탱크 두개의 수위를 한 제어기에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DLT2.0은 두 수조의 수위를 교번하여 표시하고 4-20mA 출력도 내보냅니다.  

내장된 계전기를 이용하여 경보나 수위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이 제품은 파샬 수로를 위한 잠수형 경보를 동작시킬 수도 있습니다. 

 
 

상류 수위 

수위차 

개수로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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