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T25
각 종 탱크의 재고, 수위 모
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비접
촉식 탐촉자가 있는 수위 표
시 전송기. 

비접촉식 탐촉자

 LIT25   초음파 에코 수위 탐촉자는    
     

탱크나 저수조
상단에 설치하여 수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
니다.

   

온도에 따른 음속 변화를 자동으로 보정하기 위해
 

 
온도 센서가 포함됩니다. 

       
    수위 및 온도 신호는    
    

전
자 외함까지 최대       

 
152.4

 
m(500ft) 까지 

   
연결 할 수

있는  싱글 동축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표준 탐촉
자는 최대     9.7  m   

 

까지의 수위를 측정 할 수 있으며,

     PVC   및 테프론으로 제작됩니다.(선택 사항인   all-
테프론 모델도 사용 가능). 탐촉자 및 케이블은 

   

위
험 지역에 설치 가능한 본질 안전 등급이 

  
선택 가

능합니다.   (선택 사항인 본질 안전 장벽 포함)

낮은 비용, 비접촉식 수위 전송기

LIT25 수위 표시 전송기는 1000옴 정격의 4 ~ 20
mA 출력을 제공합니다. 이 출력은 절연되어 있으
며 PCL 또는 컨트롤러에 직접 연결 할 수 있습니
다.

사용자가 대형 4자리 LCD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는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십시요. 
탱크 상부에 오르지 않고 내장 된 키패드를 
이용하여 파라미터 값을 설정 할 수 있습니
다.

LIT25 계전기 출력을 사용하여 펌프 및
경보를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수위, 에코 
손실 또는 온도 경보를 보정합니다.

Greyline

• 화학물 저장

탱크

• 기름 탱크

• 저수지
• 인공 연못

적용 범위

전송기

디스플레이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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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R E Y L I N E  L I T 2 5

장치에 내장된 2개의 버튼 키패드를 사용하여 측정 범위와 계전기 접점을 센티미터 또는 인치 단
위로 직접 입력하여 설정이 빠르고 쉽습니다. 설정 목표나 수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으며, 
설정 값은 전원이 차단되어도 저장되며,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LIT대형 25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센티미터 또는 인치 및 측정       
       및범위 또는 수위 모드에서 교정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계전기 상태도 표시되고    에코 기호가 깜박여 에코가
  정상적으로 수신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출력 시뮬레이션과 같은 특수한 LIT25 기능을 통해 운영자는       

          
 

LIT25
 

키패드에서 직접 교정, 루프 배선 및 계전기 설정을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LIT25의 측정 범위 디스플레이로

        설정 또는 수위 측정을 단순화 합니다. 탐촉자에서 대상 또는

           액체의 표면까지의 거리를 센티미터 또는 인치로 표시합니다.

  
LIT25

 
버튼 키패드를 사용하여 댐핑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고

      
 

난류, 파동 작용 또는 교반기에 대한 장비의 반응을 제어 합니다. 

         
탐촉자의 초음파가 경로를 통과

하는 경우에도 교반기 블레이드 또는 기타 움직이는     장애물에 대한 반응을 거부하려면 댐핑 값을 
높입니다. 

   
수위 또는 온도 제어

수위 경보, 펌프 제어, 온도 경보 또는 에코 손실 경보를 선택 할 수 있도록 다용도 LIT25계전기
를 교정하십시요. 계전기 켜기 및 끄기 설정 값은 

 

LIT25교정 키패드를 통해 독립적으로 조정 할
수 있습니다.에코 손실 조건에 대한 LIT25의 응답을 제어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판독 값을 유
지하고, 

 

4mA ~ 20

   

mA 출력 신호가 있습니다.

화학 탱크, 기름 탱크, 펌프장 또는 인공 연못에 대한 수위 표시, 
전송 및 제어

    간단하고,

 

신뢰 할 수 있으며 정확합니다.

  
• 비접촉식, 온도 보상, 초음파 탐촉자

    

• 탱크에 오르지 않고 원격 디스플레이 트랜스미터로 설정

     

• 4-20mA출력으로 PLC 또는 프로세스 컨트롤러에 연결 가능

• 수위 신호 케이블은 최대 152.4m(500 ft) 까지 연장 가능

• 본질 안전 탐촉자 및 케이블 옵션

     

• 압력 센서 옵션

• 계전기 신호는 on/off 펌프 제어, 수위, 온도 또는 에코 손실 경보를 위한 프로그래밍 가능

• 115 V AC, 230 V AC,또는 24 V DC전원 입력

손쉬운 설정

작업자 편의를 위한 설계

운영자가 편리한 위치에 본체를 설치하십시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33길 15, 703호(양평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giltron@naver.com   www.gilwoo.co.kr 
02-2636-0009(대)  FAX: 02-2636-4753 



I N F O @ P U L S A R M E A S U R E M E N T . C O M   

기술 규격

설정: 메뉴 선택 및 설정 기능이 있는 내장된 2개의 버튼 키패드, 설정된 파라미터는 저장시 영구적입니다.(전원 off시
에도)

전가기기 본체: NEMA4X (IP66) 폴리카보네이트, 투명하고 강한 커버

정확도: 범위의 ±0.25% 또는 2 mm (0.08 in)
디스플레이: 대형(19mm(0.8in) 높이) 4자리 LCD
전원 입력: 100-130 V AC 50/60 Hz, 최대 5W
아날로그 출력: 분리된 4-20mA, 최대 부하 1kΩ 

계전기: 1개, 정격 120/240 V AC 또는 24 V DC, 1 암페어, 수위 경보, 에코 손실 경보, 펌프 제어 또는 온도 경보를 위한 설
정 가능

온도
보상:

동작 온도
(전자기기): -25 °C ~ +60 °C (-13 °F ~ +140 °F)

포장 무게
(대략): 2.7 kg (6 lb)

최대 범위: 9.7m(32ft)
사각지대: 설정 가능, 최소 305mm(12in)
빔각도: 8°, 3m 간격으로 300mm(0.3m)의 여유가 필요

동작 주파수: 42 KHz
외부 재질: PVC 및 테프론
동작 온도: -40 °C ~ 65 °C (-40 °F ~ 150 °F)
동작 압력: 최대 1.4 bar(20 psi)
탐촉자 케이블: 동축 RG62AU, 7.6m(25ft)- 기본 길이(옵션 참조)

옵션 

재질-테프론 / 플랜지 설치 / 측정 범위: 15.2m(50ft) 
위험 지역: 본질 안전 탐촉자  CSA Class I, II, III, Div. I, II, Groups C, D, E, F, G
탐촉자 케이블: 탐촉자 케이블 15m(50ft) / 30m(100ft) 동축 또는 152.4m(500ft) 까지 연장

탐촉자 케이블 J/B
박스: 연결 단자가 있는 방수, NEMA4

전원 입력: 200-250 V AC 50/60 Hz, 12 V DC 또는 24 V DC
본체 외함 설치:

일반 규격

탐촉자 규격

탐촉자:

플랜지 어셈블리는 표준 본체에 설치

온도 변화에 대한 높은 정확도를 위해 수위 센서 내부 온도 프로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33길 15, 703호(양평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giltron@naver.com   www.gilwoo.co.kr 
02-2636-0009(대)  FAX: 02-2636-4753 



LIT25 전자기기 외함 사이즈 PZ32T 탐촉자

기술지원
Pulsar Measurement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당사의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는
모두 완벽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고객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제품 수명내내 서비스,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대리점 길우트레이딩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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