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FM 5.1
유체의 흐름을 방해 하지 
않고 압력 강하 없이 단 몇 
분만에 설치 할 수 있음.

비접촉식 초음파 탐촉자로 빠르고 
쉬운 유량 측정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PDFM 5.1 휴대용 도플러 유량계를 사용하여 유량을 모
니터링하고 설치된 유량계의 성능 확인 및 평가용으로 
유량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유량 시스템 성능을 평가
하는데 이상적이며, 몇 분 안에 설치, 설정 및 동작 할 
수 있습니다. 설치형 유량계가 필요하지 않는 곳에 사
용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유량계를 일시적으로 점검 및 
교체하는데 사용합니다.

PDFM 5.1 초음파 탐촉자는 배관 외부에 설치 됩니다.
음향 펄스는 유체의 고체 입자 또는 기포로부터 탐촉
자로 반사됩니다. 모든 유체의 유속은 기포나 고체 입
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측정 할 수 있습니다. 폐수, 슬러
리, 슬러지, 점성 액체, 펄프 액체, 연마제에 이상적입
니다.

PDFM 5.1은 내장용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여 만충시
18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제
공된 110-240VAC 플러그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하거나
절전 모드를 사용하여 배터리 수명을 늘려 측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PDFM 5.1 측정된 유량 값을 저장하
기 위해 300,000 포인트의 데이터를 저장 할 수 있는
데이터 로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PDFM  5.1에는 견고한 휴대용 방수 케이스 , 탐
촉자 및 클렘프 온 스테인레스 스틸 설치 키트
가 함께 제공됩니다. 

     
     

간편한 5 - 버튼 키패드 
메뉴 시스템을 사용하여 

        
  측정 단위를 선택하고      

       12.5  mm  (0.5
 

in)
 

또는 그 이상의 배관 직경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Greyline

• 오수 / 폐수

• 산업 폐수

• 슬러지

• 슬러리
• 점성 액체

• 펄프 산업

• 연마제어려운 유체에 이상적

배관 외부에 탐촉자를 설치하
여 빠르고 쉽게 유량 측정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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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R E Y L I N E  P D F M  5 . 1

간단한 시작 & 설정
빠르고 쉽게 몇 분 안에 탐촉자 설치 및 전체 설정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컴파운드 젤(제공됨)을 탐촉자 표면에 바르고 스테인레스 스틸 설치용 브라켓
을(제공됨) 사용하여 탐촉자를 배관 외부에 설치합니다. 5-버튼 키패드 시스템
을 사용하여 배관 직경을 입력하고 유량(리터, 갤런 등) 및 유속 측정 단위를 
설정하면 PDFM 5.1은 디스플레이에 유량 값을 표시하고 전송하며, 적산 값을
나타냅니다.

계산 필요 없음 — 설정 코드 필요 없음

측정 표시 단위 선택: PDFM 5.1 갤런, 리터, 입방 피트 또는 입방 미터로 유량을 표시하고 적산합니다. 측
정 시스템에서 다른 측정 시스템으로 변경하면 PDFM 5.1은 자동으로 즉시 디스플레이에 유량 값과 적산
값을 계산하고 변환합니다. 배관의 내부 직경을 설정하려면 키패드를 사용하여 입력하십시요. 배관 내
부 직경은  12.7  mm~  4.6m까지  입니다.

 300,000   포인트 데이터 로거 &
PC 소프트웨어 내장

   PDFM  5.1의 데이터 저장을     설정하여 1초에서 5분 간격으로   
     시간 및 날짜 별로 유량 값을 저장합니다. 또는 적산, 최소,      

 최대 및 평균 유량이       시간 또는 날짜 별로 선택하여 저장되는 
  편리한 '유량 보고서'를 사용하십시요. PDFM 5.1의 USB출력을          
     통해 유량 데이터를 PC로 전송합니다.      Greyline 데이터 저장  

소프트웨어(포함)는데이터를 그래프 및 표 형식으로       표시하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해 그래픽 또는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절전 모드는   AC 전원 입력을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서 연속 데이터 저장을 위해 배터리 수명을 연장합니
다. 

              
데이터 저장되는 시간 간격 사이에 유량계는 데이터 로거 시스템이 유량 값을      요청할 때까지 대기 모드

가 됩니다. 
     

유속은 
         

10초 동안  샘플링되고     다음 데이터 포인트가 필요할 때까지         PDFM 5.1이 절전 모드로 돌
어갑니다.

      
      5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면     PDFM5.1은 배터리 전원으로 약 18일 동안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PDFM  5.1  Doppler유량  알고리즘은 배경 잡음과 간섭을 필터링 합니다.       

 고속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는 약하고 왜곡 된 신호를 구별합니다. 프로
세서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유량계는   

      
제로 유량을 표시하고 

낮은 신호 신뢰도를 나타냅니다.

      
내장 된    NiMH  충전식 배터리로       PDFM  5.1을     최대 18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전

원을 절약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AC  콘센트(100-240 V AC  )에 연결하여    4-20mA
출력을 활성화하고 6~8시간 내에 완충하십시요. 충전하는 동안 PDFM 5.1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DOPPLER SIGNAL
BACKGROUND

NOISE

확장 데이터 저장을 위한 배터리 전원 "절전 모드"

신뢰성 있는 정확도를 위한 새로운 신호 처리

하루 종일 동작을 위한  배터리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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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4 초음파 도플러 탐촉자

41 mm
(1.6 in)

204 mm
(8 in)

110 mm
(4.33 in)

동작 조건: 
유속 범위: ±0.038m/s ~ 12.2m/s

배관 사이즈:
디스플레이:

전원 입력: • 내장 NiMH 베터리 - 18시간 연속 동작
• 외부 충전기 100-240 VAC 50/60 Hz 전원 입력

아날로그 출력: • AC 전원 공급시 4-20mA(500Ω)
• 직접 PC 연결을 통한 데이터 로그 전송용 USB

데이터 저장: 300,000 데이터 포인트 저장 용량, 시간과 날짜 설정 또는 적산, 평균, 최소, 최대 유량 값과 발생 시간을 
기록한 데이터 

PC 소프트웨어: 윈도우 비스타 이상 가능한 데이터 로거, 데이터 로그 파일을 검색 , 표시 및 저장

동작 온도
(전자기기): -23 °C ~ +60 °C (-10 °F ~ +140 °F)

전자기기 본체: 휴대용, ABS 본체

케이스: IP67 보호등급

정확도:

설정: 내장 된 5-버튼 키패드로 측정 단위 및 배관 내경 등 설정, 패스워드로 보호 가능

언어 선택: 영어, 불어, 스페인어

감도 조절: cut-off, 댐핑

승인: CE, CSA/UL/EN 61010-1

기본 모델 PSE4: 싱글 탐촉자, 3.4m 차폐 이중 동축 케이블, 12.7mm ~ 4.6m ID 배관에 클렘프 온

탐촉자 설치 키트: 스테인레스 스틸 배관 클렘프와 150g 실리콘 컴파운드

배관 재질:

동작 온도: -40 °C ~ +150 °C (-40 °F ~ +300 °F)

옵션

케이블: 15.2m(50ft) 탐촉자 케이블 연장, 차폐, 커넥터 포함

탐촉자 설치:

본체

기술 규격

일반 규격

탐촉자 규격

탐촉자

최소  크기  100 마이크론, 최소  농도 75 ppm의  고형  입자  또는  기포가  포함된  유체

12.7mm ~ 4.5 m의  배관  내경에  적용

백색, 백라이트 — 유량  표시, 적산, 동작  모드  및  교정  메뉴

리딩값의  ±2% 

재현성: ±0.1%, 선형성: ±0.5%

컴파운드, 스테인레스 스틸 탐촉자 설치 키드

강철, 스테인레스 강, 주철, 연성철, PVC, HDPE 또는 배관 벽에 라이너가 접착된 라이닝 배관을 포함하여 소리를 전
달하는모든배관재질.내부라이너가느슨한배관과공기층이포함된배관은소리가전달되지않으므로측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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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M 5.1은 유량계를 손상 시키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유체에 잘 동작합니다. 탑촉자
가 배관 외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유체와 접촉하지 않고 측정할 수 있
습니다.

초음파 탐촉자는 배관 내경(ID)이 12.5mm(0.5in) 이상인 배관 외부에 고정하고 PVC, 탄소
강, 스테인레스 스틸, 주철, 유리 섬유, 연성철    같은 초음파를 전달하는 모든 배관 재질에
서의 유량을 측정합니다. 

     
     도플러 신호는  에어 포켓(콘크리트 및 목재와 같은 재료)이    포

함된 배관이나 헐거운 삽입용 라이너(라이너와 배관 벽 사이에 에어 갭 포함)를 통해서는 
전달 될 수 없습니다. 

    
                 

탐촉자는 설치가 매우 쉽기 때문에          몇 분 안에 모든 어플리케이션
과 배관 재질을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PDFM 5.1 초음파 탐촉자는 배관 내부에 흐르는 유체에 고주파 사운
드를 전달합니다. 유체에 떠 있는 기포 또는 고체 입자는 초음파 신
호를 탐촉자에 반사합니다. 이 소리가 움직이는 기포나 고체 입자에
서 반사되면 변경된 주파수로 탐촉자에 보내집니다. 이러한 동작 원
리를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PDFM 5.1은 유량을 정확하게 계산하
기 위해 전송된 주파수에서 수신된 주파수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측
정합니다. 

SOUND WAVE
TRANSMITTED
FROM SENSORBUBBLES OR SOLIDS

REFLECT SOUND

SOUND WAVES
REFLECTED
BACK TO SENSOR

SENSOR

측정하기 어려운 유체에 이상적

동작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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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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