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깨끗한 액체용 

· 다양한 수도관 

· 건전지 동작 

· 양방향 측정과 적산 

· 4-20mA 출력 

· 펄스출력 

· 자료 기록기능과 USB출력 기능 

· · 고급 기종으로서, 물이나 글라이콜이나 기름이나 모든 화학제품들과 같은 순수 액체용. 

· 포터플로우 초음파 탐촉자가 금속이나 플라스틱제 도관 외벽에 설치됨. 

· 탐촉자가 액체 흐름에 방해를 주지않는 도관의 외벽에  설치되므로 흐름의 방해나 압력저하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음. 

· 측정은 화면상 목록에서 손쉽게 선택되며 20개의 다른 현장의 변수로써 저장됨. 

· 포터플로우는 정.부 유량률 양방향 모두 적산하고 표시함 

· PT500은 두개의 탐촉자가 한쌍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폭 넓은 여러가지 도관 크기에 두루 쓸 수 있으며 

· 자료이력기와 USB출력 기능도 내장되어 있음. 

 

이동식 초음파로 유량계로서 넓 은 범위의 도관의 직경들을 두루 잴 수 있는 탐촉자들을 

 이용하여 깨끗한 유체를 측정. 

 

· 측정도관: 13mm~115mm / 50~2000mm  

· 유량: ±0.2~12 m/sec 

· 정확도: ±2％, 재현성:±0.5％  

· 감지기 사용온도: -20~ +135℃ 

· 양방향 측정가능 

 

비침습식 관로 유량계  
도관표면에서 부착식 감지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초음파 관로 유량계와 유량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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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부착형 초음파 탐촉자 

· 광범위한 도관크기에 두루 사용 

· 내장전지와 상용 전원 

· 손쉬운 교정과 설정 

· 98,000점 자료이력 

· USB와 RS232출력 

· 4-20mA 출력 

 

 
깨끗한 액체, 즉 물이나 글리콜, 기름이나 모든 화학 액체용인 PT500은 초음파 

탐촉자를 외부 부착형으로 13~2000mm직경의 도관 외벽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초음파 신호는 금속관이나 플라스틱도관 전체에 꽉차서 

흐르는 액체를 통과하게됩니다. 탐촉자를 외부에 설치하므로 유량에 방해를 주

지않고 연속적으로 측정하게되어 압력 변화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유량과 적산값이 건전지 상태와 신호세기와 함께 연속적으로 표시됩니다. 단추 

한번의 조작으로 즉시 단위가 바뀌어 유량을 갤론이나 리터로써 나타납니다.  

실시간 유량이 대형 액정판에 숫자값이나 도형으로 나타납니다. 

 

조작은 전면판에서 목록 선택으로 쉽게됩니다. 도관직경을 입력하고 벽 두께와 

도관재질을 입력하면 PT500은 최적 설치방법과 탐촉자간 거리를 계산해줍니다. 

PT500은 두개의 탐촉자 쌍을 공급합니다.  

한쌍은 소구경 도관용이며 다른 하나는 대형 도관 크기용입니다. 

교정 변수값들은 20개의 다른 조건으로 사용자가 교정값을 포터플로우 기억장치에서 불러내어 사용하게 됩니다. 

98,000자료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값들은 텍스트파일이나 도형으로 USB나 RS232 출력을 통하여 내려받을 수

가 있습니다. 

 

PT500은 두개의 탐촉자 쌍을 공급하고 또한 스테인리스강 가이드레일과 설치용 클램프도 또한 탐촉자 신호선과 접촉

용 젤리와 교류변환 충전기를 IP67등급 이동식 상자와 함께 포장됩니다. 

내장전지로 16시간 사용하며 재충전을 계속시켜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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