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위를 감시하거나 개수로의 유속을 감시 

· 숫자로 표시하고 적산 

· 분리형 4-20mA 출력 

· 오류 방향 신호 제거 

· 2개의 설정 가능한 제어 계전기 탑재 

· 별매의 방폭형 탐촉자 설치 가능 

· 이 신형 고성능 장비를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수위와 유속을 측정·표시하고 전송하여 펌프장이나 액체 탱크의 

  수위를 제어하거나 또는 어떠한 인공용수로(플룸, Flume)나 인공수언(웨어, Weir)을 통하여 흐르는 개수로 

  유량을 감시하고 적산함. 

· 사용자 친숙형의 단추판 조작체계로 후광 LCD표시기와 분리형 4-20mA출력과 방수형 외함으로 구성. 

· 별매의 안전 방벽으로 된 방폭형 비접촉식 초음파 탐촉자 그리고 높은 정밀도를 위한 내장 온도보상 장치. 

· 추가로 꽂아서 동작시킬 수 있는 부가제어 계전기와 2백만점 자료이력기. 

 

· 정확도: 범위의 ±0.25％ 또는 2mm 

· 재현성과 직선성: ±0.1％ 

· 표시기: 백색, 유량, 적산량, 계전기 상태, 동작 방식과 설정 목록  

· 동작방식: 수위, 범위 또는 개수로 유량 

· 출력: 4-20mA, 최대 1000옴 부하, 설정 임계값 

· 제어 계전기 : 2개, C형 건식접점 5A SPDT, 설정 가능한 수위경보, 펌프제어, 펌프교체, 안전이상, 반향소실, 공기온도 경보 

· 전자회로 동작온도: -20℃~ 60℃ 

 

[탐촉자] 

· 최대범위: 표준탐촉자 PZ32T를 사용하여 10m, 별매로 그 이상 가능 

· 사각지대: 조정가능, 최소 305mm 

· 빔각도: 8˚, 탱크 벽에서 3m마다 300mm씩 떨어져야함  

· 겉재질: PVC와 테플론 

· 동작온도: -40~ 65℃ 

· 동작 압력: 최대 20 psi(1.35 bar) 

· 연결선: RG62AU동축, 7.6m 표준 

 
 

초음파 수위계로서 액체 탱크를 감시하거나 펌프를 제어하거나 개수로 (Open Channel) 측정 

비침습식 수위계(레벨메타) 
액체탱크나 저수조의 수위를 감시하고 신호를 내보내는 장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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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나 개수로 유량 측정 

· 사용자에게 친근한 설정방법 

· 분리식 4-20mA(1000옴) 

· 잡음 반향 제거 

· 2개의 설정 가능한 제어 계전기 

· 전기적 서지 보호 

· 별매의 방폭형 탐촉자 

· 별매의 추가 삽입 계전기와 자료이력기  

저장 탱크나 펌프장 에서 액체 수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표시하고, 전송하고 제어하거나 어떠한 수로

나 수벽을 통한 개수로 유량을 감시하고 적산하기 위하여 이 SLT5.0 수위.유량계를 사용합니다. 

비접촉식 초음파 탐촉자를 측정하고자 하는 액체 위에 설치하고 방수형 계기함을 근처에 설치합니다. 

사용자에게 친근한 설정방법을 가진 장비로 후광이 나오는 액정 표시기와 분리형 4-20mA 출력과 2개의 

설정 가능한 제어 계전기를 실장하고 있습니다. 

 

설정은 내장된 5단추판으로 쉽게하게 됩니다. SLT5.0은 측정 단위를 갤론이나 리터 등으로 간단히 목록에

서 찾아 정하고 수평적으로 둥근 모양의 저장 탱크의 양을 계산하거나 어떠한 수로나 수벽을 통한 유량(또

는 적산량)을 계산합니다. 

 

위험지역에서는 초음파 탐촉자가 별매의 안전책을 사용하여 방폭형으로 됩니다. 표준형 PVC와 테플론 탐

촉자로 10m까지 측정할 수 있고 

플렌지 설치형 탐촉자는 별매로 공급되고 또한 장시간 측정 범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매의 4개의 추가제어 계전기(합계6개)와  내장형 2백만점 자료 이력기를 USB 메모리스틱을 이용하여 내

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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