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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번호  설명

 LVM-30  측면 장착 받침대, 2 NPT

주문하려면 kr.omega.com/lvcn700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모델 번호 설명

 LVCN704  레벨 스위치—1.2 m (4’) 범위, 1 NPT

 LVCN704G  레벨 스위치 —1.2 m (4’) 범위, 1” 직선 나사산

 LVCN709  레벨 스위치 —3 m (9.8’) 범위, 1 NPT

 LVCN709G  레벨 스위치 —3 m (9.8’) 범위, 1” 직선 나사산

 LVCN716  레벨 스위치 —5 m (16.4’) 범위, 2 NPT

 LVCN716G  레벨 스위치 —5 m (16.4’) 범위, 2” 직선 나사산

 LVCN726  레벨 스위치 —8 m (26.2’) 범위, 2 NPT

 LVCN726G  레벨 스위치 —8 m (26.2’) 범위, 2” 직선 나사산

사용자 매뉴얼과 함께 제공됩니다.

12 ~ 28 Vdc 전원은 모델 번호 뒤에 “-DC”를 덧붙이고, 비용은 절감됩니다.

주문 예: LVCN709, 레벨 스위치, 3 m (9.8’) 범위, 95 ~ 250 Vac, 1 NPT.

LVCN704, 레벨 스위치, 1.2 m (4’) 범위, 95 ~ 250 Vac 전원, 1 NPT.

U  버튼을 통한 타겟 캘리브레이션 

U  제한된 공간 적용을 위한 7.6 cm 
(3”) 빔 지름

U  5 cm (2”) 불감대는 소형 베셀
의 진충효과를 최적화합니다.

U   쉬운 고장 수리를 위한 진단 피드
백을 포함한 안전 장치가 되어 있
는 정보

U  견고한 Kynar® 트랜스듀서를 
포함한 PC/ABS 케이스 정격 
NEMA 4X (IP65)

LVCN700 시리즈 일반용 초음파 스위치는 최대 

8 m (26’)떨어진 곳에서 비접촉 레벨 검출을 제

공하고, 3개의 릴레이 출력을 갖습니다. 각각의 

릴레이는 하나의 설정값 알람과 리드-래그를 포

함해 자동으로 채워지거나 비워지는 2개의 랫치 

설정값, 또는 규정 범위를 벗어난 알람을 위한 2

개의 독립적인 설정값에 환경 설정될 수 있습니

다. 게다가 릴레이 1과 2는 릴레이 교대 또는 양

방향 작동을 위해 서로 맞물릴 수 있습니다.

사양
범위: 

 LVCN704: 5 cm ~ 1.2 m (2" ~ 4') 

 LVCN709: 10 cm ~ 3 m (4" ~ 9.8') 

 LVCN716: 10 cm ~ 5 m (4" ~ 16.4') 

 LVCN726: 20 cm ~ 8 m (8" ~ 26.2')

반복성: 6 mm (0.25")

조절 기능: 전 범위

히스테리시스 (하나의 설정값):

 LVCN704/709: 1.3 cm (0.5")

 LVCN716/726: 2.5 cm (1")

빔 폭: 

 LVCN704/709: 5.1 cm (2") dia. 

실제 크기보다 작게  
보이는 LVCN704

악세서리

 LVCN716/726: 7.6 cm (3") dia.

불감대: 

 LVCN704: 5 cm (2") 

 LVCN709/716: 10 cm (4") 

 LVCN726: 20 cm (8")

LED 표시기: 전원, 릴레이 및 에코 상태

캘리브레이션: 타겟, 버튼

메모리: 비휘발성

공급 전압: 95 ~ 250 Vac,  

 -DC 모델 번호: 12 ~ 28 Vdc 

소비량: 20 W max, AC power, 

100 mA @ 24 Vdc

접점 타입: (3) SPDT 릴레이

접점 속도: 60 VA

접점 논리: 

 싱글 포인트: 알람

 2-포인트: 래칭 또는 규제 밖의 알람

릴레이 인터록: 릴레이 1과 2만 가능; 교대 또는 듀

플렉스

접점 안전 장치: 에코 신호 손실 동안 무전압

제조 온도: -20 ~ 60°C  

(-4 ~ 140°F)

온도 보상: 자동

전자 기기 온도: -40 ~ 71°C (-40 ~ 160°F)

압력: 30 psi (2 bar) @ 25°C, 25°C 이상부터 °C 당 

정격 감소 @ 1.667 psi (0.113 bar) 

케이스 정격: NEMA 4X (IP65)

케이스 환기구: 물이 새지 않는 멤브레인

케이스 소재: PC/ABS FR

트랜스듀서 소재: PVDF 

과정 장착:  

 LVCN704/709: 1 NPT ~ 1" G  

 LVCN716/726: 2 NPT ~ 2" G

장착 가능 개스킷: FKM

도관 입구: 이중, 1/2 NPT

유형: 일반용

CE 규격: EN 61326 EMC (미결) EN 61010 안전

LVCN700 시리즈

NON-CONTACT ULTRASONIC LEVEL CONTROLL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