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온 NEMA 6 액체 레벨 스위치-전체 스테인레스 스틸 구조

U 정격 NEMA 6 등급

U  최대 1000 psi의 고온 모델

U  평상 시 열림 또는 닫힘 상태  
사용자 선택 가능

U  탱크 위쪽이나 아래쪽에 수직  
마운트

U  단단하거나 부식 작용이있는  
곳에 적합

이 액체 레벨 스위치는 화합물을 채우고 씰링 처
리를 하였습니다. 유동체가 전기적 스위치로 통하
는 길은 와이어 뿐입니다. 와이어가 NEMA 6등
급 커넥터와 같이 적절한 방법으로 말단 처리 되
면, 레벨 스위치는 NEMA 6 등급을 만족하며 이
에 따라 습한 환경에서도 문제 없이 여러 해 동
안 작동할 수 있습니다. 씰링 처리 된 SPST 스위
치는 계속 높은 정밀도와 일정한 반복도를 유지
하며 충격, 진공, 진동 등이 끼치는 영향을 최소
화 합니다.  
이 스위치는 다목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평상 시 열림 상태로 설정할지 닫힘 상태로 설정
할지를 간편하게 플로트를 바꾸거나 스위치 마운
팅을 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습니다. NPT 수형 피
팅으로 용기의 상단이나 하단 어느 쪽으로나 빠른 
설치가 가능 합니다. 

사양
스템 소재: 316 SS
플로트 소재: 316 SS
작동 온도:   
 -40°C ~ 149°C (-40°F ~ 300°F)
최대 압력 정격:  
225 ~ 1000 psi
마운팅:   
 LVN-40과 LVN-50: 1/8 NPT 
 LVN-52: 1/4 NPT
스위치: SPST
스위치 작동: 스템 끝부분에서 마운트까지 거리의  
대략 절반 또는 1.0 특정 중력 용액에서 플로트  
이동의 중간 위치
리드 와이어: 20 AWG, 24" PVC
플로트 특정 중력:  
 LVN-40: 0.72  
 LVN-50: 0.70 
 LVN-52: 0.64

 주문하려면
    압력    스위치   
 모델 번호 모델 번호 정격 NPT 사이즈 정격

 LVN-40 -40 to 149 (-40 to 300) 900 psi 1/8 50 VA
 LVN-50 -40 to 149 (-40 to 300) 1000 psi 1/8 50 VA
 LVN-52 -40 to 149 (-40 to 300) 975 psi 1/4 50 VA
사용 매뉴얼이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 LVN-52, 고온 액체 레벨 스위치 

LVN-40, 고온 액체 레벨 스위치

87 mm NOM
(3 7⁄16" NOM)

WIRES ARE 20 AWG 
~600 mm LONG (24" LONG)

SEALED TO MEET NEMA VI

1⁄4 NPT

14 mm HEX (9⁄16" HEX)

FLOAT 
51 mm DIA SPHERE
(2" DIA SPHERE)

54 NOM 
(2 1/8 NOM) 

WIRES ARE 20 AWG  
~600 
(24) 

SEALED TO MEET NEMA VI 

1/8" NPT

11 mm HEX 
(7/16" HEX) 
 

FLOAT
25 DIA x 25 mm H
(1 DIA x 1" H)  

크기: mm (inch)

54 mm NOM 
(2 1⁄8" NOM) 

WIRES ARE 20 AWG  
~600 mm LONG (24" LONG) 

SEALED TO MEET NEMA VI 

1⁄8 NPT

11 mm HEX (7⁄16" HEX) 
 

FLOAT 
25 mm DIA SPHERE
(1" DIA SPHERE)

LVN-50

LVN-40

LVN-52

LVN-52, 사진 속 크기는 
실물과 같습니다.

LVN-40 시리즈

K-99

LVN-50, 사진 
속 크기는 실물과 

같습니다.

HIGH-TEMPERATURE NEMA 6 LIQUID LEVEL SWITCHES All Stainless Steel Constr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