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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비접촉 측정

U  지속적인 레벨 측정

U  펄스 레이더 측정 범위:  
0.254–15 m (10"–50')

U  간단하게 버튼을 눌러 캘리브
레이션

U  기본적으로 통신 가능

초음파 센서 시리즈를 논리적 확장한 

LVRD500 시리즈는 초음파 레벨 측정이 

허용되지 않은 비접촉 액체 레벨 측정이 

필요한 곳에 이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LVRD500 시리즈 레이더 기술은 측정할 

물질, 용기 구조, 장치 인터페이스 같은  

변수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  

센서는 증기나 먼지, 기포가 많은 표면이 

초음파 측정을 방해할 때 유용합니다.

LVRD500 시리즈 레이더 센서는 가벼운 

먼지 층이나 바람이 잘 통하는 거품에서 

레벨을 탐지할 수 있지만, 먼지 입자  

크기가 늘어나거나, 거품이나 먼지가  

두꺼워지면, 레벨을 더 이상 탐지할 수 없

을 것입니다.

대신, 먼지나 거품의 정도를 측정할 것입

니다. 내부 파이프, 안테나에 있는 침전물, 

다중 반사, 벽 반사는 레이더 센서가  

올바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해 원인은 랫 홀딩과  

교체의 교락뿐 아니라 각진 공장 물질  

표면에 의해 반사되어 레이더 빔이  

수신기에서 빗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센서는 향상된 마이크로웨이브 펄스  

기술을 이용해 대상 물질을 안테나 끝에서 

탱크의 바닥까지 추적합니다. 그 전력,  

펄스 폭, 감도는 대상과 안테나의 거리와 

반사 물질의 유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LVRD500 센서는 “에코 표지” 신호 처리 

기능이 있어,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한 펄스 레이더 장치입니다. 이  

기술은 온도, 진공, 메탄, 김, 압력,  

이산화탄소, 증기, 응결 같은 환경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뢰성 있고 지속적인 

펄스 형태를 제공합니다. 

안테나는 물질 축적에서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폴리프로필렌이나 고저항 

PTFE를 입혀 제공됩니다. 장착이  

LVRD501 시리즈

LVRD501-RS232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간단하고 버튼을 눌러 교정할 수 있어  

설치가 용이합니다. 센서는 2 NPT 금속 

또는 플라스틱 플랜지 안으로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탱크는 마이크로웨이브  

신호를 막기 위해 바닥이 금속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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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RS232 및 RS485 장비와 함께 윈도우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고온 PTFE의 경우,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접미사 “-HT”를 추가하세요.
PTFE 안테나의 경우,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접미사 “-PTFE”를 추가하세요.
316 SS 덮개의 경우,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접미사 “-316SS”를 추가하세요.
2" 트라이그립 위생 장착과 PTFE 안테나의 경우,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접미사 “-S”를 추가하세요 (LVRD 
501 시리즈에만 이용 가능). 
주문 예: LVRD504-RS232, 범위 30.48 m (100'), 교류 전력 및 RS232.
LVRD501-RS232, 범위 15.24 m (50'), 직류 전력 및 RS232.

액세서리

 모델번호 설명  

 DPi8  ¹⁄₈ DIN 공정 계측기 
 CNi833  ¹⁄₈ DIN 제어장치 및 릴레이

CNi833,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사 양
정확도: 최대 범위의 ±0.25% (공중)
전력 옵션: 
 AC: 115 Vac, 60 Hz 또는 230 Vac,  
   50 Hz (±20%), 1.7 VA (4선)
 DC: 0.07 A에서 최대 12–30 Vdc,  
   24 Vdc (3선) R 부하 = (Vs–6)/ 
   24 mA
출력: 4–20 mA, 분해능 6.1 μA; 750 Ω 
(4선 모델만 차단); RS232 통신 포트 옵션
주파수: 5.8 GHz
에코 손실 유지: 30초, 출력 22 mA
트랜스미터 전력: 평균 50 μW평균  
50 μW
캘리브레이션: 버튼이나 프로그래밍 옵션
진단 (에코 프로필): 프로그래밍 가능한  
포트 옵션을 통해
안테나: 유전체 로드
작동 온도 범위: 
-40–60°C (-40–140°F)
설치 범주: 2등급
승인: FCC 파트 15—저전력 통신 장치
도관 입구: 기본 1/2 NPT
장착: 2 NPT 또는 옵션 위생 2"  
Tri-GripTM (Tri-Clamp® 호환) (-S)
덮개: 알루미늄이나 316 SS 옵션
진입 보호: NEMA 4 (IP65)
통신 포트: RS232 또는 RS485
옵션: -HT 안테나 (최대 204°C 또는 
399°F), 316 SS 덮개 (주: -HT는 PTFE 
장비에만 이용할 수 있음)
크기:
덮개: 지름 102 x 길이 216 mm  
(4 x 8.5")
안테나: 최고 지름 38 x 길이 259 (4 x 8.5")  

LVRD501-RS232,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주문하기 
  분해능 범위 전력/ 
 모델번호 mm (인치) m (ft)  배선 

 2 NPT 장착    

 LVRD501-RS232 5.6 (0.22) 15.24 (50) DC: 3 wire

 LVRD501-RS485  5.6 (0.22) 15.24 (50) DC: 3 wire

 LVRD502-RS232  5.6 (0.22) 15.24 (50) AC: 4 wire

 LVRD502-RS485  5.6 (0.22) 15.24 (50) AC: 4 wire

 LVRD503-RS232  11.2 (0.44) 30.48 (100) DC: 3 wire

 LVRD503-RS485  11.2 (0.44) 30.48 (100) DC: 3 wire

 LVRD504-RS232  11.2 (0.44) 30.48 (100) AC: 4 wire

 LVRD504-RS485  11.2 (0.44) 30.48 (100) AC: 4 wi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