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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매뉴얼이 함께 제공됩니다. 다른 소재와 길이(최대 120”)도 주문 가능합니다. OMEGA 영업부에 문의하세요.

230 Vac 작동은 모델 번호 뒤에 “-230V”를 덧붙이고,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24 Vac 작동은 모델 번호 뒤에 “-24V”를 덧붙이고,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12 Vac 작동은 모델 번호 뒤에 “-12V”를 덧붙이고,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문 예: LVU-265S, 316 스테인레스 스틸, 2-와이어, 4 ~ 20 mA 출력 센서,  
91.44 cm (36”)Á 센서 유체 접촉부 길이 

LVU-230S, 10 A 릴레이를 포함한 316 SS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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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U-230/ 
260 시리즈

U  316 SS 기계 본체 센서 포함 
1000:1 습/건 비율

U   에폭시가 칠해진 케이스

U   캘리브레이션이나 특수 설치  
필요 없음

U  AC 또는 9~36 Vdc 전력 모델

U  표준 3/4 NPT 나사선 피팅

LVU-230와 LVU-260 액체 레벨스위치는 많

은 액체 레벨 감지와 제어 작용에 아주 좋은 해

결책입니다. 미국표준 규격/소형 사이즈의 3/4 

NPT 피팅은 기존 장비와 연결을 용이하게 합니

다. LVU-230 모델은 316 SS 또는 PVDF센서, 

필수 축소 모형, 케스트 알루미늄에 장착된 밀폐

형 전지 제어 기기, 방폭, 물이 새지 않는 케이스

에 따라 릴레이 출력을 갖습니다. LVU-260는 2

선식이고 4mA 또는 20mA 출력 시스템을 사용

합니다.

두 스위치 모두 액체 매질 내에 장착된 초음파 전

파 센서를 사용합니다. 전자 기기는 액체 센싱면

적을 완전히 제거하는 지속적인 초음파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센싱 영역에 용액이 없으면 초음

차 신호가 소멸하게 되어 전자 기기가 “건조”상태

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LVU-260에 4mA 

출력 신호를 제공합니다.) 용액이 있으면, 초음파 

신호의 진폭은 증가하게 되고 “습윤” 상태를 표

시합니다. 이 신호는 전자 기기에 의해 전환되고, 

10 A 릴레이(LVU-230) 또는 20 mA 출력 신호

(LVU-260)의 동력을 공급합니다. LVU-230 전

자기기는 건조하거나 습한 상태에서 알람, 펌프 

또는 다른 기기로 제어 신호를 제공하도록 설정

될 수 있습니다.

사양
반복도: 2 mm (0.08”) 일반적
딜레이  (On): 0.5 초
입력 전원:  
 LVU-230: 115 Vac 50/60 Hz   
 standard; 230 Vac 12 Vdc, 
 or 24 Vdc (optional)  
 LVU-260: 9 ~ 36 Vdc
입력 전원: 
 LVU-230: 10 A DPDT
 LVU-260: Low-level fail-safe:  
 4 ±1 mA dry; 20 ±1 mA wet; high   
 level: 20 ±1 dry, 4 ±1 w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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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액체 레벨 스위치 ULTRASONIC LIQUID LEVEL SWITCHES

LVU-230S,  
사진 속 크기는  
실물보다 작습니다.Dimensions: mm (inch)

MATERIAL
316 SS PVDF

하우징: 물이 새지 않는 NEMA 4/NEMA 
7, 방폭 케이스, 케이스 알루미늄 I등급, 그
룹 C와 D,  
II등급, 그룹 E, F, G; III등급, 구분 I, 2
센서 소재: 
    LVU-230S, LVU-260S: 316 L SS 
    LVU-230K, LVU-260K: PVDF
온도: 
     센서: -40 ~ 149°C 

(-40 ~ 300°F) 
전자 기기: -29 ~ 77°C 
(-20 ~ 170°F)

작동 압력: 최대 1000 psig
장착: 3/4 NPT 표준
무게: 453 g (1 lb)

주문하려면 kr.omega.com/lvu230_260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115 Vac 전력  9 ~ 30 Vdc 전력

 모델 번호  모델 번호  유체 접촉부 길이 cm (inch) “A”

 스테인레스 스틸

 LVU-230S  LVU-260S  7.62 (3)
 LVU-231S  LVU-261S  15.24 (6)
 LVU-232S  LVU-262S  30.48 (12)
 LVU-233S  LVU-263S  45.72 (18) 
 LVU-234S  LVU-264S  60.96 (24)
 LVU-235S  LVU-265S  91.44 (36)
 PVDF 
 LVU-230K  LVU-260K  7.62 (3)
 LVU-231K  LVU-261K  15.24 (6)
 LVU-232K  LVU-262K  30.48 (12)
 LVU-233K  LVU-263K  45.72 (18)
 LVU-234K  LVU-264K  60.96 (24)
 LVU-235K  LVU-265K  91.44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