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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케이블 및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 WMS-23, 풍속/풍향 관측장비 및 이중 4–20 mA 출력과 케이블, WMS-EC-40, 12 m (40') 
추가 연장 케이블.

사 양 
WMS-21

변환기: 밀봉한 자성 스위치

범위: 0–100 mph

분해능: 0.1 mph

역치 속도: 1 mph

정확도: 1 mph 또는 ±3% 중 더 큰 값

알람 작동 및 정지 지연:  
0–99초, 조정 가능 

표시기: 알람 지점 1 및 2에 사용하는 
LED, 2줄 x 16자 LCD, 크기 3 x 8 mm 
(0.12 x 0.31")

작동 온도: -20–50°C (-4–122°F)

전력: 12 Vac 또는 dc, 최대 50 mA

알람: 24 Vdc/115 Vac에서 접촉 정격 
3A, SPDT

풍속계 케이블 길이: 12 m (40'), 포함됨

풍속계 크기: 114 H x 216 W mm  
(4.5 x 8.5")

전자장치 케이스 크기: 120 H x 198 W 
x 89 mm D (4.7 x 7.8 x 3.5")

장착: 27 mm (1.062") OD 파이프  
(3/4" IPS)

 주문하기
 모델 번호 설명

 WMS-21 이중 설정점 바람 관측장비

 WMS-23S 풍속 모니터 4–20 mA 출력

 WMS-23 풍속/풍향 모니터, 이중 4–20 mA 출력

 WMS-EC-40 12 m (40") 연장 케이블

WMS-23/WMS-23S (풍속)

속도 역치: 0.8 mph

변환기 타입: 리드 스위치

측정 범위: 0–100 mph

정확도: 1 mph 또는 ± 3%

출력: 4–20 mA, 0–100 mph에 비례

풍속계 크기: 114 H x 216 mm W  
(4.5 x 8.5")

WMS-23 (풍향)

방위각 정확도: ± 3° 
범위: 0 - 360° 
전위차계 차이: 5° 
역치: 1.2 mph 
베어링: 부싱 
출력: 이중 4–20 mA 루프,  
0–100 mph 및 0–360°에 비례 
풍속계/풍향계 크기:  
305 H x 254 mm W (12 x 10")

공통 사양
WMS-23 및 WMS-23S

전류 루프 정확도: ±1% 최대 척도 
전력: 8 – 30 Vdc 
회로 시간 상수: 1초 
온도 범위: -40–40°C (-40–104°F) 
전자장치 케이스 크기: 120 x 120 x 57 
mm D (4.7 x 4.7 x 2.25") 
케이블: 12 m (40') 포함

WMS-21, 이중 설정점 바람 
관측장치,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무전압 알람 옵션/ 아날로그 출력모델 
풍력 풍속계

WMS-21 이중 설정점 바람 경보기는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바람 경보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가청 알람이 
특징이고 풍속이 2가지 독립적인 
설정점에 도달할 때는 언제나 릴레이  
2개를 제어합니다. LCD는 전류와  
풍속을 보여줍니다.

WMS-23S는 풍속을 관찰하면서  
공정 제어장치나 관찰 시스템을 통해  
이용하기 위해 풍속 0–100 mph를  
이와 비례하는 4–20 mA 신호로 
변환합니다. WMS-23은 0–360°에 
해당하는 두 번째 4–20 mA 신호를 
가지고 풍속과 풍향을 관찰합니다. 3컵 
풍속계 (및 풍향계)는 자외선 내성이  
있는 ABS 플라스틱 및 양극 산화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편, 
전자장치는 캐스킷이 있는 벽면 설치 
NEMA 케이스 안에 있습니다.

WMS-23, 풍속 및 풍향 센서 모듈,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WMS-23, 전자장치, 완전한 장비에는 
센서 모듈과 전자 장치가 포함됩니다.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WMS 시리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