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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 특장점 

• 외함: 플라스틱/ SS강, 보호 등급 IP65 

• 내압: 100bar (스테인리스 강) 

• 최소 압력 손실 

• 높은 재현성 

• 오염 방지능력이 높은 스위치 기능 

유체 또는 가스 매체를 위한 기계식 흐름 스

위치, 스프링 지지 피스톤 및 리드 스위치의 

자기 트리거링. 플라스틱 또는 황동으로  

제작 된 견고한 설계 

 

◎ 사용처 

• 자동화 산업 장비 

• 압출공기산업 

• 냉동. 공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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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능과 변수 

범위  하래 표1 압력/ 유량/ 범위  

정확도 정확도  전 영역에서 ±5% 

히스테리시스  L/min  스위칭 점에 의존, 초소 0.6 L/min 

스위치 설정 눈금  유체에 따라 매체 물 온도: 20도씨. 표준상태는 수 
수평설치상태. 설치위치, 매체 그리고 온도의 변화에 따라 
스위칭 값에 약간의 영향이 갈 수 있음 

피측정매질 액체/ 가스 물, 기름, 가스 

결선  연결구 M12 

출력  리드스위치 24VDC/ 250VAC, 100Ma 

압력저항  단위: 바(bar)  SS: 100바, 플라스틱: 10바 

평균압력 손실  L/min 0.3바(25L/min에서) 

매질 온도 섭씨 최대: 90℃ 

보호급수  IP            IP65 

재질 플라스틱/ SS 외함: 플라스틱/ SS, 피스톤: 플라스틱 
스프링: SS, 씰: NBR 

전기적 연결구 M12 2m길이의 배선 

제품 규격 

외  함  

[ 플라스틱 ] [ 스텐레스스틸 ] 

항목 
유량(최대)  범위 G L H B X 무게(g) 

L/min(water) L/min(water) mm mm mm mm mm Metal Plastic 

DN010 40 0.6~ 8 G 3/8 93 36 30 15 445 88 

DN015 40 0.6~ 8 
G 1/2 

 
93 36 30 15 445 88 

DN020 
 

40 1~ 15 G 3/4 105 36 35 15 860 165 

DN025 
 

40 1~ 15 G1 105 36 40 15 860 165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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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크기 

설치 회로 

백색              흑색                 갈색             청색 

free 

설치 위치는 설치 값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분 방법 

010 나사  연결 G3/8 

015 나사  연결 G1/2 

020 나사  연결 G3/4 

025 나사  연결 G1 
P 플라스틱 

S S.S강 

008   0.6~ 8 L/min 

015   1~ 15 L/min 

나사                 내부나사           외함 재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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