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용 초음파 유량계 소닉20N (Xonic® 20]
기존의 Xonic 10과 기능은 동일하면서 초음파 신호를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폐수나 하수와 같
이 불순물 또는 고형물질을 다량 함유한 유체의 측정에 적합한 모델이다. 외벽부착식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초음파 유량계로서 파이프 절단 없이 즉시 설치하는 첨단 기술을 적용한 외벽
부착식 센서를 사용하며, 국내 최초로 자인테크놀로지의 자체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강력한 초음파신호
 특허 미세시간 측정기능
 AR Mode®방식 초음파유량계
 초음파 전달시간차 방식
 오실로스코프 기능
 0.01 m/s의 저유속 측정
 사용자가 쉽게 설치
 파이프 절단없이 설치하는
외벽부착식(Clamp-On)

외벽부착식 초음파센서

외부케이스

경제적인 선택

Xonic 20은 외벽부착식 초음파

방폭형의 경우, 방폭케이스에

기존의 Xonic 10과 기능 및 성

센서를 사용하여 설치 및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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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용 초음파 유량계 소닉20N (Xonic® 20]
첨단 DSP기능을 지닌 첨단 초음파유량계로서 특허인 미세시간 측정기능을 지니고 있고, 특허
인 최적의 초음파빔을 찾아내는 AR(Anti-Round)® Mode의 채용으로 최적의 유량측정 능력과
측정 정확도를 자랑한다.
적용분야

Xonic 20N 기능

Xonic 20은 다량의 슬러리나 고형물질을 포함한



표시 : 순시유량, 적산유량, 외부입력

액체의 공정제어용 유량계로 사용이 가능하며, 측



센서부 : 삽입식, AR Mode

정유체는 상수, 하수, 기름, 우유등과 같은 유체에



유속측정 : 0.02~10 m/s

모두 적용 가능하며, 특히, 초음파 신호가 매우 강



정확도 : 1.0 % (single path)

®

0.5% (dual path)

하여 폐수, 하수, 화학유체등에 매우 적합하다.


감지도 : 0.01 m/s

센서종류



Data Output : 4-20mADC, RS-232C

15mm부터 6000mm까지 4가지 센서로 생산되며,



Datalogger : 4Mb

측정파이프에 맞는 센서를 선택하도록 한다., 센서



재현성 : 0.25%

의 재질은 부식의 염려가 없는 플라스틱이며, 방수



지시부 : Graphic LCD

형으로 제작되어 침수에 따른 고장이 없다.



사용온도 : 변환기 -20 ~ +60℃
센서부 -40 ~+12℃



전원 : 110~220VAC



외함 : 변환기(일반형) IP65
(방폭형) IP67
센서(방수형) I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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