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이즈의 미니 Float 및 Standard 형 3"용 Float
후렌지설치형 KS 3"(4")10K FF 혹은 2" PT 나사선형 선택가능
ABS 재질의 하우징
마이크로 스위치 내장형
마이크로 스위치의 A 접점, B접점 선택가능
레벨콘트롤러와 조합하여 여러가지 접점형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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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스팬센싱의 오뚜기식 레벨스위치 (Quick Float Type Level Switch) 는 내부에
마이크로스위치를 장착하여 수면에 떠오를 때 스위치가 동작하여 접점출력을
보내는 방식으로서 주로 레벨 콘트롤러와 함께사용하여 배수펌프동작에 범용으로
사용됩니다.
케이블 방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많은 액체에도 사용이 적합하며 주로
빌딩,아파트,공장의 배수펌프, 하수처리장, 오.폐수처리장등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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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과 같이 오뚜기식 레벨스위치 내부에는 마이크로 스위치와 METAL BALL이 설치되어 있으며 FLOAT가
액체의 부력에 의해 움직일때 METAL BALL이 아래쪽 방향으로 굴러서 마이크로 스위치를 동작시키게 된다. 즉,
측정액체가 없을때에는 FLAOT 가 아래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액체가 FLOAT를 부력에 의하여 뜨게할 때
는 그림의 METAL BALL이 FLOAT가 들려지는 반대방향으로 굴러 내려가게 된다. 이때 METAL BALL이 내려오
는 힘에 의하여 MICRO S/W는 ON 이 된다. 반대로 액체가 감소하여 FLOAT 가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면 FLOAT
BALL도 아랫방향으로 구르면서 붙었던 MICRO S/W가 OFF된다. 이 MICRO S/W 접점에 의하여 펌프및 램프,
부저를 동작 시킨다. 납품시에 상단 오른쪽의 부속품들을 공급하면 수조및 탱크의 수위조절길이에 맞게 케이블
을 절단하여 조립한다.

하단 스토퍼

Features & Benefits
특 징

2"용 소형 Float
SPQS-1

2" 사이즈의 미니 Float 및 Standard 형 3"용 Float
후렌지설치형 KS 3"(4")10K FF 혹은 2" PT 나사선형 선택가능
ABS 재질의 하우징
마이크로 스위치 내장형
마이크로 스위치의 A 접점, B접점 선택가능
레벨콘트롤러와 조합하여 여러가지 접점형태 사용 가능

장 점
Standard형 (3"이상) Float
SPQ-1

오수 및 폐수의 배수펌프에 사용하기 적합
점성이 없는 액체에 사용 가능
동작원리가 간단하여 특별한 유지보수없이 장기간 사용가능
저렴한 가격
케이블길이를 조절하여 접점위치를 사용자가 조정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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