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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 Liquiphant FTL 20은 모든 종류들의 유체에 사용 할 수있는

level limit switch 입니다.

● 탱크(컨테이너 또는 수송관로) 사용됩니다.

● 넘침,flow 또는 펌프 보호장치로서 여과 시스템들과

냉각재와 윤활재 탱크들에 사용됩니다.

● FTL 20은 플로트 스위치, 정전용량식, 전극식,

센서들 대신 이상 적으로 사용할수있읍니다..

● 도전율, 증기, 난류, 또는 기포 의 영향을 적게 받아 이런

시스템에 적용 할수있습니다.

장점

● 안전성, 소리굽쇠 측정 원리를 사용하여 신뢰도와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

● 외관에 시험 자석을 사용하여 동작상태를

시험 할 수있다.

● 발광 다이오드 사용하여 동작태를 알수있다..

● 콤팩트한 구조때문에 작은 공간 에 설치 할수 있다.

● Case 제질은 스테인리스강 하우징(316L) .

● Service-friendly 플러그인 결선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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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phant FTL 20

기능 설명과 시스템 디자인

기능 설명

설치 예제들

예제 1 : 넘쳐 흐름 방지 혹은 TOP 레벨 검출 .
예제 2 : 펌프 보호 위해 Line 유체 없음을 검지 한다.
예제 3 : Low level 보다 낮은 검출 또는 현재 레벨 유무 검출.

애플리케이션 주의점.

FTL 20는 는 압전 소자의 공명 진동수 의해서 튜팅 포크 에 자극합니다.
만약 튜팅 포크가 유체에 의해서 덮이면 이 진동수는 변화합니다.
FTL 20 일렉트로닉스는 공명 진동수를 모니터합니다 그리고 그 튜팅 포크 가 자유롭게
진동하고 있는지 유체가 그것을 덮고 있는지를 모니터합니다.

Liquiphant FTL 20은 탱크 혹은 파이프에 어떠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거품 의 영향이 없습니다.

유체가 없는 상테에서 FTL 20의 포크가 자유롭게 진동할 수 있도록 FTL 20의 포크
주의로부터 그림2 상태가 않되도록 해야 된다.
(그림2 상태이면 유체가 있다고 감지함)
큰 분체 들이 포함 되어 있는 유체는 포크가 자유롭게 진동하지 못하게 한다.

그림2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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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phant FTL 20

AC Type 와

DC-PNP Type 의

동작 모드 .

기술 사항

AC Type

(alternating current)

DC-PNP Type

(direct current)

전원 10...35V AC

Power supply
Safety extra -low voltage

Class 2 circuit(North America)

최대 load 전류 Max.250mA (overload-proof)

소비 전류 Max.15mA

Connector Valve plug or M12X1

Certificate

0 Overspill protection WHG + leak detection system

Process connection

4 R 1/2" BSP 316L DIN 2999

Electronics

1 19...253 V AC ,2-wire

2 10...35 V DC,PNP 3-wire

Plug

4 Valve plug NPT 1/2" , ISO 4400(only DC and AC)

FTL20 complete product designation

FTL20 0 4 1 4 Example: WHG; R1/2";AC;NPT 1/2"

전원 19...253V AC

최대 load 전류 Max.250mA(auto. load verification connection)

소비 전류 Max.3.8mA

Connector Valae plug

FTL 20은 두가지 동작 모드로 사용 할수있다.

선택된 동작 모드에 결정됩니다 , (MAX , MIN ) FTL 20은 장에시 (예를 들면

만약 그 전원 공급 이 안될 때에는 ) 접점이 반대로 나타날 것이다.

MAX-maximum fail-safe mode .

FTL 20 은 릴레이 가 그 유체가 포크의 아래에 수평으로 있는 동안 닫히도

록 유지합니다.

응용 : 넘침 검지용 또는 유체 유무 검출용

MIN-minimum fail-safe mode .

FTL 20은 릴레이 가 포크가 유체에 잠기는 동안 닫히도록 유지합니다.

응용 : 펌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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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phant FTL 20

Operating conditions

Output, general

Dimensions

Ambient temperature -40 ... +70。C;

Fluid temperature
-40 ... +80。C;
-40 ... +100�C at ambient temperature up to +50。C

Operating pressure p -1 ... +40 bar

Density ρ of fluid Min. 0,7 g/cm3

Viscosity υ of fluid Max. 10 000 mm�/s (10 000 cSt)

Climate class IEC 60068 Part 2 �38 Pattern 2a

Protection degree as per
EN 60529

IP65 with valve plug;
IP65/67 with connector M12x1

EMV AC and DC-PNP
EMV AS-i

Interference emission to EN 61326;
Electrical Equipment Class B
Interference immunity to EN 61326; Annex A
(Industrial) and NAMUR Recommendation NE 21
(EMC)
EN 50295

Storage temperature -40 ... +85。C

Switch time
Approx. 0.5 seconds on coverage;
Approx. 1 second on tuning fork becoming
uncovered

Switching hysteresis
Approx. 3 mm for vertical installation
Approx. 2 mm for horizontal installation

Valve plug

*1 Switch point for vertical installation
*2 Switch point for horizontal installation
Switch points at: density 1 / 23�。C / 0 bar

치수 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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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phant FTL 20

기구

사용 전선

DC-PNP Type 결선도 (direct current)

Valve plug

AC Type 결선도 (alternating current)

Plug type Cable requirements

Valve plug
Cross section max. 1.5 mm² (AWG 16);

Diameter 6 ... 9 mm

Materials

Tuning fork, process connection and housing:

AISI 316L

Connection: PPSU

Process connections
Thread G, R and NPT;

Sizes 1/2" and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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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phant FTL 20

자석을 이용한 테스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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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ts AC and DC-PNP: on testing, the current state of the electronic switch

is reversed.

Procedure

표시되여 있는 곳에 자석을 이용하여 테스트할 수 있다.

접점 상태 을 바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