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온수미터 설치 시 유의사항

｜수리 및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직사광선 및 습기가 많은 곳, 진동이 심한 곳, 먼지가 많은 장소는 피하여 주십시오.

｜계량기 설치 전 부속장치를 먼저 설치하십시오.

｜미터의 입구쪽에는 미터 구경의 5배, 출구쪽에는 미터 구경의 3배 이상의 직관(미터 구경과 동일)을 

   설치하여야 정확한 계측이 가능합니다. (미터의 전단에 밸브,엘보,펌프등이 있을 경우는 그 이상의 

   직관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Valve 및 Pressure reducer 등은 미터 뒤쪽으로 설치하여 주십시오.

｜수도·온수미터를 설치할 대에는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터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에 따라 반드시 수평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수도·온수미터는 겨울철에 동결 및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설치해 주십시오.

｜공인기관 검정(시험)을 필한 봉인옥(봉인선)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원격식 지시부는 검침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십시오.

http://www.hsmeter.com
hanseo@hsme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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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y No.1

Factory No.2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하안로60 광명 SK 테크노파크 E동 1001~3호
    Tel (02)2083-1431~4                                 Fax (02)2083-1435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76번길 61
    Tel (031)997-1445~6                                 Fax (031)997-1444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남길 46-36
   Tel (031)366-8736                                      Fax (031)366-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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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양

규격별 사용유량

규격 32mm 40mm 50mm

전장길이(mm) 230 245 305

 접속나사규격 PF 1 1/2” PF 2 Ø70(11산/inch)

유량부형식 전선류 임펠러식            

구조 복갑건식 구조

최고사용압력 1MPa(10bar)이하

설치형태 수평설치 (H)

통신결선 백색(+), 흑색(-)

출력신호
수도미터 10L/Pulse(무접점신호)

온수미터 10L/Pulse(무접점신호)

최소눈금 0.1

최대지시량(㎡) 99.999

사용온도  
범위

수도미터 0℃ ~ 30℃

온수미터 30℃ ~ 90℃

적산열량계 0℃ ~ 90℃

수도미터

규격(mm) 32mm 40mm 50mm

최소유량(Q1) ±5% 0.063 ㎥/h 0.1 ㎥/h 0.16 ㎥/h

전이유량(Q2)

±2%

0.252 ㎥/h 0.4 ㎥/h 0.64 ㎥/h

최대유량(Q3) 6.3 ㎥/h 0.10 ㎥/h 16 ㎥/h

적정사용유량범위 7.875 ㎥/h 12.5 ㎥/h 20 ㎥/h

온수미터

규격(mm) 32mm 40mm 50mm

최소유량(Qmin) ±5% 0.075 ㎥/h 0.2 ㎥/h 0.3 ㎥/h

전이유량(Qt)

±3%

0.4 ㎥/h 1 ㎥/h 2 ㎥/h

공칭유량(Qn) 3 ㎥/h 8 ㎥/h 12 ㎥/h

최대유량 (Qmax) 6 ㎥/h 16 ㎥/h 24 ㎥/h

적산열량계

규격(mm) 32mm 40mm 50mm

최소사용유량(Qi) 0.12 ㎥/h 0.28㎥/h 0.32㎥/h

최대사용유량(Qp) 3.0 ㎥/h 7㎥/h 8㎥/h

과부하유량(Qs) 6.0 ㎥/h 14㎥/h 16㎥/h



원격지시부

유니온 파이프 / 너트



구분 사양

최소온도차 3K

최대온도차 50K

열량표시단위 9999.999Mwh

통신출력 100kw/1pulse (Option: DC-PLC통신출력)

사용전원 DC3.6V(Lithium Battery)

센서케이블 길이 8m

1 2 3
4 5

통신출력

유량
Pluse 입력

회수측
감온부

공급측
감온부

DC-Pic
(흰색+, 검정-)

[극성주의]

열량
Pluse 출력

(흰색+, 검정-)
[극성주의]

67

주)5번 항목 1펄스당 출력값 확인 (100Kw / 1 Pluse)

적산열량계 연산부 사양

연산부 외부 케이블 결선도



2.2

1.24

20mm 40mm

48mm
68mm

136mm

100mm

감온센서 포켓

열량계 허용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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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열량계 설치시 유의사항

적산열량계 취급시 주의사항

※ 32mm - 센서포켓 1개 설치 / 40, 50mm 센서포켓 2개 설치

Output

공급측 감온부

잠금밸브 스트레이너 유량부
잠금밸브

공급수
Input(Pulse) 회수측 감온부

1. 지시부연동

2. 원격 검침 연동
    ①DC-PLC
    ②Pulse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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