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시험압력측정기
(SDM-L)
제품명
기밀시험압력측정기 (모델명: SDM-L)
Digital manometer(without printer model)

특 징

■본

-

압력측정, 기밀시험 등으로 사용가능
초기값/종료값 확인 가능
가스배관의 기밀체크가 용이
제품의 무게와 크기가 작아 휴대성 용이
여러 압력 단위 선택 가능

-

Pressure measurement, Airtight test
Checking start/end
Effective in pressure test of gas pipes
Very small and light weight
Selective pressur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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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Details)

www.sdtron.co.kr

측정압력범위(Pressure range)

0 ~ 10,000 mmH2O

측정정확도(Accuracy)

±0.3 % Full scale

최대부하(Maximum Load)

20,000 mmH2O

분해능(Resolution)

1 mmH2O / 0.01 ㎪

측정압력 선택(measuring pressue scale)

Psi, ㎪, mmH2O, mbar

경보(Alarm)

none

작동온도(Operating Temperature)

0 ~ 50 ℃

배터리(Battery)

9 V (6LR61) alkaline

제품크기(Dimension)

65(W) X 160(D) X 30(H) mm

제품 소개
이 장비는 간단한 압력측정과 간단한 기밀시험이 가능한(초기값/종료값 표시) 제품입니다.
최대 10,000 mmH2O(SDM-L)까지의 넓은 측정범위와 다양한 압력단위의 선택, 백라이트
기능 등으로 폭넓게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SDM-ALARM은 측정 시작 압력과 비교하여
±20%의 압력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경보가 울리는 제품으로, 가스배관의 분기시 또는
가스백의 압력측정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This equipment allows simple measuring of pressure and testing airtightness (indicates
initial value/ending value). The product has wide applications including broad range of
measurement units at maximum 10,000 mmH2O(SDM-L) and selection of various input
units, back-light functions. SDM-ALARM sounds warning once the pressure goes up
or down by ±20% compared to initial pressure at the time of measuring, and it can be
used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branching out of gas pipes or measuring pressure
from gas bag.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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