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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후로 ILVA 유량계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확한 유량 측정을 통하여 비용 절
감의 실현을 도울 것 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스파이렉스사코 길후로 ILVA 유량계는 스팀, 가스, 액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정유체의 적용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유량계 설치의 이점
에너지 비용은 기업이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비용 중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면 더욱 쉽
게 에너지를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과 함께 소비 에너지의 정확한 측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스파이렉스사코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유량측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에 여러분의 현장에 딱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0:1의 유량측정비 이점

컴팩트한 설치의 이점

잘 성형된 콘과 스프링의 상호 작용으로 길후로 ILVA는 최대 유량

길후로 ILVA는 흐름을 기록하기 때문에, 전/후단 배관 길이가 짧은

에서 아주 적은 유량까지 100:1의 유량측정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곳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유량 흐름의 기록을 유량계에 유

이는 ILVA가 다른 기술로 측정할 수 없는 더 낮은 부하조정에도 측

입/배출된 유량으로 병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아래 그림 참고).

정을 지속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ILVA와 함께 off peak와 낮은
요구 유량을 더 높은 유량만큼이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유량을 측정하는 이점을 제공하고, 비용을 알 수 있습니
다.

포화증기에서 유량측정비 비교
최소 유량에서 최대 유량까지 측정
길후로 ILVA 유량계는 컴팩트한 웨이퍼 설계로 설치 거리가 다른
기술들보다 훨씬 짧습니다. 때문에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유형의 유량계 설치와 다르게 파이프 밴드, 밸브, 다른 요소들
과 가깝게 설치 될 수 있습니다.

스팀 속도를 35 m/s로 제한한 유량측정비

길후로 ILVA 유량계 –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적인 설계

길후로 ILVA 유량계 – 한 눈에 보기
제품 공급 범위 :
•DN50(2″) ~ DN300(12″)
•Stainless steel 316L 몸체 설계
•플랜지 사양에 맞는 압력 등급
•400℃까지 적용 가능

어플리케이션 :
•에너지 관리를 위한 비용 측정
•Custody transfer
•공정 및 제어 어플리케이션
•보일러 부하 제어

주요 적용 유체 :
•포화증기
•과열증기
•응축수
•천연 가스
•질소
•이산화탄소
•압축공기
•에틸렌
•연료유

일부 제품은 특정 시장에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설치를 보장하기 위한
자동 정렬 탭

서지나 과도한 유량에 의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멈춤 장치

400℃까지 작동의 손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안정적인
정밀 합금
보다 정확한 유량측정을 위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00:1
유량측정비를 가능하게 하는
흐름을 기록하는 정밀한 콘

가볍고, 빠르고 쉬운 설치가
가능한 웨이퍼 설계로 더욱
높은 비용 효율

특징

이점

높은 정확도(지시값의 +/-1%)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낮은 유량의 효과적인 측정으로 비용 관리를 돕고, 정확한

100:1의 유량측정비 범위

측정으로 에너지 사용과 효율을 더 잘 인지할 수 있다.

배관구경의 6배의 전단거리, 3배의 후단거리를 필요로 하는

이전에는 설치가 불가했던 곳에 최소의 가동중단으로 설치가

매우 컴팩트한 설치

가능하다.

강력하고, 잘 입증된 제품 기술

낮은 소유 비용 – 유지보수 및 비용 절감, 향상된 신뢰도

온도 전송기

길후로 ILVA
•유량 컴퓨터는 유량, 압력, 온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
•전체 밀도 보상
•길후로 신호의 선형화

압력 전송기

차단밸브
차압 전송기

유량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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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axsarco.com/global/kr에 방문하여 유량계 제품 전체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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