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  유량과 온도 모두 측정

U  다양한 화학 물질 호환가능

U   4 ~ 20 mA 또는 1 ~ 5 Vdc 현장
에서 선택가능한 출력

U  NEMA 4 (IP65) 하우징

U  하나의 조립에 패들휠 유량 센서/
트랜스미터와 온도 센서/ 
트랜스미터가 모두 포함된  
간편한 산업용 디자인

U  공장 출하 시 캘리브레이션-간편 
설치

FP7002 시리즈는 견고한 NEMA-4 알루미늄  

하우징에 신호 처리기/트랜스미터가 포함된  

패들휠 유량과 온도 센서를 결합한 제품입니다.

Omega의 FP7002 시리즈는 원격 장거리  

유량/온도 센서가 필요한 곳에 적합합니다. 

FP7000시리즈 설치 피팅과 함께 주문 시,  

센서/트랜스미터는 선택된 피팅의 유량율에  

맞도록 출하 시 캘리브레이션됩니다. 예를 들어, 

FP7010 PVC 피팅이 포함된 FP7002 센서/ 

트랜스미터를 주문할 경우, 트랜스미터의  

아날로그 출력값은 50 GPM의 최대  

유량율에서 20 mA 출력값과 0 GPM에서  

4 mA 출력값을 보내도록 캘리브레이션  

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시스템을  

캘리브레이션 하지 않고 아날로그 출력을  

1 ~ 5 Vdc 출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FP7002는 산업 표준 2-전선, 0°C ~ 100°C 

(32°F ~ 212°F) 온도 범위에서 4~20 mA  

루프 출력을 갖는 독립적인 온도 센서/ 

트랜스미터의 특징도 보입니다.

FP7002 시리즈

FP7010-GI 피팅이 부착되고 FP7002A 유량 
(3 ~ 50 GPM 범위)/온도 센서가 포함된  
SYS/FP7002A/FP7010-GI 시스템

패들휠 센서

내장 신호 처리기/
트랜스미터

금속 보호 헤드  
(세부 사항 확인을 위해 

두껑 제거 가능)

그림은 실제 크기와  
비슷합니다. FP7002

내장 온도 센서

패들휠 유량 및 온도 센서/트랜스미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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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MEGA
Exclusive®

아날로그 출력값을  갖는 내장 온도 센서 포함!

PADDLEWHEEL FLOW AND TEMPERATURE SENSOR/TRANSMIT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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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려면
 모델 번호 모델 번호

 FP7002  PVC 피팅용(PVC 고정 나사 포함)  
패들휠 유량 및 온도 센서/트랜스미터

 FP7002A  아연 철판 피팅용(황동 고정 나사 포함)  
패들휠 유량 및 온도 센서/트랜스미터

각각의 트랜스미터/피팅 시스템은 사용자 매뉴얼과 공장 출하 시 캘리브레이션이 함께 제공됩니다. 

참고: 트랜스미터와 피팅은 시스템으로 주문되야 합니다. 아래 예를 참고하세요.

주문 예: FP7007 PVC 피팅을 포함한 FP7002 센서/트랜스미터-모델 번호 SYS/FP7002/FP7007 사용 

SYS/FP7002A/FP7007-GI, 3/4” 아연 도금된 피팅을 포함한 센서/트랜스미터

 모델 번호 설명

 PSS-12 12V 싱글-출력 전원 공급 장치

 TX4-100 4-컨덕터 차폐된 케이블, 30m (100’)

액세서리

패들휠 출력   
사양
정밀도: ±2% FS
반복도: ±1% FS
전력: 최대 12 ~ 18 Vdc @ 50 mA 
출력: 3-전선, 4 ~ 20 mA (1 ~ 5 Vdc 외부 250  
Ω 저항 포함)
최대 루프 저항: 
Ω = (V 공급–12V)/0.02 A
FP7002 유체 접촉부: 
 센서 본체: 폴리프로필렌
 O-링: FKM
 패들: PVDF
 고정 나사: PVC
FP7002A 유체 접촉부: 
 센서 본체: 폴리프로필렌
 O-링: FKM
 패들: PVDF
 고정 나사: 황동
유동체 온도/압력 범위: 
파이핑 최대율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피팅 소재에 따라, 
작동 온도/압력은 센서가 아니라 파이핑에 의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모든 PVC 티 피팅은 티 삽입 때문에 150 
psig @ 27°C (80°F), 100 psig @ 38°C (100°F), 60 
psig @ 49°C (120°F) 또는 30 psig @ 60°C (140°F)
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FP7000 센서;
최대 150 psig에서 0°C ~ 26°C (32°F ~ 80°F);
최대 압력은 최대 18 psig에서 93°C (200°F)의 최대 
온도를 위해 각각 0.56°C (1°F)이상 27°C (80°F)당 
1.1psig가 감소합니다.
무게:  
 FP7002: 0.3 kg (0.75 lb)  
 FP7002A: 0.4 kg (1 lb)
최대 점도: 5 cps

온도 출력   
사양
온도 범위:  
0°C ~ 100°C (32°F ~ 212°F)
정밀도: ±1.7°C (3.1°F)
전원: 12 ~ 18 Vdc @ 30 mA
출력: 2-전선, 4 ~ 20 mA (1 ~ 5 Vdc 외부 250  
Ω 저항 포함)
최대 루프 저항: 
Ω = (V 공급– 12V)/0.02 A

유량과 온도 측정을 위해 2개의 독립적인 아날로그 출력값 제공

유량 측정!

온도 측정!

DPi8-EI를 FP7002에서 오는 4~20 mA 신호를 수용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공학 단위로 유량율을 표시하도록 프로그램

SYS/FP7002/FP7007 시스템은 FP7007 피팅과 
2~30 GPM 유량 범위로 캘리브레이션 된 FP7002 
유량/온도 센서를 포함합니다.

AN FP7002 트랜스미터를 임베디드 인터넷이 포함된 OMEGA의 
계량기에 연결하면 인터넷이 되는 모든 곳에서 공정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DPi8-EI를 FP7002에서 오는 4~20 mA 신호를 수용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공학 단위로 온도를 표시하도록 프로그램
 
DPi8-EI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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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온도 센서

패들휠 센서

설치 피팅 필요 조건

             PVC, 스케쥴 40*                     아연 철판 티

  누운 길이   파이프 크기 범위 
 모델 번호  미터 (inch) 모델 번호  (NPT) (GPM)

 FP7007  0.53 (21) FP7007-GI ³⁄₄ 2 ~ 30
 FP7010  0.66 (26) FP7010-GI 1 3 ~ 50
 FP7012  0.79 (31.3) FP7012-GI 1¹⁄₄ 5 ~ 90
 FP7015  0.95 (37.5) FP7015-GI 1¹⁄₂ 7 ~ 125
 FP7020  1.27 (50) FP7020-GI 2 11 ~ 205
 FP7025  1.59 (62.5) FP7025-GI 2¹⁄₂ 15 ~ 285
 FP7030  1.91 (75) FP7030-GI 3 25 ~ 460
*모든 PVC 피팅은 유량 유입구에 36” PVC 파이프와 유량 유출구에 12” PVC 파이프를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