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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6–3050 mm (1/3–120")인  
대부분의 파이프용 비침투성, 외부
부착식 트랜스듀서

U 삽입 프로브 트랜스듀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U  0.05–9 mps (0.15–30 fps)의 
넓은 측정 범위

U  정확도: 캘리브레이션 폭의 ±2%

U 비휘발성 플래시 롬에 저장된  
    설정과 총계

U  NEMA 4X (IP66) 야외 케이스

U  단관식 장치의 최대 4미터용  
설비

U NIST 인증

FD-400 시리즈 초음파 도플러 유량계는 
100 미크론보다 큰 음향 반사물이나  
부유물, 가스 방울이 함유된 액체의  
유량을 측정합니다. 이 정교한 계측기는 
자동으로 필터링과 이득 설정을 조정해  
폭넓은 액체와 반사물 조건에서 신뢰성  
있는 판독 값을 만듭니다.

FD-400 유량계는 트랜스듀서와  
프로브 끝부분에 있는 압전 결정체를  
이용해 파이프 벽을 통해서나 프로브  
팁에서 흐르는 액체 속으로 초음파를 전송
합니다. 이 초음파는 액체에 부유하는  
음파 반사물에 반사되고 수신기가 이를  
기록합니다. 음파 반사물이 초음파 전송 
경로 안에서 이동하면, 음파는 송신  
주파수에서 변화한 주파수 (도플러  
주파수)에서 반사될 것입니다. 이 두  
주파수 간의 차이는 음파 반사 속도에  
비례하고, 그 결과 액체 유량률은 다양한 
사용자 정의 단위로 전환됩니다.

FD-400는 앞면 패널 키패드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2줄 백라이트 LCD는 
속도와 총계를 사용자가 선택한 단위로  
표시합니다. 전원 공급장치 옵션에는  
교류와 직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옵션에는 4–20 mA, 릴레이, 속도  
펄스가 있습니다. 트랜스듀서 방식  
2가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FD-400C 외부부착식, 비침습성  
트랜스듀서는 대부분의 금속이나  
플라스틱 파이프에 권장합니다.  
FD-400C는 NEMA 6P (IP68)  
등급이고, 고온 버전인 “HT”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FD-400,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FD-400C-SML,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FD-400C-STD,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외부부착식 트랜스듀서를 디스플레이  
케이스에서 최대 305 m (1000’)  
떨어진 곳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FD-400I 삽입형 프로브 트랜스듀서는 
초음파 침투가 허용되지 않는 배관 장치에 
이용해야 합니다. FD-400I는 배관 벽에  
삽입하고 흐르는 액체에 직접 접촉하게 
됩니다.

초음파 도플러 유량계

FD-400 시리즈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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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원리: 도플러 초음파

유속 범위: 0.05–9 mps (0.15–30 fps)

정확도: 캘리브레이션된 폭 전체 FS의 ±2%

액체 타입: 100 미크론보다 큰 유용한 음파 

부유 반사체 100 ppm을 함유한 액체  

(자세한 내용은 E-4 페이지 참고)

모니터

케이스: NEMA 4X (IP66), 폴리카보네이트, 

스테인리스 스틸, 황동, 도금 강철 설치대

크기: 178 H x 146 W x 99 mm D  

(7.00 x 5.75 x 3.88")

전원 공급장치: 115/230 Vac, 5 VA에서  

최대 50/60 Hz ±15%, 2.5 VA에서 최대  

12–28 Vdc

디스플레이:2줄 x 8문자 LCD, LED 백라이트, 

윗줄, 7세그먼트 18 mm (0.7"), 바닥줄, 14세

그먼트, 9 mm (0.35"), 속도 8자리, 총계  

8자리 (재설정 가능)

단위: 사용자 설정—피트, 갤런, ft3, mil-gal, 

미터, 리터, mil ft3, m3, mil-liter,  

에이커-피트, 오일 배럴 (42 갤런), 리큐어  

배럴 (32.5 갤런), lb, kg

속도: 간격—초, 분, 시간, 일

토탈라이저 지수: E-2–E+6

반응 시간: 사용자 선택 가능, 1–60초 
출력: 4–20 mA, 최대 800 Ω, 내부 또는  

외부 전원 공급장치, 12비트 분해능,  

광학적으로 차단됨

이중 릴레이:독립적으로 구성됨, “C”형, 0.5 

A에서 200 Vac 저항성, 속도 알람, 토탈라이

저 펄스, 오류

속도 펄스: 출력 타입 2가지— 500 mVac  

또는 개방형 콜렉터, 최대 2500 Hz, 12비트 

분해능, 최소 500 mV 교류 2 kΩ, 개방형  

콜렉터 100 V에서 최대 1 A

다중 계측기: 동기화 준비 포함—다중 계측

기/단관식 장치에 이용, 계측기 최대 4개를  

30 m (100') 간격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음

키패드: 4버튼 키

작동 온도: 범용, 40–85°C (40–185°F)

트랜스듀서

타입: 압축모드, 초음파, 625 kHz

덮개 재료:

  기본 외부부착식: NEMA 6P (IP68), 

-40–100°C (-40 210°F), CPVC,  

Ultem®, 나일론, PVC (케이블 재킷), 알루

미늄 (소형 파이프)

  고온 외부부착식:  
NEMA 4 (IP65), -40–200°C  

(-40–400°F), Vespel®, 양극산화  

알루미늄, 니켈 도금 황동, PFA  

(케이블 재킷)

 도플러 프로브: NEMA 6 (IP67)  

    -40–100°C (-40–210°F),  

    최대 700 psi (48 bar), 316 SS,  

    Ultem®, FKM, 나일론, PVC (케이블 재킷)

  유연한 외장 전선관 옵션: 아연 도금 강철, 

PVC

케이블 길이: 

 기본 길이:  
 기본 6 m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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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설치

크기: mm (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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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400I-48 크기: mm (인치)

 모델번호 설명

 FD-400C-STD 기본 크기 외부부착식 트랜스듀서 세트, 25 mm–3 m (1–120")

 FD-400C-SML 소형 파이프 외부부착식 트랜스듀서 세트, 6–25 mm (1/4–1")

 FD-400C-STD-HT 기본 크기 외부부착식 트랜스듀서 세트, 25 mm – 3 m (1–120")

 FD-400C-SML-HT 최대 200°C (400°F)용 소형 파이프 외부부착식 트랜스듀서 세트, 6–25 mm (1/4–1")

외부부착식 트랜스듀서와 액세서리

50' 케이블이 있는 트랜스듀서의 경우,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50FT”를 추가하세요.
100' 케이블이 있는 트랜스듀서의 경우,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100FT”를 추가하세요.
외장 케이블을 구입할 수 있고 길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기술 부서에 상의하세요.
주문 예: FD-400C-STD-50FT, 기본 크기 외부부착식 트랜스듀서 세트와 50’ 케이블.

15 m (50') 케이블이 있는 트랜스듀서의 경우,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50FT”를 추가하세요.
130 m (100') 케이블이 있는 트랜스듀서의 경우,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100FT”를 추가하세요.
외장 케이블을 구입할 수 있고 길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기술 부서에 상의하세요.
주문 예: FD-400I-8-50FT, 삽입식 트랜스듀서 센서 8" 및 50' 케이블.

 주문하기
 모델 번호 설명 

 FD-400 초음파 속도와 토탈라이저

 FD-410 출력이 4–20 mA인 속도 및 토탈라이저

 FD-411 4–20 mA 출력이 2개인 속도 및 토탈라이저

 FD-412 4–20 mA이고 릴레이 출력이 2개인 속도 및 토탈라이저

 FD-413 4–20 mA이고 펄스 출력이 있는 속도 및 토탈라이저

 FD-420 릴레이 출력이 2개인 속도 및 토탈라이저

 FD-422 릴레이 출력이 4개인 속도 및 토탈라이저

 FD-423 릴레이 출력이 2개이고 펄스 출력이 있는 속도 및 토탈라이저

 FD-430 펄스 출력이 있는 속도 및 토탈라이저

 FD-433 펄스 출력이 2개인 속도 및 토탈라이저

속도 표시기/토탈라이저 (트랜스듀서는 별도로 판매합니다)

벽면 설치대, NIST 인증서,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전력이 230 Vac인 장비의 경우, 모델 번호에 “-230VAC”를 추가하세요. 비용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주문 예: FD-400-230VAC, 230 Vac 전원 공급장치가 있는 초음파 속도와 토탈라이저.

렌치 평면 
64 (2.5) 이중 동축 케이블

모델

 모델번호 설명

 FD-400C-STD 기본 크기 외부부착식 트랜스듀서, 25 mm–3 m (1–120")

 FD-400C-SML 소형 파이프 외부부착식 트랜스듀서 세트, 6–25 mm (1/4–1")

 FD-400C-STD-HT 기본 크기 외부부착식 트랜스듀서 세트, 25 mm–3 m (1–120")

 FD-400C-SML-HT 최대 200°C (400°F)용 소형 파이프 외부부착식 트랜스듀서 세트, 6–25 mm (1/4–1")

 FD-400I-8 삽입식 트랜스듀서 센서 203 mm (8")

 FD-400I-18 삽입식 트랜스듀서 센서 457 mm (18")

 FD-400I-28 삽입식 트랜스듀서 센서 711 mm (28")

 FD-400I-38 삽입식 트랜스듀서 센서 965 mm (38")

 FD-400I-48 삽입식 트랜스듀서 센서 1.2 m (48")

 FD-400I-CR-18 FD-400I-18용 삽입식 크랭크

 FD-400I-CR-28 FD-400I-28용 삽입식 크랭크

 FD-400I-CR-38 FD-400I-38용 삽입식 크랭크

 FD-400I-CR-48 FD-400I-48용 삽입식 크랭크

 FD-400I-BV 청동 밸브 차단 키트 11/2 NP

 FD-400I-SSV 스테인리스 스틸 밸브 차단 키트 11/2 NPT

삽입식 트랜스듀서와 액세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