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15

휴대용 도플러 초음파 유량계

U  부분 클램프-온 트랜스듀서

U   부유 물질이나 연행 가스를 함유
한 액체용

U   사용자 지정 속도 단위(FPS 또는 
MPS)

U   0.3 ~ 30.0 FPS (0.10~9.00 
MPS)의 유속 측정

U  100:1 비례 하강

U   6.3 mm (0.25”)의 파이프 크기

U  CE 인증 버전 옵션 가능

U  배터리 포함

U  표준 NIST 인증서

FD613 시리즈

FD613 시리즈 유량계는 고도의 트랜스 단계 페

이즈 기술을 이용하여 폐쇄식 배관 시스템에서 

정밀하고 정확한 유속 평가치를 제공합니다. 대

형 18 mm (0.7”) LCD는 짧은 시간에 초당 피트 

또는 초당 미터로 안정된 유량율 측정값을 제공

합니다. 이 제품은 100미크론 이상의 부유 물질

이나 연행 가스가 담긴 100ppm 이상의 액체가 

담긴 금속이나 플라스틱 파이프로 작동됩니다. 

작동 원리
FD613 시리즈 플로우미터는 고도의 트랜스 페

이즈 측정 기술을 이용하여, 파이프를 개방하지 

않고도 정밀하고 국부적인 유속 평가치를 제공

합니다. 이 시리즈는 하나의 트랜스듀서에 두 개

의 압전체 크리스털을 장착하고 있어, 초음파 에

너지를 유동 수증기로 전송하고, 이에 불연속적

으로(부유 물질이나 연행 가스에 의한 단절) 유

동 액체에 반사되어 온 에너지를 수신합니다. 

반사된 에너지를 수신한 후에는, 정교한 소프트

웨어 알고리즘으로 유속 측정값으로 변환 합니

다. 이 처리장치는 또한 장비의 효율적인 배터리 

사용 관리 회로부터 전매 FIR(유한 임펄스 응답) 

여과 프로그램까지 모든 과정을 컨트롤 합니다.

휴대용 케이스와 실리콘 접촉매질, “AA” 배터리 4개, NIST 인증서, 사용자 매뉴얼이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 FD613, 유량계와 FD613-S1, 1/4 ~ 1” 크기 파이프의 클램프-온 센서 

CE 인증 받은 FD614-CE, FD613 세트

FD613.
 FD613-S2.

사양
공급 전력: 전동 배터리, 알카라인 전지 
(충전 안 됨), 4 “AA” (포함), 30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작동 제공
유량 범위: 0.30 ~ 30.00 FPS  
(0.10 ~ 9.00 MPS)
디스플레이: 싱글 라인—4 자리 숫자 
LCD 속도 판독 [18 mm (0.7”) 숫자]와  
신호의 강도, 계량 단위, 배터리 없음 표시
온도: -20°C ~ 60°C  
(-28°F ~ 140°F)
케이스 비율/크기: 
NEMA 12X ABS 플라스틱;  
200 H x 100 W x 38 mm H  
(7.76 x 4 x 1.5”)  
무게: 0.7 kg (1.5 lb)
정밀도: ±2% FS

센서  
사양
트랜스듀서 재질: 바디 강철도금.  
Ultem 1000 센서 재질.
케이블: 2 m (6.6’) 케이블과 커넥터
온도: -40°C ~ 82°C (-40°F ~ 180°F)
습도: 0 ~ 95% 비응결
마운팅: Dow111 혼합물,  
클램프-온 스타일

크기: mm (인치)

표준

 주문 하려면 
 모델 번호 설명

 FD613  소형 판독장치, 센서는 별도 판매

 FD614-CE CE 인증 받은 1” 지름 이상의 파이프와 센서 FD613 세트 

 FD613 센서

 FD613-S1  ¹⁄₄ ~1” 지름 파이프용 클램프-온 센서 
(소형 파이프 센서는 헤드에 2피스 클램프 장착)

 FD613-S2 1” 이상 지름 파이프용 클램프-온 센서

 액세서리

 MN1500-4 교체 알카라인 “AA” 배터리 (qty 4)

Portable Doppler Ultrasonic Flowme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