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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비침습성 설계, 설치가 쉬움, 
시스템 정지 시간 없음

U 충전 가능한 내부 배터리  
    (포함)나 교류 전력으로  
    동력 공급

U  깨끗한 액체, 유제, 슬러리와 
함께 작동

U  디지털 유량계 표시기 및  
8자리 가산기

U  기본 4 – 20 mA 출력

U  사용이 쉬운 데이터 입력  
키패드

U  NEMA-4X ABS 방수 케이스

U NIST 인증 표준

지금까지 도플러 초음파 유량계는 음향  

신호를 반사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현탁 입자나 기포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FD-7000 초음파 유량계를 이용하면  

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FD-7000을 이용해 현탁 고체나 기포가 

있는 액체의 흐름을 측정할 때는, 다른  

초음파 계측기와 같은 방법으로 변환기를 

파이프 직류에 장착합니다. “반사물”이  

충분치 않을 경우 (FD-7000 흐름 분석 

막대 그래프의 낮은 값이 나타내는 상태), 

변환기는 비대칭적 수압 난류가 있을  

배관이 있는 지점으로 이동시킵니다 (90° 

L자 부분의 하류가 이상적).

FD-7000의 고유한 디지털 필터링  

시스템과 신호 인식 회로망은 이 비대칭

적이고 반드시 선형은 아닌 난류의 반사를 

사용 가능한 선형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백라이트, 2줄, 20문자,  

영숫자 LCD는 동시적인 유량률과  

가산기를 표시합니다. FD-7000은  

현장에서 사용이 쉽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어진 배관과 흐름 조건에 맞춰 유량계를 

설정하는 데는 몇 가지 간단한 키패드  

입력만 있으면 됩니다.

변환기 센서 헤드를 수중에서 사용 가능한 

밀폐형으로 설계해서 장비와 함께  

공급되는 결합 부품과 탄성 밴드를 이용해  

쉽게 파이프 표면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미터/표시기 장치에 연결하는 6 m 

(20') 접이식 케이블은 센서의 일체형  

부품으로서 공급됩니다. FD-7000  

센서는 내부 지름 범위가 25 mm –  

1.5 m (1 – 60")인 파이프에  

사용합니다.

지름이 6 – 25 mm (1/4 – 1")인  

소형 파이프에서는 소형 파이프 센서,  

모델 FD-7000-S1을 이용해 유량률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FD-7000,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FD-7000

다용도 다액체 초음파 유량계
향상된 도플러 설계

휴대용  

전자 장치, 변환기 세트, 

음향 접촉매질 (그림에 

없음), 장착용 끈, 전원 코드, 

배터리 (그림에 없음)가 함께 

제공됩니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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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7000-STD,  
선 크기 25 – 1524 mm  
(1 – 60")용 대체 센서,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사 양
장치 정확도: ±2% of FS

속도 범위: 0.15 – 6.2 MPS (0.5 – 20 

FPS) 

측정 단위: FPS, GPM, MGD

선형성: ±0.2% FS

반복성: 0.4% FS

유량률 디스플레이: 6자리 LCD

가산기 디스플레이: 6자리 LCD

출력: 4 – 20 mA, 최대 600 Ω, 차단됨

전력 요건: 115 Vac ±10%, 50/60 Hz, 

최대 20 VA (기본); 230 Vac 50/60 Hz 

(옵션). 내부 겔 셀 배터리로 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작동

액체 요건: 배관이 완전히 갖춰진, 점성이 

낮은 (물과 비슷한) 액체

230 Vac 버전의 경우 모델 번호에 접미사 “-230”을 추가하세요. 비용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설명서, 변환기 2개, 접촉매질, 전원 코드, NIST 인증서, 겔 셀 배터리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 FD-7000, 초음파 유량계

 모델 번호  설명

 FD-7000-STD  25 mm – 1.5 m (1 – 60) 배관용 대체 센서

 FD-7000-S1  6 – 25 mm (1/₄ – 1") 배관용 센서

 FD-7000-HT   25 mm – 1.5 m (1 – 60") 배관용 고온 센서,  
204°C (400°F)

 FD-7000-BATT  대체 겔 셀 배터리

 FD-7000-Charger  대체 충전 코드 (미국)

 FD-7000-Charger-G  대체 충전 코드 (독일)

 FD-7000-Charger-UK  대체 충전 코드 (영국)

 FD-7000-EXT   연장 케이블, 도체 2개, 20 AWG, 비차폐, 
6 m (20')

액세서리

필요한 배관 
장착 구성

비 침투성—
설치가 쉬움

트랜스미터/표시기 작동 온도:  

-30 – 70°C (-22 – 158°F)

센서 작동 온도:  

-40 – 121°C (-40 – 250°F)

크기: 432 L x 279 W x 203 mm  H 

(17 x 11 x 8")

무게: 10 kg (22 lb)

케이스: NEMA-4X (IP65)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 설명

 FD-7000 초음파 유량계, FPS, GPM, MGD (영국식) 단위

 FD-7000-M 초음파 유량계, MPS, LPM, m3/hr (미터)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