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 유량체는 상시 보이는 유량체

U  직독 가능한 눈금

U  표준 전해 연마 316 SS 축과 스프
링 선택 가능

U  PVDF 피팅

U  폴리셜폰 본체

U  Perfluoroelastomer 씰링 

U    어떤 파이프에도 쉬운 장착

 모델 번호 크기

 FL-500-S1 FL-505, -510, -515
 FL-500-S2 FL-520, -530, -540, -550

액세서리 스위치 세트 (현장 설치 가능)

초순수용 인-라인 유량계

FL-500UP는 초순수의 유량율을 관찰하기 위

한 특수 계측기입니다. 또한, 신호를 보내는 명

확한 유량율을 위한 액세서리 스위치도 가능합

니다. 각각의 스위치 키트는 빠르고 문제없이 장

착하기 위한 모든 필요 하드웨어를 함께 제공합

니다.  

장치에는 유량계의 플롯 주변에 PTFE코팅 세라

믹 마그넷(링모양)과 유량계 몸체를 꽉 조여질 

수 있도록 디자인된 하우징 안에 근접스위치를 

포함합니다. 변화하는 유량체가 플롯을 튜브안

으로 들어가게 하면 자석이 함께 이동하여 자기

장이 설정된 유량율에 근접 스위치를 작동시킵

니다. 조절 나사는 유량율 조절을 쉽게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높고 낮은 유량율 제한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2개의 스위치를 더 추가합니다. 

스위치 정격값: 8 W, 100 Vdc/120 Vac [25°C (77°F)에서] 
사용자 매뉴얼과 함께 제공됩니다.

NIST 인증서는 모델 번호 뒤에 “-NIST”를 덧붙이세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선택적 전해 연마 316 SS 축과 스프링은 모델 번호 뒤에 “-EP”를 덧붙이세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문 예: FL-505UP, 1” 유량계, 0.5 ~ 5 GPM (2 ~ 20 LPM) 범위.

FL-550UP, 1.5” 유량계, 5 ~ 50 GPM (20 ~ 200 LPM) 범위.

 주문하려면 

  암형 NPT                                이중 눈금 
 모델 번호 앤드 피팅 GPM LPM

 FL-505UP 1 0.5 ~ 5 2 ~ 20
 FL-510UP 1 1 ~ 10 4 ~ 38
 FL-515UP 1 1.5 ~ 15 6 ~ 55
 FL-520UP 1.5 2 ~ 20 8 ~ 75
 FL-530UP 1.5 3 ~ 30 11 ~ 110
 FL-540UP 1.5 4 ~ 40 15 ~ 150
 FL-550UP 1.5 5 ~ 50 20 ~ 200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FL-505UP

사양
정밀도: ±5% FS
압력 강하: 최대 눈금 유량에서4 psi   
최대 압력: 150 psig @  
20°C (68°F)
최대 온도:  
65°C (150°F) @ 0 psig
크기: 177.8 mm (7") 길이,  
 FL-505부터 FL-515까지 :  
 50.8 mm (2") Dia.  
 FL-505부터 FL-515:까지 :  
 76.2 mm (3") Dia. 

주의:  
폴리셜폰은 직사광선이나 자외선 아래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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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500UP 시리즈

선택 

비고: 스위치는 25% FS 밴드 이상 작동시킵니다; 이 밴드 위 
아래는 릴레이를 비활성화 시킵니다.

IN-LINE FLOWMETERS FOR ULTRA-PURE WA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