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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 공압 유량계

U  대부분의 공압 또는 압축 가스 시스

템을 관찰하는데 적합함

U  100 psi에서 유량이  

1.2–900 SCFM

U  최대 600 psi의 고압–황동, 알루

미늄, 1000 psi–스테인리스 스틸

U  고온이 기본 116°C (240°F), 옵

션은 204–316°C (400 또는 

600°F)

U 모든 위치에 설치 가능

U  릴레이 알람과 아날로그  

출력 옵션

FLMG 유량계는 구조가 튼튼하고 설치가 쉬

우며 공기의 유량을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압력 100 psi에서 캘리브레이션

하고, 대부분의 공압 용도에 적합합니다.

스프링 및 피스톤 형 조립방식을 이용해 이 

유량계를 어느 위치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출력 (-MA) 옵션이 있는 FLMG 

모델은 보통 유량에 비례하는 신호를 공정 제

어장치나 PLC, 기록기, 패널 설치 디스플레

이에 전송하는데 이용합니다. -MA 옵션을 

이용해 사용자는 핀을 적절히 연결해 0 – 

2000 Hz 구형파 펄스나 0 – 5 Vdc 아날

로그 신호, 2선 4 – 20 mA 아날로그 신호 

사이에서 판독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FLMG 시리즈

사양
측정 정확도: 측정 범위의 중심 세 번째에서 

±2.5% FS, 전체 범위의 ±4% FS

반복성: ±1% FS

흐름 측정 범위:1.2–900 SCFM 
최대 작동 압력:  
    알루미늄 및 황동 모니터:  
 40 bar (600 psig) 
 스테인리스 스틸 모니터: 70 bar  

  (1000 psig) 최대 116°C (240°F)

최대 작동 온도: 116°C (240°F) 

주의: 옵션 “-HT” 및 “UHT”의 경우, FLMW 시리즈

를 참고하세요.

압력 차이:  
그래프를 보려면 kr.omega.com/flmw에  

방문하세요.

표준 캘리브레이션 유체:  
21°C (70°F)에서 공기, 1.0 sg 및 6.8 bar  

(100 psig)

릴레이 (옵션): 1 또는 2형, “C” 릴레이,  

정격 10 A, 125 또는 250 Vac 또는 1/4 A, 250 

Vdc

기계 수명: >106 사이클

아날로그 출력 (옵션):  
공급 전압 12–35 Vdc, 현장 선택 0–5 Vdc  

(최소 부하 100 W), 0–2000 Hz 구형파 펄스, 

4–20 mA 

Rmax = 50 (Vs–12) (Vs = 직류 공급 전압)

FLMG-38050BRFLMG-14012AL 

두 모델 모두 실제 크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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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유량계–NPT 크기  3⁄4 -1 공기 유량계–NPT 크기  1⁄4 - 1⁄2 

알루미늄의 경우 “AL”, 황동의 경우 “BR”, 스테인리스 스틸의 경우 “SS”를 
지정하세요. 비용이 추가됩니다.

 모델 번호 최대 SCFM 연결 크기

 FLMG-14012(*) 12 1⁄4 NPT

 FLMG-14022(*) 23 1⁄4 NPT

 FLMG-14050(*) 50 1⁄4 NPT

 FLMG-14100(*) 100 1⁄4 NPT

 FLMG-38012(*) 12 3⁄8 NPT

 FLMG-38022(*) 23 3⁄8 NPT

 FLMG-38050(*) 50 3⁄8 NPT

 FLMG-38100(*) 100 3⁄8 NPT

 FLMG-12012(*) 12 1⁄2 NPT

 FLMG-12022(*) 23 1⁄2 NPT

 FLMG-12050(*) 50 1⁄2 NPT

 FLMG-12100(*) 100 1⁄2 NPT

 모델 번호 최대 SCFM 연결 크기

 FLMG-34050(*) 60 3⁄4 NPT

 FLMG-34100(*) 100 3⁄4 NPT

 FLMG-34150(*) 150 3⁄4 NPT

 FLMG-34260(*) 330 3⁄4 NPT

 FLMG-10050(*) 60 1 NPT

 FLMG-10100(*) 100 1 NPT

 FLMG-10150(*) 150 1 NPT

 FLMG-10260(*) 330 1 NPT

알루미늄의 경우 “AL”, 황동의 경우 “BR”, 스테인리스 스틸의 경우 “SS”를 
지정하세요. 비용이 추가됩니다.

공기 유량계–NPT 크기 11⁄4 -11⁄2 
 모델 번호 최대 SCFM 연결 크기

 FLMG-1140450(*) 470 11⁄4 NPT
 FLMG-1141000(*) 900 11⁄4 NPT
 FLMG-1120450(*) 470 11⁄2 NPT
 FLMG-1121000(*) 900 11⁄2 NPT

알루미늄의 경우 “AL”, 황동의 경우 “BR”, 스테인리스 스틸의 경우 “SS”를 
지정하세요. 비용이 추가됩니다.

 포트   구성 재료

 크기 알루미늄 황동 스테인리스 스틸

 1⁄4 - 1⁄2" 
 3⁄4 - 1"      -HT -UHT -R1 -R2 -MA
 11⁄4 - 11⁄2" 

옵션에는 유량계가 포함됩니다 (비용이 추가됨)  
(옵션은 유량계 당 하나 뿐입니다)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FLMG-10100BR-MA, 1” 황동 공기 유량계, 10–100 SCFM, 출력 4–20 mA.
FLMG-14012BR, 1⁄4 NPT 황동 공기 유량계, 1.2–12 SCFM.

주의: 각 장비에는 옵션을 
한가지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옵션
 주문  
 접미사 설명

 -HT 고온, 최대 204°C  
  (400°F)

 -UHT 초고온, 최대 315°C  
  (600°F)

 -R1 단일 SPDT 릴레이, 
  220 Vac에서 10 A

 -R2 이중 SPDT 릴레이,  
  220 Vac에서 10 A

 -MA 출력 4 – 20 mA  
  (전력 12 – 35 Vdc)

 -BDF 양방향 흐름 (11/2” 크기 장비는   
                 이용할 수 없거나, UTH, R1, R2,  
             MA 옵션을 이용)   
            크기가 1/4 – 1/2”인 경우 비용이 추가됨 
  크기가 3/4 – 1”인 경우 비용이 추가됨 
  크기가 11/4”인 경우 비용이 추가됨

 포트 크기 1/4 – 11/2 FNPT

  1/4 – 1/2” 포트: OD 17/8” x 길이 69/16” 
 설치 크기 3/4 – 1” 포트: OD 23/8 x 길이 75/32 
  11/4 – 11/2 포트: OD 31/2 x 길이 101/8”

구성 재료 (습식 부품)
 설명 알루미늄 황동 스테인리스 스틸

 윈도우 튜브  폴리카보네이트 (기본), 파이렉스 유리(Pyrex®) 폴리카보네이트 (기본), 파이렉스 유리(Pyrex®) 폴리카보네이트 (기본), 파이렉스 유리(Pyrex®)

 윈도우 밀봉 부나 (기본), PTFE 부나 (기본), PTFE  부나 (기본), PTFE  

주의: 최소 유량 = 최대 값의 10%

구성 재료 (습식 부품)
 설명 알루미늄 황동 스테인리스 스틸

 고압 외피, 말단 포트, 알루미늄 황동 304 SS 
 테이퍼드 축

 밀봉 부나 (기본), EPR, FKM, 부나 (기본), EPR, FKM, 예비 PTFE가 있는 FKM (기본),  
  과불화탄성체 과불화탄성체 부나, EPR, 과불화탄성체  

 송전 자석 PTFE-코팅 알니코 PTFE-코팅 알니코 PTFE-코팅 알니코

 유동적인 오리피스(orifice) 디스크 스테인리스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모든 내부 부품 스테인리스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