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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A-A2000 시리즈 전자 질량 유량계/컨트롤러는 하나의 간편한 패

키지에 고성능, 다재능, 최신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FMA-A2000 기

체의 질량 유량을 직접 측정하기 위해 모세관 타입 화력 기술을 사용

합니다. 온도와 압력 또는 제곱근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FMA-

A2300/2400 시리즈는 LCD 디스플레이와 함께 제공되고, 모든 모델은 

선형의 0 to~ 5 Vdc 그리고 4 ~ 20 mA 출력값을 보입니다. 

FMA-A2000은 0 ~ 100 SLM의 24가지 범위로 기체의 질량 유량율

을 측정합니다. 완전한 목록은 D-20 페이지의 범위표에 나와있습니다. 

FMA-A2000 시리즈는 대부분의 비부식성 기체와 호환 됩니다. 사용자

는 유체 접촉부 재질과 가스의 생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OMEGA의 질량 유량 컨트롤러는 질량 유량율을 제어하기 위해 내부 전

자기 비례 밸브를 사용합니다. 명령 신호는 내부 설정값이나 0 ~ 5 Vdc 

외부 자료에 의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U ±1% 정밀도
U 선형 아날로그 출력
U 저비용
U 열처리 기술
U 최대 100 SLM 유량율
U 전원 공급 장치 포함

FMA-A2000 시리즈

기체 질량 유량계와 컨트롤러-클린 기체용, 디스플레이 선택 가능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디스플레이 포함 FMA-A2417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디스플레이 포함 FMA-A2117

Standard

GAS MASS FLOWMETERS AND CONTROLLERS FOR CLEAN GASES WITH OPTIONAL INTEGRAL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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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정밀도: 선형성을 포함한 ±1%의 풀 스케일

반복도: ±0.15% 이상 풀 스케일

턴다운 비: 100:1

반응 시간: 5 초

기체 주위 온도:  

0 ~ 50°C (32 ~ 122°F)

온도 계수: 

1°C당 풀 스케일 0.05% 이상

압력 계수:  

psi당 0.01% 풀 스케일 이상

최소 압력 요구 사항: 

 계량기: H2O 1 inch 

 최대 1 SLM 컨트롤러: 1 psi

 20 SLM보다 큰 컨트롤러: 20 psi

질량 유량 컨트롤러용 차압:  

<5 LPM, 5 ~ 50 psi 표준 

>5 LPM, 20 ~ 40 psi 표준

최대 가스 압력:  

 폴리아세탈: 250 psig

 316 SS: 500 psig

누출신뢰도:  

헬륨 1 x10-6 cc/min 이상

유체 접촉부:  

 표준: Polyacetal, FKM O-rings   

선택: 316 SS, FKM O-링

연결 장치: 1/4 FNPT 표준; 모든 스테인레스 스틸 모

델용 1/4” 압축 피팅  

입력/출력 연결 장치:  

9-핀 교체-D 커넥터

제어 신호: 0 ~ 5 Vdc

제어 밸브: 일반적으로 전자기 차폐

출력 신호: 선형 0 ~ 5 Vdc, 1000 Ω 분 로드,  

4 ~ 20 mA, 500 Ω 루프 저항

장착 나사산:

 316 SS 본체:   6/32” 나사산

 폴리아세탈: 셀프 탭 #4/6 나사

입력 전원:

  계량기: AC 어댑터 포함한 24 Vdc @ 150 mA, 

115 Vac, 220 Vac 

 컨트롤러: AC 어댑터 포함한 24 Vdc @ 300 mA, 

115 Vac, 220 Vac  

크기: 그림에서 확인하세요

무게: 전원 공급 장치 포함 1.25kg (2.75 lb)

사용자 매뉴얼과 9-핀 교체-D 커넥터, 전원 장치, NIST 캘리브레이션(기준점 없음)이 함께 제공됩니다.

* 모델 번호 확인은 페이지 위쪽 표의 삽입 범위 코드 
선택 316 스테인레스 스틸 본체는 모델 뒤에 “-SS” 를 덧붙이세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1/4” 압축 피팅 표준). FMA-A22와 
FMA-A24 컨트롤러의 SS 본체 표준

비고: 명시된 모든 컨트롤러 유량 범위는 20 psig에서 질소나 공기용 입니다; 다른 기체 사용시, 상관 인자는 유량율 결정에 
필요합니다.

** 가스와 유입구/유출구 압력, 온도를 명시하세요

5-포인트 NIST 캘리브레이션 인증서는 모델 번호 뒤에 “-NIST5”를 덧붙이세요.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포인트 NIST 캘리브레이션 인증서는 모델 번호 뒤에 “-NIST10”를 덧붙이세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문 예: FMA-A2316, 디스플레이 포함 질량 유량계, 20 psig 유입구에 질소로 눈금이 매겨짐, 0 ~ 45 SLM ∆P: 5 ~ 20 
psi.은 상온

FMA-A2102-SS, 디스플레이 미포함 316 스테인레스 스틸 본체 질량 유량계, 0 ~ 50 SCCM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 설명

 FMA-A21(*)   디스플레이 미포함 질량 유량계 범위는 0 ~10 SCCM 부터  
0 ~ 100SLM 입니다.

 FMA-A22(*)-SS-(**)   디스플레이 미포함, 제어 밸브 포함 질량 유량 컨트롤러 범위는  
0 ~ 10 SCCM부터 0 ~ 50 SLM, 316 SS 본체입니다.

 FMA-A23(*)   디스플레이 포함 질량 유량계 범위는 0 ~ 10 SCCM부터  
0 ~ 100 SLM 입니다.

 FMA-A24(*)-SS-(**)   디스플레이와 제어 밸브 포함 질량 유량 컨트롤러 범위는 0 ~ 10 SCCM부터   
0 ~ 50 SLM, 316 SS 본체입니다.

 모델 번호 설명

 FMA-200PWA 90 ~ 260 Vac용 교체 소켓 플러그-인 전원 공급 장치

 SSLK-14-14 1/₄” OD 튜브용 316 SS 압축 피팅  1/₄ 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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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mm (inch)

범위 표
 Code SCCM Code SLM Code SLM
 00 0 ~ 10 06 0 ~ 1 14 0 ~ 35
 01 0 ~ 20 07 0 ~ 2 15 0 ~ 40
 02 0 ~ 50 08 0 ~ 5 16 0 ~ 45
 03 0 ~ 100 09 0 ~ 10 17 0 ~ 50
 04 0 ~ 200 10 0 ~ 15 18 0 ~ 55*
 05 0 ~ 500 11 0 ~ 20 19 0 ~ 60*
 — — 12 0 ~ 25 20 0 ~ 65*
 — — 13 0 ~ 30 21 0 ~ 70*
 — — — — 22 0 ~ 75*
 — — — — 23 0 ~100*
* FMA-A2100/2300 시리즈만 가능합니다.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의 배관과 피팅이 
가능합니다. 

호환 가능 미터; DPF50, DPF60, DPF300, DPF5500, DPF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