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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9.38)

1¼ NPT
threads 

131 (5.14)

 

32 (1.25)

76 (3.0)

Stroke Length

크기: mm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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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용 금속 매그미터

FMG-550 시리즈

U  핫-탭 버전으로 설치시와 작동시 
시스템 셧-다운 없음

U  컬러 LED 라이트 사용의 특징을 
갖는 진단 프로그램

U  11/4 NPT 나사산

U  분리형 방수 케이블 선택 가능 

U  주파수 또는 4 ~ 20 mA의 출
력 선택

U   양방향 유량과 빈 파이프 탐지

U   고정 센서 부품

U  50 mm (2”)부터 최대 1200 
mm (48”)의 파이프 크기용 조
정 가능한 삽입

U  유동율 범위 0.05 ~ 10 m/s  
(0.15 ~ 33 ft/s)

U   불순도 및 높은 고체 함유량의 용
액 측정

FMG-550 시리즈 매그미터 유량 센서는  

견고하고, 조정 가능한 고성능 그리고 핫-탭  

설치용 볼밸브와 같이 사용 될 수 있는 삽입용  

배열의 센서입니다. 이 삽입-스타일 유량 센서

는 고정 부품을 사용하고, 최소 유지 비용으로 오

랫동안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내부식 금속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FMG-550 시리즈는 넓은 동

적 범위에 믿을 만한 유량 측정을 하는 쉬운 설치

와 다목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파이프 크기는 

2 ~ 48”입니다. Omega의 FMG-550 매그미터

는 주파수 출력 또는 전류 출력값을 제공합니다. 

블라인드 트랜스미터(4 ~ 20 mA 출력)는 장거

리 신호 전달에 이용 가능합니다. 빈 파이프 탐지

는 전극이 완전히 젖지 않았을 경우 제로 유량 출

력의 특징을 갖습니다. 4 ~ 20 mA 출력이 한방

향 또는 양방향성으로 설정될 수 있는 반면에 주

파수 출력은 양방향성으로 설정됩니다. 4 ~ 20 

mA 출력은 공장 출하 시 설정 값입니다. 주문 제

작 스케일은 추가 비용과 함께 가능합니다. 자세

한 정보는 Omega에 문의하세요.

실제 크기보다 작게 보이는 

FMG-553

실제 크기 전극의 
근접 사진

INSERTION METAL MAG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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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유체 접촉부: 316 L 스테인레스 스틸 본체 및 전극, 

PVDF 절연, O-링 (표준 FPM), 4-컨덕터 보호 케이

블, PVC 자켓(고정 케이블 모델) 또는 방수용 고무 케

이블과 “-SUB” 모델의 컨덕터

전원: 4 ~ 20 mA (24 Vdc 공칭, 21.6 ~ 최대 2 6.4 

Vdc, 최대 22.1 mA), 주파수 (공칭 5 ~ 24 Vdc, 5 ~ 

최대 26.4 Vdc, 최대 15 mA), DN50 ~ DN1200 (2 

~ 48”)의 파이프 크기로 보호되는 역극성 및 합선

유량 범위: 0.05 m/s (0.15 ft/s) 분, 최대 10 m/s 

(33 ft/s) 

선형성: ±1% 측정+ 0.01 m/s (±1% reading + 

0.033 ft/s)

반복도: ±0.5% of rdg @ 25°C

최소 전도율: 20 µS/cm

정밀도: 측정값 <±2% (상온에서 유동체가 물일 때 

측정값, 정확한 깊이로 센서 삽입 시), 유량 분석표는 

ISO 7145-1982의 준수에 따르고 있습니다. (BS 

1042 섹션 2.2)

전류 출력: 4 ~ 20 mA, 프로그램밍과 전환이 가능

한, 루프 

정밀도: 32 μA 최대 오류(25°C @ 24 Vdc에서)

온도 트리프트: 최대 ±1 μA per °C  

전원 공급 장치 거부: V당 ±1 μA 

아이솔레이션: 전극과 보조 전원의 낮은 전압 < 48 

Vac/dc r

최대 케이블: 300 m (1000')

최대 루프 저항: 300 Ω

에러 조건: 22.1 mA 주파수 출력

최대 풀업 전압: 30 Vdc

합선 보호: 1시간 동안 <30 V @ 0 Ω 풀업, 1시간 

동안 -40 V의 보호 역극성,  1시간 동안 40 V 의 보

호 과전압r

최대 전류 소모: 50 mA, 제한 전류

온도/압력율

저장 온도: -15°C ~ 70°C (5°F ~ 158°F) 얼음이 

얼지 않은 조건 

작동 주위 온도 :  

-15°C ~ 70°C (5°F ~ 158°F) 얼음이 얼지 않은 

조건

미디어: -15°C ~ 85°C (5°F ~ 185°F)

최대 작동 압력:  

20.7 bar @ 25°C (300 psi @ 77°F)

핫-탭 설치 필요 조건: 

 최대 설치 압력:  

 20.7 bar (300 psi)

 최대 설치 온도:  

 : 40°C (104°F) 핫-탭 설치는 40°C (104°F) 이

상의 온도에서 또는 위험 용액과 함께 설치 허용 안됨.

 커넥터: NEMA 6P (IP68)

 EN 61326: 제어 장치용 내성 및 배출

 주문하려면 kr.omega.com/fmg-550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모델 번호 설명

 FMG-553 매그미터 9.4” 핫탭, 주파수 출력

 FMG-554 *매그미터 9.4” 핫탭 4 ~ 20 mA 출력

 FMG-550-S-CABLE 4-컨덕터, 22 AWG, 방수용 커넥터, 6m(19.5’)

사용자 매뉴얼과 직선 로드, 육각 렌치, 클램프 링, 자가 함께 제공됩니다.  

방수용(일시적) 센서 커넥터를 포함한 모델은 모델 번호 뒤에 “-SUB”를 덧붙이세요.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맞춤형 스케일링은 추가 비용과 함께 이용 가능하고, 자세한 주문은 오메가에 문의하세요.  

주문 예: FMG-554, 삽입용 매그미터 7.3” 돌출부, 4 ~ 20 mA 출력

FMG-553, 삽입용 매그미터, FMG-550-S-CABLE, 방수용 커넥터를 장착한 6 m (19.5’) 케이블을 포함, 주파수 출력

실제 크기보다 작게 
보이는 FMG-553

ISeries 공정 미터와 컨트롤러를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을 위한 가이드는 kr.omega.com/cni_series에서 확인하세요.

각각의 FMG-550 매그미

터는 편리한 휴대용 케이

스에 직선의 로드와 육각 

렌지, 자, 클램프 링을 함

께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