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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형 마그네틱 유량계

FMG900 시리즈

U 견고함

U 깊이 조절 가능

U Hot tap 사용 가능

U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브라스 재질

U 내수성

U  역류(Reverse Flow)  
출력 가능

U  지름 3~48인치 파이프

이 삽입형 유량센서에는 유동부품이 없어 
매우 견고합니다. 오염 액체로 회전을 
멈추는 날개도 없고, 마모되는 베어링도 
없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브라스 
모델은 다양한 온도, 압력, 화학적 조건을 
견딥니다. 역류 출력과 내수 특성은 
옵션입니다.

하우징 하단에서 빠른 역류 자기장이 
전개됩니다. 유체가 이 자기장을 통과하기 
때문에, 전압이 형성되고, 이 전압을 
측정해서 유동률에 비례하는 주파수 
신호로 변환합니다. 이 스퀘어 웨이브는 
바로 PLC로 전송하거나, 제어하거나, 
아래에서 볼 수 있는 FTB700-T(옵션)
를 이용해 4 – 20 mA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장치가 모듈 식으로 
되어 있어 흐름 센서에 바로 부착하거나 
원격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FMG900 시리즈는 FTB700-D를 이용해 
속도와 총계를 완전히 표시하거나 단순히 
FTB700-T 블라인드 트랜스미터 (옵션)
을 이용해 4 – 20 mA 출력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장비의 어댑터 피팅은 
수형 NPT이고, 일반 새들Saddle이나 
용접 피팅에 직접 관통할 수 있습니다. 
Hot tap 버전에는 Hot tap을 설치하거나 
압력을 받는 상태에서 설치 및 제거할 
수 있게 하는 차단 밸브가 포함됩니다. 
Hot tap 버전에는 적절한 설치 밸브가 
있습니다.

사 양
전력:12–24 Vdc, 250 mA

흐름 범위: 0.28–20 ft/초  

(0.08–6.09 m/초)

연결 크기 

표준 단위: 11/2 NPT 수형, Hot tap 모델, 2 

NPT 수형

주변 온도: -17–72°C (0–160°F)

유체 온도: 0–93°C (32–200°F)

최대 압력: 13.8 bar (200 psi)

최소 전도성: 20 마이크로시멘스/cm

축 및 피팅: 316 SS나 황동 (모델에 따름) 
전극: Hastelloy®

전극 덮개: PVDF

케이스: 분말 코팅한 주조 알루미늄

밸브: 청동이나 SS (모델에 따름)

O-링: EPDM

정확도: 전체 범위의 ±1%

출력: 구형파(스퀘어 웨이브), 시각적 차단,  

20 ft/초 6 mA에서 최대 550 Hz, 흐름 기준 

30 Vdc (역류 옵션)

공파이프: 영 흐름이 기본

76–254 mm 
(3–0") Hot tap 
삽입 파이프 용 
FMG907,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76–254 mm  
(3–10") 파이프 용 
FMG903,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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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와 총계 패널 / 트랜스미터
FMG900 시리즈용

FTB700-D 시리즈

U 설치가 간단함

U 루프전력방식 
U  원격 또는 흐름 센서 장착 

표시기

U 튼튼한 메탈 하우징

U 비휘발성 메모리

FTB700-D 시리즈 흐름 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컨트롤러 기반의 표시기/

트랜스미터로, 유동률과 총계를 표시하고 

출력 신호를 제공합니다. FTB700-D

는 외부 직류 전압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펄스와 4–20 mA 아날로그 출력이 

있습니다. FTB700-D를 4–20 mA 

모드에서 이용할 경우, 이 장치는 2선식, 

루프전력방식입니다.

이중 릴레이 출력 보드 (-R2)는 접점 

출력 차단이 필요한 특정 용도  

(예: 특정 계량 펌프와 물 처리 제어) 에 

허용됩니다. 이중 무접점 릴레이는 기본 

장비와 정확하게 동일한 펄스 출력을 

제공하고, 각 릴레이는 외부 장치 하나에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FTB700-D는 계측기 (-M)에 

장착하거나, 제공된 받침대를 이용해 

원격으로 벽면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FTB700D-W). “-W”와 “-M” 모델용 

하우징은 튼튼한 주조 알루미늄이고, 

포팅/개스킷을 장착으로 환경 보호 

장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멤브레인 

키패드로 케이스를 분리하지 않고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 기능인 비밀번호 

보호를 이용해 설정을 바꾸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 양
전력: 12–30 Vdc (4–20 mA)

디스플레이 속도: 6자리 자동 범위, 문자 높이 

1/2"

총량: 8자리, 문자 높이 5/16"

출력 전류 감소 펄스: 조절된 펄스 출력 (기간 

0.1초 최대 6.1 Hz) (또는 상한 알람 출력이나 

하한 알람 출력). 센서는 펄스 출력을 지나감  

(미조절)

아날로그: 4–20 mA

펄스 출력 범위: 0.1 - 9999999.9 단위/펄스

입력: 5 V 펄스 또는 접점 폐쇄

입력 범위: 1.0–1,500 펄스/초

K-계수 범위: 0.001–99999.999

흐름 알람 출력 범위: 0.01 - 999999.99

작동 온도: -30–65˚C (-22–148˚F)

환경: NEMA 4X, (IP66)

규제: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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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mm (인치)

FTB700-D 및 FTB700D-WMB, 
다음 페이지의 액세서리 도표를 
참고하세요.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FMG980-W 
벽면 마운팅 브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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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기

 모델 번호 설명

  FMG901 삽입식 마그네틱 유량계, 황동 재질, 파이프 직경 76–254 mm (3–10")

  FMG902 삽입식 마그네틱 유량계, 황동 재질, 파이프 직경 254–1219 mm (10–48")

  FMG903 삽입식 마그네틱 유량계,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파이프 직경 76–254 mm (3–10")

  FMG904 삽입식 마그네틱 유량계,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파이프 직경 254–1219 mm (10–48”)

  FMG905 삽입식 마그네틱 유량계, 황동 재질, 파이프 직경 76–254 mm (3–10"), Hot tap 옵션

  FMG906 삽입식 마그네틱 유량계, 황동 재질, 파이프 직경 254–1219 mm (10–48"), Hot tap 옵션

  FMG907 삽입식 마그네틱 유량계,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파이프 직경 76–254 mm (3–10") Hot tap 옵션

  FMG908 삽입식 마그네틱 유량계,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파이프 직경 254–1219 mm (10–48") Hot tap 옵션

흐름 범위 LPM (GPM)

 파이프  
 크기 최소 흐름 최대 흐름

  3 23 (6) 1666 (440)
  4 42 (11) 2964 (783)
  6 95 (25) 6670 (1762)
    8 167 (44) 11,860 (3133)
  10 261 (69) 18,530 (4895)
  12 375 (99) 26,687 (7050)
  14 507 (134) 36,325 (9596)
  16 662 (175) 47,443 (12,533)
  18 840 (222) 60,050 (15,863)
  20 1037 (274) 74,134 (19,584)
  24 1495 (395) 160,749 (28,200)
  30 2336 (617) 166,800 (44,064)
  36 3361 (888) 240,192 (63,452)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역류(Reverse Flow) 옵션의 경우,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RF”를 추가하세요.

주문 예: FMG901, 삽입식 마그네틱 유량계, 황동 재질, PSU-93, 전력 공급 장치, TX4-100, 다중 도체 전선 FMG903, 316SS 삽입식 마그네틱 
유량계, PSU-93, 전원 공급장치, TX4-100, 다중 도체 전선

 모델 번호 설명

 FTB700-T 4–20 mA 블라인드 트랜스미터

 FTB700D-WMB FTB700-D용 벽면 설치 받침대

 FTB700-D 출력이 4–20 mA인 원격 속도 및 총계 디스플레이

 PSU-93 24 Vdc 전력 공급 장치, 200 mA

 TX4-100 4 도체 연결 와이어, 30 m (100’)

액세서리

크기: mm (인치)

FMG900 시리즈 케이스 FMG901 - FMG904              삽입식 장비

FMG905 - FMG908  Hot tap 삽입 장치

11/2 수형 NPT 
나사산이 있는 
어댑터 피팅

수형 NPT 
나사산 2개

수형 NPT 
나사산 2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