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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브   튜빙   최대 유량률 
 사이즈  (inch) 크기  (inch) mL/Rev.  @ 600 RPM, mL/min

 1/16 1/32 0.05 30
 1/16 1/16 0.22 132
 1/16 1/8 0.9 540
 1/16 3/16 1.9 1140
 1/16 1/4 3.0 1800
 1/16 5/16 3.8 2280

FPU500

U 스테인레스 스틸 로터 어셈블리

U  살균, 부식성 또는 일반 작동 환경의 사용에 적합

U  1.0 ~ 2280 mL/Min (36 GPH)의 유량율

U  OMEGAFLEX®에 직접 장착 가능  
모터 또는 펌프모터 호환

U  다중 채널 펌핑 용으로 적층 장착하기 용이함

U  기하학적으로 설계한 3중 롤러 장치로 펌프  
프라이밍을 개선하고, 진동을 줄입니다.

U  내구성과 내약품성을 위한 폴리설폰 하우징

OMEGA®의 FPU500 시리즈 연동 펌프는 심플한 스타일, 쉬운 사용방
법, 가변적인 수용유량을 자랑합니다. FPU400 시리즈 연동 펌프는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공정 처리에 단순성을 제공합니다. 모터와 연동 된 롤
러를 통해, 양변위 펌프 동작과 같은 파상 운동으로 정밀 보오링 고도 내
성 튜빙을 통해 유동체를 돌립니다. 이 액체는 펌프를 접촉하지 않고, 튜
빙의 외벽만 펌프와 접촉합니다. 따라서 이 펌프는 살균, 부식성 또는 일
반 유동체와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펌프는 논-사이폰, 셀프프라이밍 펌프 방식입니다. 만약 사용에 따라 튜
브가 눌리는 부분이 마모 가능성을 보이면, 튜빙을 롤러에 눌리지 않는 
부분으로 이동시켜 계속 펌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튜브를 끼우는데 도
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교하게 성형 된 캐비티 튜빙은 적절한 폐색을 
가능하게 합니다. 튜브 클램프는 튜빙을 제자리에 있도록 고정시킵니다. 
튜빙은 펌프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하나의 펌프로 여러 곳에 쓸 수도 있고, 두 개의 펌프를 모터에 장착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타입의 OMEGAFLEX® 플라스틱 튜빙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닐, FKM, 타이곤, 실리콘, 산토프렌과 Nor-
prene® 중에서 튜빙의 소재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길이 범위도 다양합니
다. 표준 규격 로터 어셈블리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입니다.

FPU500 펌프는 추가 옵션 어댑터 플레이트와 함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어댑터 플레이트는 모터에 펌프를 장착할 때 사용합니다(FPU5-MT 
펌프 모터 제외). 펌프는 2개의 짧은 설치 나사와 함께 제공 되며, 한 번
에 한 펌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개의 펌프를 적층 설치하고 싶
다면 긴 설치 나사를 주문하십시오.

사양
최대 배압: 20 psi
프라임 최대 RPM: 100 RPM
튜브 벽: 1.6 mm (1/16”)
유동체 온도 범위: -46 ~ 149°C (-50 ~ 300°F)
펌프 크기: 102 H x 102 W x 57 mm D (4 x 4 x 21/4”)
 마운팅 플레이트(옵션): 76 H x 64 W x 3.2 mm D (3 x 21/2 x 1/8”)
펌프 무게: 408 g (14.4 oz)
마운팅 플레이트(옵션): 91 g (32 oz)
최대 튜빙 크기: 8 mm (5/16”)
최대 튜브 경도: 65 Shore A

1단계: 방출 버튼을 눌러 스냅 오픈 2단계: 롤러를 따라 튜빙을 구부림  
(나사산 필요 없음)

3단계: 닫힐 때까지 밀기 4단계: 튜빙 보호를 위해 나사 조이기

튜빙 교체는 아주 쉽습니다! 다음 4단계를 따라 해주세요.

OMEGAFLEX® 연동 펌프

FPU500, 사진 속 크기는 실물보다 작습니다.

OMEGAFLEX® Peristaltic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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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EGAFLEX® 펌프 모터 OMEGAFLEX® Pump Motor

U  유량율, RPM, 총량, 유동체 온도(°C 또는 °F),  
유동 지속 기간 또는 튜브 ID를 표시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U  유량율 1.0 ~ 2280 mL/Min  
(10 ~ 600 RPM) 전환 가능

U  읽기 쉬운 디스플레이

U   후면 패널 K타입 SMP 암형 써모커플 입력

U  타코미터 피드백, ±0.5% 속도 제어

U   펌프 2개 수용, 양옆에 하나씩 또는  
두개를 겹쳐 사용

U  쉬운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멤브레인 키보드

U  원격조정 가능 
 • Aux. In: 시작/멈춤 원격조정 
 • Aux. Out: 모니터링 원격조정

U  빠른 정지 및 방향 변화를 위한  
내장형 전자 제동/반전 제어 장치

U  미터 규격 또는 영국 규격

U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디스플레이 

와 유량율 수치를 선택하기만 하면, 펌프 모터는 해당 RPM을 잠급니다. 

ROM에 저장된 공칭 캘리브레이션 값을 선택하거나 중량 또는 유량 측

정에 의해 캘리브레이션 하십시오. 선택 옵션으로 써모커플 프로브를 할 

경우, 유동체 온도가 디스플레이에 표시 됩니다. 드라이브가 멈출 경우, 

가장 최근에 설정 된 유량 설정이 메모리에 남습니다.

사양
모터: 전환 가능, 1/10 HP (75 W), 90 Vdc
디스플레이: 16-글자 도트 매트릭스 LCD, 9 mm H (3/8”) 글자
전력: 90 ~ 130 Vac, 1.5 A; 190 ~ 260 Vac, 0.8 A
라인 코드: 1.8 m (6’) 미국 표준 플러그 115 Vac 단위; 유럽 플러그  
230 Vac 단위
하우징: 고무 피트로 칠해진 판금; 기기는 적층 가능합니다.
크기: 152 H x 254 W x 254 mm D (6 x 10 x 10")
무게: 8.2 kg (18 lb)

 
FPU5-MT-Series

$975

사용자 매뉴얼과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 FPU5-MT-110, 펌프 모터 그리고 FPU500, 연동 펌프

FPU5-MT-110 펌프 모터, FPU500 펌프 2개 포함.  
사진 속 크기는 실물보다 작습니다.

 주문하려면 kr.omega.com/fpu500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모델 번호 설명

 FPU5-MT-110  펌프 모터 (110 Vac)

 FPU5-MT-220  펌프 모터  (220 Vac)

 FPU500  연동 펌프

 모델 번호  설명

 FPU500-AP  어댑터 판

 FPU500-LMS  긴 장착 나사(2)

 FPU500-SMS  짧은 장착 나사(2)

 FPU500-RA  교체 회전자 조립

OMEGAFLEX® FPU5-MT 펌프 모터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와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가능하고, OMEGA의 FPU500 펌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디

자인되었습니다. 마운팅 플레이트는 필요하지 않고, 2개의 설치 나사로 간단

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1/10 HP (75 W) 모터는 최대 2280mL/Min의 유동

율을 보입니다. 사용자는 편리한 멤브레인 키보드를 통해 수치와 제어를 입력

합니다. 도트 매트릭스 LCD로 편안한 모니터링을 제공 합니다.  

사용이 쉬운 제어 소프트웨어로, 캘리브레이션이 용이합니다. 튜빙 사이즈

액세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