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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알루미늄 케이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방폭 구역에서는 고유한 안전 
장벽이 필요합니다.

FSW-9000 시리즈의 측정 범위
FSW-9000 시리즈 공칭 측정 범위는 
0.04 – 2.0 m/s 입니다. 스위치는 이 
범위의 모든 값에서 작동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도에 맞는 
속도를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공식을 이용하세요:

 V = 1.27 X Q
  D2

Q = 유동률 (m/s)

D = 파이프 내부 지름 (m)

V = 유속 

4 – 20 mA 옵션은 0 – 2.0 m/s에서 
조정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FSW-
90-R은 FSW-9212 시리즈와 매우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FSW-9000 시리즈는 유량 스위치 
모니터로 유량을 측정합니다. 이 제품은 
액체 적용을 측정하고 제어하는데 
이상적입니다. FSW-9000 시리즈는 
출력 옵션이 2가지로 각각 4–20 mA 
아날로그 출력과 PNP/NPN 출력입니다. 
4–20 mA 출력의 경우, 전자 모듈이 
프로브에서 나오는 신호를 유동률을 
나타내는데 이용할 수 있는 4–20 mA 
아날로그 출력으로 바꿉니다. PNP/NPN 
출력의 경우, 측정한 유동률을 사용자가 
선택한 설정점 값과 비교하고, 설정점에 
도달하면 스위치로 상태를 바꿉니다.

FSW-9000 시리즈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전자장치와 고유한 자가 
캘리브레이션 프로그램은 우수한 유량 
스위치 온도 보상 기능이 있고, 반응 
시간이 빠르며 (3–10초 조정 가능), 
장기 전환점 안정성을 증가시킵니다. 전력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도, 캘리브레이션 
프로그램은 최대 10년동안 최대 및 최소 
유량 값을 저장할 것입니다.

일련의 LED 8개는 사용자에게 유동률과 
설정점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2색 
LED 1개는 전환점 상태를 표시합니다. 
게다가 장비에 문제가 있으면, LED 8
개가 지속적으로 점멸하면서 고장 진단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센서 팁이 원뿔형인 것은 프로브가 
파이프의 거의 모든 각도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과, 프로브가 정렬이 
안될 경우에도 정확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감지 소자나 
FSW-9000 시리즈 연결은 316 SS
를 이용했고, 표준 케이스는 유리 충전 
나일론입니다. FSW-9000 시리즈는 
나사, 플랜지, 위생 같은 매우 다양한 공정 
연결 방법을 이용하고, 유해한 환경에 

센서가 전자장치와 분리되어 있고 주위를 
두르는 케이스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 때문에 FSW-90-R 시리즈는 매우 
작은 파이프에 설치할 수 있고 FSCN-
91 릴레이를 통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장비를 설치할 공간조차 
충분치 않거나 릴레이를 장착해야 
할 때, FSW-90-R 시리즈는 매우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게다가 센서 팁이 
원뿔형이라서 프로브를 파이프의 거의 
모든 각도에 설치할 수 있고, 프로브가 
정렬이 안될 경우에도 정확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FSW-90-R는 316 SS
로 만듭니다. FSCN-91 릴레이는 직류나 
교류 공급 전압으로 작동하고 아날로그  
4–20 mA 및 SPDT 출력을 제공합니다. 
FSCN-91 케이스는 ABS로 만들고 
DIN 레일에 설치하거나 고정 나사 2개를 
이용해 장착할 수 있습니다.

U  높은 신뢰성—가동부가 없음

U  4–20 mA, PNP/NPN  
(트랜지스터), 릴레이 출력

U  우수한 저유량 감도

FSW-9212, $745,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유체 유량 트랜스미터와 스위치

FSW-9000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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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양
정확도: 설정점의 ±5%
반복성: 설정점의 ±1%
전원 공급장치: FSW-90-R: 85–240 
Vac, 50/60 Hz 또는 24 Vdc ±10%, 
FSW-9000: 24 Vdc ±10%
온도 범위:  
공정: -20–80°C (-4–176°F) (CIP의 
경우 위생 옵션 최대 284°F)
작동: -20–60°C (-4–140°F)
최대 압력: 300 bar (4351 psi)
보호 등급: NEMA-4 (IP65)
습식 재료: 316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재료: 유리 충전 나일론이 기본 
사양, 알루미늄 헤드가 옵션
공정 연결: 1⁄2–11⁄2 NPT, Tri-GripTM 
(Tri-Clamp® 호환), 플랜지

출력: FSW-90-R + FSCN-90: 릴레이 
(SPDT) 및 4–20 mA, FSW-9000: 
트랜지스터 NPN/PNP (400 mA) 및  
4–20 mA  
전환점 조정: 전위차계
막대그래프: 8 LED
전환점 상태 
붉은색 LED: 유량 없음 
녹색 LED: 유량 
반응 시간: 공칭 3–10초 
최대 시동 지연: 12초 
전환 범위: 0.04 m/s–2 m/s (물)
크기:  
 나일론 헤드: 89 H x 64 mm D  
 (3.5 x 2.5") 
 알루미늄 헤드: 89 H x 108 mm D  
 (3.5 x 4.25") 

프로브 지름: 16 mm (0.625")
삽입 길이: 13⁄8, 2, 3"가 기본 사양입니다. 
다른 길이로 구입하려면 유량 기술부에 
상의하세요
무게: 약 680 g (1.5 lb) 

주문하기
 모델 번호 설명          공정 연결 케이스 삽입 길이

 
FSW-9212  Complete transmitter  3⁄4 NPT

  유리 충전 나일론,   
                   1⁄2  NPT 도관, 케이블 마개,  51 mm (2") 
       2 m (6.5') 케이블   
 

FSW-91-R
   유량 센서                                      

1⁄2 NPT
   

   (FSCN-90 전자장치,                                        없음  51 mm (2") 
   별도로 판매합니다)    
 FSCN-91  FSW-91-R 전자장치, 전력 24 Vdc    
 FSCN-92  FSW-91-R 전자장치, 전력 85 – 240 Vac 

 모델 번호 설명  
 70A-1 지속적 톤 알람

 TX4-100 도체 와이어 4개, 30.5 m (100') 스풀

 U24Y175 24 Vdc 전원 공급장치

액세서리

 모델 번호 설명

 FSW-9(*)(**)(***) 완전한 트랜스미터, 연결 (*), 케이스 (**), 삽입 길이 (***)를 지정하세요

 FSW-9(*)-R 유량 센서, 연결 (*)을 지정하세요 (FSCN-90 전자장치는 별도로 판매합니다)

주문형 모델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ECTFE/ETFE 요소 코팅을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에 접미사 “-ETFE”를 추가하고 가격에 $200을 추가하세요.
주문 예: FSW-9212, Vac 전력 스위치, 70A-1, 알람, $745 + 20 = $765.
FSW-9123, 1⁄2 NPT 나사산이 있는 트랜스미터, 알루미늄 주형 케이스 및 1⁄2 NPT 도관, 삽입 길이 75 mm (3"), 
$715 + 102 = $817.

16 
(0.625)

L

크기: mm  
(인치)

옵션

 주문 접미사 설명

 공정 연결 (*)

  1 1⁄2 나사산

  2 3⁄4 나사산

  3 1 나사산

  5 1.5" Tri-GripTM (인치)

  6 2" ANSI 플랜지, 15016 316 SS
  케이스 (**)

  1 유리 충전 나일론 및 1⁄2 NPT 도관, 
   케이블 마개, 2 m (6.5') 케이블

  2 알루미늄 주형 및 1⁄2 NPT 도관

  3 알루미늄 주형 및 케이블 마개

 삽입 길이 (***)

  1 35 mm (13⁄8")
  2 50 mm (2")
  3 75 mm (3")

완전한 트랜스미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