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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원리

OMEGA®
 FTB600B 시리즈 유량계는 전압 안

정화와 자동 IR 출력 제어를 위한 2개의 소형 

회로판과 함께 적외선, 전기 광학 트랜스미터

와 유량기 본체에 부착된 수신기를 갖습니다. 

FTB600B는 구형파 출력 신호의 높은 정확성을 

위해 유동체 투명도가 변화하는 동안에 IR 빛의 

세기를 자동적으로 보상합니다. 유량계는 선명

하고 투명한 유동체에서 안정화됩니다(참고; 적

색 용액에 사용은 적합하지 않음). FTB600B 디

자인은 혼입 가스를 제거하여 전반적인 정밀도

를 개선합니다. 이 유량계는 더 나은 시스템 디

자인으로 어느 위치에서든 쉽게 장착될 수 있고, 

시간과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과

기는 FTB602B 부터 FTB606B 모델에 포함되

어 있습니다..

사양
정밀도: ±1% 의 측정값

반복도: ±0.1% 의 측정값

점도 범위: 1 ~ 15 cSt

작동 압력:  

79°C (175°F)에서 150 psig 

최대 유량에서 최대 압력 강하: 

플라스틱 초미량 유량 센서 

실제 크기보다  
크게 보입니다.

제품 상세 사이즈는 아래의 주문표를 참고하세요.

U   측정값의 ±1% 정밀도

U   0.1 ~ 120 LPM부터 6개 유량 
범위 선택 가능

U   유량 교정기 필요 없음

U   최대 30:1의 턴다운

U   어느 위치에도 쉬운 장착

U  호스 바브나 나사산이 있는 연
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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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m (3’) 케이블과 사용자 매뉴얼이 함께 제공됩니다.

NPT 나사산은 모델 번호 뒤에 “-T”를 덧붙이세요.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문 예: FTB602B, 0.3 ~ 9 LPM 범위의 유량계. 

FTB605B-T, 11/4 NPT 피팅을 포함한 2.5 ~ 75 LPM 범위의 유량계.

작동 원리

1 나선형 노즐을 통해 처음으로 이동한 유동체

2 나선형 패턴은 유동체를 나선형으로 움직이고 회전을 시킵니다.

3 나선형으로 움직이는 유동체는 평평한 날개 회전자에 부딪히고 회전하게 만듭니다.

4  적외선•전기 광학 트랜스미터와 수신기는 구형파 전기 출력 신호를 제공합니다.

 주문하려면 
  

유량
                  K 지수         “-T” 옵션

  범위  크기 mm (inch)         펄스/ NPT 길이
 모델 번호 (LPM) A L C 리터 크기 mm (")

 FTB601B 0.1 ~ 2 9 (0.35) 96 (3.8) 6.9 (0.27) 36000 ¹⁄4 39 (1.5)
 FTB602B 0.3 ~ 9 12 (0.47) 112 (4.4) 9 (0.35) 8000 ¹⁄2 47 (1.85)
 FTB603B 0.5 ~ 15 12 (0.47) 116 (4.6) 12 (0.47) 3200 ¹⁄2 47 (1.85)
 FTB604B 1 ~ 30 16 (0.63) 136 (5.4) 16 (0.63) 1200 ³⁄4 63 (2.48)
 FTB605B 2.5 ~ 75 16.5 (0.65) 182 (7.2) 19.5 (0.77) 450 1¹⁄4 80 (3.15)
 FTB606B 4 ~ 120 16.5 (0.65) 183 (7.2) 24.5 (0.96) 225 1¹⁄4 80 (3.15)

FTB600B 시리즈

모든 기기에서 30 psi (FTB601에서 6.5 psi)

주변 온도:  

-40 ~ 85°C (-40 ~ 185°F)

유체 접촉 부품: PVDF (polyvinyldene 불소) FKM 

O-링 (NPT 부품의 O-링은 젖지 않습니다.)

전원 장치: 8 ~ 24 Vdc, 6 ~ 33 mA

출력 신호: 구형파 펄스

케이블 길이: 0.9 m (3')

ALL PLASTIC ULTRA-LOW FLOW SENSORS

작동 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