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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 유량계

OMEGA® FTB700 시리즈 터빈 계량기는 정확한 

기계적 나선형 회전자와 고급 보석 베어링의 독특

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회전자만 비고

정 부품입니다. 회전자 허브에 있는 소형 마그넷

은 유체 접촉 범위 밖에 있는 솔리드 스테이트 홀 

효과 센서에 의해 전자적으로 감지됩니다. 터빈 

회전자는 최소 마찰과 최대 수명을 위해 저널 형

태 사파이어와 루비 베어링을 사용합니다. 이 베

어링은 물 또는 물 기반 유동체에서 긴 수명을 갖

고, 저유량 측정에서 고정밀 특성을 보입니다. 

전체 회전자 조립체(회전자, 허브, 베어링, 회전

자 받침대)는 하나의 유닛으로 계량기에서 분리

시킬 수 있습니다(파이프에서 계량기 분리할 필

요 없음).

FTB700  
시리즈

U  PVC나 탄소강 중 선택

U  계량기와 손쉽게 분리 가능한 고정밀 가공 
터빈(계량기와 파이프 분리 필요 없음)

U  플랜지된 계량기의 몸체

"B"

5.5 m (18’)케이블과 사용자 매뉴얼이 함께 제공됩니다.

*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주문 예: FTB730, PVC 계량기, 3 ~ 400 GPM 범위.

FTB720, PVC 계량기, 2 ~ 150 GPM 범위.

실제 크기보다 작게 보이는 FTB730-C

유량계 
크기: mm (inch)

액세서리

 파이프 51  76  102  152  204  
 크기 (2) (3) (4) (6) (8)
  254  305  356  457  508  
 “B” (10) (12) (14) (18) (20)

PVC 본체  
온도/압력

 작동 온도  최대 작동 압력  

 °C (°F) bar (psi)

 24 (75) 10 (150)
 38 (100) 9 (124)
 49 (120) 5 (75)
 54 (130) 3 (50)

 모델 번호  설명

 FTB700-D* 4~20 mA 트랜스미터를 포함한 속도와 총계 디스플레이(계량기 장착)

 FTB700D-WMB* FTB700-D용 벽 장착 브라켓

 FTB700-T 디스플레이가 없는 4~20 mA 트랜스미터

 PSU-93 24 Vdc 전원 공급 장치

사양
최대 작동 압력: 150 psi PVC, 200 psi 탄소 강

최대 온도:  
 탄소강: 93°C (200°F)

 PVC: 49°C (120°F)

정밀도: ±1% FS 

신호: 구형파 펄스

전원: 6 ~ 24 Vdc

소재

계량기 본체: PVC 또는 탄소강 

플랜지: PVC본체에 Van Stone(철함유) 플랜지, 
탄소강(150# ANSI)

터빈 회전자: PVDF

회전자 축: 지르코니아 세라믹

베어링: 사파이어 저널, 루비 볼

FTB700-T (블라인드 트랜스미터 옵션)

출력: 4 ~ 20 mA

루프 전원: 12 ~ 26 Vdc (아이솔레이션)

정밀도: ±1%

반응 시간: 3 초, 95% FS

 주문하려면 kr.omega.com/ftb700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모델 번호  모델 번호  유량 펄스/ 파이프 크기  
 PVC  탄소강 (GPM) Gal (inch)

 FTB720  FTB720-C 2 ~ 150 60 2 
 FTB730  FTB730-C 3 ~ 400 10 3 
 FTB740  FTB740-C 6 ~ 600 5 4 
 FTB760  FTB760-C  12 ~ 1200 2 6 
      — FTB780-C  30 ~ 3000 2 8
호환 가능 계량기; DPF12, DPF701, DPF401, DPF5200, DPF6200, DPF9100, DPF82, DPF70, kr.omega.com
에서 확인하세요.

TURBINE FLOW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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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와 총계 디스플레이-FTB700 시리즈용

FTB700-D 시리즈

U 간단한 설정

U 루프 파워식 

U 원격 또는 표시기 장착 유량 센서 

U 견고한 금속 하우징

U 비휘발성 기록 장치

FTB700-D시리즈 유동 디스플레이는 유량율

과 총계를 표시하고 출력 신호를 제공하는 마이

크로 컨트롤러 기반 표시기/트랜스미터입니다. 

FTB700-D는 외부 DC 전압으로 작동이 되고 펄

스와 4~20mA 아날로그 출력을 모두 제공합니

다. FTB700-D가 4~20 mA 모드에서 사용될 

때, 4~20mA 출력 신호가 전원 공급 장치용도로 

쓰이는 것을 의미하는 “2-선” 또는 “루프 전력방

식”이 됩니다.

듀얼-릴레이 출력 보드의 추가(-R2)는 접점 출

력 아이솔레이션을 요구하는 특정 용도로 이용됩

니다.(예를 들어, 계량 펌프와 수처리 제어) 듀얼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는 똑같은 펄스 출력을 제

공하고 외부 기기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FTB700-D는 계량기(-M)에 장착되거나, 제공

된 브라켓(FTB700D-W)을 이용해 원격으로 벽

에 장착될 수 있습니다. “-W”와 “-M”모델 하우

징(주조 알루미늄)은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최대한 

제품을 보호합니다. 멤브레인 키패드는 커버 제거 

없이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패스워드 

보호, 기본 사양)

사양
전원: 12 ~ 30 Vdc, (4 ~ 20 mA)

디스플레이 비율: 6-자리 자동 범위, 1⁄2" 글자 높이

총계: 8-자리, 5⁄16" 글자 높이

전류 싱크 펄스 출력: 스케일드 펄스 출력 (0.1초 

동안 최대 6.1 Hz) (또는 높은 알람 출력이나 낮은 

알람 출력). 펄스 출력 통과 센서(언스케일드)

아날로그: 4 ~ 20 mA

펄스 출력 범위:  

0.1 - 9999999.9 유닛/펄스

입력: 5V 펄스 또는 접점 클로저

입력 범위: 1.0 - 1,500 펄스/초

K-지수 범위: 0.001 - 99999.999

유량 알람 출력 범위:  

0.01 - 999999.99

작동 온도: -30 ~ 65˚C (-22 ~ 148˚F)

외부환경 보호등급: NEMA 4X, (IP66)

규제y: CE

SET

2341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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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mm (inch)

FTB700D-WMB 벽 장착 
브라켓을 포함한 FTB700-D

RATE AND TOTAL DISPLAY FOR THE FTB700 SE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