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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M06 열선 열류 제어기 

   열선 열류제어기 FTM06 

제품 소개 

◎ 특장점 

• IP67 

• PTC 써미스터 

• 선형 아날로그 및 RS-485 디지털 출력 

• 미세 부식 수 또는 공기에도 적합 

• 여러 가지의 가혹한 환경을 위한 강력한 스테인레스 강 외함 

 

FTM06은 열역학 원리를 기반으로 하며, 탐촉자 내부에 2 개의 온도 감지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도 측정 용이

고 다른 하나는 가열한 후의 측정 전송기입니다.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이 둘 사이의 온도 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매체 유속이 증가하면 온도 차이가 

감소합니다. 

처리 후 표준 신호 출력으로 변환 된 온도 차이가 이 두 감지기로 유속을 측정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거의 모

든 도관의 직경에 적합하도록 설계한 금속 외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세 부식성 물과 가스 측정. 

아날로그 및 RS-485 출력기능

이 탑재된 강력한 외함 

◎ 사용처 

• 가스공급 산업공정, 열 소비와 건식흐름 감시 

• 압축공기 소모 측정 

• 건물, 공장, 청정실, 병원, 반도체공장, 전자제품공장, 제지공업,  

인쇄공정, 모직공정, 철강공정, 식품공정, 화학공정, 제약공정,  

생화학산업 등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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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선 열류제어기 FTM06 

제품 규격 

항목 기능과 변수 

입력 형태 PTC 써미스터 

범위  물: 0- 1m/s 
가스흐름: 0- 20m/s 

최소시작 값  0.2m/s 

 설치 각 효과 측정값의 <3%(설치 시 각 <10도) 

출력 신호 선형: 4- 20mA/ 0- 10V; RS-485 

신호연결 3선식 

정확도  3% < 1 m/s; 3%< 20m/s 

 직선성  NA 

예열시간  <8초 

반응시간  약2초 

 온도영향  NA 

부하저항  전압출력: >=10K옴                                                        
전류출력: <=500옴 

환경 매체 물, 가스로서 SS강에 적합한 것 

동작 온.습도  0~ 50℃ 

보관온도  -20~ 85℃ 

전기적  전원  8- 35VDC 

소모전류  24V: 80mA 

전기적 연결  M12금속 신속 접속구 

설치  설치 축받이  금속연결구 
 

보호 보호급수 IP67 

전기적 보호  *극성보호                                         
*과전압                                         
*합선 

재질 외함  SUS304 

무게  금속: 347g(배선 제외) 

연결도 

갈색                      

흑색 

회색 

백색 

청색 

전원공급 
 
 
 
 
 
 
8~ 35 VDC 

[ RS-485부 선형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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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선 열류제어기 FTM06 

제품 크기 

주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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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범위                 형태                   전원                설치                              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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