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회암 슬러리, 비산 먼지 슬러리, 석고 슬러리 등의 

슬러리 유량을 비접촉식으로 측정 

            비접촉식 초음파 슬러리 유량계·전송기 

슬러리 유체의 흐름을 멈추게 하거나 도관을 분리할 필요가 없이 SFM6.1 

감지기가  ½인치 직경 이상의 철제 도관이나 플라스틱도관 외벽에 장착됩

니다. 

SFM6.1이 초음파를 발사하면 슬러리 속에서 부유하는 가스 공기방울이나  

슬러리 입자들로 부터 반사되는 초음파 신호를 측정합니다. 

설치방법은 간단하여 움직이는 유체에 감지기를 접촉시키지 않아도 되며 

도관을 짜르거나 구멍을 내지 않아도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고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슬러리 측정에 최적 

외장형으로 
비접촉식으로 

감지기를 설치하므로  
유지보수에 최상 

석탄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슬러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레이라인  SFM6.1이 개발되었습니다. 

특별히 슬러리 유체를 측정하기 위해 독보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25년

이 넘는 초음파 유량 측정 기술 전문회사 그레이라인에서 이 SFM6.1을 설

계 생산 공급 하게 되었습니다. 

        배관 외벽에서 슬러리 유체를 정확히 측정 

 슬러리 유량계 
 

형명 SFM 6.1 
 

유량표시 · 전송 
적산 · 제어 

 
 5개의 목록 선택 단추를 이용하

여 쉽게 슬러리 유량을 측정하

도록 최적화됨  

 분리식 4-20mA 출력 

 6개의 제어 출력 

 별매의 자료 이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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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러리 측정을 위해 설계됨 

SFM6.1 슬러리 유량계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져 온 접촉식 유량계의 단점을  개선한 형으로 감지기를 배관의 외벽에 부착하

여 측정하므로 끈적끈적 달라붙는 슬러리나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의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접촉식 초음파 슬러리 유량 측정기 

         초음파 탐촉자를 배관 위에 설치하여 유체를 비접촉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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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가 용이 

각 SFM6.1 슬러리 유량계는 외벽 부착형 초음파 탐촉자를 사용함으로써 

S.S 부착 클램프를 사용하여 부착하고 탐촉자 접합 젤리를 사용하여 접

합 정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탐촉자는 12.7mm(1/2인치) 

직경 이상이 되는 도관에 부착하게 되고 부착 시간은 몇 분이면 됩니다. 

흐름을 끊고서 설치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1개의 탐촉자 설치 방식으로 설계 

초음파 신호는 한 개의 탐촉자만을 사용하여 송수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부착 금구로써 수평이나 수직관에 최적의 위치에다 탐

촉자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도관을 사용 

그레이라인 SFM6.1 유량계는 강관이나 S.S관이나 주철, PVC, 유리관 섬

유관이나 아연관과 같은 초음파 전도성 재질을 가진 도관은 다 측정이 가

능합니다. 도플러 신호는 콘크리트나 나무와 같이 기포가 있는 재질의 도

관은 전송되지 못하며 공기층이 들어 있는 라이닝 도관 역시 전달 되지 

못합니다. 

 간단하고 조작이 손쉬운 5단추 조작 목록 선택판과 후광부 문자 표시기 

SFM6.1 사용자 친근성 목록체계로써 설정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화살표를 사용하여 목록판에서 목록을 정하고 설정치를 변경하고 설

정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영어나 스페인어나 독일어를 목록

에서 설정하며 설정치는 비밀번호를 보호하며, 표시기의 밝기를 조절

할 수가 있습니다. 

 역류 측정 

SFM6.1은 정방향 유량이나 역방향 유량 어느 방향이라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적산기에서 역류값을 뺄수도 있고 정방향 유량만 합산할 수

도 있습니다. 4mA 설정 역시 역류 설정이 가능합니다. 

 USB 메모리 카드 형태의 자료이력기 사용이 별매품으로 가능 

SFM6.1 슬러리 유량계에 별매의 2백만점 자료 이력기를 사용해 보십

시오. 윈도우 소프트웨어로 유량 이력 도형이 나타나 보이고 동적인 

유량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표준형의 USB 메모리 카드를 꽂

아 넣으면 로그 자료가 바로 자동으로 내려 받아지게 됩니다. 

다시 감지기로  
반사되는 음파 

음파  
감지기에서 

전송 됨 

거품이나 고체가 
초음파를 반사 

감지기 
 동작 원리 

SFM6.1 감지기는 초음파를 연속적으로 도관벽을 통하여 흐르고 

있는 슬러리에 보냅니다. 

초음파는 슬러리의 바뀐 주파수를 입자나 기포에 반사되어 돌아오

게 되는데 이를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뀐 주파수를 기

기가 연속적으로 읽어서 정확히 유속을 측정하게 됩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최신기술의 신호 처리  

SFM6.1 도플러 유량계의 알고리즘은 배경 잡음이나 간섭을 제거합니다. 고속 디지털 신호처리는 약하게 왜곡된 신호를 

제거하여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여 줍니다. 중앙처리 장치가 정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는 표시기는 ‘0’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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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SFM6.1  

기술 규격 

유속 범위 거의 모든 측정에서 ±0.03~ 12.2 m/sec(±0.1~ 40 ft/sec) 

도관 크기 내경 12.7mm ~ 4.5 m(1/2”~ 180”) 

정확도 지시치의 ±2% 또는 0.03 m/sec(0.1 ft/sec) 
최소 100미크론의 고체나 공기방울이 75 ppm 이상 있어야 함 

재현성 ±0.1% 

직선성 ±0.5% 

표시기 백색 후광에 유속, 계전기 상태, 16단위 적산계, 동작 상태 및 설정목록 표시 

설정 언어를 영어, 스페인어, 불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내장 5단추로써 설정 

입력 전원 100~ 240VAC, 50~ 60Hz, 최대 5와트(표준 규격에서) 

출력 분리식 4~ 20mA(최대 부하 1000옴) 

제어 계전기 2개, 5A SPDT급, 유량 경보, 비례 펄스 

외함 NEMA4 S.S, 뚜껑부 

전자회로 동작 온도 -23~ 60℃(-10~ 140℉) 

감도 조정 가능 

댐핑 조정 가능 

전기 서지전압 보호 탐촉자, 4~ 20mA 출력과 AC 전원 입력 

포장 무게 10Kg(21lbs) 

탐촉자 

SE4형 단두형 6m(20ft)길이 차폐선, 12.7mm(1/2”)이상 크기의 도관용 S.S재질 설치 금구, 10psi 압력 
사고 침수시 방수, 비발화급 ClassⅠ Division 2, Groups A, B, C, D 방폭지역 

탐촉자 사용 환경 -40~ 150℃(-40~ 300℉) 

별매품 

탐촉자 본질 안전책(탐촉자 설치 ClassⅠ Division 1 방폭 지역용) 

탐촉자 연결선 15m(50ft)나 30m(100ft) 연속 차폐 동축 쌍선 또는 연결 상자부 꼬임선 
152m(500ft). 자가 정합 연장선 

외함 가열기 야외 설치용, 16W, 온도 조절 -40℃(-40℉) 까지 조절 

자료 이력기 2백만점 로거로 USB출력과 윈도우 소프트웨어 동작 

전원 입력 9- 32VDC, 9W급(표준은 3.7W) 

제어 계전기 5A SPDT급 4개, 4개 설치하면 총계 6개 

응용 

권장 용도 석회암, 석회, 비산먼지, 재와 침적된 슬러리; 100미크론 이상 농도 75ppm 이상의 
고형 물체나 공기 방울을 포함하는 액체 

탐촉자 설치 장소 엘보나 티로부터 도관 직경의 6~ 10배의 거리에서 설치하여 와류를 최소화함. 
제어변이나 배수장소나 펌프로부터는 도관 내경의 30배 이상의 거리에서 수직이
나 수평도관에 설치함 

도관 재질 초음파를 전달하는 연속된 강관, S.S관, 주철관, PVC관, 유리섬유관, 라이닝강관, 
라이너가 느슨한 도관이나 공기가 사이에 들어간 라이닝관은 제외, 
콘크리트나 나무관 등은 제외 

 [ 크 기 ] 

           비접촉식 초음파 슬러리 유량 측정기 

    SFM6.1 슬러리 유량계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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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용도: 

• 석회슬러리 

• 비산 먼지 슬러리 

• 석고 슬러리 

• 슬러지 

• 하수 

• 화학물과 산화물 

• 솔벤트 

• 끈적대는 액체 

• 유활유 

• 원유 

• 냉각수 

 

100미크론이 넘는 고체

나 공기방울이 75ppm 

이상 함유된 액체가 흐르

는 만관에 최적 

 

• 출력 모의 기능이 있어서 설정과 원격장치(도형기록과 제어기)들을 간단히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 탐촉자 연결선 길이를 자동 정합시킵니다. 

비접촉은 유지 관리가 필요 없다는 뜻이며 탐촉자 오류가 없다는 것이기도 하며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는 뜻도 되고 압력 강하나 녹슬거나 도관절단이나 구멍을 탐촉자 설

치시에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주문방법 

사용방법 문의 

A/S 문의 

    비접촉식 슬러리 유량계 

  도관 밖에서 내부의 유체를 감시, 표시, 적산 하는 제어함 

 그레이라인 SFM6.1 슬러리 유량계 

SFM6.1 유량 탐촉자는 도관을 절단할 필요가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어떤 도관이

라도 외벽에 설치하는데 수 분이면 끝납니다.  

설정하는 것도 쉬워서 실장 되어 있는 5개의 단추로 된 단추판에서 가능합니다.  

유량단위를 선택하고 도관 직경을 사용자 친근형 설정 목록에서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로써 설정 값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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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 신호 분실 시  흐름 신호를 정확

히 추적하고 자동 영점을 잡아가

는 디지털 처리 체계가 가동됩니

다. 

• 전원 잡음이나 거의 모든 VFD에

서 나오는 전기적 간섭을 잡음 

제어회로가 잡아줍니다. 

• 자동적으로 측정 단위를 환산합

니다(갤런이나 리터) 

• 설정자료나 전산기 값들을 전원 

간섭이 있는 동안에는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비접촉 유량 측정의 장점 

 

한국대리점: 서울 02)-2636-0009(대)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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