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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설치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차압질량식 유량계의 제작, 설치 및 부대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2)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
(3)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4)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5) 필요 기술자료 제출 및 필요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6)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 사항
1-2. 요구조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른 유량계와 부속품 제공으로 유량측정의 기
능이 완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및 제출도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검토를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
고 협의하여야 한다.
1-3-1. 착공신고서 (2부)
1) 착공계
2) 공사 예정공정표
3) 착공전 사진대지
4) 산출내역서
1-3-2. 준공신고서 (2부)
1) 준공계
2) 준공검사원
3) 준공도면(제작도, 전기결선도)
4) 공정별 사진대지
5) 검사 및 시험성적서
6) 유지관리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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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 재
본 절에 기재된 사항은 계약담당자가 납품/설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서 시방서 및 제작사양에 따라 설계, 제작, 공급/설치하여야
한다.
2-1. 차압질량식 유량계 제작사양
2-1-1. 측정원리

㈜골든룰의 고유한 FN-Mass Flow meter는 산업용 유량계의 탁월한
정확도, 견고성 및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차압 측정 방식으로 센서는 Orifice Plate, Flow Nozzle을 사용하여
압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자체 특허 기술을 활용한 계산방법으로 유량을
측정하는 고정밀 질량유량계입니다.
실제 유체의 가변 물성 조건에서 고도의 계산으로 유량을 도출하는
신기술인증을 득한 신개념의 질량 유량 전송기입니다.
산업현장의 까다로운 조건의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며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되어 산업 손실 최소화와 기술 자유도를 확보할 수 있고, 정확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측정기기입니다.
또한, 각종 유체에서 사용가능하며 기존의 차압식유량계의 요구되는
직관부를 각종 실험데이터를 통해 보완하여 짧은 직관부에서도 원하는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통신 네트워크(RS-485)를 구성하여 질량유량계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자동밸브를 설치하여 사용자 설정의 질량유량 제어가
가능합니다. Orifice Plate 또는 Flow Nozzle의 제작은 ISO-5167 표준을
준수하고 ISO-9001 품질관리시스템으로 만들어집니다.

2-1-2. 특징
1) 측정 정밀도가 높은 유량계 : 온압보정용 차압질량 방식
2) 전.후단 직관부 단관형 : 전단(5D), 후단(3D)
플랜지형 : 전단(7-10D), 후단(3-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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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펙터값 보정기능 : 기본 설정값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계기 출력을
보정하도록K-펙터값을 입력할 수 있다.
4) 반응지연시간 설정기능
5) 설치가 간단하며 공사비가 매우 저렴하다 (플랜지 일체형)
6) 별도의 온도 및 압력보정이 필요없이 질량값으로 출력된다
7) 정확도 ±0.1% F.S 의 노말유량에서 큰유량값 까지의 높은 신뢰도
2-1-3. 제작사양
1) 차압질량식 유량계 KC-7730 Series (방폭형: KC-7730OP-FM153BEx)
(1) 검출부
- 형식 : 견고한 SUS304 센서(옵션: SUS316)
- 형태 : FLANGE
- 몸체 재질: SUS304
- 구조:

WEATHER-PROOF(IP67),
Ex d IIC T6 (IP67)

- 정밀도 : ±0.1% F.S

KGS 및 Atex

단관형 : 전단 7D, 후단 5D이상

- 유속측정범위 : 0.1 - 100 m/s
- 동작온도 : -40 ~ 100’C (옵션: -20℃ ~ +400℃)
- 정압력 : LOW/3 , MEDIUM/10 , MAX/50 Kgf/㎠
- 센서 재질 : SUS 304 (옵션: SUS316 or SUS316L)
- 허용압력 : 10 ㎏f/㎝(기본)
- 측정관 규격(L) : [D : 50A] *첨부도면 참조
(2) 변환기부
- 중앙처리장치(CPU) : 24BIT 마이크로 프로세서
- 화면출력(DISPLAY) : ALPH 2*16 DIGIT BACKLIGHT LCD,
순간유량, 적산유량
- 측정원리 : 차압질량 유량함수 직접계산 방식
- 지시/통신 : 순간 & 적산유량, 온도, 압력, 밀도, 에너지량 표시
- 유량측정 오차 : ± 0.5%(F.S), (옵션: ±0.1% F.S)
- 적산유량 표시 : 9999999(백만 단위 이상) - 정전시 자료 기억
- 유량표시 단위 : N㎥/h, m3/h, kg/h (선택기능)
- 작동온도 : -20℃ ~ +85℃
- 전원 : DC 24V 100mA
- OUTPUT (출력신호) : DIGITAL(RS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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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DC4~20mA)
2)부대설비 (현장계기반 설비)
일반사항
감시반에는 계측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장치와 통신장치, 브로우어 조작
장치, 보안설비 등을 구비한다.
내부구성
유량계 지시부 설치
무정전 전원장치(UPS)
적산전력계
BLOWER 조작반
신호 및 전원용 피뢰기, 신호분배기등
기타부품(릴레이, 부져, NFB, 퓨즈, 리미트 스위치, 형광등, 터미널블록, 배
선자재등)
외부구성
규격 : 600(W) × 1,400(H) × 400(D) mm
외함재질 : SUS 304, 1.5t, 자립식
주요 내부구성 상세사양
통신제어장치(TCS : TRANSFER & CONTROL SYSTEM)
기능 : 데이터 수집 및 전송
사양
아날로그 입력

: 4점

아날로그 출력

: 2점

디지털 입력 / 출력

: 2점(OPTIONAL)

RS485 입력

: 1 PORT

RS485 출력

: 1 PORT

POWER

: AC110/220V 60Hz

MODEM

: 9600bps

무정전 전원장치(UPS) : 1KVA
입력
- 상수 : 단상(2P+GND)
- 전압 : 22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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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범위 :75% ~ 115%
- 주파스 : 60Hz
축전지
- 종류 : 무보수형 밀폐형 연축전지
- 전격전압 : 48V
출력
- 전압안정도 : ± 3% 이내
- 주파수 안정도 : 1,000PPM
- 파형 :

정상시 : sine wave
정전시 : Synthesized sine wave

- 절체시간 : inverter --> line 0~0.3ms
line --> 0~1ms
규격 : 160(W) × 440(D) × 360(H)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일반
(1) 유량계는 수평배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직배관인 경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곳에 설치 되어야 한다.)
(2) 유량계는 반드시 기기 특성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유체흐름 상태의 방향이 있는 유량계는 유체의 흐름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좌 -> 우 : 공장출하)
(4) 유량계를 설치하기 전 배관 절단면 내의 용접찌꺼기, 기타 작업중의 이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5) 유량계를 설치할때는 배관내의 유체의 유량을 차단하고, 라인에 압력이
걸려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6) 기타 설치에 대한 상세설명은 납품시 첨부되는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
한다.
3-1-2. 케이블
(1) 계장용 DC 전원선 규격은 반드시 1/4인치(6mm) 나선인 26AWG에서
16AWG가 되어야 한다.
24VDC(최대 200mA 부하)를 터미널 블록의 DC POWER(+) 및 AC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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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DCPOWER(-) 표시가 된 곳에 연결한다. 모든 컨넥션을 4.43에서
5.31 in-lbs (0.5-0.6 Nm)의 힘으로 조인다.
(2) 전원용 재질은 연동으로 하며 심선은 연선이나 단선으로 하되 압착단자
를 사용할때 연선으로 하여야 한다.
(3) 전용케이블 배선은 전선관 배선을 해야하며, 단말의 방수처리를 완전하
게 하여야 한다.
(4) 높은 임피던스의 신호회로는 노이즈에 약하므로 단자박스 내에서 신호
회로와 전원회로가 교차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5) 매설시의 케이블은 손상되지 않도록 PVC 또는 금속관 내에 넣어 시공
하여야 하며 매설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
는 장소에서는1.2m이상, 기타장소에서는 30~60cm으로 포설해야 한
다.
(6) 케이블 가공 배선시 다음 각 사항에 따른다.
- 보조지지선(조가선)에 행거를 사용하여야 하며 여기에 케이블을 매달
아야 한다.
- 보조지지선의 재질은 아연도금 절연선이나 아연도금 철선 EH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 다.
- 가공전선, 케이블의 지표상의 높이는 전기안전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한다.
(7)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후강전선관 또는 방수테이프를 감은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부식성 가스가 충만 되어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경질비
닐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전선관 내의 점유율은 케이블 단면적의 종합이 전선관 내부 면적의
40%이하로 하여야 한다.
(10) 전선관은 접지는 제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11) 굽은 장소의 전선관 공사 시에는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굽은 반
경은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굽힘으로 이한 관은 변형
율은 10% 미만 이어야 한다.
(12) 전선관의 단말처리에 있어서 닥트로 부터의 입상, 입하시는 로크, 너트
등을 사용하여야하며, 전선관을 고정시킴과 함께 절연 붓싱으로 전선관
의 관단이 직접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전선관 단말과 현장기기를 접속할 때는 보수점검을 고려하여 방수형
가요전선관(FLEXIBLE TUBE)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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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케이블 결선시 심선에 맞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압착단자에 맞는 압
착공구를 사용, 절연슬리브를 사용한다.
(15) 케이블 취부시 시퀀스(SEQUENCE) 상의 케이블 NO 또는 선번 또는
단자대 번호를 표시한다.
3-2. 차압질량식 유량계 설치
3-2-1. 설치조건
(1) 상대습도가 90%RH 이하인 장소
(2) 진동과 충격이 없는 장소
(3) 관내에 점도가 높은 유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장소
(4) 제어연산부(CONTROLLER)는 낙뢰, 급격한 온도 등 주변환경에 보호설
비된 현장조작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3-2-2. 측정부 설치
(1) 측정부는 차압을 이용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부분이며, Orifice Plate,
D/P Sensor와 Flow Body 등으로 구성된다.
(2) 측정부는 Flange 체결방식의 형태로 설치한다.
(3) 측정부(관)은 상하류의 직관부를 난, 와류 등이 생기지 않는 곳에 설치
하며 유량바디는 양쪽으로 수평이 되도록 설치해야하며, 케이블, 등의
부착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4) 배관에 플랜지를 장착할 때 파이프 중심의 수평으로부터 +/-1도 이내
의 편차이어야 함을 확실히 한다.
(5) 새로 설치한 배관에는 용접 찌꺼기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
으므로 Sensor를 파손하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 측정에 이상
이 오지 않도록 측정부를 설치하기 전에 이물질을 수세(flushing)에 의
해 제거하여야 한다.
(6) 측정부 설치시 가능한 상단보다 하단으로 설치하고 수평관이 아닌 수직
관인 경우 밑에서 위로 유량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측정부의 플랜지에 맞는 규격의 상대플랜지와 고무패킹(액체용), 가스켓
(기체용)을 준비하여 누출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측정부 등 기초물이 놓이는 받침면은 기초볼트를 매설하고 콘크리트 또
는 앵글(STEEL)기초는 배관부분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주철관을 절단한 후 폐관을 철거하고, 측정관(유량계), 플랜지관,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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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켓관, 이음관, 압륜 등을 유량실내로 삽입하여 고무링/패킹을 끼
우고 볼트너트를 결합하여 배관작업을 완료한다.
3-2-3. 변환기부 설치
(1) 제어연산부(CONTROLLER)는 유량계 작동을 제어하고 유량값을 지시
하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내장하고 있다.
(2) POWER CONNECTION
FN-질량유량계의 허용된 전선전압과 고유의 정격휴즈는 다음과 같으
며, 라벨을 확인하여 콘넥터를 결합한다.
LINE VOLTAGE는 DC24V(POWER 공급시 최소 1A 이상)
FUSE : 1.0A SLOW BLOW
(3) ANALOG OUTPUT CONNECTION
상대의 UNIT에 맞춰 4~20mA DC 및 펄스 신호의 4PIN 콘넥터를 결
합하며, LOOP 저항은 700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전용 CABLE CONNECTION
10PIN 콘넥터를 결합한 뒤 나사식 방수커버를 돌려서 결합한다.
측정부와 제어 연산부를 연결해주는 CABLE이다.
(5)제어연산부(CONTROLLER)는 자동온도조절장치, SURGE PROTECTOR
(POWER/OUTPUT SIGNAL)등이 내장되어 있는 현장계기반(SUS) 또
는 동등 이상의 보호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온도구배(究配)나 온도변동이 큰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기기로 부터 복사열을 받을 때는 단열처리를 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
을 선택하여야 한다.
(7) 부식성 분위기에 설치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부득이 설치하여야 할
때는 통풍이 잘되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전선관이나 변환
기 안으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강전기기(MOTOR, 발전기, 변압기, 용접기, MAGNETIC VALVE 등)로
부터는 가능한 한 떨어져 유도 장애를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노이즈 차단)
(9) PIT와 같이 물이 들어올 위험이 있는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부득이
설치하여야 할 때는

자동 배수설비/ 히터/ 습기방지 통풍장치를 반드

시 해야한다.
(10) 측정부와 제어연산부는 일체형으로 권장하나 현장상황에 따라 특별시
방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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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반드시 고정장치로 단단히 부착/조립하여 흔들림이 있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접지는 제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3-2-4. 케이블/배선
(1) 전용케이블 배선 작업시 측정부/제어연산부 양쪽에 방수형콘넥터를
청결히 하며 결합하며, 유량실 내부에 노출되어 있는 전용케이블은
셔들로 고정하여 부착하며, 유량실 외부로 노출된 전용케이블
/OUTPUT 케이블/ 전원케이블은 외부 충격에 보호될 수 있도록
매설 또는 가공 가설한다.
(2) 케이블 단말처리는 반드시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주)골든룰의 질량유량계는 인증기관의 조건에 맞춰 구축한 교정설비로
시험 후 출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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