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옵션 사양으로 유체 특성 팩 제공

-  1981년부터 유량 계산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제공,  
운영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한 버전 제공

에머슨 Flowel 4, 공정에 꼭 맞는 

차압식 유량계 사양 선택 쉽고 빠르게

급격한 산업 경쟁 구도의 변화와 안전관리 및 품질 

보증에 대한 요구 수준 증가로 산업 공정 분야 시설물

은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이 최적화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해 정확한 유량 측정 기술을 적용하여 

시설 내의 에너지, 공급 원료, 생산 제품의 흐름을 추

적해야 한다. 부정확한 측정은 잠재적으로 막대한 손실

을 야기할 수도 있다.

방대한 양의 규정을 만족해야 하며, 복잡한 계산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다수의 유량 측정 센서와 사양

서, 그리고 계산값 등을 관리하는 능력이 계기 전문가

에게 요구되고 있다.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는 비용 효율성을 증대시

켜주는 혁신적인 기능으로 정확하고, 쉽고, 빠르게 유량 

센서의 크기와 사양을 선택하여 유량 측정의 정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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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해 줄 수 있는 Flowel4를 제공하고 있다. Flowel4는 

유량 측정용 오리피스 플레이트(Orifice Plate), 리스트

릭션 오리피스(Restriction Orifice), 유량 측정용 노즐

(Flow Nozzle)과 벤츄리(Venturi)를 위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으로, Flowel4가 제공하는 모든 계산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검증됐다. 옵션 사양으로 유체 특성 팩도 제공하

고 있다. 

계기 담당자들은 주로 다음의 목적을 위해  

Flowel4를 사용한다.  

   유량계 설계 시 최상의 계산 정확도 추구

   사양서 생성 

    기기와 유체 특성에 따른 사이징 문제 해결

   맞춤형 태그 저장 및 검색

Flowel4는 1981년부터 유량 계산을 위한 어플리케

이션을 제공해왔으며,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성능

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왔다. AGA, ISO, ASME 등 국

제 기준의 최신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운영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Flowel 4는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동시에 다

중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버전도 제공한

다. 이 버전은 고객사에서 Flowel 4를 사용하는 직원이 

10명이지만, 동시에 접속하는 사람이 최대 3명일 경우 

라이선스를 3개 구매하여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다. 또

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모든 사용자가 모든 작

업과 태그에 접근할 수 있으며, 고급 관리자 기능으로 

각 사용자의 작업, 태그 및 그룹별 요구에 따라 보안을 

설정할 수도 있다. 

Flowel 4는 다양한 산업 기준 사양서를 지원하며, 인

쇄, 이메일 전송 또는 저장이 가능하도록 PDF 형식으로 

제공한다. 제품 구매 시 책자와 PDF 형식으로 매뉴얼

이 제공되며, 매뉴얼에는 Flowel4에 적용된 규격과 계

산에 대한 요약 설명과 계산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 담겨있다. 

지난 36년간 Flowel4은 건설사, 방위산업업체, 제조 

회사 등에서 사용되면서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는 , 정

확도를 보증해 주는 , 사용하기 쉬운 , 생산성을 증대

시켜주는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교육을 제공해 주

는  등 그 이름 앞에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왔다. 

Flowel4 시스템은 MricrosoftTM Windows METM, 

NTTM, 2000TM, XPTM, XP ProTM에서 사용 가능하며, 저

장 공간 100MB, 266MHz CPU와 32MB RAM이 필요

하다.  

2016. 6  129

PROCESS CONTROL INSTRUMENTATION

계  장  포  커  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