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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V Control Valves

모델 127-3 감압밸브
1. 개요
모델 127-3 감압밸브는 1 차측의 높은 압력을 낮추어 2 차측의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
록 설계되어 있다.

2. 구성 요소
2.1 모델 65 메인 밸브
다이아프램 타입, 유압작동 자율식 밸브로서 글로브 타입과 앵글 타입이 있다.

2.2 모델 1340 감압 파이로트 밸브
2-way, 정상 개방형 파이로트 밸브로서, 다이이프램 하부에서 메인 밸브의 2 차측 압력을 감지하여 스프링
에 의해 설정된 스프링 압력과 평형을 유지한다. 메인 밸브의 2 차측 압력이 상승하면 파이로트 밸브가 닫
힌다.

2.3 모델 126 이젝터
포트 입구쪽에 고정 오리피스가 부착되어있는 단순한 티(Tee). 감압 파이로트 밸브의 유량 제어에 따라 메
인 밸브 다이아프램 챔버에 적절한 압력을 제공한다.

2.4 모델 141-3 유량제어 밸브
메인 밸브의 개방속도를 제어하는 밸브로서 유량 조절용 니들밸브와 체크밸브가 병렬로 내장되어 있다.

2.5 모델 159 Y-타입 스트레나
파이로트 배관라인에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2.6 모델 141-4 볼 밸브
메인 밸브의 정비 및 수리 시 파이로트 배관을 격리시키는데 사용한다.

3. 작동 원리
이젝터(3) 상층포트의 고정 오리피스를 통과하는 유량의 변화에 따라 압력강하가 발생하고, 이 통과 유량은
감압 파이로트 밸브(2)의 개폐상태에 따라 변화된다. 파이로트 밸브(2)가 점점 개방되면 이젝터를 통과하는
유량이 증가하고 고정 오리피스 2 차측의 압력이 낮아진다. 반대로 파이로트 밸브(2)가 닫히게 되면 이젝터
를 통과하는 유량이 감소하고 고정 오리피스의 2 차측 압력이 증가한다.
메인 밸브(1) 다이아프램 챔버는 이젝터의 고정 오리피스 2 차측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메인 밸브 다이아
프램 챔버의 압력은 앞에서 설명한 감압 파이로트 밸브에 의해서 제어된다. 파이로트 밸브가 개방되면 메인
다이아프램의 압력이 감소되고, 메인 밸브가 개방된다. 다시 파이로트 밸브가 닫히면 메인 다이아프램의 압
력이 증가하여 메인 밸브가 닫힐 것이다. 2 차측의 압력이 파이로트 밸브의 설정압력 이상으로 초과하게 되
면, 파이로트 밸브는 서서히 닫히고 메인 밸브의 파이로트 챔버에 서서히 압력이 증가하여 2 차측의 압력이
설정값을 유지하도록 서서히 닫힐 것이다.
반대로 2 차측의 압력이 설정값 아래로 감소하게 되면 파이로트 밸브가 좀더 개방되고, 메인 다이아프램 챔
버의 압력이 서서히 감소하게 되어 2 차측의 압력을 유지하도록 메인 밸브가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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