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V Control Valves

모델 A224 3 방 가속
파이로트 밸브
설치 및 정비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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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A224 3 방 가속 파이로트 밸브
1. 개요
A224 3 방 가속 파이로트 밸브는 유압작동 다이아프램식 3 방 밸브이다. 이 밸브는 두개의 포트 사이에
서 2 가지 형태의 운전형태로 동작하며, 다음과 같은 용도로 메인 밸브를 사용할 때 적용된다.
(1) 비례 제어용 파이로트
(2) 급폐쇄 속도 조절용 파이로트
(3) 차단용 파이로트

2. 설치
A224 파이로트 밸브는 다음과 같이 메인 밸브에 설치된다.
포트 A : 컨트롤 파이로트에 연결
포트 B : 메인 밸브의 보닛에 연결
포트 D : 가압용 소스
(솔레노이드 밸브 또는 후로트 밸브)에 연결

3. 작동원리
포트 D 를 통해서 A224 파이로트 밸브의 보닛에 압력이 가해지면 파이로트 밸브 스템 어셈블리가 아래방
향으로 움직인다. 유체의 흐름은 포트 C(메인 밸브 입구측)로부터 포트 A(컨트롤 파이로트)와 포트 B(메
인 밸브 보닛)으로 형성된다. 이 위치에서 A224 파이로트 밸브는 이젝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A224 파이로트 보닛의 압력이 사라지면, 포트 C 에의 압력이 밸브 스템 어셈블리를 위로 향하도록 한다.
포트 A(컨트롤 파이로트)는 차단되고, 모든 유체의 흐름은 포트 C(메인 밸브 입구)로부터 포트 B(메인
밸브 보닛)로 흐른다. 결과적으로 메인 밸브는 신속하게 닫힌다.

4. 정 비
A224 파이로트 밸브는 아주 컴팩트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정비가 필요 없다. 결과적으로 피팅
또는 볼트가 풀려져 있는가 만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 된다.

5. 수리
일반적으로 A224 의 주요 고장원인은 메인 밸브의 개방 또는 폐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견된
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메인 밸브 자체의 결함 또는 컨트롤 파이로트 시스템의 결함에 의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A224 파이로트 밸브에 결함이 있는가를 파악하려면 다음의 과정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
다.

A. 파이로트 밸브의 고장에 의해 메인 밸브 개방
1. 다이아프램이 찢어짐
a) 파이로트 보닛으로부터 센싱라인을 분리하고 보닛을 제거한다. 다이아프램에 손상이 있는가를
살펴본다.
b) 다이아프랜이 손상되었을 경우, 새것으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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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이로트 스템의 고착
a) 보닛을 제거하고 보닛스템 저널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가를 살펴본다.
b)

이물질 등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다시 조립한다.

3. 시트면에 이물질이 있는가를 확인하여, 이물질이 있을 경우 깨끗하게 제거한다.
4. 연질시트의 손상
a) 파이로트 밸브를 분해하여 시트가 손상되었는가를 확인한다.
b) 필요하다면 새 것으로 교체한 후 재조립한다.

B. 파이로트 밸브의 고장에 의해 메인 밸브 닫힘
1. 파이로트 스템의 고착 :
상기 A2 의 과정을 수행한다.
2. 시트면에 이물질 발생 :
상기 A3 의 과정을 수행한다.
3. 연질시트의 손상 :
상기 A4 의 과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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