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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10 전기전도율 센서 설치 및 정비 지침서
1. 안전 정보
각 나라의 규정 뿐만 아니라 안전관련 IMGCM-10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본 제품은 정상적인 사용기간 중에 가해지는
외력에 견디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었다.
전기전도율 센서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제
품이 손상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피해나 재해
를 일으킬 수 있다. 본 제품은 과도한 열에 노출
될 경우 독성 퓸을 방출할 수 있는 PTFE가 포
함되어 있다.

위한 ⅜″BSP 평행나사와 24 mm A/F육각면이
있다. 이것은 S타입 스텐레스 가스켓과 함께 공
급된다. 전기적인 연결은 IP65 커넥터(별도로 공
급됨)를 통해 이루어진다.
CP10 센서와 PT2 플러그테일은 낮은 전압의
제한된 전원을 사용하도록 제작되었다.
이들은 BC3200(3210)과 BC1100 컨트롤러와 함
께 사용되도록 승인되었다.

3. 사용조건
몸체 설계
최대압력/온도
최대 수압시험압력
최소 전기전도율

PN40
32 bar g at 239 ℃
60 bar g
10 uS/cm(or 10 ppm)

4. 설치방법

그림 1. CP10 센서

2. 개 요
CP10 센서는 총용존고형물(TDS)과 전기전도
율 제어시스템에 사용되도록 정해진 전기전도율
검지기이다. 이것은 중앙의 스텐레스강 센서팁,
PEEK 절연체, PTFE 실링 링, 스텐레스 재질의
몸체, 디스크 스프링 및 워셔로 구성된 밀봉된
제품이다. 이 센서는 센서챔버 몸체에 부착하기

■ 주의 : 외기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 센서를 실
외에 설치하지 않는다.
센서의 확인 및 청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스
톱밸브와 함께 배관의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설치되는 센서 챔버에 부착한다. 필요하면 레듀
서를 설치한다. 챔버 어느쪽 방향으로 유체가 흘
러도 관계없다. TP20은 테이퍼나사로 되어 있으
며 필요한 경우 PTFE 실링테이프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PTFE 테이프는 CP10 나사에
감으나 설치 후 접지와 저항이 1Ω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센서를 챔버에 설치하고 60 Nm로 조
인다.
CP10 센서에 PT2 플러그 테일을 설치하여 조
인다.

제품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하여 사전 통보없이 규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본자료의 유효본 유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 PT2 전선이 120 ℃보다 큰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센서 챔버
센서 챔버
센서
센서 챔버

플러그 테일

온도 센서

그림 2. 대표적인 응용

4.1 전기 결선도
센서
센서 핀

적색선은
센서 핀과
플러그 테일 연결됨

중간
단자함

⅜″BSP
※검지기 몸체와 보일러 동체
사이의 저항이 1Ω이어야
한다.

24 mm A/F
25 mm A/F
너트

절연체

스크린

청색선은
PT2와 CP10을
통해 접지됨
스크린은 접지선에
연결한다.

그림 3. 결선도

전기용량 :
최대전압
최대전류

헝겊이나 부드러운 솔로 절연체를 청소한다.
–절연체와 센서팁에 대해 부식, 손상, 점식 유
무를 점검하고 재설치하며 필요시 교체한다.
–CP10 센서를 60 Nm로 조인다.
■ 주 : 가스켓은 항상 새로운 것을 설치한다.

20 Vdc, 14 Vac
10 mA

5. 정비방법
정비 횟수는 보일러수 또는 응축수의 질과 유
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소 1년에 한번씩
청소 및 검사를 위해 CP10 센서를 분해하는 것
이 좋다.
–시스템을 차단하고 압력을 뺀 다음 CP10을
분리한다.
–미세한 사포를 가지고 센서 팁을 청소하고

정비 부품
가스켓
CP10 및 가스켓

한국스파이렉스사코(주)

Stock No 0957191
Stock No 0861079

10개/팩
1개/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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