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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17 파이로트 밸브 어셈블리 업그레이드 키트
키트에 있는 부품 목록
–IM-P100-16
–바디 가스켓과 파이로트 다이아프램 세트를 포함한 상자
–여분의 필터
–메인밸브 리턴 스프링 대체품(DN15~DN32만 해당)
–
“L”
자형 2차 압력감지관 아답터 파이프
No.1 컨트롤 파이프 대체됨. 내부압력 감지관, 피팅, 플러그를 포함한 폴리에틸렌 가방
–DP27 파이로트 밸브 챔버 어셈블리
–업그레이드된 밸브임을 표시하는 접착 라벨
밸브의 제거 전에 배관으로부터 격리시켜 밸브 안에 압력이 존재하지 않도록
DP17 조절 스프링 제거 :
1. 잠금너트를 느슨하게 한다.
2. 조절 스크류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3.‘C’와셔를 벗긴다.
4. 커버를 제거한다.
5. 스프링과 상부 플레이트를 제거한다.

No. 1 컨트롤 파이프

1. 유니언(7)을 풀고 내부압력 감지관 또는 2차압력 연결관과 No.1 컨트롤 파이프를 제거한다.
2. 너트를 풀고 조절볼트, 잠금너트, 하부 스프링 플레이트(8)와 스프링 하우징을 제거한다.
3. 파이로트 밸브 챔버 어셈블리를 제거한다.
제품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하여 사전 통보없이 규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본자료의 유효본 유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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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트 밸브 챔버 스터드의 제거와 교체
1. 4개의 챔버 스터드를 풀고 폐기한다.
주 : DN15~DN32 밸브의 너트 구경은 M10, DN40, DN50은 M12
2. 그라파이트 바디 가스켓(11)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교체한다.
주 : 그라파이트 가스켓은 매우 날카로운 스텐레스강으로 보강되어 있어 주의를 하지 않으면
다칠 염려가 있다.
3. 공급된 긴 스터드를 조립한다.

DP27 챔버 어셈블리 조립
1. 챔버 어셈블리를 위쪽 필터 캡 위의 4개의 스터드에 위치하게 하고, 메인 밸브 리턴 스프링(12)을
챔버 캐스팅 안쪽에 적절히 놓였는가 확인한다.
새로운 메인 밸브 스프링은 DN15~DN32까지 모두 사용될 수 있다. 특히 2001년 중반전에 생산된
제품은 스프링의 구경이 작아 DP27과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교체하여야 한다.
2. 파이로트 밸브 플런저(13)가 챔버의 상부에 파이로트 다이아프램(14)이 설치되기 전에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파이로트 다이아프램은 한쌍으로 설치된다. 하부 다이아프램을 가스켓 밀봉재로
바깥 주위에 미리 코팅하고 챔버의 오목한 면에 접촉할 수 있게 아래쪽에 놓이게 한다.

필터 엘레멘트

필터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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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제어 스프링 어셈블리 재조립
1. 하부 스프링 플레이트를 파이로트 다이아프램 중앙에 놓고 스프링과 구경 어셈블리를 교체하고
스터드에 너트를 체결한다. M10 스터드는 50 Nm, M12 스터드는 55 Nm로 조인다.
2. 제어 스프링과 상부 스프링 플레이트를 교체하고 조절볼트가 상부 플레이트에 닿을 때까지 조인
다.
3. 스프링 하우징 커버와‘C’
와셔를 재조립한다.
4. 업그레이드 키트가 설치됨을 표시하는 라벨을 붙인다.
감지 파이트와 체어 파이프의 설치
주 : DP27 파이프 아답터 키트는 밸브의 사이즈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급한다.
1. 길어진 새 No.1 제어 파이프(15)를‘T’
피팅과 챔버 연결 사이에 설치한다.
2. 내부 압력 감지관(16)에 2차압력 감지관을 설치한다.
DP17의 2차압력 감지관은 파이로트 블럭의 2차 측면에 위치해 있고, DP27 밸브는 내부압력 감지
관처럼 측면에서 공유하고 있다.
‘L’
형 아답터와 피팅류들은 DP27 파이로트 챔버의 측면 감지 포트에 원래 2차압력 감지관이 연
결될 수 있을 업그레이드 키트와 함께 제공된다.

하부 스프링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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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의 시운전
1. DP17 설치 및 정비 지침서(IM-P100-05)에 따라 시운전을 하시오.
2. 서비스나 시운전으로부터 파이프에 잔해가 있어 제거가 필요하다면 시운전 후 DP27 파이로트 밸
브 필터를 검사하고 교체나 청소를 해야 한다. 파이로트 챔버 블럭의 1차측에 위치한 19 A/F 필
터 캡을 풀어 필터에 접근한다.
주 : 스트레나 캡을 제거하기 전에 밸브를 배관으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압력이‘0’
이 되게 한다.
필터 캡은 재사용이 가능한‘S’
타입 가스켓이고 토크값 100 Nm로 단단히 조인다.
향후 정비제안
1. 파이로트 밸브 필터(17)의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교체나 세척을 해야 한다.
주 : 필터 캡을 제거하기 전에 밸브를 배관으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압력이‘0’
이 되게 한다.
2. DP27은 파이로트 어셈블리만으로 쉽고 빠르게 정비 및 교체가 가능하다.
스프링 하우징 어셈블리를 제거하면 19 A/F hex.가 보인다. 이것을 풀어 파이로트 어셈블리를 쉽
게 풀 수 있다.
스프링 클립(18)은 손으로 쉽게 제거가 가능하여 밸브볼, 시트면, 리턴 스프링의 점검 및 청소가
쉽다. 파이로트 밸브 어셈블리의 교체는 제거의 역순으로 하고 토크값은 55 Nm이다.

필터 엘레멘트

필터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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