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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17T/DP17TE 압력/온도 동시조절 밸브
1. 안전 사항

는 안전용 장갑과 보호용 작업복이 필요한가를 신
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운전지침서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첨부
된 안전지침서 11번 항목 참조)이 적절한 설치와
시운전, 그리고 사용과 유지보수를 해야만이 제품
의 안전한 운전을 보증할 수 있다. 배관과 설비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과 안전 규정뿐만 아니
라 공구 및 안전장비의 적절한 사용 규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품의 폐기
이 제품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며, 제품의
폐기로 인해 예측될 수 있는 생물학적인 위험은
없다.

경고
몸체 가스켓에는 얇은 스텐레스강 서포트 링을
포함하고 있어 신체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

격리
먼저 차단밸브를 잠궜을 때, 위험한 상태에서
시스템의 다른 부분으로 놓이도록 할 것인가 아
니면 전체에 놓이도록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
다. 위험에는 벤트와 보호장치 또는 경보의 격리
상태도 포함할 수 있다. 차단밸브의 조작으로 시
스템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서서히 조작하
도록 한다.

압력
제품의 정비를 실시하기 전에, 현재 배관 내부
에 무엇이 있는가 또는 이전에 어떤 유체가 배관
내부에 있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품
의 정비를 시작하기 전에 격리된 압력이 대기상태
로 완전히 벤트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압력
계가“0”
을 지시하더라도 시스템에 압력이 존재하
지 않다고 추정해서는 안된다.

온도
화상으로부터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차단
후 온도가 상온상태까지 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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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본 지침서는“밸브”
와“온도조절 시스템”
의 두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컨트롤 헤드
고정용 나사

그림 1.

2.1 제품의 공급(그림 1)
DP17T
DP17T 압력/온도 동시조절 밸브는 분리된 온
도 조절용 패키지 유니트와 함께 공급되며, 제품
과 함께 공급된 3개의 나사를 이용하여 컨트롤
헤드를 밸브에 안전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밸브에는 제품 구매시 제시된 2차측 압력조건
에 가장 적합한 스프링과 함께 조립되어 있다.
그러나, 원하는 압력으로 미리 셋팅되어 공급되
지는 않는다.
온도조절 유니트는 제품 구매시 제시된 2차측
온도조건에 적합한 컨트롤 시스템이 조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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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제품 출고시 미리 설정되어 공급
되지는 않는다.
DP17TE
DP17TE 압력/온도 동시조절 밸브는 DP17T와
같이 공급되며, 추가로 파이로트 솔레노이드 밸브
가 파이로트 밸브와 메인 다이아프램 챔버 사이
의 파이프에 설치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솔레노이
드 밸브는 파이로트 밸브에 직렬로 설치된다.
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하는 목적은 메인 밸
브를 차단하기 위하여 파이로트 밸브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자동온도
조절기, 압력 스위치, 타이머와 같이 솔레노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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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에
의해서 제어된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밸브에 전원이 가해졌을
때 밸브가 개방될 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어, 스
위칭 장치에 의해서 전류가 차단되면 메인 밸브
가 닫힐 수 있도록 되어있다. 결과적으로 이 유
니트는 “Fail-Safe”
상태를 항상 유지할 것이며,
정전과 같이 전원공급의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
우 메인 밸브는 항상 닫힐 것이다.
전원공급

무엇보다도 솔레노이드 밸브에 정확한 정격의
전압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일반적으로 표준 제품인 경우에는 220/240
±10 % Vac 또는 110/120±10 % Vac 50/60 Hz
의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그 이외의 전원을
공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사와 상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솔레노이드 명판
에 기입되어 있는 정격전원을 반드시 확인한 후
알맞은 전원을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전기결선은 DN43650의 케이블 결선방법을 준
수해야 한다. 밸브에 근접하게 놓이는 모든 배선
및 컨넥터, 기타 장비들은 열에 견딜 수 있는 제
품이어야 하며, KS 또는 국제 표준 규격에 일치
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접지

솔레노이드 밸브는 항상 적절한 장소에 접지되
어 있어야 한다.

2.2 밸브
DP17T

그림 2는 DP17T 압력/온도 동시조절 밸브가
적절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반적인
설치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밸브는 항상 수평배
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메인 다이아프램 챔버가
배관의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3 배관 구경의 결정
밸브 입구측과 출구측의 배관구경은 각 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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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스팀유속이 30 m/s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되어야 한다. 이것은 대개 적절하게 선정된 밸브
가 연결되는 배관보다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2.4 배관의 응력
배관의 팽창 또는 부적절한 지지에 의해 발생
한 배관의 응력이 밸브 몸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5 차단밸브
차단밸브는 완전 개방형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6 응축수의 제거
건조한 증기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밸브의
입구측에 세퍼레타와 스팀트랩 세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밸브의 저압배관에 올림배관이 있다면, 밸브가
닫힌 후 응축수가 드레인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
도록 추가로 드레인 포인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밸브 출구측 배관이 상승 배관이라면 가장 낮
은 장소에 드레인 포트를 더 설치하여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는 동안에 응축수가 항상 드레인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7 이물질로부터의 보호
밸브는 밸브 입구쪽에 설치된 100메쉬 스크린의
배관 스트레나에 의해 이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스트레나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
하여 스트레나의 포켓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8 2차측 압력 감지관
밸브는 파이로트 밸브 챔버 측면과 메인 밸브
측면을 컨트롤 파이프로 완전히 조립된 상태에서
공급될 것이다. 설정압력에 보다 더 근접한 제어
를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보다 큰 용량 조건에
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밸브의 내부압력 감지
관을 외부압력 감지관으로 바꾸도록 한다.
내부압력 감지관의 제거
밸브 몸체에 있는 ⅛″BSP 탭을 밸브와 함께
공급된 플러그(섬유 주머니에 있음)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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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측 압력계

외부압력 감지용 파이프(2.8장 참조)
바이패스 밸브
(2.10장 참조)

안전밸브

압력감지구
차단밸브
2차측
압력계

차단밸브
세퍼레타
(2.6장 참조)

1 m 또는
배관구경의 15배
(2.8장 참조)

스트레나

DP17T 압력/온도 동시조절 밸브

스트레나
차단밸브
스팀트랩
사이트 글라스

스트레나
스트레나

사이트 글라스

그림 2.

막아야 한다. 파이로트 측면에 있는 ⅛″BSP 탭은
파이로트 챔버의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플러그를 풀
어 이것으로 막아야 한다. 섬유 주머니에 들어 있
는 황동 압축링과 황동 압축피팅을 파이로트 앞면
의 탭에 설치한다. 이곳에 사용하는 피팅은 외경
6 mm 파이프가 적절하다. 이와 같은 적절한 파이
프를 이용할 수 없다면, 압축용 피팅을 제거하고
호칭구경이 ¼″
인 나사식 파이프를 파이로트 밸브
챔버안으로 직접 삽입한다. 2차측 압력 감지용 파
이프는 2차측으로 약간 경사지게 연결하고, 가능
한 이음쇠 및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감지관
의 연결부위는 약 1 m 또는 배관 구경의 15배 이
상의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압력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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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트랩(2.6장 참조)

지용 파이프에 자유낙하 구배를 두어 파이프내에
서 발생한 응축수가 DP17T 감압밸브로부터 먼 곳
에서 드레인 될 수 있도록 한다.

2.9 압력계
적절한 2차측 압력의 셋팅과 배관의 압력변화
를 관찰하기 위해서 밸브 입구측과 출구측에는 압
력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10 바이패스
밸브를 통과하는 스팀의 공급량을 일정하게 유
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감압밸브를 정비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스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바이
패스 배관이 필요하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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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패스 밸브는 감압밸브와 동일한 구경을 사
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핸드 휠은 적합하지 않
은 자가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잠금 장
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이패스 배관은 반드시 감압밸브와 수평 또는
상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하부에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11 안전밸브
안전밸브는 과도한 압력으로부터 감압밸브 2차
측에 있는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치하
여야 한다. 안전밸브는 보호할 설비의 안전한 설
계압력보다 충분히 낮은 영역에서 셋팅되어야 하
며, 감압밸브 고장시 밸브가 완전히 개방된 상태
에서 감압밸브를 통과하는 전체 유량을 분출시킬
수 있는 용량의 구경이어야 한다. 안전밸브의 설
정압력은 안전밸브의 리시트 특성과 감압밸브의
무부하 셋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안

전밸브의 분출배관은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장소
에 놓이도록 해야 한다.

2.12 온도조절 범위
온도조절 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5가지를 이용
할 수 있다.
Range A
16– 49 ℃
Range B
38– 71 ℃
Range C
49– 82 ℃
Range D
71–104 ℃
Range E
93–127 ℃

2.13 온도센서
DP17T 압력/온도 동시조절 밸브는 그림 3과 같
이 평범한 관으로 되어 있으나, 별도 요청사항으
로 그림 4와 같이 유니언 니플(U), 오링(V), 그랜
드 너트(W)로 구성되어 있는 아답터를 함께 공급
할 수 있다.

¾″BSP
테이퍼

¾″BSP
테이퍼

▲

유체의
수위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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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그림 5.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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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일반형 온도센서의 적용
그림 3과 같이 일반형 센서관을 사용해야 하는
장소에서는 그림 4의 유니언 니플로부터 그랜드
너트(W)를 풀어 아답터를 제거하여 센서와 분리
하여야 한다.

2.15 온도센서가 유체에 완전히 잠겨야 하
는 경우
이 경우 온도센서를 용기속으로 삽입시켜야 한
다. 유니언 니플(U)로부터 그랜드 너트(W)를 풀
어낸다. 유니언 니플이 센서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온도를 감지해야 할 지점에서 유니언 니플을 다시
조인다. 유니언 니플은 ¾″BSP 나사식으로 제작
되어 공급된다. 그림 4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오링(V)이 유니언 니플 근처에 놓일 때까지
온도센서를 유니언 니플(U) 쪽으로 삽입시킨다.
그리고 그랜드 너트(W)와 유니언 니플을 조여 오
링을 압착시킨다.
그랜드 너트는 손을 사용하여 단단히 조이면 된
다. 너무 과도하게 그랜드 너트를 꽉 조이면 오링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16 포켓
온도를 감지해야 하는 지점이 압력이 가해지는
유체에 접촉하는 모든 장소에서는 포켓을 사용하
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장소에서
포켓을 사용하면 설비의 운전을 중단하고 유체를
드레인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온도센서
를 쉽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어 유체에 의해서 온도센서에 손상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도 반드시 사용하여
야 한다. 포켓의 상부는 정확하게 유니언 니플로
되어 있고, 온도를 감지할 지점에서 고정할 수 있
도록 제공되는 테이퍼(¾″BSP)와 함께 조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5와 같이 오링이 유니언 니플 내부에 놓일
때까지 온도센서를 포켓 내부에 삽입하고, 그랜드
너트(W)를 조여 오링을 압축시킨다.
그랜드 너트는 손을 사용하여 단단히 조이면 된
다. 너무 과도하게 그랜드 너트를 꽉 조이면 오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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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17 길이가 긴 포켓–선택사양
포켓의 길이가 표준보다 더 긴 것을 사용할 경
우에는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센서를 센
서내부로 깊숙이 삽입시켜야 한다.
그림 6의 포켓 상부를 밀봉하기 위해서 별도의
마개가 함께 공급될 것이다.

2.18 열 전도
온도센서가 포켓에 삽입되어 사용하는 장소에
서는 포켓내부에 오일, 물과 같은 열 전달을 개
선할 수 있는 유체를 가득 채워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림 6과 같이 긴 포켓을 사용하는 경우, 포켓
내부 전체를 열 전달 유체로 삽입해서는 안되며,
그림 6에서 표시된 것과 같이 동관 아래까지만 채
워야 한다.

2.19 벽 고정용 센서
DP17T 온도/압력 동시조절 밸브가 실내의 공
기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림 7과 같이 온도센서는 브라켓과 별도의 장비
를 통해서 보호되어져야 한다. 온도센서는 실내의
온도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되
어져야 한다.
온도센서는 수직으로 설치되어 센서의 상부 또
는 아래쪽으로 캐필러리 튜브가 놓이도록 설치하
는 것이 좋다.
그림 8과 같이 벽 고정용 브라켓을 이용하여 벽
면에 센서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한다. 센서를 클
립에 삽입시킨 후 외부 커버로 센서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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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그림 8.

3. 시운전 및 셋팅 방법
경고
이 제품은 제품의 이동 및 보관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산화 방지제를 칠한 상태이다.
따라서, 온도센서를 유체에 직접 삽입시켜야 하는 시스템인 경우 이 제품을 통해서 시스템의
유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온도센서를 삽입하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하여 충분히 산화
방지제를 제거한 상태에서 삽입하도록 한다.
온도/압력 동시조절 밸브를 설치할 때, 밸브의 연결방법은 a) 감압 제어와 b) 온도 제어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수행된다.

3.1 감압압력 셋팅
1) 모든 부위의 연결이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모든 밸브가 닫혀져 있는가를 확인한다.
2) 압력조절 나사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완전
히 이완시킨다.
3) 압력 컨트롤 라인의 소구경 밸브를 개방시킨
다.
4) 밸브를 정확하게 조작하기 위해서는 파이로
트 밸브와 메인 밸브가 이물질 또는 단단한
입자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밸브를 조작하기 전에 밸브 입구
8

측 배관에 있는 이물질과 단단한 입자들이
완전히 제거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
요한 경우에는 메인 스트레나의 스크린을 깨
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5) 감압밸브 입구측 차단밸브가 완전히 개방될
때까지 이 밸브를 천천히 개방시킨다.
6) 감압밸브 2차측 차단밸브가 완전히 개방될
때까지 밸브를 천천히 개방시킨다.
7) 19 mm A/F 스패너를 이용하여, 원하는 설정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압력조절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회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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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압력셋팅이 완료되었으면 압력조절 스프링
의 셋팅값을 안전하게 고정시키기 위하여 잠
금너트를 단단하게 조여 압력조절 나사의 위
치를 고정시키고, 그 위치에 와셔(C)가 고정
되어 있도록 한다.

3.2 온도 셋팅
1) 먼저 온도설정 눈금을 쉽게 볼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온도설정 눈금이 벽면쪽에 놓여 있어 눈금을
볼 수 없다면 아래의 순서대로 컨트롤 헤드
의 위치를 조절하도록 한다.
세 개의 나사를 풀어낸다. 현재의 컨트롤 헤
드를 120도 또는 240도 회전시킨 후 다시 세
개의 나사를 단단히 조인다.
2) 온도조절 손잡이를 회전시켜 원하는 온도의
눈금에 포인터가 놓이도록 설정온도를 셋팅
한다.(설비를 초기에 동작시킬 경우, 급격하
게 설비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서서
히 상승할 수 있도록 설정온도보다 6 ℃정도
낮게 온도를 셋팅하도록 한다. 이는 초기 가
동시 밸브가 완전히 개방된 상태에서 온도가
급상승하므로, 비록 설정온도에서 밸브가 닫
혀질지라도 이미 과도하게 공급된 열원에 의
해서 온도가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약 30분 정도가 지난 후 설비가 안정된 상태
로 운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온도계를 통하여
실제 온도를 확인한다. 온도계에서 지시하는
실제 온도가 원하는 설정온도와 일치하도록
다시 정확하게 온도조절 손잡이를 조절한다.
4) 온도계의 지시값과 온도조절 손잡이의 온도
지시값을 서로 비교한다.
5) 이 두 온도 지시값이 몇 도정도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온도차를 정확하게
일치시키기를 원한다면 다음의 순서에 따라
온도조절 컨트롤러의 포인터를 재조정하여
야 한다.
6) 파이로트 밸브 하우징 위에서 컨트롤 헤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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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히 고정시키고, 세 개의 나사를 느슨하
게 한 뒤 포인터를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여
포인터가 정확하게 실제 온도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을 수행하는 동안 컨트롤 밸브 하우
징에 컨트롤 밸브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지 포인터만을 움직이는 것이다.
헤드를 이동시키면 파이로트 밸브가 개방될
것이다.
7) 세 개의 나사를 단단히 조인다.
8) 이제 온도조절 나사는 원하는 온도로 다시
셋팅 할 수 있다.
설정온도의 조절은 컨트롤 시스템에 손상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
을 것이다.

9

4. 정비
4.1 주기적인 정비
밸브는 약 12개월에서 18개월에 한번정도 시스
템 전체를 점검하는 동안, 배관으로부터 밸브를
떼어낸 후 밸브를 완전히 분해하여 상태를 점검하
는 것이 좋다.
아래의 부품들은 밸브 분해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며, 필요한 경우 수리를 하거나 새것으
로 교체한다.
–메인 밸브 시트와 밸브 헤드
(Main Valve seat and valve head)
–감압 파이로트 밸브(Pressure control unit)
–온도 파이로트 밸브(Temperature control unit)
–메인 밸브 스크린(Main valve screen)

–메인 다이아프램(Main diaphragm)
–파이로트 다이아프램(Pilot diaphragm)
–컨트롤 헤드(Control head)
안전사항 : 가스켓을 다룰 때 손이나 손가락에 상
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컨트롤 헤드

파이로트 밸브
어셈블리
(온도 제어
유닛)

파이로트 다이아프램
파이로트 밸브 어셈블리
(압력 제어 유닛)
메인 밸브
시트/밸브 헤드

메인 밸브
스크린

메인 다이아프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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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조절 스프링의 교체
스프링을 교체하기 위하여 감압밸브를 격리할
필요는 없다.
1) 잠금너트를 푼다.
2) 압력조절 너트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킨다.
3)“C”
와셔를 빼낸다.
4) 커버를 제거한다.
5) 스프링과 상부 플레이트를 제거한다.
6) 분해의 역순으로 재조립한다.

파이로트 밸브 어셈블리의 교체
감압밸브를 격리시키고, 압력을“ 0 ”
이 되게
한다. 온도센서를 제거하고 충분히 냉각시키도록
한다. 컨트롤 시스템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도
무방하다.
위의 정비순서 1에서 5번 과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7) 3개의 나사를 풀어내어 온도 컨트롤 헤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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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한다.
8) 모든 유니언을 풀어내고 파이프를 느슨하게
한다.
9) 너트를 풀어내고 스프링 하우징과 하부 스프
링 플레이트, 다이아프램을 제거한다.
10) 파이로트 밸브 하우징을 제거한다.
11) 메인 밸브 리턴 스프링이 여전히 알맞은 위
치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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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파이로트 밸브 어셈블리는 표준 정비부품으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순서 13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비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이 정비부품의 공급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정비
부품으로 파이로트 밸브 챔버 어셈블리 전체가 공급되고 있다. 그렇지만 파이로트 밸브를 여전히 정비부
품으로 가지고 있는 고객은 순서 11에서 13번의 과정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이 어셈블리는 2개의 PTFE
실을 포함하고 있다. 취급전에 아래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참조하여야 한다.

PTFE에 대한 취급전 주의사항
PTFE의 운전 온도범위 내에서 PTFE는 완전히 불활성 물질이다. 그러나 PTFE가 소결 온도 이상
으로 가열되었을 때, 불안정한 상태의 물질 또는 이 가스가 폐속으로 흡입될 경우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는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 PTFE 재질이 소결 온도로 가열되었거나 용접에 의한 연결
이 PTFE 절연 케이블에 연결되었을 때 주로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이 유독가스의 흡입은 가능한
가스가 발생한 근원지 근처의 대기에 국부적인 환기를 시킴으로서 쉽게 예방할 수 있다.
PTFE을 취급하고 있는 작업장은 흡연을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그 이유는 PTFE에 의해 오염된 담
배가 타는 동안 폴리머 유독가스의 생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PTFE에 의한 의복의
오염, 특히 주머니의 오염을 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적법한 표준과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손톱 사이에 끼어있는 PTFE 입자를 제거하여 개인적인 청결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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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파이로트 밸브 어셈블리를 풀어 제거한
다.(22 mm A/F)
13) 새 파이로트 밸브를 하우징에 조립한다.(토
오크값 45–50 Nm)
14) 플런저 상부 끝부분과 다이아프램 면사이의
간격이 아주 작은가를 확인한다.(주의, 제품
의 공차 때문에 플런저는 실제로 요구되는

길이보다 약간 더 길게 공급된다. 따라서,
요구되는 정확한 플런저 길이를 얻기 위해
서는 그라인드 또는 기계 가공을 통해서 플
런저 상부의 끝을 가공할 필요가 있다.) 플
런저 가공 후 플런저 끝부분의 날카로운 면
이 제거되었는가를 확인한다. 이 날카로운
면은 다이아프램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

15) 스크린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16) 가스켓 면이 깨끗한지 확인한다.
17) 메인 밸브 리턴 스프링이 여전히 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18) 새 가스켓을 설치한다.
19) 스크린을 교체한다.
20) 파이로트 밸브 하우징을 조립한다.
21) 두 개의 다이아프램을 수리한다. 두 개의 다
이아프램을 제거하여 동일한 형태의 원형으
로 되어있는가를 확인한다. 다이아프램이
서로 접촉하는 모든 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 외관상 다이아프램이 낡았거나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새것으로 교체한다.
22) 하부 스프링 플레이트를 교체한다.
23) 스프링 하우징을 조립하고, 표 1에 나와 있는
추천 조임값에 따라 너트를 단단히 조인다.
24) 배관을 다시 조립하고 유체가 새지 않도록
유니언을 단단히 조인다.
25) 온도 컨트롤 헤드를 다시 조립한다.
정비순서 1에서 5번의 역순으로 완전히 조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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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이 완료된 후, 3장의 시운전 및 셋팅 방법
에 따라 밸브의 시운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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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파이로트 밸브 챔버 너트의 추천 조임값
밸브 구경
½″
, ¾″
, 1″
DN15, 20, 25, 32
DN40, 50

너트 구경

추천 조임값

M10

45-55 Nm

M12

65-75 Nm

스트레나 스크린의 청소
감압밸브를 유체로부터 완전히 차단하여 압력
이‘0’
이 되도록 한다. 온도센서를 제거하고 충분
히 냉각시키도록 한다. 컨트롤 시스템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도 무방하다.
26) 3개의 나사를 풀고, 온도 컨트롤 헤드를 제
거한다.
27) 유니언을 풀어내어 배관을 느슨하게 한다.
28) 너트를 풀어내고 파이로트 밸브 하우징
과 스프링 하우징 어셈블리를 완전히 제
거한다.
29) 메인밸브 스크린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
한다.
30) 가스켓 면이 깨끗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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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메인 밸브 리턴 스프링이 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32) 새 가스켓을 조립한다.
33) 메인 밸브 스크린을 교체한다.
34) 파이로트 밸브 하우징과 스프링 하우징 어
셈블리를 조립하고, 표 1에 나와 있는 추천
조임값에 따라 너트를 단단히 조인다.
35) 배관을 다시 조립하고 유체가 새지 않도록
유니언을 단단히 조인다.
36) 온도 컨트롤 헤드를 다시 조립한다.
조립이 완료된 후, 3장의 시운전 및 셋팅 방법
에 따라 밸브의 시운전을 실시한다.

IM-P101-04 CH Issue 6

파이로트 밸브 다이아프램의 교체
감압밸브를 격리시키고, 압력을“0”
이 되게 한
다. 온도센서를 제거하고 충분히 냉각시키도록 한
다. 컨트롤 시스템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도 무
방하다.
정비순서 1에서 5번의 과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37) 너트를 풀고 스프링 하우징, 하부 스프링 플
레이트, 구형 다이아프램을 제거한다.
38) 다이아프램과 접촉하는 모든 면이 깨끗한지
확인한다. 두 개의 신형 다이아프램을 놓는
다.
39) 하부 스프링 플레이트를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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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스프링 하우징을 다시 조립하고, 표 1에 나
와 있는 추천 조임값에 따라 너트를 단단히
조인다.
정비순서 1에서 5번의 역순에 따라 완전히
조립한다.
조립이 완료된 후, 3장의 시운전 및 셋팅 방법
에 따라 밸브의 시운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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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다이아프램의 청소 및 교체
감압밸브를 격리시키고, 압력을“0”
이 되게 한
다. 온도센서를 제거하고 충분히 냉각시키도록 한
다. 컨트롤 시스템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도 무
방하다.
41) 긴 유니언 너트를 풀어 떼어낸다.

42) M12 너트와 볼트를 풀어낸다.
43) 하부 다이아프램 챔버, 두 개의 다이아프램,
다이아프램 플레이트, 푸쉬로드 어셈블리를
떼어낸다.
44) 다이아프램과 접촉하는 면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하부 다이아프램 챔버를 청소한다.

45) 다이아프램 플레이트와 푸쉬로드를 원래의
위치에 놓고, 하부 다이아프램 챔버가 두 볼
트 구멍 중 유니언과 연결되는 한쪽 면의
오목하게 들어간 위치에 헐렁하게 놓이도록
한다.
46) 두 개의 새 다이아프램(밀봉재가 발라져 있
는 면이 바깥쪽으로 놓이도록 한다)을 함께
집어 넣어 제 위치에 놓이도록 한다.
다이아프램을 새 것으로 교체하지 않고 단
지 깨끗하게 청소하여 다시 사용할 경우, 다
이아프램은 새 것과 같은 원래 상태로 복원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47) 하부 다이아프램 챔버가 제 위치에 놓이도
록하고, M12 너트와 볼트를 다시 조인다. 조
임값은 80-100 Nm이다.
48) 유체가 새지 않을 때까지 긴 유니언 너트를
단단히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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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이 완료된 후, 3장의 시운전 및 셋팅 방법
에 따라 밸브의 시운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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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밸브와 시트의 정비 및 교체
감압밸브를 격리시키고, 압력을“0”
이 되게 한
다. 온도센서를 제거하고 충분히 냉각시키도록 한
다. 컨트롤 시스템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도 무
방하다.
정비순서 1에서 5번의 과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49) 3개의 나사를 풀고, 온도 컨트롤 헤드를 제
거한 후 유니언을 풀어 파이프를 느슨하게
한다.

50) 너트를 풀고 배관을 느슨하게 한다.
51) 너트를 풀고 파이로트 밸브 하우징과 스프
링 하우징 어셈블리 모두를 제거한다.
52) 스크린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53) 메인 밸브 스프링과 메인 밸브 헤드를 제
거한다.

54) 메인 밸브 시트를 제거한다.
(표 2를 참조할 것)
메인 밸브 헤드와 시트면을 검사한다. 메인
밸브 헤드와 메인 시트에 약간의 흠집이 발
생하였다면 이 부분을 래핑하여 평평하게
한다. 이 부분의 손상이 심하여 더이상 사용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새 부품으로 교체해
야 한다. 필요하다면 오물과 스케일을 제거
하여 깨끗하게 청소한다.
55) 밸브 시트를 다시 조립하고, 표 2에 나와 있
는 추천 조임값에 맞게 단단히 조인다.
새 부품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밸브의 정확
한 리프트를 맞추기 위하여 메인 푸쉬로드

를 다시 셋팅할 필요성이 있다. 메인 푸쉬로
드를 다시 셋팅하기 위해서는 메인 다이아
프램 플레이트와 푸쉬로드 어셈블리를 접촉
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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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메인 밸브 시트의 추천 조임값
밸브 구경
½″
, ½″
LC
DN15, DN15LC
¾″
, DN20
1″
, DN25
DN32
DN40
DN50

너트 폭

추천 조임값

30 mm A/F(External)

110-120 Nm

36 mm
19 mm
24 mm
30 mm
41 mm

140-150 Nm
230-250 Nm
300-330 Nm
450-490 Nm
620-680 Nm

A/F(External)
A/F(Inside)
A/F(Inside)
A/F(Inside)
A/F(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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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긴 너트를 원래의 상태로 놓고 단단히 조인
다.
57) M12 너트와 볼트를 원래의 상태로 복귀시
킨다.
58) 하부 다이아프램 챔버를 바닥에 놓고, 두 개
의 다이아프램, 다이아프램 플레이트, 푸쉬
로드 어셈블리를 그 위에 놓는다.

59) 푸쉬로드 어셈블리를 다시 조립한다.
60) 메인 밸브 헤드를 다시 조립하고, 밸브가 시
트에 제대로 놓여졌는가를 확인한다.
61) 밸브 몸체의 끝부분에 근접할 때까지 다이
아프램 플레이트 상부를 눌러 밸브를 개방
시킨다.

62) 심도계를 이용하여 밸브 리프트와 일치하는
가를 확인한다.

63) 상부/하부 다이아프램 챔버를 완벽하게 청
소하고, 그 접촉면이 깨끗한지 확인한다.
64) 다이아프램 플레이트와 푸쉬로드를 원래의
위치에 놓고, 하부 다이아프램 챔버가 두 볼
트 구멍 중 유니언과 연결되는 한쪽 면의
오목하게 들어간 위치에 헐렁하게 놓이도록
한다.
65) 다이아프램을 제거하였을 때와 같은 방법으
로 다이아프램을 다시 설치한다.
66) 하부 다이아프램 챔버가 제 위치에 놓이도
록 하고, M12 너트와 볼트를 다시 조인다.
조임값은 80-100 Nm이다.
67) 유체가 새지 않을 때까지 긴 유니언 너트를

밸브 구경
DN15LC, ½″
LC
DN15, ½″
DN20, ¾″
DN25, 1″
DN32
DN40
DN50

밸브 리프트
2.5 mm
2.5 mm
2.5 mm
3.0 mm
3.5 mm
4.5 mm
5.0 mm

밸브 리프트가 맞지 않을 경우 푸쉬로드를 돌려 길이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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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히 조인다.
68) 가스켓이 놓이는 면이 깨끗한지 확인한다.
69) 메인 밸브 헤드를 다시 조립한다.

72) 스크린을 원래의 위치에 놓는다.
73) 파이로트 밸브 하우징과 스프링 밸브 하우
징 어셈블리 모두를 조립하고, 표 1에 나와
있는 추천 조임값에 따라 단단히 조인다.
74) 파이로트 튜브를 다시 조립하고 유체가 새
지 않도록 유니언을 단단히 조인다.
75) 온도 컨트롤 헤드를 다시 조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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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메인 밸브 리턴 스프링을 원래의 위치에
놓는다.
71) 새 가스켓을 끼운다.

조립이 완료된 후, 3장의 시운전 및 셋팅 방법
에 따라 밸브의 시운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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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컨트롤 파이로트 밸브 어셈블리의 정비 및 교체
감압밸브를 격리시키고, 압력을“0”
이 되게 한
다. 온도센서를 제거하고 충분히 냉각시키도록 한
다. 컨트롤 시스템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도 무
방하다.

76) 3개의 나사를 풀고, 온도 컨트롤 헤드를 제
거한다.
77) 그랜드 하우징(21 mm A/F)을 풀고, 푸쉬로
드 어셈블리와 리턴 스프링을 함께 제거한
다.

78) 유니언을 풀고 파이프를 느슨하게 한다.
79) 너트를 풀고 파이로트 밸브 하우징을 제거
한다.
80) 파이로트 밸브 시트(20 mm A/F)를 풀어
제거한다.
81) 새 파이로트 밸브 시트를 하우징에 놓고 조
인다.
82) 파이로트 밸브 하우징을 조립하고 약
40 Nm 로 너트를 단단히 조인다.
83) 파이프를 다시 조립하고 스팀이 새지 않도
록 유니언을 단단히 조인다.

84) 리턴 스프링과 새 푸쉬로드 어셈블리를 조
립하고 그랜드 하우징을 교체한 후, 40 Nm
정도로 단단히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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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이 완료된 후, 3장의 시운전 및 셋팅 방법
에 따라 밸브의 시운전을 실시한다.
새 파이로트 밸브 시트와 푸쉬로드를 조립한
후, 온도 제어 포인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3장
3.2의 2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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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컨트롤 시스템의 정비 및 교체
감압밸브를 격리시키고, 압력을“0”
이 되게 한
다. 온도센서를 제거하고 충분히 냉각시키도록 한
다. 컨트롤 시스템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도 무
방하다.
85) 3개의 나사를 풀고, 온도 컨트롤 헤드를 제
거한다.
86) 교체할 온도 컨트롤 시스템의 컨트롤 헤드
위치를 고정시킨다. 포지셔너 링의 저지점
이 적절한 위치에 놓이도록 한다.
87) 나사를 다시 단단히 조인다.
조립이 완료된 후, 3장의 시운전 및 셋팅 방
법에 따라 밸브의 시운전을 실시한다.
새 자동 온도조절 시스템에서 온도센서 주
변의 유체가 정확한 온도상태에 있을 때, 온
도 지시기가 온도범위에서 원하는 값으로부
IM-P101-04 CH Issue 6

터 너무 멀리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새로
교체될 센서와 함께 공급된 스패너를 사용
하여 다시 교정하여야 한다.
88) 온도 지시기를 조절기의 중간 지점에 고정
시키고 원하는 온도를 가리키도록 눈금을
조절한다.
89) 상부 나사를 단단히 조인다.
90) 집게를 사용하여 슬리브를 잡고 스패너를
사용하여 잠금 링을 느슨하게 한다.
91) 제어할 유체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집게를
사용하여 계속해서 슬리브를 잡고 시계방향
으로 회전시키고, 너무 낮다면 반시계 방향
으로 회전시킨다.
92) 다시 온도를 셋팅한 후, 스패너를 이용하여
잠금 링을 단단히 조인다.
21

코일

코어

솔레노이드 밸브의 정비 및 교체(DP17TE)
밸브에 가해진 압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전원
공급을 차단한다.
93) 리테이닝 너트를 제거하고 솔레노이드 전체
(솔레노이드, 플러그 너트, 튜브 어셈블리)
를 빼낸다.
94) 솔레노이드 서브 어셈블리 보닛을 풀어내
고, 코어 스프링(Core Spring)과 코어 어셈블

리, 몸체 가스켓을 제거한다.
모든 부품은 쉽게 새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다. 부품이 낡았거나 손상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새 것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5장에
나와 있는 정비 부품표(부품“W”
)를 참조
한다.
95) 밸브를 분해하였던 역순으로 다시 조립한
다.

주의
솔레노이드가 하우징의 한 부분이 되도록 완벽하게 조립이 되어야 하고 자기회로가 갖춰져야 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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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비부품
이용 가능한 정비부품은 다음과 같다.
점선으로 표시된 부품은 정비 부품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Maintenance kit
A stand-by set of spares for general maintenance purposes and covers all spares marked *
* Main diaphragm (2 off)
* Pilot diaphragms (2 off)
* Pilot valve chamber assembly (8 pieces)
Pilot valve assembly for temperature control unit
* Pilot valve packless gland set
Main valve assembly " to DN50
* Internal strainer
* Main valve return spring
Yellow
0.2 - 3.0 bar
Pressure adjustment spring
Blue
2.5 - 7.0 bar
Choice of spring to suit reduced pressure:
Red
6.0 - 17.0 bar
Range A
16 °C - 49 °C
Control head (3 pieces)
Range B
38 °C - 71 °C
When ordering state range and length of
capillary tube. Normally stocked in capillary
Range C
49 °C - 82 °C
lengths of 2 m. Available in multiples of 2 m
Range D
71 °C - 104 °C
up to a maximum of 14 m (at extra cost).
Range E
93 °C - 127 °C
Union sub assembly (3 pieces)
* Control pipe assembly
Balance pipe assembly
* Gasket set (3 off)
* Pilot valve block gasket and temperature control unit (3 pieces)
Set of spring housing securing studs and nuts (set of 4)
Set of main body studs and nuts (set of 4)
½" ~ DN32 (set of 10)
Set of diaphragm securing bolts and nuts
Valve sizes
DN40 ~ DN50 (set of 12)
Set of temperature pilot valve housing securing studs and nuts (set of 4)
Set of adjustment head securing screws (set of 3)

A
B
C, C1
B2, C2, D2, E2
H2, J2
K, L
M
N
O

Y, Z

U
P
Q
R
R1
S
T
V
S1
Y

Type DP17TE only
Solenoid valve complete
Replacement coil
Valve seat and core assembly

W
X1
X2

정비부품 구입 방법
모든 정비 부품은 앞에서 설명한“이용 가능한
정비부품”
에 명시되어 있는 부품만을 구입할 수
있다. 제품 구입시 감압밸브의 타입, 구경, 정비 부
품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예 : Main valve assembly for 1″ DP17T
pressure/temperature control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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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

IM-P101-04 CH Issue 6

정비부품의 호환성
정비부품의 호환성은 아래 도표에 표시되어 있
다. ½″
와 ¾″나사식 밸브에 사용되는 메인 다이
아프램은 문자‘a’
로 표기된 다른 구경에서도 사
용이 가능하다. 문자‘c’
는 하나의 다이아프램이
구경 40과 50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을 나타내고 있다.
으로 표시된 부품은 DP17 감압밸브의 부품
“†”
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
로 표시된 부품은 37D 온도조절 밸브의 부
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6. 제품의 고장 원인 발견
DP17T 압력/온도 동시조절 밸브는 감압 및 온
도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
원하는 설정온도에 접근하였을 때, 온도조절 파
이로트 밸브가 닫히고 밸브 2차측 압력은 낮아질
것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의 기능이며 압력
컨트롤 유니트가 고장이 났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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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제품을 시운전을 하기 전에 압력 컨트
롤 유니트의 상태를 점검하기 원한다면 온도센서
를 제거하고 충분히 냉각시켜 온도조절 파이로트
밸브를 완전히 개방시킨 후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DP17T의 고장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는 압력제어 기능과 온도제어 기능을 분리하여 살
펴보아야 할 것이다.
25

압력 컨트롤 시스템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밸브의 고장 원인을 찾
아내는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6.1 밸브가 유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고 밸
브의 입구측과 출구측의 압력이“0”
인지를 반
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2 온도센서를 제거하고 충분히 냉각시켜 온도

조절 파이로트 밸브가 완전히 개방되도록 하
여야 한다.
6.3 잠금 너트를 느슨하게 하고 압력조절 스프링
이 느슨해질 때까지 조절나사를 반시계 방향
으로 회전시킨다.
6.4 유니언을 풀고 파이프를 느슨하게 한다.
6.5 스팀을 서서히 공급한다.

파이로트 밸브 블록의
커플링으로부터 스팀이 샌다.

동 파이프로부터 스팀이 샌다.

파이로트 밸브 시트에 이상이 있다.

메인밸브 시트에 이상이 있다.

2차측에 압력이 없거나 너무 낮
다.

2차측에 압력이 너무 높다.

압력의 헌팅

2차측 압력 제어용 파이프가 막혔

습증기가 공급

고압의 증기가 밸브에 공급되지 않

다.

2.6장을 참조할 것

는다.

파이프를 분해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증기의 공급이 중단되었는가를 확인

다.

스트레나가 깨끗한가를 확인

제어용 오리피스가 막혔다.

압력조절 스프링이 망가졌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

새 부품으로 교체한다.

한다.

메인 다이아프램이 파손되었다.

파이로트 밸브 다이아프램이 손상되

정비 순서 41에서 48의 절차에 따라

었다.

다이아프램을 새 것으로 교체한다.

순서 37에서 40의 과정을 수행한다.

파이로트 밸브의 플런저 길이가 너

메인 밸브가 닫히지 않는다.

무 짧다.

순서 49에서 75의 과정을 수행한다.

정비 지침서 7에서 25의 절차를 수행
한다.
2차측 공정의 요구조건에 비하여 밸
브의 용량이 작다.
2.8장을 참조할 것.
2차측 압력이 여전히 낮을 경우, 용량

메인 밸브 푸쉬로드가 고착
순서 41에서 48의 과정을 수행한다.

외부압력 감지관을 난류상태의 유체
흐름 영역에 설치
2.8장을 참조할 것
튜브 어셈블리가 더러워졌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
파이로트 밸브 또는 파이로트 밸브
플런저가 고착되었다.
순서 7에서 25의 과정을 수행한다.
메인 밸브 푸쉬로드가 고착되었다.
순서 41에서 48의 과정을 수행한다.
파이로트 다이아프램 또는 메인 다
이아프램이 늘어났다. 이 현상은 장

파이로트 밸브 플런저의 길이가 너

시간 사용하였을 때 발생

무 길다.

순서 37에서 40의 과정을 수행한다.

순서 7에서 25의 과정을 수행한다.

순서 41에서 48의 과정을 수행한다.

이 더 큰 밸브로 교체하도록 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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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컨트롤 시스템
설비의 온도가 너무 높다.
6.6 정상적인 온도 설정값 이상으로 온도가 증가
하는 것은 메인 밸브 또는 온도 컨트롤 시스
템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이다. 따라서 아래의
사항을 점검하도록 한다.
6.7 온도센서를 제거하고 충분히 냉각시킨다. 세
개의 나사를 풀어 온도 컨트롤 헤드를 제거한
다. 이 상태는 파이로트 밸브 플런저로 모든
압력을 해소시키고 밸브는 개방된 상태를 유
지할 것이다.
6.8 밸브의 동작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으로
이 플런저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
다. 플런저에 가해지는 압력의 감소는 메인
밸브를 닫히게 하고 설비의 온도를 떨어뜨릴
것이다.
6.9 밸브가 원만하게 닫혔다면, 고장의 원인은 온
도 컨트롤 시스템에 의한 것이므로 4장의 순
서 85에서 92의 과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밸브가 원만하게 닫히지 않았다면, 고장의 원
인은 다음 원인중 한가지일 것이다.
컨트롤 오리피스가 막혔다.
파이프를 제거하고 양질의 철사를 사용하여
컨트롤 오리피스를 깨끗하게 청소한다.
(드릴 또는 그 이외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오
리피스 구경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들
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파이로트 밸브가 닫히지 않는다.
파이로트 밸브를 점검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4장의 순서 76에서 84의 과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파이로트 밸브와 메인 밸브를 점검하기
위하여 장비를 떼어내기 전에 아래의 6.10에
서 14의 과정을 확인하도록 한다.
메인 밸브가 닫히지 않거나 메인 밸브 푸쉬로드
가 고착되었다.
밸브를 점검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4장의
순서 49에서 75의 과정을 수행한다. 파이로트
밸브와 메인 밸브를 점검하기 위하여 장비를
IM-P101-04 CH Issue 6

떼어내기 전에 아래의 6.10에서 14의 과정을
확인하도록 한다.

밸브를 폐쇄시킨 상태에서의 점검
6.10 밸브를 설비로부터 격리시키고 압력이“0”
이
되도록 한다.
6.11 메인 밸브가 완전히 닫힐 수 있고, 온도조절
손잡이가 낮은 온도를 지시할 수 있도록 회
전시킨다.
6.12 파이로트 밸브 하우징의 파이프 유니언을
풀어낸다.
6.13 스팀이 서서히 밸브로 유입되도록 한다.
6.14 스팀이 파이로트 밸브 유니언이 풀려진 하
우징의 테이퍼 홀을 통해 새어 나온다면
파이로트 밸브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가리
킨다. 4장의 순서 76에서 84의 과정을 수행
한다.
스팀이 노출된 동 파이프의 끝 부분에서 새
어 나온다면 메인 밸브 시트에 이상이 있다
는 것이다. 4장의 순서 49에서 75의 과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설비의 온도가 너무 낮다.
6.15 설비의 온도가 정상적인 설정온도보다 낮다
면, 이 원인은 아래 사항중 하나의 원인에
의한 것이다.
6.16 스팀 공급량이 부족하다.
현재 스팀이 공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스트레나가 깨끗한지 확인하도록 한다.
6.17 파이프 어셈블리가 고착되었다.
유니언을 풀어내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6.18 다이아프램이 찢어졌다.
다이아프램을 새 것으로 교체한다.

파이로트 밸브 그랜드 패킹의 누설
6.19 컨트롤 헤드가 제거되고 스팀이 밸브에 공
급되는 상태에서 스팀이 육각너트의 상부로
부터 새어 나온다면, 그랜드 패킹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다. 4장의 순서 76에서 84의 과정
을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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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렉스사코 기술지원 및 서비스망
A/S 사업부 및 경인지역 A/S 센터
기술영업본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2-8
정우빌딩 3층
TEL:(02)525-5755 FAX:525-5766

인천공장
인천광역시 남구 고잔동 640-13
남동공업제2단지 71B 14L
TEL:(032)820-3000 FAX:811-6215

중부지역 A/S 센터

인천영업소
인천광역시 남구 고잔동 640-13
남동공업제2단지 71B 14L
TEL:(032)820-3050 FAX:814-3898

수원영업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71
삼성테크노파크 704호
TEL:(031)214-5955 FAX:212-2772

충청지역 A/S 센터
대전영업소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426-4
대웅제약빌딩 6층
TEL:(042)636-4342 FAX:636-4344

청주영업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2161번지
TEL:(043)268-8040 FAX:268-8044
대구/구미지역 A/S 센터
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2동 1629
산업용재관 업무동 3층
TEL:(053)382-0771 FAX:384-1137

호남지역 A/S 센터
전주영업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77-2번지 서림빌딩 1층
TEL:(063)226-1408 FAX:226-1409
광주영업소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15-24
청송빌딩 6층
TEL:(062)367-8727 FAX:367-8728
울산지역 A/S 센터
울산영업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4동
872번지
TEL:(052)258-5744 FAX:258-5725
여수지역 A/S 센터
여수영업소
전남 여수시 신기동 12-9
호남계기 3층
TEL:(061)682-1208 FAX:681-2655
경남지역 A/S 센터
경남영업소
경남 김해시 전하동 438번지
국민건강보험공단 3층
TEL:(055)332-5755 FAX:332-3399

■고객기술상담전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2-8 정우빌딩 3층 : 080–08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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