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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파이렉스사코(주)

본^설치 및 정비 지침서_
는 사용고객이 제품을 설치하시기 전에 그 내용을 숙지하여
정확한 설치는 물론 원활한 운전과 완벽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사항을 유념하시어 본^설치 및 정비 지침서_
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제품의 설치는 본 지침서에 수록된 도면을 참조하여 정확히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 제품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제품의 하자보증은 출고 후 1년입니다.
4. 하자기간 중 제품의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당사 서비스 사업부로 서비스를 요청하
시면 신속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사업부 문의처 : TEL (032)820–3082 / FAX (032)815–5449

스파이렉스사코 기술서비스
스파이렉스사코 기술서비스는 국내에서 최초로, 각종 공장의 생산공정, 유틸리티,
공기조화, 발전소 등 모든 증기, 온수 및 압축공기 시스템을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절
약형으로 설계, 시공하는 것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정비, 관리하는 것에 이르기까
지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관련기술, 제품의 응용, 관리기법을 고객에게 최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과 그 효과의 지속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스파이렉스사
코 기술서비스를 받도록 하십시요. 항상 여러분의 요구에 응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스파이렉스사코의
기술서비스
●기 술 상 담

●증기실무연수교육

●공 장 진 단

●엔 지 니 어 링

●아프트세일즈서비스

●전

●전문분야강습회

●지 역 세 미 나

●고객통신문기술자료

시

증기시스템에서의 에너지절약 포인트 최대
1.
2.
3.
4.
5.
6.
7.
8.
9.
10.

적정스팀트랩의 사용 및 증기손실방지
적정운전압력의 선택 및 감압밸브의 효율적 이용
온도조절시스템 설계 및 효율적 응용
적정기수분리장치 설치 및 적재적소 응용
응축수회수 오그덴펌프 이용 및 회수시스템 설계응용
재증발증기 회수탱크 이용 및 효율적시스템 설계응용
에어벤트의 철저한 사용 및 적재적소 응용
보일러의 자동블로우다운 시스템 및 폐열회수시스템 응용
정확한 유량측정시스템의 적재적소 응용
보일러의 비례제어 자동수위제어시스템 설계 및 응용

회

50%
10%
5%
10%
3%
5%
15%
3%
3%
15%
5%

MR1M, MRN1M, MR2M 모니어 소형
압축공기 레귤레이터
1 . 안전 사항
운전지침서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11번 항목 참조)이 적절한 설치와 시운전 그리고 사용과 유
지보수를 해야만 제품의 안전한 운전을 보증할 수 있다. 배관과 설비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과 안
전 규정뿐만 아니라 공구 및 안전장비의 적절한 사용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1.1 사용처
설치 및 정비 지침서, 명판, 제품 사양서(TIS) 등을 참조하여 사용 및 응용처에 적합한지 점검한다.
참고 : 이 제품은 European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97/23/EC의 요구조건에 따르고 모든 것은
항목 `SEP’
에 속한다.
1) 이 제품은 특별히 증기, 공기 또는 응축수/물에 사용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외의 다른 유체에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처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한국스파이렉스사코에 문의하여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2) 재질의 적합성, 정상운전압려과 온도 그리고 최고 및 최저운전압력과 온도를 점검한다. 제품이 설
치될 공정의 시스템이 제품의 사용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제품의 오동작으로 인하여 안전
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시스템에 추가하여 온도나 압력의 과대 및
과소한계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3) 올바른 설치 장소와 유체의 흐름 방향을 결정한다.
4) 이 제품은 어떤 설비의 시스템에 의해서 발생된 외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기능은 없다. 이러한 스
트레스를 고려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은 설치자의 책임이다.
5) 설치하기 전에 모든 연결부위에서 보호커버를 제거한다.

1.2 접근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필요하면 이 제품과 관련된 작업을 하기 전에 적절하게 보호 설
비가 된 안전한 작업용 플랫폼을 준비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안전한 작업용 승강기나 사다리를 준비
한다.
1.3 조명
특히 세밀하고 복잡한 작업이 필요한 곳에서는 적절한 조명을 갖추어야 한다.
1.4 배관 내의 위험한 유체
배관내에 현재 무엇이 있는지 또는 이전에 배관 내부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가연성 물질, 인
체에 유해한 물질, 높은 온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1.5 제품 주변의 위험한 환경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 산소가 부족한 지역(예 :탱크나 피트), 위험한 가스, 온도가 극히 높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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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표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곳(예 : 용접작업 시), 심한 소음, 움직이는 기계류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1.6 시스템
예정된 작업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예정된 조작(예, 스톱밸브를 닫는 것, 전원의 차
단)이 시스템의 일부분이나 사람에 위험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배기 밸브나 보호 장치의 차단 또는 제어장치나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하는 것 등은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 시스템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피하기 위해 차단밸브는 천천히 열고 닫아야 한다.

1.7 압력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예정된 작업 구간은 압력을 차단하고 대기압 상태로 안전하게 배기하여야 한다.
이중 격리(이중 차단과 배기)를 고려하고, 닫혀있는 밸브를 열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하거나“밸브 닫
힘”
등의 라벨을 부착한다. 압력계가“0”
을 지시하더라도 시스템에 압력이 없다고 추정해서는 안된다.

1.8 온도
화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차단 후 온도가 상온 상태로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1.9 공구 및 정비부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공구는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사용 가능한 정비부품을 준비해야 한다. 정
비부품은 반드시 스파이렉스사코의 정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1.10 작업복
작업 당사자나 주변의 관련자는 화학물질, 고온/저온, 방사선, 소음, 낙하물체, 눈과 얼굴 또는 인체에 위
험한 요소 등의 주변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1.11 작업의 허가
모든 작업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하거나 감독해야 한다. 설치 및 운전자는 스파이렉스사코의
“설치 및 정비지침서”
를 충분히 읽고 숙지하여야 한다.
정식 절차를 밟는‘작업 허가’시스템이 시행되는 곳에서는‘작업 허가’
시스템의 요구조건을 따라야 한
다. 그러한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는 책임자가 어떠한 작업을 수행할 것인지, 어디에 필요한지를 알아 안
전에 1차적인 책임을 가진 보조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경고’
문구를 부착해야 한다.

1.12 취급
크거나 무거운 제품을 손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상의 위험이 있다. 신체의 힘으로 물건을 움직이게 되면
특히 척추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작업, 개인, 중량,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한 위험 요소를 평가하여 작업이
수행되는 환경에 따라 적절한 취급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1.13 잔류 위험
제품이 사용중일 때 제품의 외부 표면은 매우 뜨거울 수 있다. 최대 허용 운전 조건에서 사용되고 있을
때 어떤 제품은 표면 온도가 500 ℃까지 올라갈 수 있다.
거의 모든 제품은 스스로 드레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설치되어 있는 제품을 분해하거나 배
관에서 제품을 떼어 낼 때 주의해야 한다.(
“설치 및 정비지침서”
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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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동파
제품이 어는점 이하의 온도에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동결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조치를 취
해야 한다.

1.15 폐기
“설치 및 정비지침서”
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이 제품은 재활용이 가능하며, 적절한 폐기 절차에 의
하여 폐기한 경우 생태학적 위험은 없다.

1.16 반품
안전과 관련하여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스파이렉스사코에 반품할 때에는 고객은 해당 제품의 위험요소
와 오염 잔류물로 인하여 취해진 예방조치 또는 건강과 안전, 환경적 위험을 일으킬 기계적 손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위험요소로 판명되었거나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판명된 자료를 첨
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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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정보
2.1 개요
MR-M 모니어 소형 압축공기 레귤레이터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유량이 적은 곳에서 일반용 공압
장치에 정확한 압력 제어를 제공해 준다.
공급 가능한 타입 :
MR1M
자가 릴리프
MRN1M
릴리프 무
MR2M
자가 릴리프

주요 특징 :
–우수한 유량 특성
–우수한 조절 특성
–신속 반응
–비유동 시 완전한 기밀 차단
–브라켓 또는 판넬 장착
–외부 흑색 양극산화처리 마감

선택 사양 :
다음의 선택사항에 대한 자세한 기술 정보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
–타입 3 장착 브라켓
–스텐레스강 보울 가드

2.2 구경 및 배관연결방법
¼″
나사식 BSP(BS 21-Rp)
2.3 압력조절범위
모든 조절기는 압력‘0’
이나 다음의 수치로 조절될 수 있다. 작동 범위는 장치에 표시되어 있다.
기본 스프링

0.7-9.0 bar g
0.2-2.0 bar g
0.3-4.0 bar g

선택사양 스프링

잠금 너트

주 : 위 스프링 범위의 소형 압축공기 레귤레
이터는 주문 시 선택사양에 명시되지 않는 한
기본 스프링으로 공급된다.

그림 1. MR1M 모니어 소형 압축공기 레귤레이터
주 : 이 제품은 표준형 몸체와 내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음(별도 지정한 릴리프 무 다이아프
램 제품 제외)

2.4 사용 조건
최대 압력/온도

21 bar g @ 70℃

2.5 재질
부품명
Body

MR1M, MRN1M
MR2M

Valve
IM-P504-10 CH Issue 2

재질
Aluminium
Aluminium and polycarbonate
Nitrile
5

3. 설치방법
주 : 설치하기 전에 1절의‘안전 사항’
을 준수해야 한다.
설치 및 정비 지침서, 명판, 제품 사양서(TIS)등을 참조하여 제품이 사용 및 응용처에 적합한지 점검
한다.

3.1 일반 정보
MR_M
치수(mm) 및 무게(kg)
제품명

A

B

C

무게

MR1M

11

89

36

0.095

MRN1M

11

89

36

0.095

MR2M

11

78

36

0.085

마운팅 키트–MR1M, MR2M 및 MRN1M 레귤
레이터는 브라켓(타입 8 또는 타입 4), 장착 링,
압력계(아래 선택사항 참조)의 선택적 마운팅
키트와 사용할 수 있다. 마운팅 키트는 따로 공
급된다. 조임장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2.

타입 8 브라켓 및 장착 고리(MR2M만)
판넬 장착용 : 알루미늄 장착 링을 명시해야 한다.
브라켓 장착용 : 타입 8 장착 브라켓과 알루미
늄 장착링을 명시해야 한다.

타입 4 장착 브라켓(MR1M만)
아연 도금 연강 앵글 브라켓으로 레귤레이터를
판넬 뒤에 장착할 수 있게 해준다. 레귤레이터를
나사 니플로 브라켓에 부착한다.

장착 링

그림 4.
그림 3.
치수(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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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mm)
A

B

C

D

EØ

69

15.9

27

9.5

4BA(3.6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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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계
4가지 압력 범위, 두 가지 크기로 공급할 수 있다.
앞면에 bar와 psi로 표시 되어 있다.
주문 시 50 mm로 명시하지 않는 한 40 mm 압
력계가 공급된다.
0~2 bar

0~30 psi

압력

0~7 bar

0~100 psi

범위

0~11 bar

0~160 psi

0~21 bar

0~300 psi(50 mm 크기만)

판넬 장착을 위한 압력계
2가지 범위로 공급 가능한 크롬 도금 베젤과 함
께 앞면은 다음과 같이 bar와 psi로 표시되어 있
다.
압력

0~2 bar

0~30 psi

범위

0~7 bar

0~100 psi

그림 5.

치수(mm)

그림 6.

클램핑 요크

3.2 설치 방법
3.2.1 장치를 수직이나 수평 배관에 끼운다.
3.2.2 몸체에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공기가 흐르도록 연결한다.
3.2.3 장비를 가능한 한 보호하는 장비 가까이 설치한다.
3.2.4 필터에 먼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압력계를 레귤레이터 앞에 설치한다. 사용하지 않는 포트는 공
급된 플러그로 꼭 차단한다.
3.2.5 MR2M의 판넬 장착 : 판넬은 두께가 8 mm를 넘으면 안 된다. 필요한 구멍 직경은 31 mm이다.
3.3 조정
모든 조정 작업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MR2M에 있는 노란 잠금 고리(1)를 들어올리거나 MR1M(그림 1 참조)의 잠금 너트를 푼다.
–2차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조절 노브(2)를 시계 방
향으로 돌리거나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장치를 다시 고정시키기 위해 노란 잠금 고리(1)를 누
른다.
–유량이 정체했을 때 설정 압력의 경미한 증가를 확인
한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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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동원리
4.1 작동 원리
시스템에 압력이 가해지고 조절 노브를 완전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스프링이 완전히 풀림)
레귤레이터 포펫 밸브 어샘블리를 닫게 된다. 조절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돌리게 되면, 다이아
프램/피스톤이 아래쪽으로 움직여서 여과된 공기가 포펫 어셈블리와 시트 사이의 오리피스를 통과한
다. 스프링의 위치를 변경하는 컨트롤 다이아프램/피스톤은 하부 압력을 감지한다. 하부 압력이 증가
하면 스프링과 다이아프램/피스톤 사이에 압력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펫 어셈블리가 올라간다.
출구 압력은 이제 감소된다. 하류 측 밸브가 열리게 되면 부하가 증가하여 컨트롤 다이아프램/피스톤
하부의 압력이 낮아진다. 포펫 어셈블리는 시트 부분을 여는 컨트롤 스프링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
하여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압축 공기는 하류 측 압력에 대응하여 흐른다. 이로써 공기가 아래쪽의 출
구로 빠져나가게 된다.
4.2 용량
안전밸브 사이징 목적인 경우 MR1M과 MR2M의 완전 개방 용량은 0.21 Kvs 이다.

최소 유량 scfm

2차 압력 bar g

2차 압력 psi g

공기 유량 dm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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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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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비부품
5.1 정비부품
이 제품은 정비부품이 공급되지 않는다. 새 제품을 주문할 때는 다음을 참조한다.
주문방법
예 : 1 off MR1M Monnier miniature compressed air regulator having ¼″screwed BSP connections
and a 0.2~2 bar control spring.
주:
1. MR1M 또는 MR2M 레귤레이터는 기본적으로 0.7~9 bar 스프링으로 공급된다.
2. 공급 가능한 스프링 범위와 선택 사양에 대해서는 2절 참조

5.2 정비
이 제품은 정비가 필요 없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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