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하여 사전 통보없이 규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본자료의 유효본 유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KP 1512

TI-P402-75

AB Issue 2
(KR 0411)

LP30 검지기 간극 시험 방법
간극 검사용 와이어 사용지침

3 자기진단식 저수위 경보 검지기 설치 시 최소한 간극 유지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
3 기존에 설치되어 있거나 새로 설치하는 검지기 검사에 적합함
3 절연저항 테스터기가 필요함
●서 론
경고 : LP30 저수위 경보 검지기의 팁이 보일러의 동체 부분과 접촉되지 않
아야 한다. 검지기 팁은 최소한 보호튜브로부터 최소 14mm 이격되어
야 하며 검지기 설치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연결부 나사가 한쪽으로
편심되어 있다.

본 시험방법은 새로운 시스템에 검지기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는 고장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
될 수 있다.
한쌍의 점검 와이어는 팁의 끝단으로부터 간극이 반경 14 mm 이내인지 여
부를 시험하기 위해 절연저항 테스터기와 함께 사용된다. 테스터기에는 합
선(Short Circuit)되면 무한대보다 작은 어떤 저항값이 지시된다. 이 테스
트는 검지기 길이가 800 mm 이상의 길이에 대해서는 매우 유용하다. 이보
다 짧은 검지기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배열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시험이
올바르게 실시되면, 최종 검지기팁의 위치가 보호튜브 내벽으로부터 최소
14 mm 이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을 참조한다.

수위

수위

● 시험방법

1. 경보수위 아래 최소 50 mm까지 수위를 내리고 보일러나 베셀을 대기중
으로 벤트시킨다.
2. 검지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검지기를 제거하고 한쌍의 점검와이어를 팁
의 끝단에 끼워 돌출된 와이어 상호간에 90도 간격을 유지하고 팁의 끝
단에서 최대 10 mm 떨어져 있도록 설치한다.
3. 검지기를 보호튜브 상부 연결나사부분에 끼워 점검와이어를 약간 구부
려 조심스럽게 밀어 넣는다.
4. 검지기를 손으로 돌려 아래로 내린다.
5. 저항테스트기의 접지선을 보일러 동체에 연결하고 ‘L(live)’선은 검지기
연결구 1번 핀에 연결한다. 테스터기로 점검와이어가 보일러와 접촉이
되는지 점검한다.
6. 메터를 동작시켜 지시기를 확인한다. 검지기 연결된 나사를 서서히 완전
히 푼다.
7. 합선이 발견되지 않으면 테스터기의 선을 풀고 검지기를 풀어 끄집어 낸
다.
8. 점검와이어를 제거하고 검지기를 설치 및 정비 지침서에 따라 설치한다.
9. 보일러가 완전히 운전되기 전에 수위를 낮추어 저수위 경보가 제대로 동
작되는지 점검한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에 기술되어 있
다.

최소 40 mm

그림 1.

잠재적으로
위험함

정상

검지기 팁에 설치하기 위해
코일을 늘려 함께 끼운다.

그림 2.

경고 : 보일러나 베셀을 시운전하기 전에 검지기로부터 점검와이어를 제거하
는 것이 중요하다. 점검와이어를 잊어버리고 제거하지 않으면 저수위
경보가 잘 동작되지 않을 수 있다.

시험 중에 합선이 발견되면 조사가 더 필요하다. 가능한 발생 이유는 아래
와 같다 :검지기 팁이 구부러져 있거나 검지기 몸체와 팁이 적절히 결합되어 있지 않
다.
검지기 보호튜브와 플랜지 연결 나사의 정렬이 잘못되어 있다.
보호튜브가 충분히 크지 않거나 충분히 깊지 않다.
(튜브는 검지기 끝단보다 최소 40 mm 더 길어야 한다.)

최소 14 mm

최대 10 mm

측면도
그림 3.

단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