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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20 정전용량식 수위 검지기 설치 및 정비 지침서
신호증폭기 커넥터

`O’
링
벤트 구멍

몸체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제품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강도
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
거나 설치 및 정비 지침서에 따라 본 제품을 설
치하지 않으면 제품의 손상이 발생될 수 있고 인
명손상이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드레인 구멍

2. 일반 제품 정보

검지기
27 A/F
½″BSP
테이퍼 나사
UL 등록된
검지기는
½″NPT 나사이며,
UL마크가 있다.

PTFE 덮개

25 mm(1″
)
사용할 수 없는 길이

1. 일반 안전정보
보일러 블로우다운에 관한 각국 또는 지방규정
뿐만 아니라 안전사항 안내 지침인 IM–GCM–
10을 숙지한다. 영국의 경우 이러한 안내지침은
HSE(보건안전협회 Health and Safety Executive)
Guidance Note PM60에 기술되어 있다.
제품의 안전한 운전은 운전지침을 따를 수 있
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적절히 설치하여 시운전
하고 정비하는 것에 달려 있다. 도구 및 안전장
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배관 및
공장 건설에 관한 일반적인 설치 및 안전 지침을

스파이렉스사코의 LP20은 전기 전도성 액체의
연속적인 수위감지를 위하여 설계된 정전용량식
수위 검지기로서, 별도로 공급되는 신호증폭기와
연결하여 사용한다. 압력 32 bar g, 온도 239 ℃까
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고주위온도는 70 ℃이다.
최소 전기전도율은 5 μS/cm이다.
검지기는 보통 ½″ BSP 테이퍼 나사(UL버
전–½″NPT) 연결부를 통해 접지되는 증기보일
러 또는 금속탱크에 설치되며, 보일러 또는 탱크
가 접지회로를 형성한다.
접지 봉이 설치되면 비전기 전도성 탱크(예를
들어, 플라스틱 또는 콘크리트)에도 설치할 수
있다. LP20 수위 검지기는 스파이렉스사코의 컨
트롤러, 트랜스미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자
세한 내용은 별도의 자료에 설명되어 있다.

3. LP20 수위 검지기의 작동원리
검지기는 PTFE 덮개에 의하여 물로부터 완전
절연된 금속봉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위변화에
의해 발생된 정전용량의 변화를 감지하여 작동하
며, 수위증가에 비례하여 출력값도 증가한다. 정
전용량은 신호 증폭기에 의해 측정되어 직류전압
신호로 컨트롤러 또는 트랜스미터로 전송된다.
수위 제어 및 스위칭 수위는 컨트롤러내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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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신호 증폭기 감도는 검지기의 물에 잠긴 길이
에 따라 선정되며, 이를 위한 결선변경 방법은 신
호 증폭기 설치 및 정비 지침서에 기술되어 있다.

4. 설치방법
주의 : LP20 수위 검지기는 길이에 맞춰 잘라
서는 안된다. 외기 조건에 견딜 수 있는 추가 보
호장치없이 검지기를 실외에 설치하지 않는다.
드레인 또는 벤트 구멍을 막아서는 안된다.
LP20 수위 검지기를 난류가 발생하기 쉬운 보
일러 또는 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80 mm(3″
) 구경의 검지기 보호튜브가 필요하다.
보호튜브는 가능한 길어야 하며, 최소한 검지기
의 최대사용온도(0~239 ℃)에서의 늘어나는 길
이보다 충분히 길어야 한다. 검지기 길이가
750 mm까지는 20 mm(¾″
)의 여유간격이 있어야
하며, 그 이상의 길이는 38 mm(1½″
)이다.

4.1 검지기 설치방법
암나사 및 수나사 모두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
한다.
PTFE 밀봉 테이프를 검지기 나사에 최대 세
바퀴 정도 감는다.(그 이상은 안됨)
주의 : 과도하게 테이프를 감지 않도록 하며,
접착제 형태의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검지기를 처음에는 손으로 맞춰 조인 후 적합
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조이도록 한다. 파이프
렌치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테이퍼/평형나사연결의 특성상 추천 조임값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나치게 조이지 않는다. 항상 검지기에 나사
를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주의 : 연결나사가 과도하게 마모되었거나
암나사가 허용공차를 벗어난 경우(이 경우는
플랜지나 연결부를 교체하거나 재작업하는 것
이 필요하다.)가 아니라면, 검지기 나사 하부만

결합되어서는 안된다.(즉, 검지기 몸체 육각너
트 부분이 암나사의 연결면과 접하고 있어야
한다.)

4.2 제거 및 재설치 방법
주의 : 검지기 나사를 풀어 분리하기 전에 보
일러 또는 베셀내의 압력이 제거되고 벤트되어
대기압 상태로 되었는지 확인한다.
항상 올바른 규격의 스패너를 사용하도록 하
며, 파이프 렌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과도한 조임에 의하여 발생된 손상으로 나사가
찢어지거나 부분적인 냉 용접이 일어날 수 있
는 손상된 흔적이 암나사 및 수나사에 있는지
점검한다.
손상이 발생되면 검지기를 교체한다.
전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검지기 몸체와 보일
러 또는 탱크 사이의 저항이 1Ω이하인지 확인
한다.
`O’
링이 LP20 및 PA20에 모두 공급되는데 이
중 한 개만 검지기와 PA20 신호증폭기 사이에
설치한다.
신호증폭기는 `O’
링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반
드시 손으로 돌려 조인다.
자세한 사항은 PA20 신호증폭기의 설치 및 정
비 지침서를 참고한다.

5. 전기 결선방법
결선도 및 자세한 사항은 신호증폭기 및 컨트
롤러 설치 및 정비 지침서를 참고한다.

6. 정비방법
특별한 정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일러 수위제어 및 경보장치는 정기적
인 점검과 테스트가 필요하며, 스파이렉스사코
시스템을 위한 테스트 방법은 별도의 자료에 언
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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