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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P14, MFP14S, MFP14SS 메커니즘 Upgrade kit
설치 및 정비 지침서
1. 일반 사항
이 Upgrade kit는 모든 종류의 MFP14에 해당
되며, 구형 메커니즘을 교체하거나 현재 사용되
는 메커니즘을 수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2. 안전 사항
운전지침서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본
제품을 적절하게 설치, 시운전 그리고 사용과 유
지보수를 해야만 안전한 운전을 보증할 수 있다.
배관과 설비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과 안전
규정 뿐만 아니라 공구 및 안전장비의 적절한 사
용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취급
리프팅 아이(Lifting eye)가 펌프의 이동을 위
해 펌프에 부착되어 있다. 펌프를 이동하려면 반
드시 이 리프팅 아이가 사용되어야 한다. 항상
적절한 리프팅 기어를 사용하고, 안전하게 펌프
가 이동되도록 주의한다.
펌프를 분해할 때는 강한 스냅 작동을 보이는
메커니즘에 의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항상 주의해서 취급해야 한다.
차단
스톱밸브를 닫는 것, 벤트의 차단, 안전장치 또
는 알람을 차단하는 것 등이 시스템의 일부분이
나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예
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스템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피하기 위해 차단밸브는 천천히 열고 닫
아야 한다.

압력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예정된 작업 구간은
압력을 차단하고 대기압 상태로 안전하게 배기하
여야 한다. 이 과정은 스파이렉스사코 DV 타입
압력해소밸브를 설치하여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압력계의 눈금이‘0’
이어도 완전히 압력이 떨어
졌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온도
압력차단 후 상온으로 냉각될 때까지 기다려서
작업자의 화상을 방지하고, 필요하면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폐기
이 제품은 재활용이 가능하며, 적절한 폐기 절
차에 의하여 폐기한 경우 생태학적 위험은 없다.

3. 구형 메커니즘의 제거
–구동증기 입구측 및 배기 배관을 분리하고, 커
버 볼트를 제거한 후 몸체에서 커버를 들어 올
린다.
–고정 너트(또는 분할핀)를 구동증기밸브의 끝
에서 제거한다.
–하나의 분할핀을 제거하고 샤프트를 밀어 낸
후, 후로트 푸쉬로드(Float pushrod)로부터 메커
니즘을 분리한다. 이 샤프트는 새로운 메커니
즘을 조립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
관한다.
–메커니즘 고정 나사를 풀어서 제거한다.
–이제 메커니즘 전체를 커버에서 분리할 수 있다.
–시트, 워셔 가스켓 및 구동증기밸브를 풀어서
커버로부터 제거한다.

제품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하여 사전 통보없이 규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본자료의 유효본 유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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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메커니즘 교체(정면도)

그림 2. 메커니즘 교체(측면도)

4. 새로운 메커니즘의 설치(그림 1,2 참조)
–시트 가스켓 표면이 깨끗한지 확인한다. 새로
운 가스켓을 사용하고 구동증기밸브를 구동증
기밸브 시트에 장착하여 새로운 시트를 조립한
다. 129~143 Nm로 조인다.
–새로운 메커니즘이 새로운 밸브 시트 윗쪽에
자리 잡도록 하여, 커버에 조립한다. 구동증기
밸브가 메커니즘 브라켓에 있는 가이드 홀을
통해 조립되도록 한다.
–공급된 2개의 M10 나사를 사용해 메커니즘을
커버에 조립한 후, 38~42 Nm으로 조인다.
–구동증기밸브를 당긴 상태(밸브 폐쇄 위치)에
서 구동증기밸브에 있는 구멍으로 분할핀(제공
됨)을 집어 넣는다. 분할핀의 끝쪽을 스템 둘레
로 구부리고, 이때 밸브의 스트로크와 간섭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 샤프트를 이용해 후로트 푸쉬로드를 메커
니즘에 재연결하고 새로운 분할핀으로 마감해
준다. 이제 메커니즘을 펌프 몸체에 재조립할
준비가 다 되었다. 메커니즘의 작동 지점은 공
장 출고 시 미리 설정되어 공급되기 때문에, 교
체작업 동안에 별도의 조작이 필요하지 않다.
–가스켓 표면이 청결하도록 하여 새로운 가스켓
을 체결한 후, 121~134 Nm로 조여준다.
–구동증기 및 배기 배관을 커버에 연결한다.
주 : 교체용 메커니즘 공급 시 고무줄로 고정
되어 공급된다. 메커니즘을 커버에 조립한 후 즉
시 이 고무줄을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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