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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치 및 정비 지침서」는 사용고객이 제품을 설치하시기 전에 그 내용을 숙지하여 정확한 설치는 물론 원활한 운전과 완벽한 정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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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2. 제품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품의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당사 AS팀으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신속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AS팀 문의처 : TEL (032)820-3082 / FAX (032)815-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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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정보
운전지침서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1.11 항목 참조)이 본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설치, 시운전 및 유지보수를 해야만 안
전한 운전을 보증할 수 있다. 배관과 설비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과 안전 규정뿐만 아니라 공구 및 안전장비의 적절한 사용 규
칙을 준수해야 한다.
1.1 사용처
설치 및 정비 지침서, 명판, 제품 사양서(TIS)등을 참조하여 사용 및 응용처에 적합한지 점검한다.
본 제품은 EU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PED) 및 UK Pressure Equipment (Safety) Regulations (PER)의 요구조
건을 준수하며 SEP 카테고리에 속한다. SEP에 속한 제품은 마크의 제공이 불가능하다.
i) 본 제품은 특별히 PED Group 2에 속하는 스팀, 공기 또는 응축수/물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외의 유체에도 사용 가능
하나 반드시 스파이렉스사코에 문의하여 사용처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ii) 재질의 적합성, 최대·최소 압력 및 온도 조건을 점검한다. 제품의 최대운전한계가 설치되는 시스템의 최대운전한계보다 낮거나
제품의 오작동이 과압 또는 과온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안전 장치가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
iii) 유량 흐름을 고려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iv) 스파이렉스사코 제품은 연관된 시스템에 의해서 발생된 외부 응력까지 견디도록 설계되지는 않았다. 이를 고려하여 외부 응력
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예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설치 담당자의 책임이다.
v) 연결부의 모든 보호구와 명판의 필름은 스팀 및 기타 고온 유체의 설치 전에 제거한다.
1.2 접근
제품에 접근할 때 안전에 유의하며, 필요하다면 작업 전에 안전 작업대를 설치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적절한 리프팅 장치를 준비
한다.
1.3 조명
특히 세밀하고 복잡한 작업이 필요한 곳에서는 적절한 조명을갖추어야 한다.
1.4 배관 내의 위험 액체 또는 가스
현재 배관 내에 무엇이 있는지 또는 이전에 배관 내부에 무엇이 있었는지 점검한다. 인화성 물질, 인체에 유해한 물질, 높은 온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5 제품 주변의 위험한 환경
폭발 위험 지역, 산소가 부족한 지역(예: 탱크 또는 비트), 위험한 가스, 온도가 매우 높은 곳, 뜨거운 표면,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예: 용접 시), 심한 소음, 움직이는 기계류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시스템
예정된 작업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예정된 조작(예, 차단밸브를 닫는 것, 전원 차단)이 시스템의 다른 부
분 혹은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한다. 배기 밸브나 보호 장치의 차단 또는 제어장치나 경보장치의 비정상적인 작동 등
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시스템에 갑작스런 충격을 피하기 위해 차단밸브는 천천히 개폐되어야 한다.
1.7 압력 시스템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예정된 작업구간으로 유입되는 압력을 차단하고, 대기압 상태로 안전하게 배기하여야 한다. 압력을 이중
으로 격리(이중 차단과 배기)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고, 작업 도중 닫혀져 있는 밸브를 열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하거나 “밸브
닫힘” 등의 라벨을 부착한다. 압력계가 “0”을 지시하더라도 시스템에 압력이 없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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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온도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차단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작업한다.
1.9 도구 및 소모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작업도구 또는 소모품을 준비해야 한다. 스파이렉스사코 정품만을 사용한다.
1.10 보호 작업복
작업 당사자나 주변의 관련자는 화학물질, 고온/저온, 방사선, 소음, 낙하 물체, 눈과 얼굴 또는 인체에 위험한 요소 등의 위험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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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지침서”를
충분히 읽고 숙지하여야 한다.
공식적인 작업 허가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한 절차가 없는 경우 책임자는 작업 진행 상황을 반
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안전 책임자를 두는 것을 권장한다.
필요하다면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다.
1.12 취급
크거나 무거운 제품의 수동조작은 다칠 위험이 있다. 맨몸으로 짐을 올리고, 누르고, 당기고, 운반하고, 받들고 있는 것과 같은 행
동들은 특히 허리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일, 개인, 물건,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위험을 예측하고 작업이 수행되는 환경에 따라
적절한 취급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1.13 잔여 위험
정상 운전 시 제품의 외부 표면온도가 매우 뜨거울 수 있다. 최대허용운전 조건에서 사용한다면, 어떤 제품의 표면온도는 300℃까
지 올라갈 수 있다. 대부분의 제품에는 자체적으로 드레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므로 설치되어 있는 제품을 분해하거나 배관으로
부터 제품을 떼어낼 때 주의해야 한다(‘설치 및 정비 지침서’에 따른다).
1.14 동파
동파방지용 자체 드레인 기능이 없는 제품은 제품이 어는 점 이하의 온도에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동결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
하여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1.15 폐기
설치 및 정비 지침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제품은 재활용이 가능하며, 다음을 제외하고 적절한 폐기 절차에 의하여 폐기된
경우 어떠한 생태학적인 위험도 없다.
1.16 반품
고객과 재고 관리자는 EC 보건안전 및 환경 법률 하에 스파이렉스사코에 제품을 반품할 때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잔존 오염 물질 또는 기계적인 손상 때문에 입게 될 모든 위험과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위험 또는 잠재적인 위험물로 분류된 물질에 대한 건강 및 안전자료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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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정보
2.1 일반 정보
UTD26, UTD26Y 시리즈는 스텐레스강 재질의 무전해 니켈 도금(ELNP) 처리된 써모다이나믹 스팀트랩으로 에너지 효율성과
내식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UTD26, UTD26Y 모두 두 개의 볼트로 배관커넥터와 체결되므로 빠르고 쉬운 정비가 가능하다. 트랩은 렌치 하나로 쉽게 제거
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정지를 최소화한다.

UTD26 시리즈
UTD26 시리즈는 내장 스트레나가 없는 스텐레스강 써모다이나믹 스팀트랩이다.
UTD26은 두 개의 볼트로 배관커넥터와 체결되므로 빠르고 쉬운 교체가 가능하다.
UTD26은 내장 스트레나가 없어 1차측에 별도의 스트레나를 설치해야 한다.
UTD26Y는 내장 스트레나를 포함한다. 선택사양으로 일체형 블로우다운 밸브를 장착할 수 있다.
공급가능한 모델 - UTD26Y 스트레나 내장
UTD26LY
UTD26HY
UTD26LAY
UTD26HAY

저용량, 트레이싱
대용량
저용량, 트레이싱, 에어바인딩 방지용 디스크
대용량, 에어바인딩 방지용 디스크

공급가능한 모델 - UTD26 스트레나 별도 설치 필요
UTD26L
UTD26H
UTD26LA
UTD26HA

저용량, 트레이싱
대용량
저용량, 트레이싱, 에어바인딩 방지용 디스크
대용량, 에어바인딩 방지용 디스크

주: 스트레나가 내장되지 않은 UTD26은 배관 커넥터에 스트레나가 내장되어 있거나, 1차측에 Y타입 스트레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선택사양
보온 커버
외부 환경으로부터 과도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온 커버
내장 블로우다운 밸브
블로우다운 밸브는 스트레나 캡 대신 블로우다운 어댑터가 장착되어 제공된다. 블로우다운 밸브를 사용하면 스트레나에서 제거
된 이물질을 외부로 배출 가능하며, 이 작업은 시스템의 청결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표준
본 제품은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PED), UK Pressure Equipment (Safety) Regulations (PER)의 요구조건을
따르며 ASME 규격을 준수한다.
성적서
본 제품은 EN 10204 3.1 성적서의 발급이 가능하다.
주: 모든 성적서 및 인증서는 반드시 주문 시 명기한다.
주: 자세한 정보는 기술정보시트(TI-P154-04)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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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경 및 배관연결방법

2.2 Sizes and pipe connections

UTD26,
UTD26Y는
다음과 같은
배관
수 있다.
The UTD26
and UTD26Y
can
be커넥터를
fitted to 연결할
a variety
of different pipeline connectors which include:PC10HP
배관 커넥터
ASME 600
(TI-P128-10)
PC10HP
Straight connector
ANSI/ASME 600
(see TI-P128-10)
PC20
배관 커넥터, Y 타입 스트레나
ASME 300
(TI-P128-15)
PC20
Connector
with 밸브
Y-type
ANSI/ASME
(see TI-P128-15)
PC3_
배관
커넥터, 피스톤
1개strainer
ASME 600 300
(TI-P128-34)
PC4_
배관
커넥터, 피스톤
2개 isolation valve
ASME 600 600
(TI-P128-33)
PC3_
Connector
with 밸브
one piston
ANSI/ASME
(see TI-P128-34)
STS17.2
스팀트랩 스테이션
PN40
(TI-P128-22)
PC4_

Connector with two piston isolation valves

ANSI/ASME 600

(see TI-P128-33)

주: 스트레나가 내장되지 않은 UTD26은 배관 커넥터에 스트레나가 내장되어 있거나, 1차측에 Y타입 스트레나가 설치되어 있는
STS17.2
Steam Trapping Station
PN40
(see TI-P128-22)
경우에만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Note: Spirax Sarco recommend that UTD26 without strainer variants only be installed on a pipeline connector

배관
커넥터에
대한
자세한 or
정보는
해당
기술정보시트(TIS)를
참조한다.
with
integral
strainer
when
a y-type
strainer is installed
upstream of the trap.

See the relevant Technical Information Sheet as listed above for details of the connections available on
pipeline connectors.

UTD26LA, UTD26HA, UTD26LAY, UTD26HAY
에어바인딩 방지용 디스크 (선택사양)

그림 1. UTD26L, UTD26H
PC10HP 커넥터 체결시 이미지

그림 2. UTD26LY, UTD26HY
PC10HP 커넥터 체결 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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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압력/온도 한계 (ISO 6552)
압력 psi g

250
250B

150
150

100
100

200
200

300
300

400
400

500
500 600
600

B

포화증기
곡선

5050
00
00

1010

2020

CC

3030

4040

725
725
797
797
650
650
550
550
450
450
350
350
250
250
150
150
00
5050

온도 °F

온도 ℃

00
425
425
350
350A A

압력 bar g
이 영역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영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A-C

UTD26LY, UTD26HY, UTD26L, UTD26H

B-C

UTD26LAY, UTD26HAY, UTD26LA, UTD26HA

주: 배관 커넥터가 연결된 경우 전체 어셈블리의 작동 한계를 따른다. 배관 커넥터의 한계 조건은 해당 기술정보시트(TIS)를 참조
한다.
몸체설계조건

ASME B16.34 Class 300

최대허용압력(PMA)

49.6 bar g @ 38°C (719 psi g @ 100 °F)

최대허용온도(TMA)

425°C @ 28 bar g (797 °F @ 406 psi g)

최소허용온도

0 °C (32 °F)

최대사용압력(PMO)

최대사용온도(TMO)

26 bar g (377 psi g)
UTD26L, UTD26H,
UTD26LY, UTD26HY

370°C @ 26 bar g (698 °F @ 377 psi g)

UTD26LA, UTD26HA,
UTD26LAY, UTD26HAY

255°C @ 26 bar g (491 °F @ 377 psi g)

최소사용온도

0 °C (32 °F)

최대차압(△PMX)

26 bar g (377 psi g)

최대허용배압(PMOB)

1차측 압력의 80%

1차측 최소사용압력

0.25 bar g (3.6 psi g)

수압시험압력

75 bar g (1087.7 psi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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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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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Before actioning any installation observe the 'Safety information' in Section 1.

3. 설치 방법

Referring to the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Instructions, name-plate and Technical Information Sheet,
that the
is suitable
for the
intended
installation:
주:check
설치 작업을
하기product
전에 1장의
안전 정보를
반드시
숙지한다.

3.1

설치 및 정비
지침서,
명판, 기술자료(TIS)를
제품의and
기술정보가
설치에 적합한지
Check
materials,
pressure and참조하여
temperature
their maximum
values. If확인한다.
the maximum operating limit
of the product is lower than that of the system in which it is being fitted, ensure that a safety device

최대·최소
압력 및 온도
조건을 overpressurisation.
점검한다. 제품의 최대운전한계가 설치되는 시스템의 최대운전한계보다 낮거
3.1 재질의is적합성,
included
in the system
to prevent
나 제품의 오작동이 과압 또는 과온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안전 장치가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

3.2

Determine the correct installation situation and the direction of fluid flow.

3.2 유체의 흐름 방향을 고려하여 올바른 설치 방향을 결정한다.

Remove protective covers from all connections and protective film from all name-plates, where
연결부의
모든 보호구와 명판의 필름은 스팀 및 기타 고온 유체의 설치 전에 제거한다.
3.33.3
appropriate, before installation on steam or other high temperature applications.

3.4 UTD26, UTD26Y는 어떠한 배관 커넥터에도 설치 가능하지만 트랩 몸체는 캡이 반드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도록 설치해
The UTD26 and UTD26Y can be installed on any pipeline connector, but must be installed in a
3.4
야 한다. 배관 커넥터에 대한 자세한 설치 정보는 별도의 배관 커넥터 설치 및 정비지침서를 참조한다.
horizontal plane with the top cap uppermost. See separate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Instructions
두 가스켓이
모두 깨끗하고
손상되지connectors
않았는지 확인하고
연결구가 깨끗한지
확인한다.
트랩 몸체를 커넥터 가스켓 면에 위치
for Spirax
Sarco pipeline
(IM-P128-06,
IM-P128-11
and IM-P128-13).
시키고 캡이 가장 높은 곳에 있도록 한다.
Ensure that both gaskets are clean and undamaged and that the transfer holes are clear. Place the
커넥터 나사(13) 나사산에 고착방지용 윤활유를 소량 바른다. 가스켓 면을 평행하게 배치하고 손으로 나사를 조인 후 권장사
trap body against the connector gasket face, ensuring that the top cap is uppermost and the trap
용토크(표
사용하여 조인다. 운전 조건에 도달할 때까지 차단 밸브를 천천히 개방한다.
itself1is참조)를
horizontal.
없는지
확인한다.
3.5 누출이Apply
a small
amount of anti-seize compound to the threads of the connector screws (13). Tighten the

tight
until
the mating
faces
are in 이때
parallel,
intimate
contact.
Tighten
the screws
대기로 finger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장소가gasket
안전한지
확인한다.
배출 유체의
온도는
100°C
(212 °F)이어야
한다.
3.6 트랩이screws
to the recommended torque value (see Table 1, page 12). Open isolation valves slowly until normal
operating conditions are achieved.

3.5

Check for leaks.

3.6

If the trap is to discharge to atmosphere ensure it is to a safe place, the discharging fluid may be at
a temperature of 100 °C (212 °F).

스트레나 캡

그림 3. 올바른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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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운전
설치 및 정비 작업이 완료되면 시스템이 온전한 기능을 하는지 시험해야 한다.
모든 경보 및 보호장치에 대한 테스트도 실시한다.

5. 작동 방법
UTD26, UTD26Y는 디스크를 사용하여 스팀의 누출을 막고 응축수의 배출을 조절하는 써모다이나믹 스팀트랩이다. 트랩은 스
팀의 온도에 근접하여 응축수를 배출하기 위해 개방과 폐쇄를 반복한다. 뜨거운 응축수의 부분적인 재증발에 의해 발생된 동력에
따라, 유일하게 움직이는 부분인 디스크가 올라가고 떨어진다. 차가운 응축수, 공기 및 비응축성 가스가 중앙의 오리피스를 통해
트랩에 유입되어 디스크를 올린 후 출구측 오리피스를 통해 배출된다. 응축수의 온도가 스팀의 온도에 도달하면 응축수가 트랩에
유입됨에 따라 응축수의 일부가 재증발한다. 재증발증기는 디스크의 하부를 빠른 속도로 통과하고 컨트롤 챔버의 상부에 모인다.
이에 따른 압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디스크가 시트 표면으로 내려오고 흐름이 멈춘다. 트랩 몸체를 통한 열손실에 의해 컨트롤 챔버
내의 압력을 떨어질 때까지 트랩은 완전히 닫혀 있게된다. 챔버 내의 압력이 떨어지면 디스크가 올라가고 이 과정이 반복된다. 보온
커버를 설치하면 낮은 외기온도, 바람, 비 등에 의한 트랩 몸체에서의 과도한 열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IM-P154-05 CMGT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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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비 방법
주: 정비 작업을 하기 전에 1절의 안전정보를 반드시 숙지한다.
경고
UTD26/UTD26Y를 PC_ 커넥터 설치 시 사용되는 안쪽 및 바깥쪽 가스켓은 얇은 스텐레스강 재질의 보강 링이 들어있으므로 링
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6.1 일반 사항
트랩을 정비하기 전에 트랩 전후 차단밸브를 완전히 닫고 압력을 차단하여 대기압 상태로 안전하게 배기한 후 트랩이 냉각되도록
해야 한다. 조립 시에는 연결 표면이 깨끗하도록 한다.
6.2 트랩 교체
- 항상 적절한 공구와 보호장비를 사용한다.
- 트랩은 두 개의 커넥터 나사(13)을 풀면 교체가 가능하다.
- 새로운 트랩을 커넥터 가스켓 면에 위치시키고 커넥터 나사의 나사산에 고착방지용 윤활유를 소량 바른다.
- 몸체를 커넥터와 평행하게 한 후 손으로 나사를 조인다.
- 권장사용토크(표 1 참조)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인다.
- 운전 조건에 도달할 때까지 차단 밸브를 천천히 개방한다.
- 누출 여부를 점검한다.
6.3 디스크/시트 교체 및 정비
- 보온 커버(14)가 있는 경우 제거하고 캡(2)을 적합한 소켓 또는 스패너를 사용하여 푼다. 파이프렌치 등을 사용할 경우 캡에 손
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켓이나 스패너를 사용하도록 한다.
- 디스크(3)와 몸체 시트 면이 약간만 마모된 경우 개별적인 래핑으로 정비할 수 있다. 래핑은 연마제를 사용하여 8자 형태로 작업
할 것을 권장한다.
마모가 많이 진행되어 래핑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몸체측 시트를 그라인더로 평평하게 그라인딩한 후 래핑한다. 단, 제거되는
시트 두께는 0.25 mm(0.01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재조립 시 디스크(3)의 홈이 있는 부분이 시트를 향하게 한 후 캡(2)을 조립한다. 나사식의 캡에는 가스켓이 필요 없으나 적절한
고온용 고착방지용 그리스를 나사부분에 발라주어야 한다. 권장사용토크(표 1 참조)를 사용하여 캡(2)을 조인다.
- 운전 조건에 도달할 때까지 차단 밸브를 천천히 개방한다.
- 누출 여부를 점검한다.

IM-P154-05 CMGT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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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2
3

시트 면

그림 4. UTD26LY, UTD26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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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스트레나 스크린 교체 및 정비
UTD26Y
- 스패너를 사용하여 스트레나 캡(6)을 푼다.
- 스크린(4)을 분리하여 청소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한다.
- 가스켓(5)을 제거하고 가스켓 면을 청소한 다음 새 가스켓으로 교체한다.
- 재조립을 위해 스크린(5)을 캡(6) 안에 넣고 캡을 다시 조인다.
주: 캡 나사산에는 적절한 고착방지용 그리스를 도포해야 한다. 가스켓(7)과 가스켓면은 깨끗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캡(6)을 조
일때는 권장사용토크(표 1 참조)를 사용한다.
- 운전 조건에 도달할 때까지 차단 밸브를 천천히 개방한다.
- 누출 여부를
4 4 점검한다.
UTD26Y + 일체형 블로우다운 밸브
- 스패너를 사용하여 어댑터(23)를 푼다.
- 스크린(4)을 분리하여 청소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한다.
- 가스켓(5)을 제거하고 가스켓 면을 청소한 다음 새 가스켓으로 교체한다.
- 재조립을 위해 스크린(5)을 어댑터(23) 안에 넣고 캡을 다시 조인다.
주: 캡 나사산에는 적절한 고착방지용 그리스를 도포해야 한다. 가스켓(7)과 가스켓면은 깨끗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댑터(23)
을 조일때는 권장사용토크(표 1 참조)를 사용한다.
- 운전 조건에 도달할 때까지 차단 밸브를 천천히 개방한다.
4 AE30A
shown
Fig. Fig.
4 점검한다.
AE30A
shown
- 누출 여부를

표 1. 권장사용
토크
Table
1 Recommended
tightening
torques
Table
1 Recommended
tightening
torques
번호

Item
No. No.
부품Item

2

1LY /1LAY, L / LA
8HY /8 HAY, H / HA

6
13

or
또는 or

N mNNmm

mmmm
mm

/F
30 A30
/F AA/F
36
Cheesehead
Cheesehead
41 A/F

IM-P017-08
ST Issue
IM-P017-08
ST Issue
11 11

24 A/F

M4 xM4
6 x6

(lbf ft)
(lbf ft)

(lbf ft)

- 8.6) 99 - 110
10 - 10
12- -12150
(7.0 (7.0
- 8.6)
135
- 2.0)133 - 148
2.5 -2.5
2.8- -2.8
(1.8 (1.8
- 2.0)
180
200

M18

75 - 80

9

55 - 59
9 24.3

9/16" A/F

33

20

27 A/F

56 - 50

33 - 37

22

24 A/F

M18

75 - 80

55 -59

23

27 A/F

M18

75 - 80

55 -59

주: 블로우다운 밸브 나사(그림 6 참조)는 22 - 25 N m(16 - 17 lbf ft)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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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5

6

23

그림 5.UTD26LY
UTD26LY,and
UTD26HY
UTD26HY version shown
Fig. 5

IM-P154-05 CMGT Issue 1

UTD26 and UTD26Y Thermodynamic Steam Traps

Page 14

설치 및 정비 지침서

6.5 블로우다운 밸브 정비 방법
배출구 위치 조절 방법
- 블로우다운 밸브 배출구의 위치를 설정하려면, 잠금너트(20)을 풀고 블로우다운 밸브 어셈블리(15)를 나사가 완전히 결속될 때
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린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0 - 360도 돌려 적절한 출구 위치를 설정한다. 잠금너트(20)는 45-50 Nm의
토크로 다시 조인다.
- 블로우다운 밸브 글랜드 패킹(21)의 누출 발생 시 잠금너트(20)를 조인다. 누출이 지속될 경우 글랜드 패킹을 교체한다.

글랜드 패킹 교체 방법
- 스패너를 사용하여 잠금너트(20)를 푼다.
- 블로우다운 밸브 어셈블리(15)를 하부 몸체(22)에서 분리한다.
- 글랜드 패킹(21)을 하부 몸체(22)에서 제거하고 씰링 표면을 청소한 후 새 것으로 교체한다.
- 재조립을 위해 블로우다운 어셈블리(15)를 나사가 완전히 결속될 때까지 다시 조인다. 이 때 글랜드 패킹(21)에 손상이 가지 않
도록 주의한다. 그 후 반시계 방향으로 0 - 360도 돌려 적절한 출구 위치를 설정한다. 잠금너트(20)는 45-50 Nm의 토크로 다
시 조인다.
가스켓 교체 방법
- 스패너를 사용하여 잠금너트(20)를 푼다.
- 스패너를 사용하여 하부 몸체(22)를 푼다.
- 가스켓(5)을 제거하고 가스켓 면을 청소한 다음 새 가스켓으로 교체한다.
- 재조립을 위해 하부 몸체(22)를 제 위치에 다시 조인다. 이 때 나사산에 적절한 고착방지용 그리스를 도포해야 한다. 가스켓(7)
과 가스켓면은 깨끗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캡(6)을 조일때는 권장사용토크(표 1 참조)를 사용한다.
- 블로우다운 어셈블리(15)를 나사가 완전히 결속될 때까지 다시 조인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0 - 360도 돌려 적절한 출구 위
치를 설정한다. 잠금너트(20)는 45-50 Nm의 토크로 다시 조인다.
- 몸체(1)와 어댑터(23)사이의 가스켓(5)에서 누출이 발생하는 경우 어댑터를(20)를 꽉 조인다. 누출이 지속될 경우 가스켓을 교
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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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UTD26LY, UTD26HY

UTD26LY and UTD26HY version shown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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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비 부품
공급가능한 정비부품은 다음과 같다. 회색선으로 표시된 부품은 공급이 불가능하다.
공급가능한 정비부품
Inner and outer gasket set (pack of 3)

10, 11

Connector screws and inner and outer gasket set

10, 11, 13

Disc (pack of 3)

UTD26LY, UTD26HY, UTD26L, UTD26H

Disc, strainer screen, and strainer cap gasket

UTD26LAY, UTD26HAY, UTD26LA, UTD26HA

Strainer cap gasket (pack of 10)
Strainer screen and strainer cap gasket
(pack of 3 each)
Gland packing (pack of 3)

UTD26_Y

5

UTD26_Y

4, 5

Blowdown valve

Insulating cover

3
3, 4, 5

21
14

정비부품 주문 방법
항상 "공급가능한 정비부품"에 명시된 부품명을 사용하고, 트랩의 구경 및 종류를 명시한다.
예: 1 - Packet of 3 discs for a Spirax Sarco UTD26LAY steam 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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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UTD26LY, UTD26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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