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지침

1. 안전성

KO

경고!
설치, 시운전 및 작동에 앞서, 특정 측
정 조건에 대한 측정 범위, 설계 및 적
합한 접합부 재질(부식) 등을 고려하
여 알맞은 압력계를 선택하도록 하십
시오. 명시된 측정의 정확성과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되는 허용 부하를 반드시 지
켜야 합니다.

압력계

예시:

자격을 갖춘 기술자만이 공장장의 승인을 받아
압력계를 설치, 정비 및 수리할 수 있습니다.
산소, 아세틸렌, 인화성 또는 독성 가스 또는 액
체 및 냉장 장치, 컴프레서 등 유해한 유체에 대
해서는 모든 표준 규정 외에도 적합한 기존 법령
및 규정 역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모델 732.14, 최대
400bar의 과압
안정성
모델 432.56, 최대
100bar의 과압
안정성

EN 837 에 따라 안전성 버전에 부합하지 않는 압
력계에서는 고압을 받은 유체가 기기 고장 시 파
손된 부분을 통해 누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
체성 유체 및 사용 압력 > 25bar에 대해서는 EN
837-2에 따라 안전성 버전 S3가 권장됩니다.

모델 213.40

압력 유체는 외부 화재 후, 특히 연납땜 이음 부
위에 누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기기
를 검사하고, 필요할 경우 플랜트 재시운전 전에
교체해야 합니다.

현행 압력장비ㅣ 사용지침(pressure equipment
directive)에 따른 참고사항

각 규정을 비준수 시 해당 장비에 심각한 피해
및/또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력계는 "압력 악세사리"로 정의됩니다.
 WIKA 압력계의 “압력 베어링 하우징” 용적은 < 0.1L
입니다.
 허용 사용 압력이 > 200bar인 압력계에는 부록 II
도표 1에 따라 유체군 1에 해당되는 CE 표시가 부
착됩니다.

2. 기계식 연결부

압력계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규정(예: EN
837-2)을 따릅니다. 기기를 나사로 연결할 때는
이에 요구되는 힘을 케이스를 통해서 적용해서
는 안 되며, 본 목적으로 제공되는 스패너 플랫을
통해, 즉 적합한 공구를 사용해 적용해야 합니다.
평행 쓰레드의 경우, 평형 가스켓, 렌즈형
씰링 또는 WIKA 가스켓을 씰링 표면 

이 표시가 부착되지 않은 기기는 4항 3절 "sound
engineering practice"에 따라 제조됩니다.
표준 규격(모델 별로 상이함)
EN 837-1
EN 837-2
EN 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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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패너 플랫

설치 시, 요구사항
측정 기기로 이어지는 라인이 충분히 안정적이
지 않으면, 측정 기기 홀더를 사용해 (그리고 가
능하면 유연한 캐필러리를 통해)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합한 설치로도 진동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오일 충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흙
등의 먼지와 주위 온도의 심한 변동으로부터 기
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모델 732.14, 전면 베젤 마운팅 시 참고사항: 전
면 베젤은 마운팅 패널에서 센터링이자 조리개
의 역할을 합니다. 압력 커넥션 파이핑을 통해 고
정 및 중량 부하 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3. 허용 주위 온도 및 작동 온도

압력계를 봉입할 때는 대류 및 열복사의 영향을
고려하고, 허용 온도 한도를 초과하거나 밑도는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표시 정확
도에 따라 온도의 영향을 관찰하십시오!
4. 보관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 시까
지 압력계를 원래 포장대로 보관하십시오.
측정 기기를 습기와 먼지로부터 보호하십시오.
보관 온도 범위: -40 ... +70°C
보관 온도 범위 모델 PG23LT: -70 ... +70°C
5. 정비 및 수리

압력계는 정비가 필요 없는 제품입니다. 측정 정
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
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이나 재교정은 해당 장비
에 대해 자격을 갖춘 능숙한 기사가 실시해야 합
니다. 마운팅을 해제할 때는 벤트 밸브를 잠그십
시오(있는 경우).

오픈 스패너로
설치

사양: www.wkka.de에서 데이터시트 참조

압력계에 후면폭발유도장치를 피팅할 때는 파편
이나 먼지 등으로 막히지 않게 보호해야 합니다.
안전 압력계의 경우(k 참조),후면폭발유도장치 뒤
로 > 20 mm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설치 후, 벤트 밸브를 열거나(벤트
밸브가 있는 경우) CLOSE(잠금)를
OPEN(열림)으로 설정하십시오. 모
델 4 및 7의 경우, 플랜지 연결부 나
사를 풀지 마십시오. 벤트 밸브의 버전은 모델에
따라 다르며 위 그림과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쓰레드 
의 씰링

씰링면 
에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테이퍼 쓰레드
(예: NPT 쓰레드) 에는, PTFE 테이프 같은 추가
씰링 재질을 사용해 쓰레드 에테이핑 작업을
하십시오. (EN837-2).
토크는 사용되는 씰링에 따라 다릅니다. 최대한
판독이 잘 이루어지도록 측정 장비를 위치시키
기 위해서는, 클램프 소켓이나 유니온 너트를 이
용하여 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경고!
마운팅을 해제한 압력계에 남아 있는
유체는 인체와 환경, 그리고 장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