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해/조립 방법
1. 캡을 분해합니다.
2. 잠금너트를 풀고 반드시 조절나사를 반시계방향으로 완전히
푼다음 분해합니다.
(스프링이 압축된 상태를 해제시키기 위함)
3. 볼트를 풀고 스프링케이스를 분해합니다.
4. 조절나사 및 스프링시트,스프링,다이아프램너트를 분해합니다.
5. 다이아프램시트,다이아프램을 분해합니다.
(다이아프램 오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조립은 분해의 역순으로 진행합니다.
※ 상부 조절나사 부위 누수 발생시 1~3까지 진행 후 조절나사
의 내부 오링을 교체하고 역순으로 조립한후 확인합니다.

제품 취급설명서
물용감압밸브
SHPRV-01(02),S11

제품 QR코드

A/S 규정 및 안내 Tel 031.480.8030(내선 3번)
1. 제품 인수 시에 제품 외형의 이상 유무와 밸브 액세서리 파손 여부를 확
인해 주십시오.
2. 1번 사항의 제품 외형이나 밸브 액세서리 파손이 발견된 경우, 제품 수령
후 15일 이내에 본사 A/S 부서로 필히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접수시 유상처리 될 수 있습니다.
3. 제품의 무상A/S 기간은 출고시점부터 2년으로 규정하며, 그 외의 액세
서리(파이롯트 동관, 볼밸브 등)은 6개월입니다.
4. 당사에서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자 노력하
고있습니다. 혹시라도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주
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처리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설치장소
▶현 장 명

신한시스템밸브(주) [본사/공장] 경기도 시흥시 마산로 206(조남동)
Tel: 031.480.8030 / Fax: 031.480.8031

물용감압밸브 SHPRV-01(02)

설치 및 취급주의 사항

밸브 설치도

1. 본 제품은 중량물이므로, 배관에 설치 시 제품의 낙하 등에 의해서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니 제품을 확실하게 지지하여
주십시오.
2. 밸브 몸체의 화살표(유체흐름) 방향과 배관 유체흐름 방향이 일치하도록 설치하여 주십시오.
3. 제품에 무리한 하중, 충격, 진동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주십시오.
4. 밸브의 설치방향은 수평, 수직 설치가 가능합니다.(단, 100A 이상은 수평배관만 가능)
5. 제품의 입구측에는 반드시 스트레이너를 설치해 주십시오.
6. 제품의 출구측에는 고장 시 승압을 고려하여, 안전도피밸브(안전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도피밸브의 능력은
일반적으로 감압밸브 최고용량의 10%정도(밸브 누설량에 해당)로 선정해 주십시오.
7. 보수점검 및 압력조정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출구측 게이트밸브 전에 배출관(드래인밸브)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8. 제품의 입구측, 출구측에는 반드시 압력계를 설치하여 주십시오.(미설치 시 압력조정 불가)
9. 감압밸브의 전.후 게이트밸브를 잠근 다음 바이패스를 통해 이물질 제거 및 청소를 충분히 한 후 바이패스 밸브를 잠그고
감압밸브의 전.후 게이트 밸브를 열어 유체를 통과시켜 밸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10. 분해 점검 시에는 여유공간이 필요하므로, 유지보수를 위한 여유공간 H 이상의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 밸브 분해 공간이 없을 시, A/S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발생원인 및 조치방법

사용 시 주의 사항
1. 제품을 설치 후, 유체가 분출될 경우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고온유체가 분출되는 경우,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2. 제품의 분해 시에는, 1차측의 공급밸브를 닫고, 제품 내의 유체를 서서히 배출하여, 압력이 제로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고
온유체의 경우는 본체를 맨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차가워질 때 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3. 내부 이물질로 인하여 오동작을 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밸브 전.후의 스트레이너 청소를 하여 주십시오.
4. 본 제품의 기능 및 성능 확인을 위해,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해 주십시오.

발생현상

원 인

조치방법

상부에 물이 고여있거나 물이 비침

조절나사 내부 오링 파손

조절나사 내부 오링 교체

바디누수

주물불량

바디교체 또는 밸브교체

조임불량

재조임

다이아프램 불량

다이아프램 교체

다이아프램 파손

다이아프램 교체

시트,디스크 접촉부 이물질

밸브 내부 이물질 제거

상부커버 와 바디 연결부 누수

1차측 압력과 2차측 압력이 같음

유지보수를 위한 여유공간
※ SHPRV-S11 SCREW TYPE

단위:mm

SIZE

20A

25A

32A

40A

H

500

500

600

600

※ SHPRV-01, 02 FLANGE TYPE
SIZE

32A

40A

50A

65A

80A

H

600

600

600

700

700

단위:mm
100A 125A 150A
800

1000 1000

※ 조절나사 상부로 누수가 되는 경우 다이아프램 파손 및 내부 조임 불량 가능성이 높다.

압력 조절 방법
1.
2.
3.
4.

감압밸브 출구측의 게이트밸브를 서서히 닫아줍니다.
로크너트를 풀어줍니다.
조절나사를 시계방향으로 회전 시 출구측 압력이 증가합니다.
조절나사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 시 출구측 압력이 감소합니다.
※ 단, 압력 감소 시에는 출구측의 드레인밸브를 열어 압력을 뺀 후
드레인 밸브를 다시 닫아야 출구측 압력이 감소됨을확인할 수
있으니 조절나사 조정후 반드시 출구측 압력을 빼주셔야 합니다.
5. 감압밸브 출구측의 게이트밸브를 서서히 열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