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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AKI  BELLOWS PUMP FW SERIES를 구매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취급 설명서는 안전상의 주의 , 개요편, 설치편, 조작편, 보수편으로 나눠, PUMP 

취급과 조작 방법등에 대하여 설명 되어 있습니다. 

BELLOWS PUMP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기간 효율 좋게 잘 사용하여 주시가 위해 

PUMP 사용에 앞서 반드시 끝까지 읽어 주시고,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고난 후에, 올바르게 사용 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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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품의 점검 ……………………………………………………………………………………… 

 2. 작동원리 …………………………………………………………………………………………. 

 3. 형식표시 …………………………………………………………………………………………. 

 4. 사양 ………………………………………………………………………………………………. 

 5. 외형수법. 무게 ………………………………………………………………………………….. 

 6. 각부의 명칭과 구조 ……………………………………………………………………………. 

 7. 주요부사고의 설명 ……………………………………………………………………………… 

설치편 …………………………………………………………………………………………………. 

1. 사용에 앞서 ……………………………………………………………………………………  

2. 설치, 배관, 배선 …………………………………………………………………………… … 

조작편 …………………………………………………………………………………………………. 

 1. 운전준비…………………………………………………………………………………………… 

 2. 운전방법 ………………………………………………………………………………………….. 

 3. 운전상의 주의 ……………………………………………………………………………………. 

보수편 ………………………………………………………………………………………………….. 

1. 사고대책 ..……………………………………………………………………………………….. 

 2. 보수. 점검 ………………………………………………………………………………………… 

 3. 소모부품 ………………………………………………………………………………………….. 

* 보증, 수리 서비스에 대하여 ……………………………………………………………………… 

 이 설명서는 최종 사용자가 보존 관리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읽고 난 후에는 제품 옆에 상시 보관하여 상용자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반드시  

  보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불명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 또는 대리점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 요 사 항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하시기 위해 

 사용자나 다른 사람의 피해, 재산의 손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상의 

주위를 잘 읽은 후, 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항에 표시한 주의 사항은, 안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기재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와 의미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경고 

경고사항을 지키지 않게 되면 사망이나 중상에 이르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부상을 당하거나, 제품의 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표 기호의 설명 

 

 

 

 

 

 

 

 

 

 

 

 

 

 

경고,주의는 지킬 사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의 안에는 구체적인 

경고 내용, 또한 주의 내용이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금지사항이 표시 되어 있습니다.  

의 안이나 가까운 곳에 가까운 곳에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할 행위를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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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상의 주의 

 

  경   고  

*확인하여주십시오 

이상 전원이 들어 왔을 때에는 PUMP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PUMP

는 는 ON/OFF 스위치가 없습니다. 전원 CODE의 접속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어 시동 합니다 

* 개조금지 

  PUMP의 개조는 위험하므로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허가 없이 개조하여 발생한  

인사사고나 고장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적용외 사용금지 

  PUMP의 사양, 규정된 용도 이외에는 PUMP를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체에의 장해나 물품의 파손이 발생해도 책임 지지 않습니다. 

* 배출금지  

  PUMP로부터 배출되는 화학액 등의 유해액은 지면등에 직접 배출 하지 말아주십시오, 

 유해물의 처분은 적용되는 법규에 따라 주십시오 

* 접촉금지 -–고온액 이송의 경우 PUMP본체나 배관의 표면온도가 높게 되어 있으므로 맨손

으로 접촉하게 되면 화상이 입는 매우 위험합니다. 50℃이상의 액체를 보내는 경우는 손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호 장치를 설계하여 주십시오. 

                               
 

주   의   

*사양 전원 이외는 금지- 사양명판에 기재되어 있는 전원 전압 이외는 사용 하지 말아 

 주십시오 .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 보호구 착용 -분해, 조립, 수리등 작업 할 때는 보호구(안경, 작업모,마스크,내산장갑등)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십시오.또한 사전에 깨끗한 물로 세정하여 주십시오  

 *취급제한-   PUMP의 취급에는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여 주십시오. 
 

*PUMP 세정 

사용전에 반드시 순수로 사용액 등을 준비 세정 하여 주십시오  

* 누수대책 – 사용 약액이 인체나 설비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보호 벽이나 

  받을수 통등의 보호장치를 하여주십시오. 만일 PUMP나 배관으로부터 약액이 흐르거나  

  비산이 생기는 경우, 외부로 비산이 되든지, 닫는 면에 유출하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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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전원을 차단해 주십시오 

 작업중, 다른 사람이 잘못 전원을 넣지 않도록 하여주십시오. 작업 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 주십시오. 특히 소음이 큰 곳, 시계가 좋지 않은 곳 등에서는 전원스위치가 있는  

  곳에 작업중 명찰 등을 설치,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잘못하여 넣게 되면 

  인사사고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작업자 쪽은 항상 주의 하여 주십시오. 

 

* 설치. 보호장소의 제한: 다음 장소에는 설치, 보관하지 말아주십시오. 화재의 원인이나 

   신체에 해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인화의 위험이 있는 장소나 주위가 나쁜 장소. 

*분진의 발생이 있는 장소 . * 부식성을 갖고 있는GAS(염소가스)등의 발생하는 장소  

 

* 환기하여주십시오 

  유독성, 악취성이 있는 액체를 취급 할 경우는 중독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환기를 충분히 

  하여주십시오. 또한 반드시 보호구(안전마스크, 안전고글,안전장갑등)을 착용하여 주십시오. 
 

* 사용한 PUMP의 폐기 

  사용한 PUMP의 폐기처리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처리해 주십시오.(인증을 받은 산업  

  폐기물 처라업자에 문의 하여주십시오) 
 

*반송할 경우 - 수송의 안전을 위해 PUMP 내부에 남아있는 약액을 배출하고, 충분히  

물로 씻어 발송하여 주십시오  

* PUMP STROKE수  

 PUMP STROKE수는 개요편4. 사양에 규정한 수 이상에는 연속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BELLOWS 수명이 짧게 됩니다. 액 교환 등으로 공운전이 발생 

  시에도 규정한 STROKE 이상 되지 않도록 SEQUENCE를 꾸며 주십시오. 

 

 

* 취급금지 액 – 다음의 액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결정되기 쉬운 액, SLURRY를 포함한 액, 전도성이 낮은 탄화 수소계 액체 ,  

*취급주의 액  

  용제계의 약액 (방폭 사양의 것), STRIP액, 하이드라이진, 발연황산  

*정전기 대책을 하여 주십시오 - 초순수나, FLUOR INACTIVE등의 전도율이 낮은 액체를  

취급할 경우, PUMP에 정전기가  발생, 방전에 의한 정전기 파손등의 사고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정전기 방지, 제거 등의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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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AIR 압력 – 공급AIR압력은 아래표의 공급AIR 압력 범위를 초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BELLOWS가 변형 됩니다. 

 

 

 
 

주   의   

*사용액 온도범위  

  사용중에는 액온도가 급격히 변화할 경우는 PUMP 수명에 현저하게 영향을 주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당사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UMP를 정지할 경우  

○ PUMP 토출측을 우선 개방하고, PUMP를 정지 하여 주십시오. PUMP 토출측 압력을   

 개방 하지 않고 PUMP를 정지하면, PUMP 토출측의 잔압에 의해 BELLOWS가 변형 됩니다

○ 또한 토출측의 밸브가 있을 경우는, PUMP정지와 동시에 밸브를 잠그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충격압력으로 인해 BELLOWS가 변형 되든지 연결판이 변형 됩니다. 

 

* PUMP정지중 

 ○ 좌우의 AIR 공급구에 동시에 AIR를 공급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 BELLOWS가 가압되면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 약액을 PUMP 실내에 놓은 그대로 장기간 PUMP를 정지시켜 놓으면, 약액에 의해서 

   GAS가 BELLOWS를 투과하여, 금속부품을 부식 시킬 수도 있습니다. 

 

* AIR 배기구 – AIR 배기구를 꼬이지(튜브경이 작지 않게)않도록 하여주십시오. AIR의  

잔압에 의해 BELLOWS가 변형 될 수가 있습니다.  

* PUMP를 운전할 경우  

  PUMP흡입, 토출의 밸브는 반드시 완전OPEN 상태로 하여 주십시오.  

*전극봉에 관해서 – BELLOWS 파손시 사용조건에 의해는 액LEAK의 검출이 불가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당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 주의온도  

    0∼40℃의 범위에서 사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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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편  
 

    본항에는 BELLOWS PUMP의 개요를  

   알기 위해서 PUMP의 원리, 형식, 사양등 

   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1. 물품의 점검………………………….. 

 2. 작동원리…………..…………………. 

 3. 형식표시 ………….………………… 

 4. 사 양 ………………….…………… 

 5. 외형치수. 질량 ……………………. 

 6. 각부의 명칭과 구조………………. 

 7. 주요부의 고장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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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의 점검 

(배선의 기재내용은 사용하는  

 CONTROLLER형식에 따라 다릅니다) 

PUMP를 인수 하시면 반드시 하기의 점을 조사 

해 주십시오. 만일 불명한 점이 있다면, 주문처에 

의뢰 하여 주십시오. 

□1  명판에 기재된 PUMP형식이, 주문과 같은  

   것인지?  

□2  운송중에 사고로, 판손되지 않았는지? 

□3  특별부속품 (주문의 경우) 이 PUMP에 같이 

   있는지? 

  ○1  CONTROLLER  

      (AC-1형, FD형, SC형, FDC-1형) 

  ○2 급속배기변 

 

 

 

 

 

 

 

2.작동원리 

 

 

 

IWAKI AIR구동 BELLOWS PUMP는 전부 

TEFLON 의 반도체구조 프로세스와 약액 

공급용 PUMP입니다. 

 

PUMP부는 2개의 공기실과 1대응 BELLOWS

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 BELLOWS가 공급해주는 AIR의 힘에 의해

공기실을 왕복운동(흡인, 압축)합니다. 

 

○1  BELLOWS의 왕복운동(흡인)에 의해  

흡입구로 PUMP HEAD내로 흡입됩니다. 

 

○2  흡입된 액은 BELLOWS의 왕복운동(압축) 

  에 의해 PUMP HEAD내에서 밀려 나가 

  토출구로 토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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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식표시  

  

1 SERIES 기호  

     FW : 중온액 ,고압액 이송용 

2 최대토출량  

      

3. PUMP 연결 방식 (토출구/흡입구) 

      T: TUBE CONNECTION (표준) 

4. PUMP HEAD, BELLOWS SEAL 방식  

       1: 기계식체결방식  

       2: 용접식 

5. 특수사양 

     기호 무표시 : 표준사양 

 01    : 특수사양 (01, 02, ……………) 

 4.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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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형치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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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부 LABEL 설명 

 
 주 의  

  손으로 세정시에는 용제로 명판이나 본체를 닦지 말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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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부의 명칭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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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편  
 

  PUMP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본항의 설치편을 

  잘읽고, 확실하게 이해하고부터 작업에 들어가 주십시오.  

  확실하게 이해 하기까지는, 절대 작업은 행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1. 사용전 ------------- 

2. 설치, 배관, 배선 ------ 

  2.1 설치------------- 

  2.2 송액배관----------  

  2.3 AIR 배관 --------- 

  2.4 배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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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전  

 신뢰성이 있는 PUMP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 PUMP및 SYSTEM상에서부터 안전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FS SERIES를 신뢰성이 있는 PUMP로 사용하기 위해서, PUMP 사용상의  

 주의 사항과 SYSTEM 상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기재함으로, 충분히 유의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PUMP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5PORT의 전자변과 CONTROLLER(AC-1형, FD형, SC형, FDC-1

형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SYSTEM의 안전대책으로써 급속배기변이 필요함으로, 별도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주의사항 설명 

1 PUMP STROKE수  

  

PUMP 흡입구로부터 대량의 흡입하면, PUMP는 공운전 

상태(AIR LOCK운전)이 되어, STROKE가 올라가게 됩니다. 

최대 STROKE수 이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SYSTEM상의  

안전대책을 하여주십시오. FD형, SC형, FDC-1형 

CONTROLLER를 사용할 경우 STROKE수의 상한설정이 

가능합니다. 

2 공급AIR 압력범위 내에서 사용 

하여 주십시오 

 

필터의 내압, BELLOWS의 보호, 만일의 BELLOWS파손 

시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급AIR 압력은 최대한 낮게 사용 

해주십시오  

또한 공급AIR로 압력변동과 토출량이 변화 됩니다. 

AIR 압력이 일정하게 되도록 감압변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3 사용온도 범위 

 

 

사용액의 온도는 반드시 사용온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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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주의사항 설명 

취급금지액 

 주의  

4 다음의 액은 취급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결정되기 쉬운액 

전도성이 낮은 탄화 수소계액체 

슬러리를 포함한 액 

취급액이 결정화가 쉬운 경우 또는SLURRY를 함유 

하고 있는 경우는 밸브나 BELLOWS의 수명을 

현저하게 단축하게 되므로, 그러한 액의 취급에는 

추천이 불가합니다. 

전도성이 낮은 탄화수소계 액체를 취급하는 경우 

TEFLON과 액체간에 정전파괴가 일어나 PIN 

HOLE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5 

 취급주의액 

  박리액(STRIP) 

  용제성액 

  하이드라진 

  발연황산 

박리액은 종류에 따른 조기에 BELLOWS나 배관재

(PFA)에 CRACK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다르게 되므로 당사에 문의 바람) 

용제성의 액은 방폭사양이 됩니다. (당사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의 

6 

PUMP를 정지 할 경우 

PUMP 토출측을 일단 개방하고  

PUMP를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UMP의 토출압력을 개방하지 않고 PUMP를 정지

하게되면 PUMP토출측의 잔압에 의해 BELLOWS 

가 변형 될 수가 있습니다. 

 
 주 의  

7 

약액을 PUMP실내에 남긴 그대로 

PUMP를 장시간 정지 시키는 경우  

 

 

약액을 PUMP실내에 남긴대로 장시간 PUMP를 

정지시키면 약액에 의해 가스가 투과되어 전극봉등

을 부식 시킬수 있습니다. 그 경우 공기실내의 AIR

를 치환하여, 투과GAS를 내보내 부식방지를 하여 

주십시오.(예, 눈으로 보아 2-3일 이상 PUMP를  

정지한 경우 1일10분 정도 운전하여 AIR환기요망)  

 
 주 의  

8. 

AIR 배기구를 꼬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TUBE경이 작지 않게) 

 

5PORT 전자변의 배기구를 다른 장소로 연장 배기 

할 경우 AIR의 배기구를 조여, 토출측압력과 공급 

AIR의 발란스가 붕괴 공급AIR에 인해 BELLOWS

가 변형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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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주의사항 설명 

 
 주 의  

9 
 PUMP정지중에 좌우의 AIR 공급구에 

 동시에 AIR를 공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PUMP정지중에 좌우 양방의 공기실에 동시에 

AIR를 공급하면 BELLOWS를 가압시켜, 변형할 

수 도 있습니다. 

Double solenoid의 전자변에는 비통전시에는 

공급 air가 양방의 공기실에 동시에 가압이 

되는 type이 있습니다. DOUBLE SOLENOID  

전자변을 사용할 경우는 특히 주의하여 주십시오. 

 
 주 의  

10 
PUMP 정지시에 2차측 AIR 밸브를  

동시에 잠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PUMP 정지와 동시에 약액 LINE의 2차측  

AIR 밸브를 OFF시키면 BELLOWS내에 잔압 

이 남아, BELLOWS 변형 또는 연결판이 변형 

할 수도 있습니다. 

2차측 AIR 밸브는 상시 OPEN하고, DRAIN 공정 

시용으로 하여 주십시오. 

 

 

 

 

 

기타주의사항 

□1  PUMP의 표면온도 

 
 경고   

 고온액 이송중에는 PUMP본체나 배관의 표면온도는, 액온도와 비슷한 온도가 되므로 대단히 

 위험합니다. 손을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보호 장치를 하여 주십시오. 

 <참고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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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UMP의 소음 

  PUMP 운전중, AIR의 배기음등의 소음이 발생되므로, 필요한 방음장치를 설계 

  하여 주십시오  

  <참고 DATA)                                                  

 

 

2. 설치. 배관. 배선 

 설치, 취부작업중, 위험을 감지하거나, 이상한 느낌이 있다면 작업을 중단하고 다시 하여 

주십시오. 

경   고 

작업중, 다른 사람이 전원을 ON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작업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 주십시오, 특히 소음이 많은 곳 등에서는 전원 스위치가 있는 곳에는  작업중의 표찰을 설치 

주지 시켜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전원을 ON 시킨다면 인사사고로 연결 될 수 있습니다.  

작업자는 충분히 주의 하여 주십시오. 

 

전기공사나 전원의 사용시에 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행해 주십시오. 

그에 따른 인사 사고나, 물품파손 사고의 경우 당사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당사 또는 대리점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2.1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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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MP 설치 위치  

* 압입방식의 경우  

  최대한 흡입 탱크 가깝게 선택해주십시오 

 

 

 

상온이상의 약액 이송과 순환용으로 사용의 경우는 

압입 방식으로 하여 주십시오. 

* 흡상방식의 경우  

 흡입배관은 자흡 능력 이내, 또 흡입탱크 가까운

곳에 

 선택해주십시오. 

 

 
 주 의  

 

 상기의 자흡 능력은 상온 , 청수, 최대STROKE수에서의 수치입니다. 액성, 온도,  

흡입배관의 길이등 에 의해 흡상고가 제한 됩니다. 자세한 것은 당사에 문의 바랍니다. 

 

 □2  설치 바닦면  

    비틀림이나 진동을 받지 않는 평평한 그 위에 견고한 바닦위(샤시)등에 설치 하여 주십시오 

   

 □3  PUMP 방향 

    PUMP 토출구는 상향으로, 흡입구는 수평으로 하여, 기초볼트 등으로 완전히 고정하여 주십시오. 

 

 □4  STUD BOLT의 조임(접속 AIR SEAL부의 LEAK 방지) 

    설치시에는 CILINDER부의 STUD BOLT를 다음의 체결 TORQUE로 하여 조임을 하여 주십시오. 

  

 CYLINDER부가 느슨한 상태로 운전한다면 액LEAK, AIR LEAK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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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송액배관  

   PUMP토출, 흡입구는, PFA TUBE가 표준으로 되어있습니다. 하기에 주의 하여 배관 하여주십시오. 

1)PUMP구경과 재질  

 PUMP의 토출구, 흡입구는 PFA TUBE

가 표준입니다 

또한 TUBE 구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TUBE 구경에 맞는 TUBE FITTING을 

접속하여  

배관 하여 주십시오(좌 그립 참조) 

* 배관측TUBE는 토출, 흡입구경 이상

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2)PUMP 접속전에 반드시 AIR BLOWER또는 FLUSHING하여 TUBE내의 이물질을 제거해 주십시오. 

3)PUMP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 TUBE를 접속하여 주십시오. 또한 TUBE의 진동 

    열응력 등을 받지 않도록 지지를 하여주십시오. 

4)배관의 접속은 액LEAK, AIR LEAK가 흡입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주십시오. 

5)시판의 TUBE는 사용 가능합니다만, 고온 액이나  HEAT CYCLE시에도 세지 않는 구조의 것으로 

    선정해 주십시오. 

■ 흡입배관상의 주의점 

1)흡입배관은 크고, 짧고, 압입 배관을 기본으로 하여주십시오. 

     흡상방식의 경우는 PUMP의 자흡 능력을 참고하여 높이를 결정해 주십시오. 

*액성, 온도, 흡입배관의 길이 등에 의해 흡상고가 제한 됩니다. 자세한 것은 당사에 문의 바랍니다. 

 2) WAFER CHIP등 고형입자가 BELLOWS 내의 혼입의 방지를 위해 , 흡입 배관에 FILTER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이때 FILTER또는 STRAINER는 배관저항이 적은 것을 선정하여  

   주십시오  

 
 

주

의  

파손한 WAFER CHIP등이 PUMP내에 들어가면 BELLOWS에 찔리게 되어 BELLOWS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고형물이 PUMP 밸브부에 막히면 정상적인 CHECK가 

되지 않아 토출량 감소나 PUMP UNBALANCE운전의 원인이 됩니다.   

 3) 흡입배관에 밸브를 설치할 경우는, 배관 내경 이상의 ORIFICE를 갖고 있는 밸브를 선정해 주십시오.  

   ORIFICE가 적으면 흡읩배관 저항이 크게 되거나, 결정물 등이 걸리기 쉽게 됩니다. 또한 PUMP 운전 

중에는 밸브를 반드시 열린 상태로 하여 주십시오. 

 

 

  흡입배관중의 밸브를 잠긴채로 운전하게 되면, BELLOWS내에 부압이 높게 되어 BELLOWS안쪽에 

  변형 될 수도 있습니다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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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출 배관상의 주의점  

1) 토출 배관이 긴 경우나 곡관부가 많은 경우는, PUMP 토출 부하가 크게 됩니다. 맥동 방지용의  

DAMPER를 설치하여, 토출 부하를 적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위로 향한 배관의 경우, PUMP토출측 

에 역지변(CHECK변)등을 설치해주십시오. 

2) 토출 배관중에 밸브를 설치할 경우는 배관 내경 이상의 ORIFICE를 갖는 밸브를 선정해 주십시오. 

  ORIFICE가 적으면 토출 배관저항이 크게 되거나, 결정물이 막히기 쉽게 됩니다. 또한 PUMP운전 

  중에는 밸브를 반드시 OPEN 상태로 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PUMP정지 후 토출 압력이 0MPa이  

                            되기까지 밸브를 OFF하지 말아 주십시오.  

*PUMP운전과 동시에 토출측 밸브를 OFF하면, 충격압력에 의해 BELLOWS가 

변형 될 수가 있습니다 

3) ○1 순환 여과 FILTER에 대해  

   FILTER는 PUMP에 맞추어 FILTER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여과면적, 제입자 성능과 유량 특성을 

잘 검토 하여 선정하여 주십시오. 선정을 잘못하면 필요유량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액 투입 전에 필터는 충분한 습윤처리를 하여주십시오. 습윤처리가 불충분하면  

필요한 토출량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액을 빼버린 경우 필터는 

 건조합니다. 운전 전에 반드시 습윤처리를 하여 주십시오. 기타 필타 취급 설명에 따라 주십시오 

○2  이물질 유출방지 FILTER에 대하여 

 이물질(결정물, WAFER CHIP의 파편, PUMP 파손시 내부 부품등)유출 방지를 위해, 토출측 배관에 

 필터 또는 STRAINER를 설치해 주십시오. 이때 FILTER 또는 strainer는 배관저항이 작은 것으로  

 선정해 주십시오. 

4) PUMP 정지시에 토출 측에 잔압이 남지 않게 배관 SYSTEM으로 하여주십시오. (예) FILTER, 

  AIR VENT를 전부 열어서 잔압을 제거합니다. 또한 RETURN 회로로 잔압을 제거합니다) 

*PUMP 정지시에 토출측에 잔압이 남아 있으면 , BELLOWS가 변형 될 수가 있습니다. 

 

강산액 등을 반응조에 투입 할 때나, 가는 TUBE배관을 사용시에 송액하는 경우 등은 액이 BUBLLE 

되어 기포가 발생합니다. 그 기포가 액에 혼입되어 BELLOWS내에 보내게 되면 공운전상태 (AIR 

LOCK)로 되어 STROKE수가 빠르게 되든지 송액 불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액을 안전하게 순환 

 송액하기 위해서는 , AIR VENT 대책을 실시하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BELLOWS내에 AIR가 혼입하여 AIR LOCK운전이 되면, PUMP STROKE수가 빠르게 됩니다. PUMP  

STROKE수 이상으로 빠른 경우, PUMP를 일시 정지 하든지, SYSTEM상에서 AIR VENT를 하여 주십시오 

 

 

 

 

 

 

 

 

주

의  

 

주

의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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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안 (압입방식의 경우) 

1) A 안(조절판을 설치, 기포방지를 위해) 

 ○1 압입 방식의 경우 – OVER FLOW TANK 에 조절판을 

  설치, 기포와 액을 분리하여 AIR를 빼는 방법입니다. 

 ○2  흡입방식의 경우  

   반응조의 낮은부에 조절판을 설치하여, 기포를 흡입 

   되지 않도록 흡입구 선단을 조절판의 하측으로  

   빨아 들이는 방법입니다. 

 

●A안(흡입방식의 경우) 

 

2) B 안(AUTO 밸브를 부착 자동 AIR VENT 실행) 

 1. AIR LOCK 의 유무에 관계없이 시스템상으 연속적으로 

  자동 AIR VENT 를 하는 구조 . 펌프가 운전을 개시한 

후 오토밸브를 예를 들어 2 분에 10 초간을 개방하여 

  AIR VENT 를 하는 방법입니다. 

 

주)1. 필터에 의한 AIR VENT 는 구경이 작고, 실제로는  

   AIR VENT가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 B안(AUTO 밸브 설치 방법) 

 

   선정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주)2.AUTO 밸브의 개방시간은 실제의 SYSTEM 성능에  

    의해 결정하여 주십시오. 

 

 

 

2. 기포가 혼입되는 조건이 일정할 경우  

  그조건에 맞는 AIR VENT의 대책에도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예를 들어 H2O2의 투입시나 기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H2O2투입 시만 AUTO 밸브를 개방하여  

  AIR VENT를 합니다. 

 

 흡입구에 AIR 검지 SENSOR를 설치해 그 출력 신호로 

 AUTO 밸브를 자동적으로 개방하여 AIR VENT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토출측에도 AIR 검출 SENSOR를 설치한다면 BELLOWS 파손시에 AIR 혼입 대책으로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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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IR 배관 

 

  
주의 

 * 공급AIR는 제습, 방진이 된 청정한 AIR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급AIR는 수분, 유분, 먼지 등이 혼입하면, 작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분이  

   지나치게 PUMP 공기실에 들어가면 전극 봉이 감지 하여 경보가 작동 될 수가 있습니다. 

 

 * FS형 PUMP에 있어서 공급AIR 배관이 작고 긴 경우 하기의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A . PUMP AIR실의 압축공기가 빠지지 않게 되어 BELLOWS 가 내측으로 변형 됩니다. 

   B. PUMP STROKE수가 올라 가지 않게 되어 토출량이 떨어진다. 

■ AIR 배관 예 

   하기의 AIR 배관예를 참고하여 바르게 시공하여 주십시오. 

 

1. REGULATOR  

  PUMP의 AIR 소비량에 준하여 선정하여 주십시오. (압력강하가 눈으로 보아 20KPa이하의 것으로 

  선정하여 주십시오.)  PUMP 1대에 1개의 REGULATOR의 설치하여 주십시오. 

     주의 – 공급AIR는 공급AIR 압력 범위 내(하기 참조)에서 설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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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1개의 REGULATOR에 복수대의 전자변을 배관하게 되면 말단의 전자변은  

    압력 강하로 작동불량이 일어날수가 있습니다. 

2.AIR 배관  

REGULATOR와 전자변 사이 AIR 배관은 FW-20는 내경8mm이상, FW-40은 내경 10mm이상, 

FW-80은 내경 12mm이상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3. 전자변 – 전자변은 하기표의 사양의 5PORT 전자변을 사용해주십시오. 

 

      주의 – DOUBLE SOLENOIDE형의 전자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위치 TYPE을 선정 

       하여 주십시오 . 3위치 TYPE을 선정하면, PUMP 정지시에, PUMP 양SIDE에 AIR를 

       가압 하던지, 또한, PUMP양SIDE의 AIR가 배출되는 TYPE이 있기 때문에 

       BELLOWS 변형의 원인이 됩니다. 

4. 머플러  

   전자변, 급속 배기변의 배기PORT에 설치 합니다. FW-20은 유효단면적 20㎟이상  

   FW-40은 유효 단면적 30㎟이상, FW-80은 유효단면적 75㎟이상 것을 선정하여 주십시오. 

5. AIR 배관  

   전자변과 PUMP또는 급속 배기변의 Air 배관은 하기의 기준으로 선정하여 주십시오. 

 

주의 – 좌우 AIR 배관길이는 같게 해주십시오. 극단적으로 길이가 다르게 되도록 

사용하면, 토출액의 맥동이 크게 되는지, PUMP액 배관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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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속배기변  

  PUMP에서 배출한 AIR는 전자변의 배기구로 배출됩니다.(그림1) 

     사용액에 따라서는 배출된 AIR중에 투과된 GAS가 섞여있을 수가 있습니다. (투과 GAS에 의해 

      전자변 내부가 부식해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급속 배기변을 PUMP와 전자변 사이 

      설치하여 주십시오. 배출한 AIR는 급속 배기변의 배기구에서 배출됩니다. (남아있는 AIR는 전자변 

      으로 배출됩니다). 더불어 급속 배기변은 PUMP가깝게(1m이내) 설치해 주십시오,(그림2) 

 

 급속 배기변에는 IN, OUT, EXH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림2참조)  

7. AIR 배관  

     급속 배기변과 PUMP 사이의 AIR 배관은 FW-20은 내경 8mm이상, FW-40은 내경10mm이상 

      FW-80은 내경 12mm이상으로 길이 1m이내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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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 배관상의 주의  

 

 2. RELIEF TYPE의 감압변을 사용해 주십시오. 

   공급AIR는 압력변동이 있으면 PUMP STROKE수가 변하여, 토출량도 변화하게 되므로 AIR압력이 

   일정하게 되도록 감압변을 설치해 주십시오. 

3. 안전변을 설치해 주십시오  

  공급 압력이 공급AIR 압력 범위(하기참조)를 넘지 않도록 안전변을 설치 제어 하여 주십시오 

 

  4. AIR 배기구 설치  

    AIR의 배기나 전자변의 배기구는 반드시 대기중에 AIR가 배기되도록 설치해 주십시오. 

 주의 – AIR 배기구를 꼬이게 하면 PUMP에서 AIR가 배출이 막히게 됩니다, 그 결과  

BELLOWS가 내부측에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AIR 배관예를 참고해 필요한 AIR 기기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5. 배기음을 피하고 싶은 경우 

    배기구를 닥트에 연결한다면, SILENCER를 설치해 방음 대책을 하여 주십시오. 

 6. PUMP를 2대 이상 설치할 경우 

    콤프레샤의 용량에 대해 PUMP AIR 소비량(PUMP 전수량의 용량)이 많게 될 수 있으므로 

    PUMP사용대수를 고려하여 배관 구경을 결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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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단면적에 대하여  

 1. 유효 단면적  

   공기압축기에 따라서, 공기를 흐르는 능력에 있어 유효단면적 이라는 사용하게 됩니다. 공기가 

   배관내를 흐를 때 배관저항이 있어, 실 단면적분의 유체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로  

   유체가 흐르는 단면적을 유효 단면적이라고 합니다. (그 수치가 큰 정도, 많은 공기를 흐르는  

   능력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공기압기기의 구체적인 유효 단면적의 수치는 각 공기압기기 업체의 자료를 참조 하여 주십시오. 

 

2. 합성유효 단면적을 구하는 방법  

  PUMP의 각AIR기기가 접속하기 위해서 각기기의 유효 단면적에 의한 SYSTEM으로 합성유효 단면적 

  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AIR 배기구 측의 유효 단면적을 구함) 

  합성 유효 단면적의 구하는 방법을 하기에 표시 합니다. 

 

     S: 합성 유효 단면적 (㎟) 

     S1 : 각AIR 기기의 유효 단면적 (㎟) 

       AIR 기기 : AIR 배관, 각공압 업체 자료 참조 

      QUICK EXAUST밸브 QEV-8V : 유효단면적(OUT  EXT) 33㎟ 

    * 실제 AIR 배관의 합성유효단면적이 상기 이상으로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결로 대책에 대하여 

    PUMP 운전중 PUMP와 전자변의 AIR 배관중에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기의 대책을 하여 주십시오. 

 공급AIR을 매우 낮게 할 것.( PUMP STROKE수를 천천히) 

 배관외부에 단열재를 감을 것 

 따뜻한 압축공기를 PUMP에 공급한다. 배관 또는 압축공기를 따뜻한 경우는    

배관, TUBE, 전자변등 사용기기의 사용온도 범위내로 하여 주십시오. 

 

2.4 배선  

        PUMP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5PORT의 전자변과 CONTROLLER AC-1형(또는 FD-1형, SC형, FDC-1

형)이 필요합니다.  그 사용 때는 각 CONTROLLER의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여 배선을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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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1형 CONTROLLER의 접속 

       CONTROLLER의 전원이 OFF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래 그림에 의한 CONTROLLER의 취급 

       설명서를 참조하여, 배선 하여 주십시오. (AC-1형 CONTROLLER를 사용할 경우) 

 

  1. 근접스위치의 배선 

       주의 - FW형의 근접SWITCH CODE는 흑, 백, 적의 3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 배선을 하면  

       근접스위치가 고장 나므로 바르고 확실하게 배선하여 주십시오. 

 근접스위치 A의 선 (흑 백 적)을 CONTRLLER의 단자 6,7,8에 연결합니다 

 근접스위치 A의 선 (흑 백 적)을 CONTRLLER의 단자 3,4,5에 연결합니다 

 보충) FW형과 FA, FH형, PUMP에는 근접스위치의 선의 색이 다릅니다. CONTROLLER(AC-1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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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 용제등 인화성 약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표준의 근접SENSOR 사용은 불가합니다. 

         인화성 약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근접스위치를 방폭 사양이 되므로 별도 문의 하여 주십시오. 

 

2. 전극봉의 배선 

PUMP 좌우의 2선씩 나와 있는 흑과 백의 선(1.8m) 를 CONTROLLER 단자(15, 16)에 

접속하여 주십시오 

 

 좌우의 백색선을 묶어 단자 16에 연결합니다. 

 좌우의 흑색선을 묶어 단자 15에 연결합니다. 

   * 백과 흑색 선을 묶이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통전이 되게 됩니다 

   * 연결하는 단자는 서로 바뀌어도 문제 업습니다. 

  경고 – 용제등 인화성 약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극봉은 사용하지 않습니다.약액에 스파크로 

         화재가 생길 위험성이 있습니다. 

3.  5PORT전자변의 배선 

    2선을 CONTROLLER의 단자 1(+), 2(-)에 연결합니다. 

    AC-1형의 단자NO.1, 2에는 전극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변에는 극성은 없습니다만, SURGE  

    KILLER가 내장된 형식에는 극성이 있기 때문에 연결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주의- 극성(+, -)를 잘못 배선하면 파손됩니다. 일반적으로 5PORT전자변에는 극성이 없습니다만 

        극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극성이 있는 것은 충분히 주의 하여 +,-극을 틀리지 않게 배선하여  

        주십시오.’ 

      비고   

       5PORT 전자변의 AIR 배관은 NOR OPEN측과 NOR CLOSE측이 있습니다. NOR  OPEN측을  

       PUMP 근접스위치 B측에 배관, NOR CLOSE측의 근접스위치는 A측에 배관 합니다. 

       근접스위치 A,B 에 대하여 반대로 연결하면 PUMP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PUMP를 작동하려면 

       5PORT 전자변의 AIR 배관을 반대로 하든지, 또한 근접스위치A,B의 배선을 반대로 하여 주십시오. 

   4. 경보출력 1의 배선  

BELLOWS파손을 검출할 경우는 CONTROLLER 단자 11, 12에 연결합니다. 

 작동설명  - POWER스위치가 ON 상태로 BELLOWS가 파손하여 액이 흘러 좌우의 

어느 것의 전극봉의 흑과 백의 선이 통전 하면 CONTROLLER가 작동, 5PORT전자변 

은 OFF상태(PUMP정지)가 되고, CONTROLLER의 적색(LED) (BELLOWS 파손표시등) 

이 점등, 동시에 외부로 경보신호가 출력합니다. 

5.경보출력2의 배선  

   TIME UP ALARM을 검출할 경우 CONTROLLER의 단자 11, 12에 연결합니다. 

 작동설명  

PUMP가 정지하거나, PUMP의 STOKE수가 저하, TIMMER SET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TIME UP 표시등 TIME UP (황색)이 점등, 동시에 외부로 경보신호를 출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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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ROLLER FDC-1형과 접속  

     CONTROLLER  FDC-1형을 사용 경우의 접속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CONTROLLER  

     FDC-1 형의 취급설명서를 참조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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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선상의 주의  

 1. 배선용 CODE  

   PUMP는 근접 스위치 선(약1m), 전극봉의 선(약1.8m)은 설치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연결선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CONTROLLER나 5PORT전자변의 배선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별도로   

   유의하여 연결하여 주십시오  

  

2. 전극봉의 선을 연장할 경우  

 연결된 선(약1.8M)를 포함, 저항치가 5㏀이하가 되도록 하여주십시오. 저항치가 크게 되면, PUMP가 

  정지하지 않게 됩니다. (CONTROLLER의 검출범위에서 벗어나, BELLOWS 파손한 경우의 자동 

  정지의 경보 경보출력을 검출이 불가하게 됩니다.) 

 3. 근접스위치 선의 배선할 경우  

  동력선, 고압선과는 별도배선하고, 동일 닥트 또는 동일 전선관의 사용은 절대로 피해 주십시오 

  선을 연장할 경우, 선의 연장이 30m이하 시는 0.3㎟이상의 선, 30m이상 연장할 경우는 도체저항 

  100Ω/Km이하의 선으로 각각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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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편  
 

  

PUMP의 취급에 대해서는 본 취급설명서에 기재 

하고 있는 범위까지 입니다. 본 취급설명서에 기재 

하고 있는 범위 밖의 취급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에 따른 인사사고, 물품파손사고 발생 

경우는 당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당사, 또는 대리점에 문의 하여 주십시오 

 

 

 

   

 

 

1. 운전준비 

2. 운전방법 

3. 운전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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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준비  

  설치 후 처음 운전을 행할 경우나 장시간 정지 후, 재 운전을 할 경우는 하기에 의해 준비를  

  하여 주십시오. 

1) 전기배선은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주십시오. 

   (근접스위치, 전극봉, 전자변의 배선)  

    주의 – 근접 스위치는 잘못 배선하면 손상됩니다. 

2 )AIR 배관은 바르게 되어있는가를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FITTING은 잘 잠겨 있는지 확인. 

3)PUMP는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주십시오 

4)이송배관의 FITTING은 잘 잠겨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5)흡입, 토출 배관의 밸브는 전부 OPEN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6)조, 또는 탱크에는 액이 만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주의   - 반드시 순수로 되어 있는 것, 사용액 등을 사용 시운전(세정포함)을 하여 주십시오. 시운전 

   시에는 금속이온 , PARTICLE의 상태가, 사용상의 문제는 없는 가를 확인해 주십시오.  

   시운전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본 운전에 들어가 주십시오 

2, 운전방법  

PUMP 운전시에 장치 배관 등을 포함해서 PUMP와 같이 세정해주십시오 

아래에 AC-1 CONTROLLER를 사용한 경우 운전, 점검 방법을 설명합니다 

(FD형, SC형, FDC-1형의 CONTROLLER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CONTROLLER의 취급설명서 

를 참조 하여 주십시오 

   ■ 운전  

  1) PUMP에 AIR를 공급합니다 

       REGULATOR에 의해 공급AIR을 설정합니다. 

   주의 – 공급AIR 압력은 공급 AIR 압력 범위(하기표 참조)내에 설정하여 주십시오  

 

  다음에 공급 AIR 밸브를 열어 주십시오. 

주의  - PUMP 무부하 운전시에도 규정의 최대 STROKE수 이상으로 되지 않게 공급AIR 밸브 

       의 열림 정도를 조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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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NTROLLER의 POWER 스위치를 ON으로 합니다 

    PUMP가 동작하면, CONTROLLER의 작동표시 LED가 점멸(청색)  

주의 - PUMP정지와 동시에는 토출측 밸브는 잠그지 않게 하여주십시오. 

2) PUMP정지시에는 토출측에 잔압이 남지 않는 SYSTEM으로 하여 주십시오.  

 

■ 토출량의 조정 

 1) PUMP토출량은 공급AIR 밸브의 열림을 조정하여, AIR 압력, 풍량의 증감에 의해 조정합니다. 

 

4. 운전상의 주의  

  운전중 하기의 항목에 주의 하여 주십시오.  

  이상 시에는 바로 PUMP를 정지, TROUBLE대책을 보아 주십시오. 

No. 점 검 항 목 비 고 

1 PUMP STROKE수는 정상인가 
120SPM(60STROKE)규정치 이하 

일 것 . *1 

2 AIR압력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3 AIR 공급량이 확보되고 있는가 

4 AIR배관, 송액배관의 SEALING부는 세지않는지 

5 공급AIR는 청정한지 

공급AIR압력 범위 내에 있을 것 *2 

*1.FW-40, FW-80 : 80SPM (40STROKE)이하  

*2. 개요편4, 사양을 참조 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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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편  

 PUMP의 취급, 수리점검에 대해서는 본 취급 

 설명서에 기재하고 있는 범위까지 입니다. 본 

 취급설명서에 기재하고 있는 범위 밖의 취급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에 따른 

 인사사고나 물품사고가 발생시에는 당사는 일체 

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당사 

또는 대리점에 문의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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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대책  

현상 원인 대책 점검 과 확인사항 

전자변 절환불량 점검수리 또는 교환 
부식GAS의 영향이 있는 경우 

급속 배기변 사용한다. 

근접스위치의 배선’ 

불량, 단선 

1.점검, 정상배선한다 

2.파손된 경우교환  

 

a. 3선이 각각 취급설명서와 같이 

  배선이 되어 있는가 

b. AIR배관과 배선관계를 확인 

BELLOWS 파손 

(경보출력) 

BELLOWS를 점검하여

교환 

a.공급AIR압력은 사양 이하인가 

b.PUMP STROKE수는 사양 이하인가 

c. 취급액 온도는 사양 범위 이내인가 

d. PUMP정지시에 잔압은 제거 되어 

  있는가 

e. AIR 배관은 가늘고 길지 않은가 

f. 흡입배관은 꼬이지 않았는지 

송액 배관의 토출 

압력의 상승 

 

1필터를 점검하여 교환

 

 

2.토출측 밸브 잠김 

a. 필타의 막힘을 air vent로 유무확인

b. 필터는 충분히 습윤처리가 

  되어 있는지  

a. 토출측 밸브를 연다. 

PUMP동작불량 

 

 

 

 

 

 

 

 

 

 

 

 

 

 공급air 압력이나 

Air 풍량의 저하 

 

초기 설정치로 복원 

 (재설정) 

 

a.전자변의 최저작동압력이상으로 한다

b.pump수량을 고려한 air 배관경과 

 풍량을 확보한다  

 전극의 오동작 
pump 있는 물기나 

air의 수분제거  

a. PUMP에 물기가 없도록 처치한다 

b. 공급air는 충분히 제습한 것을 사용

밸브에 이물질 

(WAFER 파편등) 

의 막힘 

 

1. PUMP를 점검하여 

 청소, 교환  *  

 

2. 흡입측 밸브 잠김 

 pump흡입배관에 pump 차단 

  filter등을 설치, 결정물등에 의한 

  통로가 막혀있지 않은가 확인 

 .흡입 측 밸브는 열려있는지 

밸브 , 밸브seat  

의 마모  

 

Pump를 점검, 청소 

교환 *  

 

pump흡입배관에 pump 차단 필터 

등을 설치, 결정물등에 의한 통로가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 

   

PUMP는 작동 

하는데 액이  

토출되지  

않음 

 

 

 

 

 

   

  *표는 당사에서 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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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원인 대책 점검 과 확인사항 

공급air압력과 풍량 

의 저하  

초기 설정치로 복귀 

또는 풍량의 재검토 

pump대수를 고려한air 배관과  

풍량을 확보한다. 

토출압력의 상승 토출 조건을 재검토 

a.필터의 막힘, 건조의 유무 확인 

b. 필터의 air 빼기는 충분히 하였는가

c, 토출측 밸브는 열려 있는가 확인 

토출량의 저하 

 

 

 

 

 

 

 

 

밸브의 이물질막힘 

 밸브 , 밸브seat 

의 마모. 

NPSH부족 

PUMP를 점검하고  

청소, 교환 *  

 

흡입조건의 점검 

a.PUMP 흡입배괸에 PUMP차단   

필타 등을 설치 

너무 가늘지 않은가  

PUMP에서  

액이 흐르지 

않는지 

 

 

 

 

 

 

STUD 볼트의 

조임불량 .(HT1형) 

BELLOWS파손. 

 

 

 

 

 

 

BOLT조임실시 

 

BELLOWS를 점검하고

교환 *  

 

 

 

 

 

규정의 토크치로 한다. 

 (토크치는 다음 정기점검항에 기재) 

a.공급AIR압력은 사양 이하인가 

b. PUMP STROKE수는 사양 이하인가

c. 취급액온도는 사양범위내인가 

d.PUMP정지시에 발생하는 잔압은 

제거 되어 있는가 

e. AIR의 배관은 가늘고 길지 않은가 

f. 흡입배관은 꼬여 있지 않은가 

AIR 소비량이  

많다. 

PUMP 

STROKE수 

저하 

LIP SEAL 마모 

 

STUD BOLT의 

조임불량 

 

교환한다 * 

 

조임실시  

 

 

 

 

규정의 토크로 실시한다. 

 

 

PUMP동작이 

UNBALANCE 

 

밸브, 밸브SEAT 

마모. 

전자변의 절환 

불량 

PUMP 점검하고 청소 

교환 * 

점검하고 수리 또는 

교환 

 

 

전자변의 최저 동작압력이상으로 한다.

 

진동,소음이 

크다 

 

PUMP고정불량 

PUMP STROKE 

수가 많다 

고정BOLT조임  

PUMP STROKE수는 

사양이하로 한다 

 

공급AIR압력을 낮게 설정한다. 

또는 풍량을 줄인다 

PUMP에서  

이물질이 배출 

 

 

약액의 결정물 

WAFER 파편 

PUMP 밸브의 

파편(수명등에의해) 

PUMP를 점검하고 

수리 교환 *  

 

 

a.결정화하기 쉬운 약액은, 취급금지 

로 되어있어 취급하지 말 것 

b.흡입측 배관에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

 를 설치 

c.토출측 배관에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

 를 설치 

*표는 당사에서 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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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 점검  

                              경 고  

 보호구를 착용  

   MAINTENANCE등의 작업을 할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보호안경, 작업모,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여 주십시오. 

 배관내 압력의 제거 

배관내에 잔압이 있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남아있던 액을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잔압을 제거하고 작업을 개시해 주십시오. 

 전원차단 

  MAINTENANCE를 할 때는,반드시 전원을 OFF하여 주십시오. 또한 작업중에 전원을 ON하지 

 않도록 작업중 명찰 등을 표시하여 주의에 알려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잘못하여 전원을  

 넣게 되면 인사사고로 연결됩니다. 작업자 측에 충분히 주의 하여 주십시오. 

 

 

 ■ 정기점검  

 1). STROKE 수가 저하되지 않은가. (1개월에 1번 이상 점검하여 주십시오) 

   PUMP에 공급하는 AIR가 세어, AIR 소비량이 많게 되면은 STROKE수가 저하 됩니다. 그로 인한 

   경우는 LIP SEAL의 마모로 생각 되므로 LIP SEAL을 교환해 주십시오. 

*당사에서 수리합니다 

 2)  SEAL 부에서 LEAK가 없는지 (1개월에 1번 이상 점검하여 주십시오) 

   STUD BOLT가 풀리면, 접액SEAL 부의 CYLINDER부로 LEAK가 되어, AIR 흐름이 발생할수 

   도 있습니다.  

   PUMP토출측의 압력을 개방후, PUMP 공급AIR 압력도 개방하고, 상온 상태로 되고 나서, STUD볼트 

   의 조임을 서서히 신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3) 밸브 ACCESSORY, BELLOWS 점검, (1개월에 1번 이상 점검하여 주십시오) 

    밸브, ACCESSORY 와 BELLOWS는 소모부품이므로 (그 수명은 취급액이나 사용조건에 의해 

    다릅니다.) 성능의 저하 또는 교환시기에 이를 경우는 교환하여 주십시오. * 당사에서 수리합니다 

4). 장기간 PUMP를 정지한 경우 ‘ 

    재운전전이나 PUMP에 AIR 0.294MPa 정도 공급하여, PUMP토출 구에서 AIR가 흐르지 않은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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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모부품  

 소모부품이 교환시기에 도달 할 시 또는 현저하게 성능이 떨어진 경우는 교환 하여 주십시오  

*당사에서 수리합니다. 

      

■ 보증의 기간과 범위  

  1. 보증기간 : 납품일부터 1년간,  아래와 같이 특수한 약액의 경우는 보증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STRIP , 하이드라진, 발연황산) 

  2. 무상수리 : 보증기간내에 당사의 설계, 제작상의 결함에 의해 발생 하는 고장이나 파손에 대해서 

                무상으로 수리 합니다. 

  3. 유상수리 : 다음의 원인에 의한 고장, 파손의 수리 

     1). 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의 수리 

     2). 잘못 취급에 의해 발생한 고장, 파손의 수리 

     3). 당사 지정 이외의 부품을 사용한 경우  

     4). 당사와 당사 지정자 이외가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5). 지진, 화재등의 재해와 불가항력에 의한 고장,파손의 수리 

   4. 소모품의 교환은 유상입니다. 

   5. 사용자의 지정한 규격 또는 재질로 기인한 제품이 고장, 파손 등이 생기는 경우, 당사는 보증 

     할 수가 없습니다.  

   6. 당사가 사용하는 재질은 어디까지나 추천 가능한 재질로 , 사용한 재료의 화학적인 부식이나  

      유체의 마모 등에 대해서는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7. 납품한 제품의 사고로 기인한 제비용, 다른 설비, 장치, 기기에의 손해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등의 2차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수리에 대해서  보장한 때는 ---- 

    사용중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보일시는, 즉시 운전을 정지하고 점검하고, 그 원인을 조사 대책 

   을 하여 주십시오. 빠른 점검과 대책이 고장이나 사고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1. 수리를 의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취급설명서를 읽고 점검하여 주십시오. 

   2. 수리의 의뢰는, 주문처(판매점), 또는 설비, 장치의 제조업체(설비, 장치에 조립된 경우) 

      또는 당사에 의뢰 하여 주십시오. 

3.PUMP등을 보낼 경우는 화학액이 남아 있으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내부를 충분히 

세척하여 주십시오. 

4.수리를 의뢰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1). 제품의 형식과 제조번호(명판확인) 

  2). 사용기간과 사용조건(액명, 온도, 농도, SLURRY, 배관조건등) 

  3) . 고장 장소와 현상  

 

   

 본 취급설명서는 일어, 영어 취급설명서를 번역한 것으로 만약 의미가 상의한 점이  

있다면 영문 및 일어 설명서를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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