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압밸브
증기, 압축공기, 산업용 가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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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사용설비의효율을
극대화하기위한
감압의필요성

적정 압력의 증기공급
증기 보일러는 보일러의 설계 압력대로 운전되어야 한

다. 보일러의 운전압력이 설계압력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캐리오버및습증기발생의원인이된다. 그러므로보일러
는가능한고압으로운전되어야하며증기사용설비앞에
서설비에알맞는적절한압력으로감압되어야한다.

에너지 절약
고압증기와저압증기의잠열차이로증기사용량이감소

하며응축수의현열차이로재증발증기의손실량이적다.

배관 비용의 절감
고압의 증기는 저압의 증기에 비해 비체적이 작으므로

같은양의증기를운송할경우고압의증기는저압의증기
에 비해 배관구경이 작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작은구멍의배관을사용하기위해서고압으로증기를발
생시키고 운송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증기 사용설비 앞에
서설비에알맞는적절한압력으로감압되어야한다.

온도조절의 수단
포화 증기에서 온도와 압력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

고 있으며 한 압력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증기의 온도는
항상일정하게유지된다. 따라서증기를직접분사하는멸
균기, 식품기계, 제지 실린더 등에서 특히 중요하게 응용
될수있다.

생산성 향상
증기의특성중하나가열전달이이루어져증기가응축

되더라도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로써 열전
달시 전체의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므로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증기의 압력이 변동되면
온도가 동시에 변하게 되므로 뛰어난 품질의 감압밸브를
이용하여1차압력의갑작스런변화에도항상일정한2차
압력을유지하게되면일정한온도를유지하여균일한품
질의제품을생산할수있다.

안전한 작업압력의 제공
각설비별로안전한작업압력한도가있으며만약설비

의 안전 작업압력이 공급압력보다 낮다면 증기 공급압력
은반드시안전한작업압력보다낮게감압되어야한다.

배관 내 오물찌꺼
압밸브를보호하기
시 설치되어야 한
텐레스강재질의
져야 한다. 스트레
포켓이수평이되도

감압밸브 전후에 설치
하는 스톱밸브는 응축
수가 고이지 않고 압력
손실이 적은 게이트형
이어야한다.

감압밸브앞에는 기수분리기를 설치하여 응
축수 및 수분을 제거하여 수분에 의한 부식
및 밸브시트의 침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기수분리기의 설치가 곤란하면 드레인 포
켓을 설치해야 한다.

직동식감압밸브의작동원리

증기 또는 압축공기가 밸브 내로 유입
되어 밸브 시트를 통과한 증기가 벨로즈
하부에 조정된 2차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
며결국압력조정스프링에힘을미친다.
이때 압력조정 스프링의 힘과 2차 압력이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벨로즈가 움직
이게 되며, 벨로즈 상단에 고정된 밸브스
템을 움직여 밸브를 개폐함으로써 원하는
2차압력이얻어지게된다.

운전 중 설비의 증기소모량이 변하게
되면 2차측증기압력이변하게되고이변
화는 벨로즈에 의해 감지되어 밸브를 개
폐함으로써 2차압력을조정압력으로유지
하게된다.

직동식 감압밸브에서는 단지 벨로즈에
미치는 압력의 변화에 따라 밸브가 작동
되므로 증기소모량에 따라 2차압력에 약
간의편차가있기마련이다.

따라서 직동식 감압밸브는 약간의 압
력편차가 있어도 공정상 무리가 없는 곳
에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증기

메인밸브

벨로즈

1차압력 2차압력

압력조정
스프링

압력조정
손잡이

기수분리기 스톱밸브 스트



바이패스관
감압밸브의 정비 시 계속적인 증기공급을 위해
바이패스를설치하는경우바이패스는감압밸브
와수평또는상부에설치해야하며하부에설치
하면 안된다. 바이패스관의 구경은 감압밸브의
구경과같거나커야한다.

1차측 및 2차측 배관구경
1차측및2차측배관의구경은통과하는증기의
속도가30m/sec를넘지않도록한다.
만약증기또는압축공기의속도가과도하게높
으면배관침식및소음의원인이된다.

감압밸브를통과한증기또는공기는부피가팽
창하므로 2차측배관을1차측배관보다확관을
하여유속이상승하는것을방지해야한다. 감압
밸브앞의레듀서는응축수가고이는것을방지
하기위하여편심레듀서를사용하고감압밸브
뒤의레듀서는동심레듀서를사용한다.

기수분리기에는
응축수가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후로트트랩
을설치하여감압밸브에항상건증기가공급
되도록보장되어야한다.

꺼기의 침입을 방지하고 감
기위하여스트레나는반드

한다. 스트레나 스크린은 스
100 메쉬 정도의규격을가
레나의 설치시 스트레나의
도록한다.

외부압력 감지관
2차압력 감지를 위하여 내부압력 감지관이 설치되어 공급되나 정 한 압
력조정과 충분한 용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외부압력 감지관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2차압력을 감지하기 위한 외부압력 감지관 설치 시에는
이를 2차측으로약간경사지게하여연결하며가능한한이음쇠및굴곡이
없도록한다. 감압밸브와감지관의연결부는 1 m 또는
배관구경의 10배이상의
거리를두는것이
바람직하다.

감압밸브의 이상 시 설비를 보호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안전밸브의토출구는안전
한장소로연결되어야한다.

압력계

안전밸브

동심 레듀서

감압밸브

편심 레듀서

파이로트다이아프램식감압밸브의작동원리

메인밸브(H)를통하여감압된 2차압력은외부압력감지관(F) 또
는내부압력감지관을통하여파이로트다이아프램(C)에작용한다.
이감압된 2차압력은파이로트다이아프램상부에설치된압력조정
스프링(B)의압력과대응하여 2차압력을조절하게된다.

2차압력이하강하면압력조절스프링의압력이파이로트다이아
프램 하부의 압력보다 커져서 다이아프램이 내리 리며 파이로트
밸브(E)가열리게된다.

파이로트 밸브가 열리면 1차측 증기가 압력조절관(D)을 통하여
감압밸브 몸체하단의 메인 다이아프램(K)의 하부에 전달되고 메인
다이아프램은 복귀 스프링(G)의 압력을 극복하여 메인밸브를 개방
시키며, 이때증기가 2차측으로공급되면서 2차측압력이조정된다.

2차측압력이상승하면이압력이파이로트다이아프램에작용하
여 파이로트 밸브의 개도를 조정하고 메인 다이아프램의 하부에 전
달되는 증기의 양이 줄어들면 복귀 스프링이 메인밸브를 어내려
메인다이아프램하부의증기는관(L)을따라오리피스를통해빠져
나간다.
이때 오리피스를 통해 배출되는 증기의 압력 및 메인 다이아프램
(K) 하부의 압력은 파이로트 밸브(E)의 개도에 따라 균형이 유지
되어 부하변동에 따른 메인 밸브의 개방정도를 조정하게 됨으로써
압력변화 또는 부하변동 발생 즉시 2차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
게 된다.

2차 압력 조정 방법
원하는 2차 압력의 조정은 압력조정 손잡이(A)를 돌려 압력조정

스프링(B)의압축정도를조정하면된다.
손잡이(A)를시계방향으로돌리면 2차압력이상승하게되며, 시

계반대방향으로돌리면 2차압력이하강하게된다.

D

C

L

F

A

B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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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압력 2차압력 조정압력

스톱밸브

H

E

G

트레나

스톱밸브

바이패스관에 설치하는 스톱
밸브는 유량조절이 가능한
로브형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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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체 재질
구상흑연주철(S.G Iron : DIN 1693GGG 40.3)

● 구경 및 배관 접속방법
나 사 식: 15LC, 15, 20, 25mm
플랜지식: 25, 32, 40, 50mm

● 사용 조건
최대1차사용압력: 17kg/cm2, 232℃
최저2차조절압력: 0.2kg/cm2

● 2차 압력 조정범위
하나의 압력조절 스프링으로 0.2~17kg/cm2까지 2

차측 압력을 조절할 수 있으며, 저압의 정 한 제어를
위해DP27Y를사용한다.
DP27Y 2차측압력조절범위 0.2~3.0kg/cm2

스파이렉스사코 DP27 감압밸브는 단일시트 파이로트
다이아프램식감압밸브로서증기공급의단속이빈번한설
비에서 2차측의부하변동과 1차측의압력변동에관계없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항상 일정한 2차 압력을 유지할 수 있
는뛰어난특성을가지고있다.

따라서 DP27 감압밸브는 정 감압이 요구되는 곳에
우수하게성능을발휘할수있다.

DP27 감압밸브는 정확한 압력조절 및 2차 압력이 유
지된다.
1차압력의변동또는설비의증기부하량변동에도원
하는 2차압력이일정하게유지된다.
감압범위가넓어감압비에제한없이 1개의밸브로써설
계, 사용할수있다.
증기통과 능력이 대용량이므로 배관 구경보다 작은 구
경의감압밸브로선정된다.
파이로트 밸브가 닫히면 메인밸브가 완전히 닫혀 누출
이없는우수한완전 폐기능을가지고있다.

DP27, DP143, DP163 구경선정도표(증기용) 

DP27파이로트다이아프램식감압밸브(증기, 압축공기용)

1차압력 bar
DN15LC

DN15
DN20
DN25
DN32
DN40
DN50
DN80

DN15LC
DN15
DN20
DN25
DN32
DN40
DN50
DN80

+구상흑연주철 몸체의 DP27은 최고사용압력이 17 bar이다.
+DP163의 최고사용압력은 21 bar이다.

용
량

kg
/s

용
량

kg
/h

2차
압
력

b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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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체 재질
주강(DIN 172 45GS C25)

● 구경 및 배관 접속방법
플랜지식: 15LC, 15, 20, 25, 32, 40, 50, 80mm

● 사용조건
최대1차사용압력: 26kg/cm2

최저2차조절압력: 0.2kg/cm2

● 2차 압력 조정범위
스파이렉스사코 DP143 감압밸브는 4가지의 2차
압력범위가 있으며 색깔이 있는 압력조정 스프링을
교환함으로써 간단히 압력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황색스프링: 0.2~3kg/cm2

청색스프링: 2.5~7kg/cm2

적색스프링: 6.0~17kg/cm2

회색스프링: 16~24kg/cm2

DP143 파이로트 다이아프램식 감압밸브는 1차측의
압력변동 및 증기 사용설비의 부하 변동에 관계없이 항
상 2차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뛰어난 특성
을 가지고 있으며 몸체 재질이 주강으로 DP27 감압밸
브에 비해 최고사용압력 및 최고사용온도가 더 높은 고
압용이다.

2차 조정압력은 압력조절 스프링 색깔별로 0.2에서
24kg/cm2까지4가지로구분되어있다.
DP143 감압밸브는 파이로트 밸브가 닫히면 메인밸브
가 닫혀 누설이 없는 우수한 단말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감압범위가 넓어 감압비에 제한없이 1개의 밸브로써
설계, 사용할수있다.
스크린이내장되어밸브작동부분을보호한다.

DP143 고압용감압밸브(증기, 압축공기용)

DP27G, DP143G, DP163G 구경선정도표(압축공기용)

DN15LC

DN15

DN20

DN25

DN32

DN40

DN50

DN80

1차압력 bar

DP163 계열은 최고사용압력이 21 bar임
+DP27 계열은 최고사용압력이 17 bar임
( ) Free Air : 대기압, 16℃상태의 공기

용
량

dm
3 /
s 
fr
ee
 a
ir

2차
압
력

b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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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163 스텐레스강감압밸브(증기, 압축공기용)

● 몸체 재질
스텐레스강(BS 3100 316 C12)

● 2차 압력 조정범위
스파이렉스사코 DP163 스텐레스강 감압밸브는 4가지
의 2차압력범위가있으며색깔이있는압력조정스프
링을교환함으로써간단히압력범위를변경할수있다.
황색스프링: 0.2~3.0 kg/cm2

청색스프링: 2.5~7.0 kg/cm2

적색스프링: 6.0~17 kg/cm2

회색스프링: 16.0~21.0 kg/cm2

● 구경 및 배관 접속방법
플랜지식: 15LC, 15, 20, 25, 32, 40, 50, 80mm

● 사용조건
최대1차사용압력: 21 kg/cm2

최저2차조절압력: 0.2kg/cm2

● 규 격

DP27

DP163 파이로트 다이아프램식 감압밸브는 몸체 재질
이 스텐레스강으로 제작되어 있어 항상 청정증기의 사용
이요구되는식품, 제약등의공정설비에응용될수있다.

DP163 감압밸브는 파이로트 다이아프램의 뛰어난
작동특성으로 인하여 1차측의 압력변동 및 증기 사용설
비의 부하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2차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몸체재질이스텐레스강으로정 한 2차압력을유지하
면서위생시스템에적합하도록제작되었다.
DP163 감압밸브는 파이로트 밸브가 닫히면 메인밸브
가 닫혀 누설이 없는 우수한 완전 폐기능을 가지고
있다.
증기통과 능력이 대용량이어서 배관 구경보다 작은 구
경의감압밸브로선정된다.
감압 범위가 넓어 감압비에 제한없이 1개의 밸브로써
설계사용할수있다.

구경 나사식 PN16/25 ANSI150 ANSI300 KS10 무게(kg)
DN A A1 A1 A1 A1 B D E F 나사식 플랜지식

15LC 160 130 120.2 126.6 122 185 364 234 130 12 12.8
15 160 130 120.2 126.6 122 185 364 234 130 12 12.8
20 160 150 139.4 – 142 185 364 234 130 12 13.7
25 180 160 160 160 152 207 388 240 148 13 16
32 – 180 176 180 176 207 388 240 148 – 17
40 – 200 199 200 196 255 433 255 178 – 29
50 – 230 228 230 222 255 433 255 178 – 31.5

DP143, DP163
BS4504 ANSI150 ANSI300

구경 PN40
DN A A A B D E F 무게(kg)

15LC/15 130 122 130 175 405 277 128 15
20 150 142 150 175 405 277 128 16
25 160 156 160 216 440 288 152 23
32 180 176 183 216 440 288 152 25
40 200 200 209 280 490 305 185 40
50 230 230 236 280 490 305 185 42
80 310 310 319 350 580 322 258 103

D

E

F

B

D

E

F

B

A

A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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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체 재질
주철: ASTM A126 CI B
주강: ASTM A216Gr WCB

● 구경 및 배관 접속방법
나 사 식: 15, 20, 25, 32, 40, 50mm
플랜지식: 65, 80, 100, 150mm

● 사용조건
최대1차사용압력: 17.3 kg/cm2, 232℃
최저2차조절압력: 0.2 kg/cm2

● 2차 압력 조정범위
황색스프링: 0.2~2.0 kg/cm2

청색스프링: 1.3~7.0 kg/cm2

적색스프링: 5.5~15.0 kg/cm2

● 규 격

25P 감압밸브는단일시트파이로트다이아프램식감압
밸브로써정 한압력조정이가능하며대용량의증기통과
능력이 있다. 25P 감압밸브의 주요부분은 내열 내식성이
강한높은품질의재질이사용되어밸브스템및밸브, 시
트는스텐레스강으로제작되어있으며파이로트다이아프
램의 뛰어난 작동 특성으로 항상 정 한 2차 압력 컨트롤
이보장된다.

조정압력이 3가지 범위로 구분되어 있으며 스프링 색
깔로결정된다.
1차측의 증기 또는 압력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여 조
정된 2차압력을잘유지하고, 차압에대한조절용량이
크다.
감압비가커서감압의범위가넓다.
압축공기나 솔레노이드 밸브 사용으로 원격조정 기능
을갖게할수있다.

25P 파이로트다이아프램식감압밸브(증기용)

½″~4″25P, 25PE

KS10 125lb 250lb
무 게(kg)

주 철 주 강

구경 A A1 A1 A1 B C C1 D E E1 25P 25PE 25P 25PE
½" 140 – – – 194 310 367 157 467 524 14.5 16.3 15.9 17.7
¾" 140 – – – 194 310 367 157 467 524 14.5 16.3 15.9 17.7
1" 152 – – – 219 308 365 171 479 537 17.7 19.5 19.5 21.3

1¼" 184 – – – 219 322 379 179 502 559 20 21.8 21.8 23.6
1½" 184 – – – 219 322 379 179 502 559 20 21.8 21.8 23.6
2" 216 – – – 270 338 395 208 546 603 31.3 33.1 34 36.3

2½" – 285 276 292 346 356 413 354 710 767 71.2 72.6 77.6 79.4
3" – 305 298 318 346 354 411 367 721 778 85.3 86.6 93 94.4
4" – 350 352 368 397 387 445 410 797 854 129 130 140 142

6″25P, 25PE
KS10 125lb 250lb 무 게(kg)

구경 A1 A1 A1 B C C1 D E E1 25P 25PE
6" 475 460 483 502 302 359 424 725 783 254 254

25P 구경선정도표(증기용) 

25P
2½"~4"

25P
½"~2"

25P
6″

25PE
6″

25PE
½"~2"

25PE
2½"~4"

1차압력 bar g(×100=kPa)

½″

¾″

1″

1¼″

1½″

2″

2½″

3″

4″

6″

용
량
(k
g/
h)

2차
압
력

ba
rg

(×
10
0=

kP
a)

D

B

E

B

D

C
C

A
A

D

B

E

F
E1

C1 C1

E1

D

B B B

DD

A1 A1

A1

E1

C1C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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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체 재질
주철(SG Iron : DIN 1693 GGG 40.3)

● 구경 및 배관 접속방법
나사식, 플랜지식: 15, 20, 25mm

● 사용조건
최대1차사용압력: 17kg/cm2, 232℃
최저2차조절압력: 0.14~8.6kg/cm2

● 2차 압력 조정범위
스파이렉스사코 BRV2 직동식 감압밸브는 3가지의 2
차압력범위가있으며색깔이있는압력조절스프링을
교환함으로써간단히압력범위를변경할수있다.

회 색 스프링: 0.14~1.7kg/cm2

녹 색 스프링: 1.4~4.0kg/cm2

오렌지색스프링: 3.5~8.6kg/cm2

스파이렉스사코BRV2감압밸브는직동식벨로즈작동
식이며구조가튼튼하고신뢰성이있으며설치및조작이
용이하다. 

증기 사용량이 적고 정 한 2차 압력 유지보다는 약간
의압력편차가있어도공정상무리가없어서고가의감압
밸브를사용하기에부적합한곳에서BRV2직동식감압밸
브는뛰어난성능이보장된다.

무부하상태에서완전 폐능력
장시간수명이보장되는인청동벨로즈
재생가능한스텐레스강밸브및시트
용이한 2차 압력 조정(진동에도 향이 없는 조정 손
잡이)
밸브구경에 관계없이 교환 가능한 압력조정 벨로즈 유
니트

● 규 격

BRV2 직동식감압밸브(증기, 압축공기용)

구경 분해 시 필요간격 무게(kg)
DN A B C D E F 나사식 플랜지식
15 83 150 55 126.5 25 97 1.60 3.90
20 96 150 55 126.5 25 107 1.70 4.25
25 108 160 55 126.5 25 117 1.95 4.65

BRV2 구경선정도표(증기, 압축공기)

2차
압
력

ba
r

증기용량
kg/h

증기용량
kg/s

Free Air

½″

¾″

1″

½″

¾″

1″

½″

¾″

1″

압축공기
용량
dm3/s

A

C

D

E

F
C

B

1차압력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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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용 대구경, 대용량의 감압밸브를 원할 때에는 스파이렉스사코 231 다이아프램식

액체용감압밸브를이용할수있으며자세한것은별도의스파이렉스사코 231 감압

밸브카다로그를참조하십시오.

스파이렉스사코LRV2감압밸브는물및액체의압력을
조정하기 위한 직동식 벨로즈 작동식 감압밸브로써 설치
및정비가간편하다.

물의 사용량이 적고 그다지 엄격한 정 도가 요구되지
않는곳에서적절하게사용될수있으며약간의압력편차
가발생해도공정상큰무리가없는곳에응용된다.

민감하게반응하여 2차압력을유지
손쉬운 2차압력조정
몸체자체가작으며산뜻한디자인
내부부품이모두스텐레스강으로써수명이길다.
장시간수명이보장되는인청동벨로즈

● 규 격

LRV2 직동식감압밸브(물용, 액체용)

구경 분해 시 필요간격
DN A B C D E F 무게 (Kg)
15 83 62 130 32 25 40 2.0
20 96 62 130 32 25 40 2.1
25 108 62 130 32 25 40 2.4

LRV2 구경선정도표(물, 액체용)

● 몸체 재질
포금(Gun Metal : BS 1400 LG2)

● 구경 및 배관 접속방법
나사식: 15, 20, 25mm

● 사용 조건
최대1차사용압력: 14kg/cm2

최저2차조절압력: 0.35~8.6kg/cm2

액체허용온도 : 5~75℃

● 2차 압력 조정범위
2차압력범위는세가지로구분되어있으며색깔이다
른스프링의선택으로쉽게조정가능하다.
조정압력이중복되는경우낮은압력범위의스프링을
선택하는것이좋다.

회 색스프링: 0.35~1.7kg/cm2

청 색스프링: 1.4~4.0kg/cm2

오랜지색스프링: 3.5~8.6kg/cm2

2차
압
력

ba
r

용량
l/s

C

B

F
A
D

E

1차압력 bar



특수용도감압밸브

전기식
ON/OFF 개폐

공압이용
원격제어

감압온도
동시조절

DPP
프로그램식

1차압조절밸브

DP27E 전기식ON/OFF 개폐감압밸브

DP27E 감압밸브는DP27감압밸브의컨트롤압력전달관
에솔레노이드밸브를부착하여DP27감압밸브의개폐를
원거리에서임의로조정할수있도록기능을부여한특수
감압밸브이다.

DP27E 감압밸브는AHU,
유니트히터등과같이모터의
가동이정지되면증기공급이
필요치않은경우에모터와연동시켜
증기의공급을자동으로제어할
수있으며타임스위치를이용
한자동시스템의도입에응용할
수도있는뛰어난기능의
감압밸브이다.

DP27R 공압이용 원격제어감압밸브

DP27R 감압밸브는 DP27 감압밸브의 압력조
정스프링부분을에어챔버로대체한감압밸브
로써원격에서에어레귤레이터를이용하여에
어챔버에공급되는압축공기의압력을조정함
으로써 감압밸브의 2차 압력을 손쉽게 수시로
세팅할수가있다.

DP27R은 고가의 공압식 컨트롤 밸브를 대신
하여 특수한 응용에 효과적으로 응용될 수 있
으며특히제지실린더, 식품공장등과같이 2
차 압력을 수시로 변경해야 하는 설비에 저렴
한가격으로응용되고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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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27T 압력온도동시조절밸브

스파이렉스사코의 DP27T 압력온도 동시조절 밸브는 DP27 감압밸브에
추가로 액체팽창 비례제어식 온도조절 센서를 설치하여 감압 및 온도조
절을 하나의 밸브로써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컨트롤 밸브로
써 DP27 감압밸브의 뛰어나고 정확한 감압능력과 37D 온도조절 밸브의
민감하고정 한온도조절기능을겸비하고있다.

DP27T 밸브를 사용함으로써 감압밸브와 온도조절 밸브를 별도로 설치
하지 않고 1개의 밸브로 처리하게 되어 자재비용이 절감되고 기타 스톱
밸브, 스트레나, 바이패스 등 부대설비 설치비가 대폭 절약되는 이점도
있다.

DPP 프로그램식감압밸브

DP27 감압밸브에 2개이상의 파이로트헤드를 설치하여 시간또는온도
조건에따라단계적으로작동이가능하도록한다. 어떤설비가예열초기
에는 저압증기를 공급하여 공기를 신속하게 배출한 후 고압증기를 공급
하여원하는온도로가열하는경우 2개의감압밸브가필요하지만DPP27
1개로해결이가능하다.
또한전자밸브를이용함으로원격에서on/off 제어가가능하다.

1차압력조절밸브

증기사용공장에서각증기사용설비들의증기사용량이때때로보일러의
최대부하를넘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며, 이런경우에도중요설비는정
상적으로 운전이 되어야 하고 순간적으로 가동이 중단되어도 큰 지장이
없는덜중요한설비의증기공급으로일시적으로차단될수있다.

SDP143 또는 25BP 1차 압력 조절밸브는 감압밸브와 유사한 구조로 되
어있으나 2차압력을감지하여작동하는감압밸브와는달리 1차측압력
을 감지하여 1차측 압력이 세팅압력과 같거나 높게 되면 밸브가 열리고
세팅압력보다낮게되면닫히게된다. 이에따라덜중요한설비는순간
적으로증기공급이중단되고 1차측압력은항상일정압력이상으로유지
되어중요설비는정상적으로운전되도록한다.
SDP143은DP143을변형한것이며25BP는25P를변형한것이다.



2차압력설정
감압밸브가병렬배관된경우감압밸브별로 2차압력의설정값을약간씩차이를두어자동적으로모든감
압밸브가개폐될수있도록한다. 이때정상운전부하를처리하는감압밸브의압력을가장높게세팅한다.

병렬배관시구경선정방법
●정상운전부하가최대부하의 50% 정도일경우에는 2개의같은용량의밸브를선정한다.

●부하변동시15~20%에서최대부하까지변동되는경우에는서로다른구경의밸브를2~3개선정한다.

거의모든감압밸브의선정시설비의최대부하를기준으로설계하게되나최대부하는단시간또는주기
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나머지 시간의 증기부하는 감소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증기부하가 최대 용량의
25% 이하로 떨어질 경우도 있다. 이때 밸브는 거의 닫혀 있게 되며 밸브의 침식 및 마모현상이 극심해지고
동시에 2차압력은흔들리게된다. 

일반적으로밸브가최대용량의 25% 이상열린경우에는안정된 2차압력이유지될수있으며그이하에서
는 2차압력이불안정하게되는경우가많다. 이와같은경우병렬배관이필수적으로응용되어야하며병렬배
관에의해수명이연장되고정비회수도감소될뿐아니라하나의밸브가고장또는정비등유사시에예비용
감압밸브로도응용할수있는이점이있다.

감압밸브의병렬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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