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앤드 캡 분리
앤드 캡을 Series 731-G 석션 디퓨저에 올바르게 설치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1. 시스템 내 압력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시스템 
온도가 100°F/38°C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상기 그림과 
같이 드레인 탭을 분리하여 석션 디퓨저내 유체를 배수하십시오. 

 

2. 커플링, 앤드 캡 및 개스킷을 분리하십시오. 개스킷은 폐기해야 
합니다. 기존 앤드 캡을 Victaulic에 반송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기존 앤드 캡은 반드시 Victaulic에 반환해야 합니다. 반송용 
라벨은 공급될 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송용 라벨에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

 •	 Victaulic 시스템을 설치, 제거, 정비 혹은 유지관리전에 설명서를 모두 읽고 숙지하십시오.

 •	 안전모, 보안경 및 안전화를 착용하십시오.

 •	 플러그나 앤드 캡에 압력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	 플러그나 앤드 캡을 분리하기 전에 항상 배관 내의 압력을 제거하고 배수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가동하기 전에 시스템 온도가 100°F/38°C 미만인지 확인하십시오. 

 •	 대형 앤드 캡은 무겁습니다. 적절한 지지대 및 인양 장비를 사용하여 엔드 캡을 안전하게 분리하십시오.

본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신체적 상해, 재산상 손해 및/또는 제품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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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용 앤드 캡 설치
1. Victaulic 윤활제나 실리콘 윤활제를 키트와 함께 제공되는 새 

개스킷의 접촉면과 외부에 얇게 도포하십시오. 새 개스킷을 석션 
디퓨저 본체 끝에 설치하십시오. 개스킷 접촉면이 석션 디퓨저 
본체 끝단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a. 새 앤드 캡이 석션 디퓨저 바스켓 끝에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주의하면서 앤드 캡을 설치하십시오. 앤드 캡을 억지로 밀어넣지 
마십시오. 개스킷을 석션 디퓨저 및 앤드 캡에 있는 그루브 사이 
중앙에 위치시키십시오. 

1b. “스윙 오버”기능을 이용하여 개스킷 위로 하우징을 설치하십시오. 
하우징 키가 석션 디퓨저 본체 및 앤드 캡 외부 표면의 그루브에 
맞물려야 합니다.

1c. 남아 있는 볼트를 설치하고 너트를 손가락에 단단하게 조여지는 
느낌이 날 때까지 볼트에 끼웁니다. 주의: 볼트의 둥근 머리가 
볼트 구멍에 올바르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고

 •	 Victaulic 고정식 앵글 볼트 패드 커플링의 경우에는 반드시 
볼트 패드에서 금속-금속 접촉이 이뤄질 때까지 양쪽 면을 
번갈아 가며 너트를 균등하게 죄어야 합니다.

 •	 Victaulic 고정식 앵글 볼트 패드 커플링의 경우 반드시 볼트 
패드 상에서 오프셋이 균등해야 합니다.

본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인트 고장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부상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글패드 접촉

볼트 패드
양쪽의 균등
한 오프셋

Exaggerated for Clarity

오프셋
오프셋

1d. 앵글 볼트 패드에서 금속-금속 접촉이 이뤄질 때까지 양쪽 면 
을 번갈아 가며 너트를 균등하게 조이십시오. 하우징 키가 석션 
디퓨저 본체 및 앤드 캡의 그루브에 완전히 맞물려야 합니다. 
오프셋은 볼트 패드 상에서 균등해야 합니다. 이는 이음부가 
올바르게 조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주의: 개스킷이 끼이는 현상을 방지하려면 너트를 균등하게 
죄어야 합니다.

2. 시스템을 재가동합니다.

유의사항

 •	 기존 앤드 캡은 반드시 Victaulic에 반환해야 합니다. 반송용 
라벨은 공급될 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송용 라벨에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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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www.victaulic.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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