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w differential pressure gauge

치� � � � 수� �:

중� � � � 량� �:

표면처리� �:

접� 속� 부� �:

정� 확� 도� �:

압력등급� �:

주변온도범위� �:

기본악세사리� �:� 

�4�-�3�/�4�"다이얼� �x� �2�-�3�/�1�6�"� 깊이

�1� �l�b�.� �2�o�z

짙은� 회색� 에나멜

�1�/�8�"� �N�P�T�(�F�)�,� �H�i�g�h� �&� �L�o�w� �P�r�e�s�s�u�r�e� �T�a�p�,� 

�d�u�p�l�i�c�a�t�e�d�,� �O�n�e� �P�a�i�r� �s�i�d�e� �&� �O�n�e� �P�a�i�r� �B�a�c�k

±�2� �%� �o�f� �f�u�l�l� �s�c�a�l�e� �(�2�1�.�1� ℃� 온도� 기준�)�,� 

�-�5�~�5�,� �-�2�5�~�2�5� �a�n�d� �0�~�1�0� �m�m�:±�3�.�0� �%� �o�f� �f�u�l�l� �s�c�a�l�e

�0�~�3�0�0�0� �m�m� �:� ±�4�.�0� �%� �o�f� �f�u�l�l� �s�a�c�l�e

�1�5� �p�s�i� �(�1�.�0�3� �b�a�r�)

� � � � �-�1�0�~�6�0� ℃

� � � � �P�r�e�s�s�u�r�e� �T�a�p� �2곳에� �1�/�8�"�N�P�T�(�M�)플러그� �2개�,� 

� � � � 고무� 튜빙� 어댑터에� �1�/�8�"�N�P�T�(�M�)

� � � � �T�h�r�e�a�d� �2개�,� �F�l�u�s�h� �m�o�u�n�t�i�n�g� �a�d�a�p�t�e�r� �3개� 

� � � � �w�i�t�h� �s�c�r�e�w�s� � 

주의� �:� 공기� 혹은� 호환� 기체에서만� 사용� 가능

제품이� 위험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으므로�,� 수소가스에� 사용은� 
금함�.

레인지� 초과� 혹은� 반복� 측정을� 과다하게� 진행하여야� 할� 경우�,� 
제조사에� 문의� 하도록� 한다

①� 고무� �P�r�e�s�s�u�r�e� �R�e�l�i�e�f� 플러그�.� 게이지가� 레인지를� 초과할� 경우� 플러그가� 빠질� 것임

②� �(�3�)�#�6�-�3�2� �x� �3�/�1�6�[�4�.�8�]� 판넬� 마운팅� 용도로�,� �D�P구멍이� 같은� 간격으로� Φ�4�-�1�/�8�[�1�0�4�.�8�]볼트� 원에� 위치하여� 있음�.� 

③� �1�/�8�"�N�P�T�(�F�)� 고압� 커넥션

④� �1�/�8�"�N�P�T�(�F�)� 저압� 커넥션

⑤� �.�0�2�3�[�.�5�8�]� �S�u�r�f�a�c�e� �M�o�u�n�t�i�n�g의� 경우�,� �4개의� �S�p�a�c�e�r� �P�a�d로� 인해� 생긴� 공간

⑥� �1�/�8�"�N�P�T�(�F�)� �J�o�g�h�p�r�e�s�s� 커넥션

⑦� �1�/�8�"�N�P�T�(�F�)� 저압�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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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압보호� �:� 기본� 공조용� 차압계는�,� 최대� 사용압력이

�1� �b�a�r의� 압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규� 모델의� 경우� 고무� 플러그가� 

옆면에� 장착� 되어� 있으며�,� 이는� 압력이� �1�.�7� �b�a�r까지� 초과� 

되었을� 경우� 게이지� 내부에� 내압을� 배출하는� 안전밸브

역할을� 한다�.� 압력을� 원활하게� 하고자� 할� 경우�,� 

�s�u�r�f�a�c�e� �m�o�u�n�t�i�n�g� 되어� 있을� 시� �4개의� �s�p�a�c�e�d� �p�a�d가� 

약� �6� �m�m의� 공간을� 제공한다�.� 패드로� 인해� 생긴� 이� 공간을�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방해되도록� 하지� 않는다�.

�1�.� 진동이� 매우� 심하거나� 주위온도가� �6�0℃를� 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직사광선은� 플라스틱� 

커버의� 변색� 초래하므로�,� 이� 역시� 피하도록� 한다�.� 

센싱� 라인은� 필요한� 길이로� 사용하도록� 한다�.� 

튜브� 길이가� 길다고�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반응� 속도가� 조금� 지체될� 수는� 있다�.� 맥동압이나� 주위의� 

진동이� 포인터의� 과다한� 흔들림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 

댐핑이� 가능한지� 제조사에� 문의하도록� 한다�.

�2�.� 모든� 기본� 공조형� 차압계는� 수직� 격막으로� 교정되므로�,� 

수직으로� 측정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준다�.� 

세로� 이외의� 다른� 설치상태로� 사용할� 경우�,� 발주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고압� 게이지는� 영점조정을� 하면� 

바로� 허용오차� 내의� 정확도로� 측정이� 가능하다�.� 

�3�.� �S�u�r�f�a�c�e� �m�o�u�n�t�i�n�g

� 

�P�.�C�.�D� �1�0�4�.�8� �m�m에� �1�2�0도�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운팅� 
홀을� 찾는다�.� 알맞은� 길이의� �3�-�#�6�-�2�1�U�N�C� 스크류를� 사용
하도록� 한다

�4�.� �F�l�u�s�h� �m�o�u�n�t�i�n�g

판넬에� 지름�1�2�2� �m�m의� 홀을� 만든� 다음�,� 게이지를� 삽입한� 뒤� 

어댑터를� 이용해� 알맞은� 길이의� �3�-�#�6�-�3�2�U�N�C� 나사를� 

조인다�.� �2�"� 파이프에� 게이지를� 설치할� 경우�,� �2�"� �M�o�u�n�t�i�n�g� �b�r�a�c�k�e�t

을� 추가로� 구매하여야� 한다�.

�5�.� 설치� 후� 영점� 조정

포인터를� �0에� 위치시킨� 뒤�,� 커버� 하단에� 있는� 외부� 영점조정� 

스크류를� 이용하여� 조정한다�.� 영점체크나� 조정은� �H�i�g�h� �/� �L�o�w� 

측이� 대기� 상태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게이지� 사용

게이지압� �:� 압력이� 전달� 부분으로부터� 튜브로� �H�i�g�h측에� 

연결한다�.� 이� 때� 사용하지� 않는� �H�i�g�h측은� 플러그를� 막는다�.� 

�L�o�w측은� 양쪽� 모두� 대기� 상태로� 놓는다�.

진공압� �:� 진공압� 부분으로부터� 튜브로� �L�o�w측에� 연결한다�.� 

이� 때� 사용하지� 않는� �L�o�w측� 플러그는� 막는다�.� 

�H�i�g�h측은� 양쪽� 모두� 대기� 상태로� 놓는다�.

차압� �:� 두� 개의� 압력� 중� 큰� 압력에� 튜브를� 연결하여�,� �H�i�g�h측과� 

�L�o�w측� 포트에� 연결� 한다�.� 사용하지� 않는� 두� 포트는� 플러그를� 

막는다�.

게이지� 한� 쪽이� 더럽거나� 먼지가� 많은� 상태에서� 분출이� 되는� 

경우�,� 필터� 벤트� 플러그를� 열려� 있는� 포트에� 연결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A�.� 휴대용으로� 임시� 설치하는� 경우�,� �1�/�8�"� 파이프� 커넥션을� 

고무� 튜빙� 어댑터에� 이용하고�,� 고무� 혹은� 튜브로� 압력이� 

발생하는� 곳에� 연결하도록� 한다�.

�B�.� 영구� 설치의� 경우�,� �1�/�4�"� �O�.�D나� 그� 이상의� 구리� 혹은� 

알루미늄� 튜빙을� 권장한다�.� 

유지� �:� 윤활이나�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진� 않다�.� 케이스� 외부와� 

커버는� 깨끗이� 사용하도록� 한다�.� 가끔� 압력� 라인� 연결을� 

해지하고� 게이지� 양쪽의� 압력을� 대기상태에서� 분출해주고� 

영점조정을� 다시� 하는� 것도� 제품의� 수명에� 도움을� 준다�.� 

교정� 체크� �:� 정확도가� 명확하고� �R�a�n�g�e가� 설정� 되어� 있는� 

다른� 게이지� 혹은� 마노미터를� 사용한다�.� 짧은� 고무나� 비닐� 

튜브를� 이용하여� 공조용� 게이지의� 고압� 부분과� �"�T�"자� 관의� 

양측으로� 연결하여� 테스트하도록� 한다�.� 세번째� 커넥션� 부위에� 

천천히� 압력을� 가한다�.� 몇� 초가� 지나� 압력이� 동일하게� 되었을� 

경우�,� 측정치를� 비교하도록� 한다�.� 정확도가� 만족하는� 범위가� 

아닐� 경우�,� 제조사에서는� 재교정�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제조사로� 

게이지를� 보낸다�.� 현장에서� 교정이� 필요할� 경우�,� 하기�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교정� �:

�1�.� 게이지� 케이스를� 단단히� 잡고서� 커버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느슨하게� 풀어준다�.� 게이지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 

스트랩� 렌치나�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용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2�.� 플라스틱� 커버와� �O�-�R�i�n�g을� 들어낸다�.

�3�.� �S�c�a�l�e� �p�l�a�t�e� �b�i�s�s와� �S�c�a�l�e� �p�l�a�t�e� �a�s�s�'�y를� 제거한다�.� �P�o�i�n�t�e�r

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 한다�.

�4�.� 교정은� 클램프를� 움직이면서� 진행� 된다�.� 압력이� 높게� 나올� 

경우� 클램프� 스크류를� 느슨하게� 나선� 쪽으로�,� 낮게� 나올� 

경우� 나선�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클램프� 스크류를� 조여서� 

�S�c�a�l�e� �p�l�a�t�e� �a�s�s�'�y� 설치를� 하도록� 한다�.

�5�.� 커버와� �O�-�R�i�n�g을� 장착한다�.� 커버� 내부의� 육각� 샤프트가� 

영점조정� 스크류에� �0에� 맞춰�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도록� 한다�.

�6�.� 커버를� 돌려서� 장착한다�.� 커버� 하단은� 압력이� 가해지는� 

곳이므로�,� 장착� 후� 제대로� 조여지지� 않을� 경우�,� 리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7�.� 게이지에�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테스트� 게이지와� 

비교하도록� 한다�.� 필요할� 경우� 추가� 조정을� 진행� 한다�.

주의� �:� 설치시� 커버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소량의� 오일� 혹은� 

몰리브덴� 이황화� 화합물을� 이용하여� 윤활� 시켜주도록� 한다�.

경고� �:� 현장� 수리를� 할� 시� 보증� 권한이� 파기� 될� 수� 있다�.� 

사용자가� 직접� 재교정� 혹은� 수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가장� 안전하게� 제조사에� 게이지를� 송부� 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제� 해결� �:

·� 게이지� �P�o�i�n�t�e�r가� 움직이지� 않거나� 압력� 표시가� 느릴� 경우

�1�.� 연결� 되지� 않는� 포트에� 재연결� 한다�.

�2�.� 과압으로� 인한� 격막이� 파열되었을� 수도� 있다�.

�3�.� 피팅� 혹은� 센싱� 라인이� 차단되어� 있거나� 누수가� 있을� 수� 

있다�.

�4�.� 커버가� 꽉� 안� 조여져� 있던지� 아니면� �O�-�R�i�n�g이� 손상되어� 

있거나� 없는� 경우일� 수� 있다�.

�5�.� 압력� 센서�(�s�t�a�t�i�c� �t�i�p�,� 피토� 튜브� 外�)가� 잘못� 위치� 되어져� 

있을� 수� 있다�.

�6�.� 주위온도가� 매우� 낮을� 수� 있다�.� 

·� �G�a�u�g�e� �p�o�i�n�t�e�r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 �/� 영점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1�.� 포인터가� 직접� 명판에� 닿아� 있을� 수도� 있다�.

�2�.� 스프링�/자석� 어셈블리가� 움직여� 나선을� 건드리고� 있을� 

수도� 있다�.

�3�.� 금속부분이� 자석에� 반응하여� 나선� 무브먼트를� 방해하고� 

있을� 수� 있다�.

�4�.� 커버의� 영점조정� 샤프트에� 문제가� 생겼거나�,� 스크류가�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는� 경우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리나� 교정이� 필요한� 게이지는� 제조사로� 

반송하여�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여러� �A�c�c�e�s�s�o�r�y에� 사용

되는� 부품들은� 게이지의� 레인지마다� 종류가� 여러가지이며�,� 

잘못된� 부품을� 사용할� 경우� 제품에� 큰� 하자를� 초래할� 수� 

있다�.� 제품을� 받고� 공장에서� 제대로� 된� 점검이� 끝난� 후�,� 

진행하기� 전� 수리� 비용� 견적서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특수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상태의� 경우�,� 제조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공기� 혹은� 호환� 기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Installation
설치

Maintenance
유지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