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WHA CHEMICAL FEEDER CO., LTD.

RELIEF VALVE &

BACK PRESSURE VALVE

설치 및 운전보수 MANUAL



1.
다음은 ㈜이화정량펌프에서 생산·판매하는 Relief valve 및 Back pressure valve의 설치, 사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들로서 이 밸브들은 Metering system에 적용하는 펌프의 성능개선을 위해 디자인 되었으며,

이송되는 약품에 따라 다양한 재질의 적용이 가능 합니다. 

Relief valve는 밸브의 설정압력 이상의 과도한 압력 발생시 자동적으로 압력을 해제하여 펌프 및 시스템

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필수 기기로서 공장 출하시의 설정 압력은 통상 사용압력 또는 펌프 허용

압력의 120~130%이며, 조정 및 재설정이 가능 합니다.

Back pressure valve는 펌프 및 배관의 설치 조전에 따라 발생되는 사이폰 현상에 의한 토출량 조절 불능

또는 과공급(Over feeding)을 방지하여 약품의 주입 정도를 높여주는 기기로서 공장 출하시 통상 설정

압력은 1.0~1.5kg/㎠이며, 조정 및 재설정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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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RV / EWBV – P – 20A

밸브종류

EWRV : 릴리프밸브(Pressure relief valve)
EWBV : 배압밸브(Back pressure valve)

재질

P : PVC
T : PTFE
K : PVDF
S4 : 304SS
S6 : 316SS

접속구경

15A   KS / JIS 10K 15A FLANGE
20A   KS / JIS 10K 20A FLANGE
25A   KS / JIS 10K 25A FLANGE
40A   KS / JIS 10K 40A FLANGE
50A   KS / JIS 10K 50A FLANGE
012B ANSI C150 ½” FLANGE
034B ANSI C150 ¾” FLANGE
100B ANSI C150 1” FLANGE
112B ANSI C150 1.1/4” FLANGE
114B ANSI C150 1.1/2” FLANGE

밸브의 소개

2. 밸브의 모델명



■ 릴리프밸브 (Pressure relief valve)

■ 배압밸브 (Back pressure valve)

모 델 초기설정압력
kg/㎠

압력설정범위
kg/㎠

적용펌프모델
KS 접속 ANSI 접속

EWBV-P-15A EWBV-P-012B

1.0 ~ 1.5 0.5 ~ 3.0
EWS25~2000
JS25~2000

EWBV-S4-15A EWBV-S4-012B

EWBV-S6-15A EWBV-S6-012B

EWBV-P-20A EWBV-P-034B

1.0 ~ 1.5 0.5 ~ 3.0 JS3000~8000EWBV-S4-20A EWBV-S4-034B

EWBV-S6-20A EWBV-S6-034B

EWBV-P-25A EWBV-P-100B

1.0 ~ 1.5 0.5 ~ 3.0
JM10L
JL10L

EWBV-S4-25A EWBV-S4-100B

EWBV-S6-25A EWBV-S6-100B

EWBV-P-40A EWBV-P-112B

1.0 ~ 1.5 0.5 ~ 3.0 JL20L~30LEWBV-S4-40A EWBV-S4-112B

EWBV-S6-40A EWBV-S6-112B

EWBV-P-50A EWBV-P-200B

1.0 ~ 1.5 0.5 ~ 3.0 JL40L~50LEWBV-S4-50A EWBV-S4-200B

EWBV-S6-50A EWBV-S6-2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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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초기설정압력
kg/㎠

압력설정범위
kg/㎠

적용펌프모델
KS 접속 ANSI 접속

EWRV-P-15A EWRV-P-012B

6.0 1.0 ~ 10.0
EWS25~2000
JS25~2000

EWRV-S4-15A EWRV-S4-012B

EWRV-S6-15A EWRV-S6-012B

EWRV-P-20A EWRV-P-034B

6.0 1.0 ~ 7.0 JS3000~8000EWRV-S4-20A EWRV-S4-034B

EWRV-S6-20A EWRV-S6-034B

EWRV-P-25A EWRV-P-100B

6.0 1.0 ~ 7.0
JM10L
JL10L

EWRV-S4-25A EWRV-S4-100B

EWRV-S6-25A EWRV-S6-100B

EWRV-P-40A EWRV-P-112B

4.0 1.0 ~ 5.0 JL20L~30LEWRV-S4-40A EWRV-S4-112B

EWRV-S6-40A EWRV-S6-112B

EWRV-P-50A EWRV-P-200B

4.0 1.0 ~ 5.0 JL40L~50LEWRV-S4-50A EWRV-S4-200B

EWRV-S6-50A EWRV-S6-200B

3. 밸브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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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프밸브 (Pressure relief valve)

■ 배압밸브 (Back pressure valve)

OUT IN

VALVE CAP

PRESSURE CONTROL BOLT

LOCK NUT

VALVE CASE

DIAPHRAGM

CONTROL RING

SPRING

GUIDE RING

CONNECTOR

FLANGE
VALVE BODY

OUT IN

VALVE CAP

PRESSURE CONTROL BOLT

LOCK NUT

VALVE CASE

DIAPHRAGM

CONTROL RING

SPRING

GUIDE RING

CONNECTOR

FLANGE
VALVE BODY

- 도장색상 : 레드

- 도장색상 : 그린

4. 밸브의 구조



릴리프밸브(Pressure relief valve)는 토출배관의 펌프와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며, 압력 해제시 약품이

약품공급탱크 또는 흡입측 배관으로 By-pass되도록 설치 합니다. 또한, 펌프와 릴리프밸브 사이에는

단속밸브를 절대로 설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압밸브(Back pressure valve)는 배관 조건에 따라 사이폰 현상 발생시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기기로서

설치 위치는 가능한 한 주입점에 가깝게 설치 합니다.

또한, 밸브 설치시에는 IN / OUT 방향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

●

단속밸브

릴리프밸브

압력계

약품주입탱크
또는 배관라인

약품공급탱크

스트레이너

드레인 또는 클리닝 라인

배압밸브

단속밸브

정량펌프

Ps

Pd

●

○

1. 가능한 한 주입점에 가깝게

OUT
VALVE

MODEL EW

PRESSURE CONTROL RANGE kg/㎠

SETTING PRESSURE kg/㎠

E-WHA CHEMICAL FEEDER CO., LTD.
Tel. 82-32-642-8000   Korea

IN

2. IN/OUT 방향주의

< 추천 배관도>

Pd-Ps ≤ 0.5kgf/㎠
사이폰 방지를 위한 최소차압

압력계

1. 가능한 한 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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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밸브의 설치



1. 밸브 캡을 연다.

2. 압력조절볼트 고정용
너트를 조금 푼다.

3. 압력조절용 볼트를 완전히 푼다.
(릴리프밸브에 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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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정압력의 변경

■ 릴리프밸브 (Pressure relief valve)
시스템의 사용조건 변경 등의 사유로 릴리프 밸브의 설정압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압력을 변경 합니다.

4. 토출라인에 설치된 밸브를 잠근다.

5. 펌프를 운전시켜 펌프와 토출밸브
사이에 설치된 압력계를 보면서
(과도한 압력 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릴리프밸브 측으로
약품이 바이패스 되는지 확인한다.

6. 펌프를 계속 운전시킨 상태에서
압력계를 보면서 압력 조절용 볼트를
오른쪽으로 돌려 배관내의 압력이
목표로 하는 설정압력이 되도록 한다.
이 때 목표 설정 압력하에서 약품이
바이패스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7. 펌프를 정지시키고 토출밸브를 열어
배관내의 압력을 해제한 다음
다시 토출밸브를 닫고 펌프를
운전시킨 상태에서 압력계의
압력이 설정 목표 압력에 도달
하는지 또한, 설정 압력하에서
릴리프밸브를 통해 약품이
바이패스 되는지
재확인 한다.

8. 확인 후
너트를
조이고
밸브 캡을
닫는다.

9. 펌프를
정지 시키고
토출밸브를
개방한다.



1. 밸브 캡을 연다.

2. 압력조절볼트 고정용
너트를 조금 푼다.

3. 압력조절용 볼트를 완전히 푼다.
(배압밸브에 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4. 펌프를 운전시켜 펌프와 배압밸브
사이에 설치된 압력계를 보면서
(과도한 압력 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압력조절용 볼트를
서서히 조여 목표 설정 압력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한다.
이 때 배압밸브를 통해 약품이
토출되는 것을 확인 한다.

5. 펌프를 정지 시킨 후 밸브가 닫혀
약품을 차단하는 것을 확인 한다.

6. 펌프를 재가동 시켜 설정압력 하에서
밸브가 열려 약품이 공급 되는지
재확인 한다.

7. 확인 후 너트를 조이고 밸브 캡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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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정압력의 변경

■ 배압밸브 (Back pressure valve)
시스템의 사용조건 변경 등의 사유로 배압밸브의 설정압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압력을 변경 합니다.



1. 밸브 캡을 연다.

2. 너트를 느슨하게 푼다.

3. 압력조절용 볼트를
분해한다.

5. 밸브 케이스를
분리한다.

4. Valve body 조립용 볼트를 푼다.

6. 콘트롤 링을 분리한다.

7. 스프링을 분리한다.

8. 가이드 링을 분리한다.

9. 다이아프램을 분리한다.

플랜지

Valve body

콘넥터

※ 릴리프밸브와 배압밸브는
분해 방법이 동일하지만
조립시는 주의가 필요 합니다.
(주의 사항은 다음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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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지보수 – 분해 및 부품 교환

라인에서 밸브 분리시 주의할 사항!!!

※ 약품공급 시스템에서 밸브를 분리화기 전에 배관내의 압력이

완전히 제거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배관 내에 압력이 존재하면 밸브 플랜지 고정용 볼트를 분해

하는 순간 약품의 분출로 신체적 재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의!

1) 다이아프램 교환시

다이아프램 교환 후 재조립 시 방향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아프램은 EPDM 고무(흑색)와 PTFE(백색)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색의 PTFE(테프론) 쪽이 약품과 접하는 면이므로 Valve body 방향으로 향하도록
조립하는것이 정상 입니다.

EPDM 재질의 흑색면PTFE 재질의 백색면
(약품과 접하는 면)

Valve body

다이아프램 조립용 공간

2) 재 조립 시의 Valve case와 valve body의 방향

밸브 케이스에 부착되어 있는 명판의 IN / OUT 방향과 밸브 바다의 방향에 주의하세요.
– 아래 그림 참조

IN
(바깥쪽 구멍)

OUT
(중심부 구멍)

IN
(중심부 구멍)

OUT
(바깥쪽 구멍)

<릴리프 밸브> <배압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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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지보수 – 재 조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467-904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26-6번지
전화 031-642-8000       팩스 031-642-4071
홈페이지 http://www.ewhapump.com
전자우편 ewhapump@ewhapump.com

㈜ 이화정량펌프
E-WHA CHEMICAL FEEDER CO., LT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