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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유량 제어 및 조절 밸브 “Cocon QTR”

기술 정보

제어 범위:

모델 번호 DN
제어 범위

[m3/h]
(최소*-최대)

kvs값
차압 p1-p3
(최소-최대)

114 61 12 40 1.5 - 7.5 11.5

0.2 bar-4 bar
(20 kPa-400 kPa)

114 61 72 40 1.5 - 7.5 11.5

114 61 16 50 2.5 - 10.0 15.0

114 61 74 50 2.5 - 10.0 15.0

제명:

1.  다이어프램

2.  제어부

3.  유량부

변유량 제어 및 조절 밸브 “Cocon QTR”의 도식 부분은 3개의 압력
범위를 보여준다.
“p1”은 입구측이고 “p3”는 밸브의 출구측 압력이다. “p2”는 다이어
프램을 구동하는 압력이고 차압 “p1” – “p2”은 일정수준으로 유지
된다.
변유량 제어 및 조절 밸브 “Cocon QTR”는 3개 밸브들의 결합이다
. 통합된 다이어프램(위치1)은 차압조절기로써 동작하고, 두번째
밸브(구동기로 동작하는 조절밸브 – 위치2)와 세번째 밸브(수동으
로 조절할 수 있는 유량부 – 위치3)를 가로지르는 차압 “p1” – “p2”
이 일정하게 조절되도록 보증한다.

재질:
밸브몸체 주철, 실링은 EPDM 또는 PTFE, 내부 부품은 DZR 황동,
이중 오링(double O-ring)구조로 유지보수가 자유로운 스템 실링

모델:
측정방식 “classic”,
EN 10226 규격에 따른 양단 암나사 연결방식
양단 숫나사 연결방식

기능:
오벤트롭 “Cocon QTR” 밸브는 자동 유량조절부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량 설정값을 가지고)와 구동기와 결합하여 조절하는 부분
으로 구성된 복합밸브이다.

장점:
– 유량값 설정 가능 (구동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 설정값 확인 가능 (구동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 설정값 확인 용이 (여러 다른 설치 위치에서도)
– 단위변환 없이도 유량 설정값[m3/h] 읽기 용이

– 유량 설정값 고정 가능 (고정 철사)
– 일정하고, 높은 밸브 authority
– 차압을 측정함으로써 설치를 최적화

– 선형의 특성곡선 (구동기가 동작된다면)

부속품:
유량값 고정 세트 108 90 91

*  추천하는 최소설정; 설정값에서 시작한다면, 밸브가 차단되는 

지점까지 그 유량을 줄일 수 있다.

적용:
변유량 제어 및 조절 밸브 “Cocon QTR”는 구동기와 결합하여 유량
을 조절함으로써 자동 유량제어(순환수식의 밸런싱)와 실내 온도
제어를 위해 순환수 방식의 난방 및 냉방시스템에 설치하도록 설
계되었다 (예를 들어, 중앙난방 또는 바닥난방시스템, 팬코일유니
트, 천정형 냉방, 대류식 난방기 등).

기술자료:
성능자료

최대 작동온도: 120 °C
최저 작동온도: -20 °C
최대 작동압력: 16 bar (1600 kPa)
최대 차압: 4 bar (400 kPa)
유체: 물 또는 물과 에틸렌/프로필렌

- 글리콜 혼합
(최대 50%), ph값 6.5-10  

p1-p2 =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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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유량 제어 및 조절 밸브 “Cocon QTR”

높은 차압 변동 “p1” – “p3”이 일어나는 곳이라도, 예를 들어 부분
부하 상태, 차압 “p1” – “p2”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런식으로, 변유량 제어 및 조절 밸브 “Cocon QTR”는 100% (a =
1)의 밸브 authority를 가진다. 비례 제어를 하는 부분 부하 조건일
지라도 (예를 들어, 0-10 V 구동기 결합하에서), 변유량 제어 및 조
절 밸브 “Cocon QTR”의 밸브 authority는 유효 밸브 리프트 내에서
100% (a = 1)가 된다.

“Cocon QTR” 밸브는 유효 밸브 리프트 내에서 선형의 특성곡선을
가지고 선형 동작을 하는 구동기와 사용할 때 유용하다.

유량 설정:
요구되는 유량은 핸드휠과 설정 슬리브의 도움으로 설정될 수 있다
(그림2).
유량설정은 오직 설정 슬리브를 풀고 나서 변경되어야 한다.

적용:
오벤트롭 변유량 제어 및 조절 밸브 “Cocon QTR”는 유량과 실내
온도 제어를 위해 순환 펌프를 사용하는 중앙 난방 시스템과 천정
형 냉방에 사용될 수 있다.

변유량 제어 및 조절 밸브 “Cocon QTR”는 다음의 오벤트롭 구동
기들과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설정 슬리브 (스패너 크기 17 mm)는 풀려져야 한다.

구동기와 함께 공급되는 설치 메뉴얼을 보고 먼저 확인한다!

모델: 모델 번호

구동기 (압착식 밸브연결) 115 80 10
24 V, 입력신호 0-10 V

구동기 (압착식 밸브연결) 115 80 30
24 V, 입력신호 0-10 V 그리고 4-20 mA

구동기 (압착식 밸브연결) 115 80 31
24 V, 입력신호 0-10 V 그리고 4-20 mA,
스프링 리턴 타입

설정 및 고정:
설정값은 보호되고 고정클립으로 고정될 수 있다.

그림1: 변유량 제어 및 조절 밸브 “Cocon QTR” 특성곡선

그림2: 설정 슬리브

그림3: 설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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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슬리브

유량설정

핸드휠

열림 위치에서의

고정클립

고정 위치에서의

고정클립

6 m3/h + 0 m3/h = 6 m3/h

6 m3/h + 1.3 m3/h = 7.3 m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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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유량 제어 및 조절 밸브 “Cocon QTR”

설치:
– 흐름 방향은 밸브 몸체의 화살표 방향을 따라야만 한다

– 밸브는 어떠한 방향에서도 설치되어질 수 있다.

(전기식 구동기는 수직 아래방향으로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 

– 밸브 설치시 윤활유나 기름은 밸브 부품(seals)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 것; 만약 사용해야 한다면, 모든 더러
운 입자들과 윤활유나 기름 잔여물은 배관 세척(flushing)에 의
해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

– 배관 작업시 밸브에 어떠한 응력이라도 가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 작동 유체를 선택할 때에, 최근의 기술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VDI 2035)

– 유지보수를 위해 차단밸브 뿐만 아니라 밸브 전단의 스트레이

너는 밸브의 앞과 뒤에 설치된다

– 유량 설정시에는 부동액 제조사의 수정계수(correction factor)

고려해야 한다

– 일단 설치가 완료되면, 모든 설치위치의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밸브 설계를 위한 최소 차압:

밸브를 가로지르는 최소 요구 차압 p1-p3은 다음의 그림4에서 얻
을 수 있다.

그림4에 대한 설명:

통합 유량제어를 하는 밸브에 대하여, 요구되는 최소 차압은 설정
값에 따라 변한다. 이 그래프에서는 수학적인 상호관련성을 고려하
였다.

그림4: 최대 차압 4 bar (400 kPa)

차압 측정:
유량 계측기 “OV-DMC 2”는 압력측정점에 연결될 수 있다. 이것은
밸브가 제어범위 내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차
압을 측정함으로써 펌프 설정을 최적화 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수력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밸브들이 제어범위 내
에서 작동하게 함으로써 펌프 수두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때 그
림4의 최소 차압을 고려해야 한다. 측정된 차압이 그림4에 표시된
최소 차압 p1-p3와 일치하거나 크다면, 밸브는 제어범위 내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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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차압

그림6: 차압측정을 대한 기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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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유량 측정기와 함께 (예를 들어,  “OV-DMC 2”), 차압 (p1-
p3)은 밸브를 가로질러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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