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FLOAT TYPE LEVEL SWITCHES INSTRUCTION MANUAL

모델
CDQ-1
CDQ-2
CDQ-3
CDQ-4

오뚜기스위치
제어용
제어 및 고(저)경보용
제어 및 고.저 경보용

흘러내리지 않도록
꼭 조인다

설치방법
1. 제어유니트를 PANEL에 부착시킨다.
2. FLOAT 를 설치할 위치를 선정한다. (액 주입구 가까이 설치하지 않는다.)
3. 제어하고자 하는 범위 곧 제어및 알람 위치를 정확히 측정한다.
4. FLANGE 에 고정된 고리에 끈(ROPE)으로 추를 묶어 고정시킨다.
5. 끈 (ROPE)에 FLOAT를 각 위치별로 고정시킨다.
6. FLOAT CABLE 을 너무 가까이 및 멀리 묶지 않도록 한다.
(FLOAT 에서 10cm 정도가 적당하다.)
7. FLOAT 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킨다.
8. FLOAT 와 FLOAT간격을 너무 가까이 고정하지 않도록 한다.
액이 차올라도 FLOAT가 들려지지 않아 오작동 원인이 되기 쉽다.

결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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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제어유니트에 전원을 연결한다.(110V-6,7번, 220V-6,8번)
2. 제어모드가 급수인지 배수인지를 확인하고 유니트 커버를 열면
SUPPLY-DRAIN 선택스위치를 확인한다. ( 9,10 번)
3. 유니트의 SENSOR 단자에 FLOAT의 순서대로 확인하여 연결한다.
3-1. 먼저 각 FLOAT에서 나오는 공통선을 모두 묶어서 5번에 연결.
3-2. 가장 밑에 위치한 FLOAT선을 4번에 연결 ( LOW ALARM 기능)
3-3. 가장 밑에서 두번째에 위치한 FLOAT선을 3번에 연결
( 급수모드일때 : START 기능, 배수모드일때 : STOP 기능 )
3-4. 가장 위에서 두번째에 위치한 FLOAT선을 2번에 연결.
( 급수모드일때 : STOP기능 , 배수모드일때 : START 기능 )
3-5. 가장 위에 위치한 FLOAT선을 1번에 연결
4. 알람단자의 고저를 구분하여 결선한다.
( HIGH 알람 : 13,14번 , LOW 알람 : 11,12번)

유지보수 및 주의사항
1. 오뚜기볼(FLOAT)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기위해서는 선을 해체하여 공통선과 센서선 사이의 저항을 오뚜기볼을
들어보면서 테스터기로 측정한다. ( 정상일 경우는 볼을 들었을때 접점이 붙고 내렸을때 떨어져야 한다. - A접점용일때 )
2. 제어유니트의 접점 이상유무를 측정하기위해서는 SENSOR 입력단자의 공통단자 (5)과 각접점을 점퍼시켜 본다.
3. 오뚜기볼 (FLOAT)에 미세한 구멍이 생겨 물이 들어갔는지 외관을 살펴보고 흔들어본다.
4. FLOAT가 상하동작을 하는데 지지물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5. FLOAT에 큰 충격을 가하지 말며 또한 급격한 상하동작을 인위적으로 가하지 않도록 한다.
6. 추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7. 기름이 흘러들어오는곳에 절대로 설치하지 않는다.
8. 뜨거운액 (50'C 이상)이 흘러 들어오거나 FLOAT에 변형을 주는 곳에 설치하면 않된다.
9. FLOAT 내부 MICRO S/W 쪽으로 높은 전압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DC24V, AC110V 이상)
10. 제어유니트와 FLOAT간 배선은 CVVS선을 사용한다.
11. 추후 점검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12. 무상 A/S기간은 1년이므로 사용시 기기의 동작방법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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