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케이블 테스트

전체 전기 히트 트레이싱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트 트레이싱 회로를 설치 및 설정 후,
열 절연체를 설치하기 전에 전기 저항에
이상이 없는지 히팅 케이블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케이블은 히팅 케이블 버스 전선과
히팅 케이블 금속 브레이드 사이에 최소한
500 Vdc의 절연 저항계(메그옴미터)를
연결하여 테스트해야 합니다. 폴리머 절연
히팅 케이블의 테스트 전압은 2500 Vdc, MI
케이블은 1000 Vdc를 권장합니다.

1. 전기 히트
트레이싱
케이블1
(자기 제어형,
출력제한, 병렬
저항 정출력,
직렬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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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원
연결
키트.
3. 제어 온도 조절
장치2.

케이블의 단자를 적절히 처리한 후 그림처럼
메그옴미터의 양극은 케이블 버스 전선에, 음극
선은 금속 브레이드에 연결합니다. 폴리머 절련
히트 트레이싱 케이블에 대한 메그옴미터의
최소 허용 레벨은 20메그옴입니다. 테스트는
열 절연체와 내후장벽을 설치한 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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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렬/T-연결 키트
(2 또는 3개의
케이블 연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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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케이블 단말.
6. 접착 테이프 (12인치
간격으로 또는
규정이나 사양에서
요구하는 대로).
7. "전기 히트 트레이싱"
라벨(10인치
간격으로 또는
규정이나 사양에서
요구하는 대로 라벨을
떼어내서 습기 방지용
절연물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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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그옴미터의 양극 선을 케이블
와이어 전선에, 음극 선을 금속 브레이드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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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열 절연체3 및 습기 방지용 절연물
(타사).
위 품목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 . .
1. 모든 히트 트레이싱 회로에는 지락을 방지하는 기기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2. 동파 방지 및 온도 유지 히트 트레이싱을 사용하는 곳에는
온도 조절 제어 장치를 권장합니다.
3. 모든 히트 트레이스 라인은 절연이 되어 있어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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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절연

최종 검사

열 절연을 정확히 설치하고 꾸준히 정비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절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열
손실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히트 트레이싱
시스템으로 보상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히팅 회로는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결된 전압,
전류 요구량, 케이블 길이 및 유형, 주변 온도,
파이프 온도의 측정과 기록이 포함됩니다.
(3 페이지의 검사 리포트 양식 참조)

열 절연체를 히트 트레이스 파이프에
설치하기 전에 트레이싱 회로가 전기 절연
저항이 정확한지 테스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케이블이 비절연 파이프에
노출되더라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전체 시스템(특히, 열 절연)은 이제
시각적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절연체를 파이프 슈즈 또는 기타 히트 싱크에
부드럽게 감싸고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밀폐해야 합니다. 고온 라인의 확장 연결
부위를 세심히 검사해야 합니다. 섹션이
연결된 부위나 플랜지, 밸브, 파이프 헹거,
연결 키트 주위에 절연체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위는 밀폐를 하여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배관, 그리고 펌프와 밸브와 같은 직렬
기기뿐만 아니라 모든 히트 싱크도 적절히
절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파이프트 슈즈,
헹거, 플랜지, 그리고 많은 경우에 밸브
본넷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 히트 트레이싱" 주의 라벨은 내후장벽
외부에 10피트 간격(또는 규정이나 사양에
명시된 대로)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연결부와
단말의 위치에도 주의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수많은 파이프 절연재가 있으면, 모두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절연재의 유형 또는 두께와 상관
없이 보호 장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습기 침투와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절연체를 보호하며, 히트 트레이싱 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유지보수
히트 트레이싱 시스템을 설치한 후에는
자격이 있는 직원이 지속적으로 예방 차원의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특정 회로에 대한 일반 정보와 작동
이력이 있는 문서를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 . . .
• 단단한(비압축) 재질을 사용할 경우 절연체의 내부 직경은
보통 파이프의 히팅 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도록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 절연재는 물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열 손실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따라서 재질이 물에 젖으면 교체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작동 테스트 결과는 테스트
"베이스 라인" 또는 정상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기질은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기록해야 하며 베이스 라인 데이터와
비교하여 잠재적 고장을식별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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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히트 트레이싱 검사 보고서(일반)
낹렍

겑걙묑

뗭눥
정보

렩멽ꈑ鞭뿭
놹낅꾥陥
뱭ꍡ꾥陥
꾥陥ꜵ꾥陥
섽뫥뢝뱭ꈙꆡ
볝髅뿭

쁁ꈑ韭넩
陹놹꼊
덵ꄲꚩ뿭 눺ꌍ
덵ꄲ녆鶎뇊

Bkr. 볝髅 뿭
Bkr. 붩뿭

시각
쁁ꈑ뿭
驕뎑
넩鱽ꬑ

열 절연
놽꾥뻱ꚪ
꽆뿭
놽꾥뻱ꚪ鮹ꄲ
걪韥눩녡
히팅 시스템 구성품
뀭뼝ꗊ걙ꖵꚾ
눩녡
ꜵ겒
섽뫥ꍡ麑ꙵꩾ
히팅 및/또는 상한치 컨트롤러
뇊ꩶ녆鶎
뢝뱭ꈙꆡ뇊闇

전기
전기 절연 저항 시험 뼩鲮鷕陲끥ꗉ넩볝걙뢝뱭ꈙꆡ ꫮꬍ 7.8뗭눥
겑뾍놹꼊
놽꾥놵뼢闇
히터 공급 전압
놹낅鲝녅꾅넍闇
뾹녚꾥陥꾅넍闇
히터 회로 전류
볁넩뺹꿝鵹
꼉뵍꽩 2-5ꜹ
꼉뵍꽩 15ꜹ쁹
덵ꄲ隕녚놹ꌍ
코멘트 및 조치사항

녆꽺녅

쁁ꩡ

驕뎑

걮넭녅

쁁ꩡ

驕녅

넩꽆겒냹ꚪꩡ끞낅ꚭ냱ꈑꩡ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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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다음은 전기 히트 트레이싱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성공적으로 히트 트레이싱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열 절연체입니다.
히트 트레이싱 판매사에게 연락하기 전에 정확히 설치되었는지 눈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열
절연체가 젖어있어가 손상 또는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렬 또는 근처 기기의 수리
또는 정비로 인해 히트 트레이싱 기기가 손상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흔히
간과되는 주요 트레이싱 문제의 원인입니다. 기타 다른 원인은 아래에 해당 증상 및 조치법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 히트 트레이싱 회로가 손상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폴리머 절연 히팅 케이블은 2500
Vdc 메그옴미터, MI 케이블은 1000 Vdc로 전기 절연 저항(메그옴미터)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기록을 하면 "정상적인" 작동 범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페이지의 검사 리포트 양식 참조). 정상 범위의 전기 절연 저항 수치를 통해 손상된 회로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상

의심되는 원인

조치법

I. 열/전류 없음

A. 전원 손실(전압)

A. 트레이싱 회로로 가는 전원을
복구(회로 차단기와 전선
확인). 불량 단말로 인해 EPD
형 차단기가 갑자기 작동할 수
있습니다.
B. 설정값 조정
C. 히트 트레이싱 회로를
재활성화하려면 수동으로
재설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D. 회로 수리 및 교체1
E. 센서 또는 제어기 수리2

B. 제어기 설정값이 매우 낮음
C. 고온 제한 스위치가 작동
D. “개방” 직렬 히팅 회로
E. 제어기 고장
II. 낮은 시스템 온도

A. 제어기 설정값이 매우 낮음
B. 온도 센서가 히팅 케이블이나
기타 열원에 너무 가깝습니다.
제어 릴레이/접점이 과도하게
반복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A. 설정값 조정
B. 센서를 다른 곳에 부착

C. 절연재 및/또는 두께가 설계치와
다릅니다.

C. 절연체 교체. 절연체 두께 보강
(건식인 경우). 고출력 케이블인
경우 전압 증가3
D. 고출력 히팅 케이블 설치.
절연체 두께 보강. 전압 증가3
E. 전압을 설계 요건에 맞게 조정3

D. 주위 온도가 설계치보다 낮음
E. 낮은 전압(전원 연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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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의심되는 원인

조치법

III. 섹션의 낮은
온도

A. 절연체가 젖었거나
손상되었거나 누락됨
B. 병렬 회팅 케이블. 개방된 부품
또는 손상된 매트릭스
C. 히트 싱크(밸브, 펌프, 파이프
지원 등)
D. 히트 트레이스 파이프에서
급격한 고도 변화

A. 절연체와 재킷 수리 또는 교체

IV. 높은 시스템 온도

A. 제어기가 계속 “켜짐” 상태

A. 설정값을 조정하거나 센서를
교체2
B. 센서 또는 제어기 교체2

B. 접점이 닫힌 상태에서 제어기
고장
C. 센서가 절연되지 않은 파이프
또는 히트 싱크와 가까운 곳에
위치
D. 백업 히팅 회로 제어기가 계속
“켜짐” 상태
V. 과도한 사이클링

VI. 파이프라인의 온도
설정값 차이

B. 수리 또는 교체. 케이블
제조업체에서 연결 키트 구입
C. 히트 싱크를 절연하거나 히트
싱크의 트레이싱 양을 증가
D. 히팅 회로를 별도로 제어하도록
분리

C. 센서를 전체 파이프의 조건을 알
수 있는 곳에 설치
D. 설정값을 조정하거나 백업
제어기를 교체

A. 온도 센서가 히팅 케이블이나 기
타 열원에 너무 가깝습니다. 시스
템 온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B. 주위 온도가 제어기 설정값 근처
C. 너무 높은 전압에 연결
D. 히팅 케이블 출력이 너무 높음
(초과 설계)
E. 제어기 간격이 너무 협소

A. 센서를 다른 곳에 설치

A. 예상하지 못한 흐름 패턴 또는
프로세스 작동 온도

A. 히팅 회로를 기존의 흐름 패턴을
수용하도록 재분배. 프로세스
상태 확인
B. 케이블 절연 방법(특히 히트
싱크 주위) 확인
C. 측정한 파이프 온도의 계산된
와트/피트[(볼트 x 암페어) ÷
길이]를 같은 온도의 설계
케이블 출력과 비교. 병렬
케이블의 국지적 손상으로
고장이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B. 파이프라인을 따라
불규칙적으로 케이블 설치
C. 불규칙적인 케이블 성능

B. 일시적으로 컨트롤러 설정값 변경
C. 낮은 전압
D. 저출력 히팅 케이블 또는 저전압
설치
E. 간격을 넓히거나 제어기를 교체
하여 영구적인 접촉 고장을 방지

참고 . . .
1. 유연한 플라스틱 재킷 히팅 케이블은 현장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MI 케이블은 보통 교체해야 합니다.
2. 기계식 온도 조절 장치 센서는 수리나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RTD 또는 열전대 센서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어기에는 교체할
수 있는 접점/릴레이가 있거나, 히팅 회로의 "작동 꺼짐"이 감지될 경우 수동으로 재설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대부분의 전기 히트 트레이싱 케이블은 공급 전원 변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변경하기 전에 케이블 제조업체에 대체 전압에 대
해 문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케이블 고장 및/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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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인쇄.
© Thermon Manufacturing Co.
양식 TEP0066K-0800
PN 20745
THERMON . . . 히트 트레이싱 전문가¨

•

•

100 Thermon Dr.
PO Box 609
San Marcos, TX 78667-0609
전화: 512-396-5801
팩스: 512-396-3627
800-820-HEAT
www.thermon.com
캐나다 전화번호 800-563-8461

•

•

전기 히트 트레이싱

유지보수 및 문제해결 가이드

히트 트레이싱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