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905.REUSE-KOR

I-905.REUSE-KOR재사용 지침

REV_A

미가공 끝단 HDPE 배관용 Style 905 커플링

STYLE 905 커플링 분해
1. 시스템에서 압력을 제거하고 완전히 배수한 후 커플링을 
분해하십시오.

2. 커플링을 지지할 준비를 합니다. 볼트에서 너트를 풀어 완전히 
뺍니다. 볼트와 와셔를 분리한 다음 배관에서 두 커플링 하우징을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리테이너 및 배관 끝단 점검

 주의
• 리테이너 및/또는 배관 끝단에 손상이나 마모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영향을 받는 부품을 점검할 수 있도록 커플링을 완전히 
분해해야 합니다.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인트 누출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테이너 및 배관 끝단을 점검합니다. 리테이너가 배관에 연결된 
상태이고(그림 1 참조) 리테이너 또는 배관 끝단에 눈에 보이는 
손상이 없는 경우(이미지 1 참조) 재설치 방법 1을 따릅니다.

배관에 하나 이상의 리테이너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그림 2 참조) 
리테이너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배관에서 리테이너가 
분리된 경우 재설치 방법 2를 따릅니다.

리테이너 링 손상이 명백한 경우(이미지 2에 보이는 것과 같이 톱니, 
파손, 구부러짐 또는 누락 및/또는 뒤틀림이나 균열과 같이 모양의 
수정 불가능한 변형) 또는 리테이너 상태에 대해 의심이 드는 경우 
항상 동일한 규격의 새 Victaulic 리테이너로 교체하십시오. 톱니  
수(한쪽 면만)를 계산하고 표 1과 비교하여 교체 리테이너 링 
규격을 확인한 다음 재설치 방법 2를 따릅니다.

배관 끝단에서 손상이 발견된 경우(이미지 2 참조), 밀봉 표면이 
손상되거나 흠집이 있는 경우 또는 배관 끝단 상태에 대해 의심이 
드는 경우 Style 905 설치 지침의 2a~4단계를 따른 다음 재설치  
방법 2를 따릅니다.

연결됨. 리테이너가 최소 배관 원주의 1/2(180°)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호 양호

180°

180°

그림 1

연결되지 않음. 리테이너가 배관 원주의 
1/2 (180°) 이상 벗어나 있습니다. 

불량 불량

180° 180°

그림 2

 경고

• Victaulic 배관 제품의 설치, 분리, 조절 또는 유지 보수 작업 전에는 모든 지침을 읽고 숙지하십시오.

• Victaulic 배관 제품의 설치, 분리, 조절 또는 유지 보수 작업 전에는 항상 배관 내의 압력을 제거하고 완전히 배수하십시오.

• 커플링을 취급할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리테이너 톱니가 날카로워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보안경,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십시오.

본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1 이미지 2

손상된 톱니손상되지 
않은 톱니

양호 양호 불량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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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면에 있는 
톱니만 계산
(표 1 참조)

}

표 1: 리테이너 톱니 수

커플링 규격
인치

리테이너 톱니 수 
(한쪽 면만)

커플링 규격
mm

리테이너 톱니 수 
(한쪽 면만)

2인치 19 63mm 20

3인치 29 75mm 24

4인치 37 90mm 29

5인치 46 110mm 35

6인치 56 125mm 41

8인치 66 140mm 46

10인치 83 160mm 53

12인치 99 180mm 55

14인치 108 200mm 61

225mm 68

250mm 76

280mm 86

315mm 96

355mm 108

점검 및 가스켓 준비
가스켓을 점검하여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색상 코드로 
가스켓 등급을 식별합니다. 색상 코드 참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victaulic.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Victaulic 기술자료 05.01을 
참조하십시오.

가스켓 손상 혹은 마모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손상이나 마모가 있는 
경우 또는 가스켓 상태에 대해 의심이 드는 경우 가스켓을 동일 등급의 
신규 Victaulic 가스켓으로 교체하십시오. 가동되기 전에 가스켓 표면이 
하얗게 흐려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의
• 재조립 중 가스켓이 끼이거나, 돌아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호환되는 윤활제를 얇게 도포하십시오.

호환되지 않은 윤활제를 사용하면 가스켓 성능이 저하되어 조인트 
누출이 발생하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설치 직전에 가스켓의 밀봉 가장자리 및 외부에 윤활제를 얇게 
도포하십시오. 표 2에 따라 가스켓에 윤활제를 얇게 도포하십시오. 
윤활유 호환성 요건에 대해서는 항상 제조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표 2: 가스켓 윤활유 호환성

윤활유

가스켓

Victaulic 윤활유, 비
누 기반 용제, 글리
세린, 실리콘 오일 
또는 실리콘 방출제

옥수수기름, 콩기름, 
탄화수소 기반  
오일 또는 석유  
기반 그리스

"E" 등급 EPDM  
가스켓과의 호환성 양호 권장하지 않음

"EF" 등급 EPDM  
가스켓과의 호환성 양호 권장하지 않음

“O” 등급 불소고무  
가스켓과의 호환성 양호 양호

"T" 등급 니트릴  
가스켓과의 호환성 양호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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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설치 방법 1  
(배관에 리테이너가 연결되어 있음)
1. "점검 및 가스켓 준비" 섹션에 있는 모든 지침을 따랐는지 
확인합니다.

가스켓의 
중앙 돌출부

체결 부품 끝단

2. 체결 부품의 끝단이 가스켓의 중간 돌출부(또는 배관 하나)에 
닿을 때까지 가스켓에 삽입하십시오.

¼인치/
6.4mm

¼인치/
6.4mm

2~8인치/
63~225mm 
배관

10~14인치/
250~355mm
배관

3. 체결 부품의 양 끝단을 맞춥니다. 다른 체결 부품의 그루브 끝단이 
중간 돌출부에 닿을 때까지 가스켓에 삽입하십시오. 두 체결 부품이 
가스켓에 완전히 삽입되었을 때(위 참조) 가스켓과 리테이너 사이 
공간은 약 6.4mm(¼인치)가 되어야 합니다.

리테이너 
주머니

가스켓 
주머니

2~8인치/
63~225mm

 배관

4. 하우징을 가스켓과 리테이너 위에 설치합니다. 두 배관 모두에서 
리테이너와 리테이너 주머니가 적절하게 맞물리는지 확인합니다.

5. 볼트와 와셔를 설치합니다(63~110mm/2~4인치의 각 너트 
아래에 강관 와셔 1개 또는 스테인레스 강관 와셔 2개, 125~355mm/ 
5~14인치의 각 너트 아래에 와셔 2개). 너트를 각 볼트에 꽉 조입니다. 

1

23

4

    2~6" 및 63~160mm      8~14" 및 180~355mm

      8", 180~225mm에는  
      리프팅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음

6. 너트는 볼트 패드에서 금속 간의 접촉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양쪽 면(2~6인치 및 63~160mm)을 번갈아 가며 십자 패턴으로
(8~14인치 및 180~355mm) 균일하게 조여야 합니다. 각 볼트의 타원형 
목 부분이 볼트 구멍에 정확히 안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고: 가스켓이 끼이지 않도록 너트를 고르게 조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속 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임팩트 렌치 또는 딥웰 소켓 렌치를 
사용해도 됩니다.

양호
양호

7. 시스템을 가압하기 전에 각 조인트에서 볼트 패드를 육안으로 
검사하여 정확히 조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tyle 905 
설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리테이너 
주머니

가스켓 
주머니

10~14인치/
250~355mm 

배관

¼인치/
6.4mm

¼인치/
6.4mm

2~8인치/
63~225mm 
배관

10~14인치/
250~355mm
배관



I-905.REUSE-KOR_4 REV_A

I-905.REUSE-KOR/미가공 끝단 HDPE 배관용 Style 905 커플링/재사용 지침

재설치 방법 2  
(배관에서 리테이너가 분리됨)
1. 모든 리테이너 링을 분리합니다.

2. 모양이 원형이 아닌 사용한 리테이너 링은 재사용 전에 최대한 원형 
모양으로 다시 구부려야 합니다. 손으로 원형 모양을 다시 만들 때는 
보호용 장갑을 적절히 착용하십시오. 만들어진 리테이너 링의 내부 
지름은 체결 배관 끝단의 외부 지름보다 작으면 안 됩니다. 사용한 
리테이너의 모양을 원형으로 다시 만드는 대신 동일한 규격의 새 
Victaulic 리테이너로 교체하십시오. 톱니 수(한쪽 면만)를 계산하고 
표 1과 비교하여 교체 리테이너 링 규격을 확인합니다.

3. '점검 및 가스켓 준비'섹션에 있는 요건을 따랐는지 확인합니다.

4a. 위 사진과 같이 가스켓과 리테이너를 하나의 하우징으로 설치하여 
커플링을 'Installation Ready' 구성으로 다시 조립하고 두 번째 하우징을 
어셈블리 상단에 배치합니다. 가스켓과 리테이너가 해당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

4b. 규격이 10인치/250mm 이상인 경우 사진과 같이 연결된 리테이너 
링을 서로 180도 간격으로 6시와 12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표 3 참조

5. 볼트와 와셔를 설치합니다(63~110mm/2~4인치의 각 너트 
아래에 강관 와셔 1개 또는 스테인레스 강관 와셔 2개, 125~355mm/ 
5~14인치의 각 너트 아래에 와셔 2개). 따르고 있는 표 3에 나열된 
값으로 하우징 공간이 고르게 배치될 때까지 너트를 각 볼트에 
조입니다. 

비고: 각 볼트의 타원형 목 부분이 볼트 구멍에 정확히 안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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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볼트 패드 간격

커플링 규격
인치 볼트 패드 간격

커플링 규격
mm 볼트 패드 간격

2인치 1/2인치 63mm 7/16인치
12.7mm 11.1mm

3인치 9/16인치 75mm 9/16인치
14.3mm 14.3mm

4인치 5/8인치 90mm 1/2인치
15.9mm 12.7mm

5인치 11/16인치 110mm 5/8인치
17.5mm 15.9mm

6인치 3/4인치 125mm 11/16인치
19.1mm 17.5mm

8인치 1인치 140mm 11/16인치
25.4mm 17.5mm

10인치 1인치 160mm 5/8인치
25.4mm 15.9mm

12인치 1인치 180mm 1인치
25.4mm 25.4mm

14인치 1인치 200mm 1인치
25.4mm 25.4mm

225mm 1인치
25.4mm

250mm 1인치
25.4mm

280mm 1인치
25.4mm

315mm 1인치
25.4mm

355mm 1인치
25.4mm

6. 이전에 적용한 삽입 표시가 보이지 않거나 배관이 교체된 경우 
페인트 스틱과 자 또는 측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각 HDPE 배관 끝단에 
표시하십시오. 원주 전체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각 HDPE 배관 
끝단의 원주를 따라 동일한 간격으로 최소 4곳에 표시합니다.

• 1 7/8인치/48mm(2~3인치 및 63~90mm 배관 규격) 
• 2 1/4인치/57mm(4~8인치 및 110~225mm 배관 규격) 
• 3 3/8인치/86mm(10~12인치 및 250~315mm 배관 규격) 
• 4인치/102mm(14인치 및 355mm 배관 규격)

배관 표시는 
완전 삽입을 

나타냄

배관 표시는 
완전 삽입을 

나타냄

배관 표시는 
완전 삽입을 

나타냄

배관 표시는 
완전 삽입을 

나타냄

    2~6" 및 63~160mm  8~14" 및 180~355mm

      8", 180~225mm에는  
      리프팅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음

7. 커플링 하우징을 취급할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리테이너 
톱니가 날카로워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표시한 HDPE 배관 
끝단을 커플링 개구부에 삽입하여 조인트를 조립합니다. (1) HDPE 
배관 끝단이 가스켓의 중앙 돌출부와 접촉하고 또한 (2) HDPE 배관 
끝단의 표시가 커플링으로 완전히 삽입되었다는 것이 보일 때까지 
배관 끝단을 커플링 안으로 삽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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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및 63~160mm  8~14" 및 180~355mm

      8", 180~225mm에는  
      리프팅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음

8. 너트는 볼트 패드에서 금속 간의 접촉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양쪽 면(2~6인치 및 63~160mm)을 번갈아 가며 십자 패턴으로
(8~14인치 및 180~355mm) 균일하게 조여야 합니다. 각 볼트의 타원형 
목 부분이 볼트 구멍에 정확히 안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고: 가스켓이 끼이지 않도록 너트를 고르게 조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속 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임팩트 렌치 또는 딥웰 소켓 렌치를 
사용해도 됩니다.

양호
양호

7. 시스템을 가압하기 전에 각 조인트에서 볼트 패드를 육안으로 
검사하여 정확히 조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tyle 905 
설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