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즈빌그룹은 컨트롤 밸브 진단시스템 ValstaffTM의 

새로운 버전인 Portable ValstaffTM 출시하였다. 

새롭게 출시된 휴대용 타입은 기존 밸브 진단시스템

을 배선작업 없이 HART 모뎀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밸

브의 이상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운전�중�컨트롤�밸브�상태�확인

컨트롤 밸브의 이상을 감지하였을 경우, 플랜트 운

전 중에도 기본적인 컨트롤 밸브 작동 특성을 판단

(DCS 개도 지시, 실제 개도, 편차 감시)하여 상태를 쉽

게 확인할 수 있다. 컨트롤 밸브 진단은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캐비닛 룸에서 연결하여 관찰할 수 있어 상태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한다.

�플랜트�셧다운�메인터넌스��

시스템�응답�검사�실시

플랜트 정지 중에 응답 검사를 실행하여, Start 전과 

Shutdown 후의 작동상태를 가시화한다. 검사 결과를 

- 컨트롤 밸브 진단,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아즈빌그룹, 컨트롤 밸브 진단시스템 

“Portable ValstaffTM” 출시

In the field In the cabinet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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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컨트롤 밸브 작동 상태의 열화(노후화)의 객

관적인 진단이 가능하며, 사람의 경험과 감에 의존하여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정비 전과 정비 후의 컨

트롤 밸브 움직임을 가시화하여 그래프로 비교하고 기

록하여 정비 후의 결과를 확실시할 수 있다. 플랜트 정

지 중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리포트로 작성하여 신속

히 보고할 수 있다.

HART�커뮤니케이터로�사용

Portable 타입은 HART 디바이스와 연결되어 현장

에서 아즈빌 HART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타사의 모든 

HART 디바이스를 조정할 수 있다.

문의 : (02)2168-7812

월간 계장기술이 참신한 원고를 받습니다. 소장하고 계신  
원고나, 평소에 소개됐으면 하는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기고  기술정보  연재  산업동향 
& 전망 / 자세한 사항은 본지 참조)

▶ 원고 게재 분양 및 내용
  FA와 PA 분야의 주요 품목인 DCS, PLC, 센서, 유량계,  
인버터, 컨트롤 밸브, 필드버스(산업통신망), 계측 및 계장
기기, 중전기기 및 발전 플랜트와 이를 활용한 기술 및  
산업 전망
  계측 제어 자동화 설비(플랜트) 분야의 산업 트렌드와 시장 전망

▶ 원고 분량 및 발송
A4지 4~10매(연재는 편집부와 협의)이며, E-mail로 보내 

시면 됩니다. E-mail이 어려운 원고와 첨부자료(카탈로그와 
제품사진 등)는 우편발송하시면 됩니다.

▶ 보내실 곳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708호
(문래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월간 계장기술 편집부)
 TEL : (02)2168-8897 / FAX : (02)6442-2168 
E-mail :  procon@procon.co.kr / lch1248@naver.com

▶ 원고마감 : 매월 15일

원고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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