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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한 제어 문제는 품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했다는 조기 
경보일 수 있습니다. 

 제어 루프의 모든 구성 요소 (감지 센서, 
논리, 제어 장치)는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를 점검해야 합니다. 

 제어 시스템 문제는 드물게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이벤트입니다. 한 순간 사라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재발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제어 루프에 문제가 발생하면 
심층적이고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더딘 반응이 내일엔  

고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겪어 보았는지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문제 
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설명하는 메모를 교대 로그에 남겨 
다른 사람들도 주의깊게 살피도록 경고를 
합니다.  

 밸브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는 
간단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가능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십시오. 
(예: 공기 배관의 누설, 냉각 시스템 문제) 

 문제가 지속되면 시스템을 검사할 작업 
주문서를 작성합니다. 제어 밸브뿐만 
아니라 제어 루프의 모든 구성 요소에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능이 둔한 제어 시스템은 경고 신호 

• 제어 밸브는 예를 들자면 유체에서 침전되는 고형물이나 부식에 의해  

눌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 제어 밸브 내부로의 공기 공급이나 흐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센서에 결함이 있거나 

차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 제어 루프 조율이 실제 프로세스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검토되어야 합니다. 

     공정의 온도가 설정점을 넘어서 운전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사용 

가능한 냉각 용량은 충분하지만 제어 시스템이 공정을 다시 작동 범위로 

되돌리는 데 속도가 느립니다. 결국엔 제어 시스템이 제대로 반응하고 

온도는 설정점으로 되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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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상이인가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설계, 튜닝(조율) 및 

유지된 제어 루프는 원활하게 

작동하여 냉각수, 가열, 이송 또는 기타 

공정 변수를 조절하는 밸브의 작은 

변경으로도 공정 제어를 유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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