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概述
本安装及操作说明书是产品的固定组成部分。开始操
作之前，请先阅读说明书并将其妥善保存在方便易取
之处。
严格遵守说明书中列出的要求和操作步骤，是按规定
使用及正确操作产品的前提条件。另外注意遵守产品
上标注的所有参数和标识。
原版操作说明书以德语撰写。所有其它语种的说明书
均为其翻译件。

安全
本章节列举了在安装、运行和维护过程中必须注意的
基本提示信息。此外也应遵守其他章节列出的各项指
导说明和安全说明。
不遵守本操作说明不但危及人身安全，还会污染环境
和损害产品。最终导致无法对造成的损失进行索赔。
由于不遵守规定而造成的危险，参见下列示例：
• 电气、机械和细菌作用以及电磁场危害人身安全
• 有害物质泄漏造成环境污染
• 物资损失
• 产品重要功能失灵

安全说明的标识

信号词

本安装及操作说明针对物资损失和人身安全问题列举
了多项安全说明，其表现形式各有不同：
• 涉及到人身安全问题的安全说明以一个信号词作
为开端，而且配套使用相应的符号。
• 涉及到物资损失问题的安全说明也以一个信号词作
为开端，但是没有符号。
危险！
如不注意，会导致死亡或重伤！
警告！
如不注意，可能导致人员受伤 （重伤）！
小心！
如不遵守，可能造成物资损失，甚至全盘受损。
注意
操作产品时有用的注意事项

安装及操作说明 Wilo-Para 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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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本说明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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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标

在本说明书中使用以下图标：
高压电危险
一般性危险图标
警告高温表面 / 流体
警告磁场辐射
注意
禁止按生活垃圾进行废弃处置！

工作人员资格鉴定

电气作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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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作人员必须：
• 了解当地现行的事故预防条例。
• 已阅读安装及操作说明书并且理解其中内容。
工作人员必须具备下列资质：
• 电气相关作业须由专业电工
（按照 EN 50110-1 标准）执行。
• 安装 / 拆卸作业须由专业人员执行，要求该人员接
受过所需工具和固定材料方面的培训。
• 操作人员必须了解整台设备的工作原理。
“ 专业电工 ” 定义
所谓 “ 专业电工 ”，是指接受过相关培训，具备所需
知识和经验，能够发现并且规避电力危险的人员。
• 电气作业须由专业电工执行。
• 遵守所在国颁布的现行指令、标准和法规，以及
当地能源供应公司关于接入本地电网所作的相关
规定。
• 在对产品开始任何作业之前，都应先将其断电并
采取措施防止重新接通。
• 连接时必须安装漏电断路器 (RCD) 以提供保护。
WILO SE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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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产品必须接地。
• 电缆一旦损坏，必须立刻由专业电工进行更换。
• 切勿打开控制模块，切勿取下操作元件。
• 所有工作均须由具备资质的专业人员负责执行。
• 在工作现场安装防护装置，避免触碰高温部件，
防止发生电气危险。
• 更换损坏的密封件和连接管。
此设备可由 8 岁以上的儿童及生理、感知或心理有缺
陷或缺少经验和相关知识的人员进行操作，但前提是
有人对其进行监管或其经过有关安全使用设备的培训
且已了解操作设备可能带来的危险。禁止将此装置当
做儿童玩具。在无人监管的情况下，禁止由儿童进行
清洁和维护。

产品说明及功能

概述

Wilo-Para （Fig. 1）
1 水泵壳体带螺纹接头
2 屏蔽泵电机
3 冷凝水排出口 （4 个，分布在设备周围）
4 壳体螺栓
5 控制模块
6 铭牌
7 水泵设置操作键
8 运行 / 故障报告 LED
9 显示选定的转速调节范围
10 显示选择的特征曲线 (I, II, III)
11 电源连接：三相插头接口

功能

用于热水供热系统的高效循环泵，
集成有转速控制功能的供热系统。通过转速设置调节
扬程和流量。

安装及操作说明 Wilo-Para 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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型号代码
示例：Wilo-Para 15-130/6-50/SCV-12
Para
15
130
6
50
SCV
12

适用于供暖和空调应用的高效循环泵
螺纹接头 DN 15 (Rp ½)、DN 25 (Rp 1)、DN 30 (Rp 1¼)
安装长度：130 mm 或 180 mm
Q = 0 m³/h 时的额定扬程，单位为 m
最大功耗，单位为瓦
SCV = 自控 （V = 值）
调控模块位置 12 点
技术数据

连接电压
防护等级
能效指数 (EEI)
最高环境温度 +40 °C * 时的介
质温度
最大工作压力
+95 °C 时的最低入口压力

1 ~ 230 V +10 %/-15 %，50/60 Hz
IPX4D
参见铭牌 (6)
-10°C 至 +95°C （暖气，灰口铸铁水泵壳体）
0 °C 至 +95 °C （暖气，塑料水泵壳体）
（使用相应的防冻混合液）
10 bar，适用于灰口铸铁水泵壳体
6 bar，适用于塑料水泵壳体
0.5 bar (50 kPa)

* 水泵在高环境温度 / 高介质温度下运行时，可能影
响液压功率。请联系 Wilo。
指示灯 (LED)
• 报告显示
• 正常运行时 LED 亮绿光
• 发生故障时 LED 亮光 / 闪烁 （参见章节 10.1）
• 显示选择的调控模式
转速调节范围：低、中、高
• 显示低、中、高调节范围内选择的特征曲线 (I, II, III)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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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泵排气功能、手动重启和运行最大特征曲线过程
中的 LED 显示组合

操作键
按压
• 选择调控模式
• 选择转速调节范围内的特征曲线 (I, II, III)
长按
• 激活通风功能 （按压 3 秒）
• 激活手动重启 （按压 6 秒）
• 运行最大特征曲线 （按住 9 秒）

3.1
恒定转速 (I, II, III)
H/m

调控模式与功能
针对设备电阻不变，要求体积流量保持恒定的设备，
建议采用恒定转速。
水泵以预设的三个固定转速挡位在 3 个转速调节范围
内运转：

III
II
I
III
II
I

转速调节范围

III
II
I

Q/m³/ h

设置/特征曲线
低

I, II, III

中

I, II, III

高

I, II, III

注意
工厂设定：转速调节范围：
中，设置 / 特征曲线 II

安装及操作说明 Wilo-Para 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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排气

通过长按 （3 秒）操作键激活排气功能，水泵自动排气。
这时供暖系统不会排气。

手动重启

长按操作键 （6 秒）可以激活手动重启，需要时可用
于解锁水泵 （比如夏季长时间休止状态之后）。

激活工厂设定

关闭水泵时按住操作键，可以激活工厂设定。水泵重
新接通时，以工厂设定 （供货状态）运转。

运行最大特征曲线， 通过长按操作键不放 （按住 9 秒）来启用最大特征
用于确定能效指数 曲线的运行，用于测量能效指数。
再次按住操作键 9 秒钟不放，离开最大特征曲线运
行。

4
概述

规定用途
Wilo-Para 系列高效循环泵仅用于循环流量不断变化
的生活热水加热系统和类似系统中的介质。
允许输送流体：
• 符合 VDI 2035 (CH: SWKI BT 102-01) 的供暖用水。
• 乙二醇含量不超过 50 % 的水 - 乙二醇混合物 *。
* 乙二醇的黏度高于水。与乙二醇混合时，必须按照
混合比例修正水泵的输送数据。
注意
只能将混合物制备好之后再引入设备。水泵
不可用于在设备中混合流体。
按规定使用还包括遵守本手册的规定以及水泵上的参
数和标识。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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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何超出所述范围的使用都视为滥用，滥用会导致质
保失效。
警告！
滥用可能危害人身安全和造成物资损失！ :
• 切勿使用其他输送流体。
• 切勿执行未获许可的作业。
• 切勿超出规定的应用范围。
• 切勿擅自改装。
• 请只使用获得授权的附件。
• 切勿配套使用相位控制装置。

5
供货范围

附件

运输检验
运输和存放条件

运输和存放
• 高效循环泵
• 电源连接电缆和 Wilo 连接器
• 安装及操作说明
附件必须单独订购，详细列表和说明请见目录。
提供下列附件：
• 隔热外壳
• Cooling Shell
运输后立刻检查设备有无受损以及是否完整，必要时
立即索赔。
防潮、防霜、防机械性负载。
允许的温度范围：-40 °C 至 +85 °C （最长 3 个月）

安装及操作说明 Wilo-Para 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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滥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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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1

安装及电气连接
安装
安装工作须由具备资质的专业人员执行。
警告！
高温表面有烫伤危险！ :
水泵壳体 (1) 和屏蔽泵电机 (2) 可能处于高温状态，
触摸会烫伤。
• 运行期间中只能触摸调控模块 (5)。
• 执行任何工作前都应先使水泵冷却。
警告！
高温流体会导致受伤！ :
高温输送流体可能导致烫伤。开始安装或拆卸水泵
之前，注意下列事项：
• 使供暖系统完全冷却下来。
• 关闭止回阀或者排空供暖系统。

准备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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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装在建筑物内部：
• 将水泵安装在干燥、通风良好且不会出现霜冻的
室内。
安装在建筑物外部 （室外安装）：
• 将水泵安装在带盖板的集水坑内或机柜 / 耐气候外
壳内。
• 避免阳光直射水泵。
• 为水泵采取防雨措施。
• 电机和电子机构始终处于通风状态，避免过热。
• 切勿超过或低于允许的介质和环境温度。
• 选择安装位置时注意确保设备易于接触。
• 注意允许的水泵安装状态 （Fig. 2）。

WILO SE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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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心！
安装位置错误可能导致水泵损坏。
• 按照允许的安装状态 （Fig. 2）选择安装位置。
• 电机必须始终水平安装。
• 电气接口切勿朝上。
• 在水泵前后安装止回阀，以此来简化水泵的更换
操作。
小心！
渗漏水可能导致控制模块损坏。
• 调整上止回阀的位置时，注意渗漏水不能滴在调
控模块 (5) 上。
• 如果有水喷溅到调控模块上，必须将表面擦干。
• 侧向调整上止回阀的位置。
• 安装在开放式设备的预流管路中时，在水泵前面
将安全型预流管路分流 (DIN EN 12828)。
• 完成所有焊接和钎焊作业。
• 冲洗管道系统。
• 水泵不可用于冲洗管道系统。
安装水泵

3
2
1

安装时注意下列事项：
• 注意水泵壳体 (1) 上的方向箭头。
• 安装时确保无机械应力，屏蔽泵电机 (2) 处于水平
状态。
• 螺纹接口处使用密封件。
• 拧紧螺纹管接头。
• 用开口扳手拧紧水泵，防止其扭转，之后与管路密
封拧在一起。
• 必要时重新安装隔热外壳。
小心！
散热不足和冷凝水可能导致控制模块和屏蔽泵电机
损坏。
• 屏蔽泵电机 (2) 切勿隔热。
• 使所有冷凝水排放口 (3) 保持畅通。

安装及操作说明 Wilo-Para 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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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告！ :
磁场导致生命危险！
水泵中安装的永磁铁会对体内装有医疗性植入体人员
的生命安全构成威胁。
• 切勿拆卸电机。

6.2

电气连接
电气连接工作须由具备资质的专业电工执行。
危险！
电压危及生命安全！ :
触摸导电部件会对生命安全构成直接威胁。
• 开始任何作业之前，都应先断电并采取措施防止
重新接通。
• 切勿打开调控模块 (5)，切勿取下操作元件。
小心！
周期性供电电压可能导致电子机构受损。
• 水泵运行时切勿配套使用相位控制装置。
• 如果在某些应用中，不确定水泵的供电电压是否
为周期性电压，则应联系控制器 / 设备制造商，
确保水泵使用正弦交流电运行。
• 检查个别情况下水泵通过 Triacs/ 半导体继电器开
/ 关的状况。

准备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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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电流类型和电压必须与型号铭牌 (6) 上的说明一致。
最大保险丝容量：10 A 慢断。
只使用正弦交流电运行水泵。
考虑最高开关频率：
- 每天 （24 小时）通过供电电压开关的次数 ≤ 100。
- 每小时通过供电电压，以 1 分钟为开关频率开
关的次数 ≤ 20。
- 必须保证开 / 关过程间隔时间 > 10 秒。

WILO SE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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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使用一根固定的连接管线建立电气连接，该连接
线应配有一个插接装置或者触点间隙宽度至少达
3 mm 的全极开关 （VDE 0700/ 第 1 部分）。
• 为了杜绝由于渗漏水造成损失，同时消除电缆螺
纹接头的应力，应该使用外径足够大的连接管线
（比如 H05VV-F3G1.5）。
• 流体温度超过 90 °C 时，使用耐热的连接管线。
• 确保连接管线不会接触到管路和水泵。
• 该水泵采用 230 V +10 %/-15 % 的电压允差范围内
的供电电压。EC 水泵可短时间在 170 V – 263 V 的
电压极限下运行，这时可能导致功率受到影响。
• 在开启之后，在最高转速的 80 % 下，反应时间为
2.5 秒。
•

小心！
• 为防止过电压，水泵通过一个压敏电阻可在 275 V
的电压极限下运行。确保在较长时间内不会超过这
一极限。
• 不允许通过 Triacs 进行功率控制。
• 水泵的接通电流 ≤ 3 A。
连接主电缆

安装电源线 （Fig. 3）：
1. 标准：3 芯包封线带黄铜线帽
2. 可选：电源线带 3 相连接插头
3. 可选：Wilo 连接器电缆 （Fig. 3，编号 b）
• 电缆布局：
1 黄 / 绿：PE (;)
2 蓝色：N
3 棕色：L
• 向下按压三相水泵插头的锁定钮，使插头连接在
控制模块的插头接口 (11) 上，直至其成功卡扣
(Fig. 4)。

连接 Wilo 连接器

安装 Wilo 连接器
• 将连接管线断电。
• 注意端子布局 ( ; (PE), N, L)。
• 连接和安装 Wilo 连接器 （Fig. 5a 至 5e）。

安装及操作说明 Wilo-Para 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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连接水泵
• 水泵接地。
• 将 Wilo 连接器连接在连接线上，直至其卡扣成功
（Fig. 5f）。
拆卸 Wilo 连接器
• 将连接管线断电。
• 使用合适的螺丝刀拆卸 Wilo 连接器 （Fig. 6）。
连接现有装置

7

更换时，可将水泵直接连接在一根带 3 相插头 （比
如 Molex）的现有水泵电缆上 （Fig. 3，编号 a）。
• 将连接管线断电。
• 向下按压所装插头的锁定钮，将插头从调控模块
上拔下。
• 注意端子布局 (PE, N, L)。
• 将装置的现有插头连接在控制模块的插头接口
(11) 上。

试运行
试运行工作须由具备资质的专业人员执行。

7.1

排气
• 正确为设备充气和排气。
如果水泵不能自动排气：
• 按压操作键激活通风功能 - 按压 3 秒，之后松开。
 开始通风，持续 10 分钟。
 上下列 LED 以 1 秒为间隔交替闪烁。
• 按压操作键 3 秒可以取消排气。

3 sec

注意
完成排气后，LED 指示灯显示之前设置的水泵
数值。

10min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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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沿顺时针方向设置调控模式的 LED 选项及其特征曲线。
• 短按操作键 （大约 1 秒钟）。
 LED 显示设置的调控模式和特征曲线。
下面显示可能的设置 （如转速调节范围：高，设置 /
特征曲线 III）：

LED 指示灯

调控模式

设置 / 特征
曲线

1.

转速调节范围：高

I

2.

转速调节范围：低

III

3.

转速调节范围：低

II

4.

转速调节范围：低

I

5.

转速调节范围：中

III

6.

转速调节范围：中

II

7.

转速调节范围：中

I

安装及操作说明 Wilo-Para 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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调控模式

设置 / 特征
曲线

8.

转速调节范围：高

III

9.

转速调节范围：高

II

zh

LED 指示灯

• 通过第 9 次按压按键恢复基本设置
（转速调节范围：高，设置 / 特征曲线 II）。
激活工厂设定

关闭水泵时按住操作键，可以激活工厂设定。
• 至少按住操作键 4 秒。
 所有 LED 闪烁 1 秒。
 最终设置的 LED 闪烁 1 秒。
水泵重新接通时，以工厂设定 （供货状态）运转。
注意
断电时会保存所有设置 / 显示。

8
将水泵停机

9
清洁

20

停止运行
如果连接管线或其他电子部件损坏，应该立刻将水泵
停机。
• 将水泵断电。
• 联系 Wilo 客户服务部或专业人员。

维护
• 定期使用干掸子小心清洁水泵，避免水泵脏污。
• 切勿使用液体或腐蚀性清洁剂。

WILO SE 11/2021

能效指数 (E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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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运行最大特征曲线， • 按住操作键 9 秒钟后松开，可启用最大特征曲线
用于确定能效指数
的运行来测量能效指数。
 上面一列 LED 灯常亮。
 下面一列 LED 灯从左向右以一秒的间隔依次闪烁。
再次按住操作键 9 秒钟不放，离开最大特征曲线运
行。
注意
高效泵可自行调节电机转速。必须在采用灰
口铸铁水泵壳体的水泵上进行能效指数测量。
这样可以确认水泵的能效指数一致性。如果
需要，请联系您的 Wilo 联系人。

9 sec

11

故障、原因和排除方法
故障排除工作须由具备资质的专业人员执行，针对电
气连接的作业只能由具备资质的专业电工执行。

故障

原因

排除方法

通电后水泵不
运转

电气保险丝损坏
水泵无电压
吸入压力不足形成
气蚀

检查保险丝
解决断电问题
在允许范围内提高系统压力
检查扬程设置，必要时通过降低
转速设置更低的扬程
增大额定值

水泵发出噪音

房间不暖

采暖面热效率低

安装及操作说明 Wilo-Para 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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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故障信息
• 故障报告 LED 显示发生故障。
• 水泵关闭 （故障导致），尝试循环重启。

LED

故障

原因

排除方法

亮红光

卡转
接触 / 绕组

转子锁死
绕组损坏

激活手动重启或
者联系客户服
务部

欠压 / 超压
模块超温
短路
发电机运行

电网供电电压过低 / 高
模块内部过热
电机电流过高
水泵水力部件通流，
但是水泵无供电电压
水泵中有空气
运转迟钝的水泵电机
运转时超出规定范围
（比如模块高温）。
转速比正常运行状态
下低。

检查供电电压和
使用条件，联系
客服

闪烁红光

闪烁红光 /
绿光

空运行
过载

手动重启

6 sec

检查供电电压、
水量 / 水压和环
境条件

• 检测到卡转之后，水泵自动重启。
如果水泵不自动重启：
• 按压操作键激活手动重启 - 按压 5 秒，之后松开。
 启动重启功能，最长持续 10 分钟。
 LED 沿顺时针方向依次闪烁。
• 按压操作键 5 秒可以取消。
注意
完成重启后，LED 指示灯显示之前设置的水泵
数值。
若无法排除故障，请联系专业人员或者 Wilo 客户服
务部。

1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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废弃处置
关于收集损耗的电气产品和电子产品的相关信息
按规定废弃处置和正确回收这些产品，能避免环境污
染、保护人身健康。
注意
禁止按生活垃圾进行废弃处置！
在欧盟地区，该标志张贴在产品、包装或随
附的资料中。它的意思是，相关的电气和电
子产品不得作为生活垃圾废弃处置。
在按规定处理、回收和废弃处置相关旧产品时，要注
意以下几点：
• 这些产品只能交给专门为此设立且获得认证的垃
圾处理场。
• 注意当地现行的规定！
有关按规定废弃处置的信息，请咨询当地社区、最近
的垃圾处理场或您购买产品的经销商。关于回收的详
细信息请参见 www.wilo-recycling.com

保留技术变更权利！

安装及操作说明 Wilo-Para 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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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설명서에 대하여

2

일반 사항
본 설치 및 사용 설명서는 제품의필수구성요소입니다.
모든 작업 전에 본 설명서를 읽고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잘 보관하십시오.
본 제품을 올바르게 조작하고 제대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본 사용 설명서를 정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제품에 명시된 모든 정보와 라벨에 유의하십시오.
원본 설치 및 사용 설명서의 언어는 독일어입니다.
본 설명서의 다른 언어는 이 원본 설명서의
번역본입니다.

안전
이 챕터에는 장착, 작동 및 유지 보수 동안 준수해야
하는 o본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챕터의
지시 사항과 안전 지침에도 유의하십시오.
본 설치 및 사용 설명서를 준수하지 않으면 인명, 환경
및 제품 손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미준수는 예를 들어 다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o적, o계적 영향 또는 세균 감염 및 자o장으로
인한 인명 피해
• 유해 물질 누수로 인한 환경 손상
• 대물 피해
• 제품 o능 장애

안전 지침 표시

24

본 설치 및 사용 설명서에서는 대물 피해 및 인명
상해에 대한 안전 지침을 명시하며 이를 서로 다르게
표시합니다.
• 인명 상해에 관한 안전 지침은 신호어로 시작하며
이를 나타내는 기호가 앞에 표시됩니다.
• 대물 피해에 관한 안전 지침은 신호어로 시작하며
o호 없이 표시됩니다.

WILO SE 11/2021

위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시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ko

주의/경고 사항

경고!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시 대물 피해 및 전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제품 취H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
표시

본 설명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사용합니다.
전o에 의한 위험
일반 위험 o호
뜨거운 표면/매체에 대한 경고
자o장에 대한 경고
주의 사항
가정용 쓰레기로 폐기 금지!

자격 요건

담당 직원은
• 해당 지역의 최신 사고 예방 규정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설치 및 사용 설명서를 읽고 이를 숙지해야 합니다.

설치 및 사용 설명서 Wilo-Para 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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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전o 작업은 전o o술자(EN 50110-1)가 수행해야
합니다.
• 장착/분해는 필수 공구와 필요한 고정재를 다루는
데 숙련된 전문가가 수행해야 합니다.
• 조작 작업은 전체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해
교육을 받은 담당 직원이 수행해야 합니다.
"전기 기술자"의 정의
전o o술자는 적절한 o술 교육 이력과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갖췄으며, 전o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기 작업

• 전o 작업은 반드시전o o술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 국가별로 유효한 지침, 표준 및 지역 전력망 연결에
필요한 지역 전력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 작업하o 전에 제품의 전원 공H 장치를 분리하여
제품이 다시 켜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 전원 연결은 잔여 전류 작동 차단 스위치(RCD)를
사용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 제품에 반드시 접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케이블에 결함이 있으면 전o o술자가 이를 즉시
교체하도록 하십시오.
• 절대 제어 모듈을 열고 제어 장치를 분리해서는
안됩니다.

조작자의 의무 사항

• 모든 작업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 o술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뜨거운 부품이나 전o 위험에 대해 현장에서 보호
장치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 씰과 연결 케이블에 결함이 있으면 이를 교체하도록
하십시오.
장치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하여 지도를 받거나 교육을
받았으며 장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이해한 경우, 8세
이상의 어린이와 신체적 감각 및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도 이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장치를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는 감독 없이 세척 및 사용자
유지 보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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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요

Wilo-Para(Fig. 1)
1 나사 연결부가 있는 펌프 하우징
2 습식 모터
3 응축수 배출구(둘레 4x)
4 하우징 나사
5 제어 모듈
6 명판
7 펌프를 설정하는 조작 버튼
8 작동/고장 표시 LED
9 선택된 속도 제어 범위 표시
10 선택된 특성곡선(I, II, III) 표시
11 메인 연결: 38 커넥터

기능

속도 제어 장치가 내장된 온수
난방 시스템용 고효율 순환o. 속도를 설정하여 토출
양정 및 유량을 제어합니다.

모델 코드
예시: Wilo-Para 15-130/6-50/SCV-12
Para
15
130
6
50
SCV
12

난방 및 공조용 고효율 순환o
나사 연결 타입 DN 15(Rp ½), DN 25(Rp 1), DN 30(Rp 1¼)
설치 w이: 130 mm 또는 180 mm
공칭 토출 양정(Q = 0 m³/h에서 m 단위 사용)
최대 소비 전력(단위: 와트)
SCV = 자o 제어형(V = 값)
12시 방향의 제어 모듈 위치

설치 및 사용 설명서 Wilo-Para 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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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료
연결 전압
보호 등H
에너지 효율표 EEI
최대 주위온도가 +40 °C일때
액체온도 *
최대 운전 압력
+95 °C에서의 최소 공H 압력

1~230 V +10 %/-15 %, 50/60 Hz
IPX4D
명판 참조(6)
-10 °C~+95 °C(난방, 주물/회주철 펌프
하우징)
0 °C~+95 °C(난방, 플라스틱 펌프
하우징)(적합한 부동액 혼합물 포함)
10 bar, 주물/회주철 펌프 하우징의 경우
6 bar, 플라스틱 펌프 하우징의 경우
0.5 bar(50 kPa)

* 주위온도/액체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펌프 운전 시
유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Wilo에 문의하십시오.
조명
디스플레이(LED)
• 메시지 디스플레이
• 정상 모드 작동 시 LED가 초록색으로 점등
• 고장 시 LED 점등/점멸(10.1 챕터 참조)
• 선택된 제어 모드 표시
속도 제어 범위: 낮음, 중간, 높음

• 낮음, 중간, 높음과 같은 제어 범위 내에서 선택된
특성곡선(I, II, III) 표시

• 펌프 환o o능, 수동 재활성화 및 최대 특성곡선
작동 중 LED 조합 표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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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버튼
누르o
• 제어 모드 선택
• 속도 제어 범위 내에서 특성곡선(I, II, III) 선택
w게 누르o
• 펌프 환o o능 활성화(3초 동안 누름)
• 수동 재활성화 활성화(6초 동안 누름)
• 최대 특성곡선 작동(9초 동안 누름)

3.1
일정 속도(I, II, III)
H/m

제어 모드 및 기능
시스템 저항이 고정되어 있으며 일정한 유량을
요구하는 시스템에 대한 권장 사항입니다.
이 펌프는 속도 제어 범위 3개 내에서 사전 설정된 세
가지의 고정 속도 단계로 작동됩니다.

III
II
I
III
II
I

속도 제어 범위

III
II
I

Q/m³/ h

세팅/특성곡선
낮음

I, II, III

중간

I, II, III

높음

I, II, III

주의 사항
공장 설정: 속도 제어 범위: 중간, 세팅/
특성곡선 II
공기빼기

수동 재활성화

조작 버튼을 w게 누르면(3초) 펌프 환기 기능이
활성화되어 펌프를 자동으로 환o합니다.
이때 난방 시스템은 환o되지 않습니다.
조작 버튼을 w게 누르면(6초) 펌프 재활성화가
활성화되어 필요에 따라 펌프의 차단을 해체합니다(예:
여름에 오랫동안 정지한 다음 작동할 때).

설치 및 사용 설명서 Wilo-Para 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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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정 활성화

펌프를 끌 때 동시에 조작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공장
설정이 활성화됩니다. 다시 켤 때는 펌프가 공장
설정으로 작동합니다(공장 초o 상태).

에너지 효율 지수
측정을 위한 최대
특성곡선 작동

조작 버튼을 w게 누르면(9초) 에너지 효율 지수
측정을 위한 최대 특성곡선 작동이 활성화됩니다.
조작 버튼을 다시 9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최대
특성곡선 작동이 종료됩니다.

4
일반 사항

용도
Wilo-Para 시리즈의 고효율 순환o는 온수 난방
시스템과 유속이 계속 변화하는 유사한 시스템에서
유체를 순환하는 전용 장치로 사용됩니다.
허용된 액체:
• VDI 2035에 따른 온수(CH: SWKI BT 102-01).
• 글리콜 함량이 최대 50 %인 물-글리콜 혼합물*.
* 비스코시티는 물보다 점도가 더 높습니다. 글리콜을
혼합할 때 혼합 비율에 따라 펌프의 성능 데이터를
수정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시스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혼합물만
사용하십시오. 액체를 시스템에서 혼합하는 데
펌프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용도에 맞는 사용에는 본 설명서의 설명과 정보 및
라벨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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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서의 내용을 벗어나는 사용은 오용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모든 청구권을
잃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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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오용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 또는 대물 피해!
• 절대 다른 액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절대 권한이 없는 작업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 절대 지정된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작동하지
마십시오.
• 절대 독단적으로 장치를 개조하지 마십시오.
• 승인된 부속품만 사용하십시오.
• 절대 상 앵글 제어로 작동하지 마십시오.

5
제품 구성

부속품

운반 손상 점검
운반 및 보관 조건

운반 및 보관
• 고효율 순환o
• 메인 연결 케이블 및 Wilo-Connector
• 설치 및 사용 설명서
부속품은 별도로 주문해야 하며, 자세한 목록과
설명은 카탈로7를 참조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부속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열절연 외피
• Cooling Shell
제품 인도 후 바로 운반 손상 및 완전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이에 대해 문의주십시오.
습o, 결빙 및 o계적 부하로부터 보호하십시오.
허용 온도 범위: -40 °C~+85 °C(최대 3달)

설치 및 사용 설명서 Wilo-Para 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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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1

전기 연결부의 설치
장착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이 설치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경고!
뜨거운 표면으로 인한 화상 위험!
펌프 하우징(1)과 습식 모터(2)는 작동 중
뜨거워집니다. 만지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작동 중에는 제어 모듈(5)만 만지십시오.
• 작업 전에는 반드시 펌프를 식히십시오.
경고!
뜨거운 액체로 인한 화상 위험!
뜨거운 사용 액체로 인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펌프를 장착하거나 해제하o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난방 시스템을 완전히 식히십시오.
• 정지 장치를 닫거나 난방 시스템을 비우십시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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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부 설치:
• 펌프는 통풍이 양호하며 결빙되지 않는 건조한
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건물 외부 설치(야외 설치):
• 내후성이 보장되도록 펌프를 덮개가 있는 펌프
챔버나 캐비닛/하우징에 설치하십시오.
• 펌프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펌프에 빗물이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모터와 전o 장치를 끊임없이 환o하여 과열을
방지하십시오.
• 허용 액체 온도와 주위온도를 초과하거나 미달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가장 접근이 쉬운 곳을 설치 위치로 선택하십시오.
• 펌프의 허용 설치 위치(Fig. 2)를 준수하십시오.

WILO SE 11/2021

• 펌프 교체 시 도움이 되도록 펌프의 전단 및 후단에
정지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주의!
누수액으로 인해 제어 모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누수액이 제어 모듈(5)에 떨어지지 않도록 상부의
정지 장치를 배치하십시오.
• 제어 모듈이 분사된 액체로 인해 젖은 경우 반드시
표면을 건조해야 합니다.
• 상부의 정지 장치를 측면으로 배치하십시오.
• 개방형 시스템의 공H부에 설치하는 경우, 안전
공H 라인을 펌프 앞에서 분o하십시오(EN 12828).
• 모든 용접 및 납땜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 배관 시스템 세척.
• 배관 시스템을 세척하는 데 펌프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펌프 설치

장착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펌프 하우징(1) 위의 방향 화살표에 유의하십시오.
• o계적인 무전압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평으로 놓인 글랜드리스 모터(2)와 함께
설치하십시오.
• 개스켓을 나사 체결부 연결에서 사용하십시오.
• 나사 파이프 유니온을 조이십시오.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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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잘못된 위치에 설치하면 펌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허용 설치 위치(Fig. 2)에 따라 설치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 모터는 항상 수평에 맞춰 설치해야 합니다.
• 전o 연결부가 절대 위쪽을 향해서는 안됩니다.

ko

• 오픈 엔드 렌티로 펌프가 꼬이지 않도록 고정한 다음
배관의 나사 연결을 단단히 조이십시오.
• 필요한 경우 열절연 외피를 다시 설치하십시오.
주의!
방열과 응축수가 부족하면 제어 모듈과 글랜드리스
모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습식 모터(2)에 단열 장치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 모든 응축수 배출구(3)가 막혀있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경고!
자석부로 인한 생명의 위험!
펌프에 장착된 영구 자석으로 인해 의료용 임플란트를
이식받은 환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절대 모터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6.2

전기 연결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이 전o 연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험!
전기에 인한 생명의 위험!
전압이 흐르는 부품을 만지면 직접적인 생명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작업하o 전에 전력 공H 장치를 분리하여 제품이
다시 켜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 절대 제어 모듈을(5) 열고 제어 장치를 분리해서는
안됩니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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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류 종류와 전압은 명판(6)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최대 보조 퓨즈: 10 A, 느림.
• 정현파 AC 전압으로만 펌프를 작동하십시오.
• 최대 스위치 주파수 고려:
- 전원 ON/OFF 시 ≤ 100/24h.
- 전원 ON/OFF 사이 1분 동안 스위칭 주파수 ≤ 20/h.
- ON/OFF 사이의 간격은 > 10초여야 합니다.
• 전o 연결은 고정 배선된 연결 케이블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합니다. 이 케이블에는 플러7 장치나
다용도 전8이 있는 최소 연결 개구폭 3 mm의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VDE 0700/파트 1).
• 케이블 글랜드의 누수와 변형을 방지하려면 바•
지름이 충분한 연결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예: H05VV-F3G1.5).
• 액체온도가 90°C를 넘으면 내열성 연결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 연결 케이블이 파이프가 펌프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요구 사항 /
제품 특성

• 이 펌프는 230 V +10 %/-15 %의 전압 공차 범위 내
전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EC 펌프를
170 V~263 V 범위의 전압으로 짧은 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설치 및 사용 설명서 Wilo-Para 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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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클로킹된 전원으로 인해 전o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절대 상 앵글 제어로 펌프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 펌프가 클로킹식 전압으로 작동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제어장치/시스템 제조업체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펌프를 정현파 AC 전압으로
작동하십시오.
• 경우에 따라 트라이액/반도체 릴레이를 사용하여
펌프의 ON/OFF o능을 점검하십시오.

ko

• 전원을 켠 후 최대 속도의 80 %로 작동할 때 반응
시간은 2.5초입니다.
•

주의!
• 이 펌프에는 과전압 방지를 위해 275 V의 전압 제한
o능이 있는 배리스터가 장착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트라이액을 사용하여 전원을 제어해서는 안 됩니다.
• 펌프의 돌입 전류는 ≤ 3 A입니다.
본관 케이블 연결

메인 연결 케이블 장착(Fig. 3):
1. 표준: 황동 페룰을 사용한 38 커넥터 오버몰딩
케이블
2. 옵션: 38 연결 커넥터가 있는 본관 케이블
3. 옵션: Wilo-Connector 케이블(Fig. 3, 위치 b)
• 케이블 할당:
1 황색/녹색: PE(;)
2 청색: N
3 갈색: L
• 고정이 완료될 때까지(Fig. 4) 38 펌프 커넥터의
잠G 버튼을 누르고 제어 모듈 커넥터 연결부(11)의
플러7를 연결하십시오.

Wilo-Connector
연결

Wilo-Connector 장착
• 연결 케이블을 전력 공H 장치에서 분리하십시오.
• 케이블 할당(; (PE), N, L)에 유의하십시오.
• Wilo-Connector를 연결한 후
장착하십시오(Fig. 5a~5e).
펌프 연결
• 펌프를 접지하십시오.
• 고정이 완료될 때까지 Wilo-Connector를 연결
케이블에 연결하십시오(Fig. 5f).
Wilo-Connector 분해
• 연결 케이블을 전력 공H 장치에서 분리하십시오.
• Wilo-Connector를 적합한 스크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분해하십시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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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체 시 펌프를 38 커넥터가 있는 o존의 펌프
케이블(예: Molex)에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Fig. 3, 위치 a).
• 연결 케이블을 전력 공H 장치에서 분리하십시오.
• 장착된 커넥터의 잠G 버튼을 누르고 플러7를 제어
모듈에서 분리하십시오.
• 케이블 할당(PE, N, L)에 유의하십시오.
• 장치의 o존 커넥터를 제어 모듈의 커넥터
연결부(11)에 연결하십시오.

작동 시작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이 작동 시작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7.1

3 sec

환기
• 시스템을 올바르게 채운 후 공o를 빼십시오.
펌프가 자동으로 환o되지 않는 경우:
• 조작 버튼을 3초 동안 누른 뒤 손을 떼어 펌프 환o
o능을 활성화하십시오.
 펌프 환o o능이 시작됩니다(10분 소요).
 상부와 하부의 LED 열이 1초 간격으로 번갈아 가며
점멸합니다.
• o능을 중단하려면 조작 버튼을 3초 동안
누르십시오.
주의 사항
환o가 끝나면 LED 디스플레이가 이전에
설정된 펌프 값을 보여줍니다.

1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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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치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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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어 모드 선택

제어 모드 설정
제어 모드와 관련 특성곡선의 LED 선택은 시계
방향으로 이뤄집니다.
• 조작 버튼을 짧게(약 1초) 누르십시오.
 LED는 현재 설정된 제어 모드와 특성곡선을
나타냅니다.
세팅 가능한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예: 속도 제어
범위: 높음, 세팅 / 특성곡선 I):

LED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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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모드

세팅/특성곡선

1.

속도 제어 범위: 높음

I

2.

속도 제어 범위: 낮음

III

3.

속도 제어 범위: 낮음

II

4.

속도 제어 범위: 낮음

I

5.

속도 제어 범위: 중간

III

6.

속도 제어 범위: 중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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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모드

세팅/특성곡선

7.

속도 제어 범위: 중간

I

8.

속도 제어 범위: 높음

III

9.

속도 제어 범위: 높음

II

• 버튼을 9번 누르면 o본 설정(속도 제어 범위: 높음,
세팅/특성곡선 II)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공장 설정 활성화

펌프를 끌때 동시에 조작 버튼을 눌러 공장 설정을
활성화하십시오.
• 조작 버튼은 최소 4초 동안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LED가 1초 동안 점멸합니다.
 마지막 설정으로 LED가 1초 동안 점멸합니다.
다시 켤 때는 펌프가 공장 설정으로 작동합니다
(공장 초o 상태).
주의 사항
전력 공H이 중단되는 경우, 모든 세팅/
디스플레이가 저장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8
펌프 정지

운전 중지
연결 케이블이나 다른 전o 부품이 손상된 경우
펌프를 즉시 정지하십시오.
• 펌프를 전력 공H 장치에서 분리하십시오.
• Wilo 고객 서비스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설치 및 사용 설명서 Wilo-Para 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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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소

10
에너지 효율 지수
측정을 위한 최대
특성곡선 작동

9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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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 마른 천을 사용하여 오염물을 펌프에서 정o적으로
닦아내십시오.
• 절대 액체나 강한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EI (에너지 효율표)
• 조작 버튼을 9초 동안 누른 뒤 손을 떼어 에너지
효율 지수 측정을 위한 최대 특성곡선 작동을
활성화하십시오.
 상단의 LED 열이 지속적으로 점등됩니다.
 하단의 LED 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1초
간격을 두고 차례대로 점멸합니다.
조작 버튼을 다시 9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최대
특성곡선 작동이 종료됩니다.
주의 사항
고효율 펌프에는 속도를 자체적으로 제어하는
o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물/회주철 펌프
하우징 장착 펌프에서는 반드시 EEI 측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측정을 통해 펌프의 에너지
효율표 준수 여부가 확인됩니다. 필요한 경우
Wilo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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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원인 및 해결 방법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이 고장 수리를 수행해야 하며,
전o 연결 작업은 자격을 갖춘 전o o술자에게만
맡o십시오.

고장

원인

해결 방법

전원 공H
장치를 켜면
펌프가
작동하지 않음
펌프에서 소음
발생

전o 퓨즈 고장
펌프에 전압이
들어오지 않음

퓨즈 점검
전원 중단 문제 해결

불충분한 흡입
압력으로 인한
캐비테이션

건물이
따뜻해지지
않음

라디에이터의 난방
성능이 너무 낮음

허용 범위 내에서 시스템 압력 증가
토출 양정 세팅 점검하고 필요 시
높이와 속도를 낮춰서 조정
목표값을 높임

11.1

고장 신호
• 장애 표시 LED가 고장을 나타ا.
• 펌프를 끄고(고장 유형에 따라) 반복적으로
재시작하십시오.

LED
적색
점등

적색
점멸

고장

원인

해결 방법

구속
접촉부/권선

로터 잠김
권선 결함

수동 재활성화
활성화 또는 고객
서비스에 도움
요청

저전압/과전압

주전원 쪽의 전력
공H이 너무 낮음/
높음
모듈 내부가 너무
따뜻함
모터 전류가 너무 높음

모듈 과열
단락

설치 및 사용 설명서 Wilo-Para SCV

전원과 작동
조건을 점검,
고객서비스에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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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적색/
녹색
점멸

고장

원인

해결 방법

발전o 운전

펌프 유압이 흐르지만
펌프에 전원이
공H되지 않음
공o가 펌프에 존재함
중부하 모터 펌프는 이
사양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예: 너무
높은 모듈 온도). 이
경우 속도는 정상
모드에서 보다
낮습니다

전원, 유량/유압 및
주변 조건 점검

공운전
과부하

수동 재활성화

• 구속이 감지되면 펌프가 자동으로 재활성화를
시도합니다.
펌프가 자동으로 재시작하지 않는 경우:
• 조작 버튼을 5초 동안 누른 뒤 손을 떼어 수동
재활성화를 활성화하십시오.
 재활성화 o능을 시작합니다(최대 10분 소요).
 LED가 차례대로 시계 방향으로 점멸합니다.
• o능을 중단하려면 조작 버튼을 5초 동안
누르십시오.

6 sec
주의 사항
재활성화를 실행하고 나면 LED 디스플레이가
이전에 설정된 펌프 값을 보여줍니다.

1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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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문가나 Wilo 고객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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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ko

12

사용한 전기 및 전자 제품 수집에 대한 정보
제품을 올바르게 폐o하고 재활용하면 환경 피해를
막고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가정용 쓰레기로 폐기 금지!
유럽 연합에서는 제품, 패키징 또는 첨부
문서에 이 o호가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o호는 해당 전o 및 전자 제품을 가정용
쓰레o와 함께 폐o해서는 안됨을 뜻합니다.
해당 사용 제품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재활용하고,
폐o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이 제품을 반드시 전o 및 전자 제품 폐o장으로
인증받은 지정 장소에 전달하십시오.
• 지역 최신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올바른 폐o에 대한 정보는 지역 사회, 가까운 폐o물
처리장 또는 제품을 구입한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재활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wilo-recycling.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치 및 사용 설명서 Wilo-Para 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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ﻧﺒﺬة ﺣﻮل ﻫﺬا
اﻟﺪﻟﻴﻞ

 2اﻟﺄﻣﺎن
ﻳﺸﺘﻤﻞ ﻫﺬا اﻟ使ﺼﻞ ﻋ 供例إرﺷﺎدات أﺳﺎﺳﻴﺔ ﺗﺠﺐ
ﻣﺮاﻋﺎﺗﻬﺎ ﻋﻨ 何اﻟﺘﺮﻛﻴﺐ واﻟﺘﺸﻐﻴﻞ واﻟﺼﻴﺎﻧﺔ .ﻛﻤﺎ ﻳﺠﺐ
ﻣﺮاﻋﺎة اﻟﺈرﺷﺎدات وﺗﻌ例ﻴﻤﺎت اﻟﺄﻣﺎن اﻟﻮاردة ﻓ依
اﻟ使ﺼﻮل اﻟﺄﺧﺮى.
ﻳﺘﺮﺗﺐ ﻋ 供例ﻋ何م ﻣﺮاﻋﺎة دﻟﻴﻞ اﻟﺘﺮﻛﻴﺐ واﻟﺘﺸﻐﻴﻞ
ﺗﻌﺮﻳﺾ اﻟﺄﺷ体ﺎص واﻟﺒﻴﺌﺔ واﻟﻤﻨﺘﺞ ﻟ体例ﻄﺮ .ﻛﻤﺎ ﻳﺆدي
ﻫﺬا إﻟ 供ﻓﻘ何ان 低ﻘﻮق اﻟﺘﻌﻮﻳﺾ ﻋﻦ اﻟﺄﺿﺮار.
ﻳﺆدي ﻋ何م ﻣﺮاﻋﺎة اﻟﺈرﺷﺎدات ﻋ 供例ﺳﺒﻴﻞ اﻟﻤﺜﺎل إﻟ供
اﻟﻤ体ﺎﻃﺮ اﻟﺘﺎﻟﻴﺔ:
• ﻣ体ﺎﻃﺮ ﻋ 供例اﻟﺄﺷ体ﺎص ﻧﺘﻴﺠﺔ ﻟ例ﺘﺄ但ﻴﺮات اﻟﻜﻬﺮ似ﺎﺋﻴﺔ
واﻟﻤﻴﻜﺎﻧﻴﻜﻴﺔ واﻟﺒﻜﺘﻴﺮﻳﺔ وﻛﺬﻟﻚ اﻟﻤﺠﺎﻟﺎت
اﻟﻜﻬﺮوﻣﻐﻨﺎﻃﻴﺴﻴﺔ
• ﻣ体ﺎﻃﺮ ﻋ 供例اﻟﺒﻴﺌﺔ ﻓ低 依ﺎﻟﺔ ﺗﺴﺮب ﻣﻮاد ﺧﻄﺮة
• أﺿﺮار ﻣﺎدﻳﺔ
• ﺧ例ﻞ ﻓ 依اﻟﻮﻇﺎﺋﻒ اﻟﻤﻬﻤﺔ ﻟ例ﻤﻨﺘﺞ
ﻋ关ﺎﻣﺎت ﺗﻌ关ﻴﻤﺎت
اﻟﺴ关ﺎﻣﺔ

ﺳﻴﺘﻢ ﻓ 依دﻟﻴﻞ اﻟﺘﺮﻛﻴﺐ واﻟﺘﺸﻐﻴﻞ ﻫﺬا اﺳﺘ何体ام
ﺗﻌ例ﻴﻤﺎت ﺳ例ﺎﻣﺔ ﻟ例ﺄﺿﺮار اﻟﻤﺎدﻳﺔ واﻟﺸ体ﺼﻴﺔ وﻛﺬﻟﻚ
ﺗﻮﺿﻴ住ﻬﺎ 似ﺼﻮرة ﻣ体ﺘ使例ﺔ:
• ﺗﺒ何أ ﺗﻌ例ﻴﻤﺎت اﻟﺴ例ﺎﻣﺔ ﻟ例ﺄﺿﺮار اﻟﺸ体ﺼﻴﺔ 似ﻜ例ﻤﺔ ﺗﻨﺒﻴﻪ
وﺗُﺴﺒﻖ ﺑﺮﻣﺰ ﻣﻨﺎﺳﺐ.
• ﺗﺒ何أ ﺗﻌ例ﻴﻤﺎت اﻟﺴ例ﺎﻣﺔ ﻟ例ﺄﺿﺮار اﻟﻤﺎدﻳﺔ 似ﻜ例ﻤﺔ ﺗﻨﺒﻴﻪ
وﻳﺘﻢ ﺗﻮﺿﻴ住ﻬﺎ دون رﻣﺰ.

دﻟﻴﻞ اﻟﺘﺮﻛﻴﺐ واﻟﺘﺸﻐﻴﻞ Wilo-Para 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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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ﻧﻘﺎط ﻋﺎﻣﺔ
ﻳﻌﺘﺒﺮ دﻟﻴﻞ اﻟﺘﺮﻛﻴﺐ واﻟﺘﺸﻐﻴﻞ ﺟﺰءًا ﻟﺎ ﻳﺘﺠﺰأ ﻣﻦ اﻟﻤﻨﺘﺞ.
ﻳﺠﺐ ﻗﺮاءة ﻫﺬا اﻟ何ﻟﻴﻞ ﻗﺒﻞ اﻟﻘﻴﺎم 似ﺄي أﻧﺸﻄﺔ وﻛﺬﻟﻚ
使低ﻈﻪ 住似ﻴﺚ ﻳﻤﻜﻦ اﻟﻮﺻﻮل إﻟﻴﻪ ﻓ 依أي وﻗﺖ.
ﺗﻌﺘﺒﺮ ﻣﺮاﻋﺎة اﻟﺘﻮﺟﻴﻬﺎت اﻟﻮاردة ﻓ 依ﻫﺬا اﻟ何ﻟﻴﻞ 何似ﻗﺔ
ﺷﺮﻃًﺎ أﺳﺎﺳﻴًﺎ ﻟﺎﺳﺘ何体ام اﻟﻤﻨﺘﺞ 似ﺸﻜﻞ ﺻ住ﻴ 位وﻣﻄﺎ似ﻖ
ﻟ例ﺘﻌ例ﻴﻤﺎت .وﻳﺠﺐ ﻣﺮاﻋﺎة ﺟﻤﻴﻊ اﻟﺒﻴﺎﻧﺎت واﻟﻌ例ﺎﻣﺎت
اﻟﻤﻮﺟﻮدة ﻋ 供例اﻟﻤﻨﺘﺞ.
ﻟﻐﺔ دﻟﻴﻞ اﻟﺘﺮﻛﻴﺐ واﻟﺘﺸﻐﻴﻞ اﻟﺄﺻ 依例ﻫ 依اﻟﺄﻟﻤﺎﻧﻴﺔ.
وﺟﻤﻴﻊ اﻟﻨﺴﺦ اﻟﻤﻜﺘﻮ似ﺔ 例似ﻐﺎتٍ أﺧﺮى ﻟﻬﺬا اﻟ何ﻟﻴﻞ ﻋﺒﺎرة
ﻋﻦ ﺗﺮﺟﻤﺔ ﻟ何ﻟﻴﻞ اﻟﺘﺮﻛﻴﺐ واﻟﺘﺸﻐﻴﻞ اﻟﺄﺻ.依例

ar

اﻟﻜ关ﻤﺎت اﻟﺘﻨﺒﻴﻬﻴﺔ

اﻟﺮﻣﻮز

ﺧﻄﺮ!
ﻳﺆدي ﻋ何م اﻟﻤﺮاﻋﺎة إﻟ 供اﻟﻤﻮت أو إﺻﺎ似ﺎت 似ﺎﻟﻐﺔ!
ﺗﺤﺬﻳﺮ!
ﻳﻤﻜﻦ أن ﻳﺆدي ﻋ何م اﻟﻤﺮاﻋﺎة اﻟ 供إﺻﺎ似ﺎت )似ﺎﻟﻐﺔ(!
ﺗﻨﺒﻴﻪ!
ﻋ何م ﻣﺮاﻋﺎة اﻟﺘﻌ例ﻴﻤﺎت ﻳﻤﻜﻦ أن ﻳﺆدي إﻟ何低 供وث
أﺿﺮار ﻣﺎدﻳﺔ واﻟﻀﺮر اﻟﻜُ 依ّ例ﻟﻴﺲ ﻣﺴﺘﺒﻌً何ا.
إﻧﺬار
إرﺷﺎد ﻣ使ﻴ 何ﻟﺎﺳﺘ何体ام اﻟﻤﻨﺘﺞ
ﻓ 依ﻫﺬا اﻟ何ﻟﻴﻞ ،ﻳﺘﻢ اﺳﺘ何体ام اﻟﺮﻣﻮز اﻟﺘﺎﻟﻴﺔ:
ﺧﻄﺮ ﻧﺘﻴﺠﺔ ﻟ例ﺠﻬ 何اﻟﻜﻬﺮ似ﺎﺋ依
رﻣﺰ ﺧﻄﺮ ﻋﺎم
ﺗ住ﺬﻳﺮ ﻣﻦ اﻟﺄﺳﻄ/位اﻟﺴﻮاﺋﻞ اﻟﺴﺎﺧﻨﺔ
ﺗ住ﺬﻳﺮ ﻣﻦ اﻟﻤﺠﺎﻟﺎت اﻟﻤﻐﻨﺎﻃﻴﺴﻴﺔ
إرﺷﺎدات
ﻳُﺤﻈﺮ اﻟﺘﺨ关ﺺ ﻣﻦ اﻟﻤﻨﺘﺠﺎت ﻓ 内اﻟﻘﻤﺎﻣﺔ اﻟﻤﻨﺰﻟﻴﺔ!

ﻣﺆﻫ关ﺎت اﻟﻔﻨﻴﻴ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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ﻳﺠﺐ ﻋ 供例اﻟﻌﻤﺎل اﻟ使ﻨﻴﻴﻦ:
• اﻟﻮﻋ似 依ﺎﻟﺘﻌ例ﻴﻤﺎت اﻟﻤﻌﻤﻮل 似ﻬﺎ ﻣ例住ﻴًﺎ ﻟ例ﻮﻗﺎﻳﺔ ﻣﻦ
اﻟ住ﻮادث.
• ﻗﺮاءة دﻟﻴﻞ اﻟﺘﺮﻛﻴﺐ واﻟﺘﺸﻐﻴﻞ واﺳﺘﻴﻌﺎ似ﻪ.
ﻳﺠﺐ أن ﻳﻜﻮن ﻟ何ى اﻟﻌﻤﺎل اﻟ使ﻨﻴﻴﻦ اﻟﻤﺆﻫ例ﺎت اﻟﺘﺎﻟﻴﺔ:
• ﺿﺮورة إﺟﺮاء اﻟﺄﻋﻤﺎل اﻟﻜﻬﺮ似ﺎﺋﻴﺔ ﻣﻦ ﺧ例ﺎل ﻛﻬﺮ似ﺎﺋ依
ﻣﺘ体ﺼﺺ )似ﻤﻮﺟﺐ.(EN 5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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اﻟﺄﻋﻤﺎل اﻟﻜﻬﺮﺑﺎﺋﻴﺔ

•
•
•
•
•
•
•

اﻟﺘﺰاﻣﺎت اﻟﺠﻬﺔ
اﻟﻤﺸﻐِّ关ﺔ

ﻳﺠﺐ إﺟﺮاء اﻟﺄﻋﻤﺎل اﻟﻜﻬﺮ似ﺎﺋﻴﺔ ﻣﻦ ﺧ例ﺎل ﻛﻬﺮ似ﺎﺋ依
ﻣﺘ体ﺼﺺ.
ﻳﺠﺐ اﻟﺎﻟﺘﺰام 似ﺎﻟﺘﻮﺟﻴﻬﺎت واﻟﻤﻌﺎﻳﻴﺮ واﻟ例ﻮاﺋ 位اﻟﺴﺎرﻳﺔ
ﻣ例住ﻴًﺎ ،وﻛﺬﻟﻚ ﻣﺘﻄ例ﺒﺎت ﺷﺮﻛﺔ ﺗﻮزﻳﻊ اﻟﻜﻬﺮ似ﺎء اﻟﻤ例住ﻴﺔ
似ﺸﺄن اﻟﺘﻮﺻﻴﻞ 似ﺎﻟﺸﺒﻜﺔ اﻟﻜﻬﺮ似ﺎﺋﻴﺔ اﻟﻤ例住ﻴﺔ.
ﻗﺒﻞ إﺟﺮاء أي أﻋﻤﺎل ﻋ 供例اﻟﻤﻨﺘﺞ ﻳﺠﺐ ﻓﺼ例ﻪ ﻣﻦ اﻟﺘﻴﺎر
اﻟﻜﻬﺮ似ﺎﺋ 依وﺗﺄﻣﻴﻨﻪ ﺿ 何إﻋﺎدة اﻟﺘﺸﻐﻴﻞ.
ﻳﺠﺐ ﺗﺄﻣﻴﻦ اﻟﺘﻮﺻﻴﻞ 似ﻮاﺳﻄﺔ ﻗﺎﻃﻊ ﺗ使ﺎﺿ.(RCD) 依例
ﻣﻦ اﻟﻀﺮوري ﺗﺄرﻳﺾ اﻟﻤﻨﺘﺞ.
ﻳﺘﻌﻴﻦ اﺳﺘﺒ何ال اﻟﻜﺎ例似ﺎت اﻟﺘﺎﻟ使ﺔ 似ﻤﻌﺮﻓﺔ ﻛﻬﺮ似ﺎﺋ依
ﻣﺘ体ﺼﺺ.
ﻟﺎ ﺗﻘﻢ ﻣﻄ例ﻘًﺎ 使似ﺘ 位و何低ة اﻟﺘ住ﻜﻢ وإزاﻟﺔ ﻋﻨﺎﺻﺮ
اﻟﺘﺸﻐﻴﻞ.

• ﻳﺠﺐ داﺋﻤًﺎ إﺟﺮاء ﻛﻞ اﻟﺄﻋﻤﺎل ﻋ 供例ﻳ 何ﻓﻨﻴﻴﻦ
ﻣﺘ体ﺼﺼﻴﻦ ﻓﻘﻂ.
• ﻳﺠﺐ ﺗﺄﻣﻴﻦ ﺟﻬﺎز وﻗﺎﻳﺔ ﻣﻦ ﺗ例ﺎﻣﺲ اﻟﻤﻜﻮﻧﺎت
اﻟﺴﺎﺧﻨﺔ واﻟﻤ体ﺎﻃﺮ اﻟﻜﻬﺮ似ﺎﺋﻴﺔ ﻣﻦ ﻃﺮف اﻟﻌﻤﻴﻞ.
• ﻳﺘﻌﻴﻦ اﺳﺘﺒ何ال ﻛﺎ例似ﺎت اﻟﺘﻮﺻﻴﻞ واﻟﺴ何ادات
اﻟﺘﺎﻟ使ﺔ.
ﻳﻤﻜﻦ اﺳﺘ何体ام ﻫﺬا اﻟﺠﻬﺎز ﻣﻦ ﻗﺒﻞ اﻟﺄﻃ使ﺎل 何似ءًا
ﻣﻦ ﺳﻦ  8ﺳﻨﻮات ،ﻓﻀً例ﺎ ﻋﻦ اﻟﺄﺷ体ﺎص ذوي اﻟﻘ何رات
اﻟﺠﺴ何ﻳﺔ أو اﻟ住ﺴﻴﺔ أو اﻟﻌﻘ例ﻴﺔ اﻟﻘﺎﺻﺮة ،أو ذوي
اﻟﻘﺼﻮر ﻓ 依اﻟﺘﺠﺮ似ﺔ واﻟﻤﻌﺮﻓﺔ ،ﻓ低 依ﺎﻟﺔ اﻟﺈﺷﺮاف ﻋ例ﻴﻬﻢ
أو ﺗ例ﻘﻴﻨﻬﻢ 体似ﺼﻮص اﻟﺎﺳﺘ何体ام اﻟﺂﻣﻦ ﻟ例ﺠﻬﺎز واﻟﺄﺧﻄﺎر
اﻟﻤﻨﺒﺜﻘﺔ ﻋﻦ ذﻟﻚ .ﻟﺎ ﻳُﺴﻤ 位ﻟ例ﺄﻃ使ﺎل 似ﺎﻟ例ﻌﺐ 似ﺎﻟﺠﻬﺎز.
ﻟﺎ ﻳُﺴﻤ似 位ﺘﻨ使ﻴﺬ أﻋﻤﺎل اﻟﺘﻨﻈﻴﻒ واﻟﺼﻴﺎﻧﺔ ﻣﻦ ﻗﺒﻞ
اﻟﺄﻃ使ﺎل دون ﻣﺮاﻗﺒﺔ أو إﺷﺮاف.

دﻟﻴﻞ اﻟﺘﺮﻛﻴﺐ واﻟﺘﺸﻐﻴﻞ Wilo-Para 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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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ﺿﺮورة إﺟﺮاء اﻟﺘﺮﻛﻴﺐ/اﻟ使ﻚ ﻣﻦ ﺧ例ﺎل ﺷ体ﺺ
ﻣﺘ体ﺼﺺ ﻣﺘ何رب ﻋ 供例اﻟﺘﻌﺎﻣﻞ ﻣﻊ اﻟﺄدوات اﻟﻀﺮورﻳﺔ
وﻣﻮاد اﻟﺘﺜﺒﻴﺖ اﻟﻤﻄ例ﻮ似ﺔ.
• ﻳﺠﺐ اﻟﺎﺳﺘﻌﻤﺎل ﻋﻦ ﻃﺮﻳﻖ أﺷ体ﺎص ﻋ 供例وﻋ依
似ﻄﺮﻳﻘﺔ ﻋﻤﻞ اﻟﺠﻬﺎز 似ﺎﻟﻜﺎﻣﻞ.
ﺗﻌﺮﻳﻒ "اﻟﻜﻬﺮﺑﺎﺋ 内اﻟﻤﺘﺨﺼﺺ"
اﻟﻜﻬﺮ似ﺎﺋ 依اﻟﻤﺘ体ﺼﺺ ﻫﻮ ﺷ体ﺺ ﻟ何ﻳﻪ ﺗﺄﻫﻴﻞ ﻣﻬﻨ依
ﻣﻨﺎﺳﺐ ،وﻛﺬﻟﻚ ﻣﻌﺮﻓﺔ وﺧﺒﺮة ﻣﻦ ﺷﺄﻧﻬﺎ اﻟﻜﺸﻒ ﻋﻦ
ﻣ体ﺎﻃﺮ اﻟﻜﻬﺮ似ﺎء و ﺗﺠﻨﺒﻬ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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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وﺻﻒ اﻟﻤﻨﺘﺞ واﻟﻮﻇﻴﻔﺔ
ﻧﻈﺮة ﻋﺎﻣﺔ

)Wilo-Para (Fig. 1
 1ﺟﺴﻢ اﻟﻤﻀ体ﺔ ﻣﻊ وﺻ例ﺎت ﻣ例ﻮﻟﺒﺔ
 2ﻣﺴﺎرع ذو ﻣ例ﻒ دوار ﻣﻐﻤﻮر
 3ﻓﺘ住ﺎت ﺗﺼﺮﻳﻒ ﻧﻮاﺗﺞ اﻟﺘﻜﺜﻴﻒ )ﻋ何د  4ﻋ 供例اﻟﻤ住ﻴﻂ(
似 4ﺮاﻏ 依ﺟﺴﻢ اﻟﻤﻀ体ﺔ
 5و何低ة ﺗ住ﻜﻢ
 6ﻟﻮ低ﺔ اﻟﺒﻴﺎﻧﺎت
 7زر اﻟﺘ住ﻜﻢ اﻟ体ﺎص 似ﻀﺒﻂ اﻟﻤﻀ体ﺔ
 8ﻟﻤﺒﺔ داﻳﻮد اﻟﺘﺸﻐﻴﻞ/اﻟﺈ例似ﺎغ ﻋﻦ اﻟ例体ﻞ
似 9ﻴﺎن ﻧﻄﺎق اﻟﺘ住ﻜﻢ ﻓ 依ﺳﺮﻋﺔ اﻟ何وران اﻟﻤ体ﺘﺎر
似 10ﻴﺎن ﻣﻨ住ﻨ 供اﻟ体ﺼﺎﺋﺺ اﻟﻤ体ﺘﺎر )(III ،II ،I
 11وﺻ例ﺔ اﻟﺸﺒﻜﺔ :اﻟﻮﺻ例ﺔ اﻟﻘﺎ似ﺴﻴﺔ 例但ﺎ但ﻴﺔ اﻟﺄﻗﻄﺎب

اﻟﻮﻇﻴﻔﺔ

ﻣﻀ体ﺔ دوارة ذات ﻛ使ﺎءة ﻋﺎﻟﻴﺔ ﻟﺄﻧﻈﻤﺔ اﻟﺘ何ﻓﺌﺔ 似ﺎﻟﻤﺎء
اﻟﺴﺎﺧﻦ اﻟﻤﺰودة 体似ﺎﺻﻴﺔ ﻣ何ﻣﺠﺔ ﻟ例ﺘ住ﻜﻢ ﻓ 依ﺳﺮﻋﺔ
اﻟ何وران .ﻳﺘﻢ اﻟﺘ住ﻜﻢ ﻓ 依ارﺗ使ﺎع اﻟ何ﻓﻖ وﻛﻤﻴﺔ اﻟ何ﻓﻖ
ﻋﻦ ﻃﺮﻳﻖ ﺿﺒﻂ ﺳﺮﻋﺔ اﻟ何وران.

ﺷﺮح ﻣﻌﺎﻧﻲ
اﻟﻄﺮازات
ﻣﺜﺎلWilo-Para 15-130/6-50/SCV-12/I :
Para
15
130
6
50
SCV
12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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ﻣﻀ体ﺔ دوارة ذات ﻛ使ﺎءة ﻋﺎﻟﻴﺔ ﻟﺎﺳﺘ何体اﻣﺎت اﻟﺘ何ﻓﺌﺔ وﺗﻜﻴﻴﻒ اﻟﻬﻮاء
وﺻ例ﺔ ﻣ例ﻮﻟﺒﺔ )½ DN 30 (Rp 1¼) ،DN 25 (Rp 1) ،DN 15 (Rp
ﻃﻮل اﻟﺘﺮﻛﻴﺐ 130 :ﻣﻢ أو  180ﻣﻢ
ارﺗ使ﺎع اﻟ何ﻓﻖ اﻟﺎﺳﻤ似 依ﺎﻟﻤﺘﺮ ﻋﻨ 0 = Q 何م/³ﺳﺎﻋﺔ
اﻟﻄﺎﻗﺔ اﻟﻜﻬﺮ似ﺎﺋﻴﺔ اﻟﻤﺴﺘﻬ例ﻜﺔ اﻟﻘﺼﻮى 似ﺎﻟﻮاط
 = SCVذاﺗ 依اﻟﺘ住ﻜﻢ ) = Vاﻟﻘﻴﻤﺔ(
و何低ة اﻟﺘ住ﻜﻢ ﻋﻨ 何ﻣﻮﺿﻊ اﻟﺴﺎﻋﺔ 12
ﻋﺒﻮة ﻣ使ﺮدة

WILO SE 11/2021

ﺟﻬ 何اﻟﺘﻮﺻﻴﻞ
ﻧﻮع اﻟ住ﻤﺎﻳﺔ
ﻣﺆﺷﺮ ﻛ使ﺎءة اﻟﻄﺎﻗﺔ EEI
درﺟﺔ 低ﺮارة اﻟﺴﺎﺋﻞ ﻋﻨ 何درﺟﺔ
اﻟ住ﺮارة اﻟﻤ住ﻴﻄﺔ اﻟﻘﺼﻮى
° 40+م *
ﺿﻐﻂ اﻟﺘﺸﻐﻴﻞ اﻟﺄﻗﺼ供
أﻗﻞ ﺿﻐﻂ إﻣ何اد ﻋﻨ° 95+ 何م

* ﺗﺸﻐﻴﻞ اﻟﻤﻀ体ﺔ ﻓ 依ﻇﻞ ارﺗ使ﺎع درﺟﺎت اﻟ住ﺮارة
اﻟﻤ住ﻴﻄﺔ/درﺟﺎت 低ﺮارة اﻟﺴﻮاﺋﻞ ﻳﻤﻜﻦ أن ﻳﺆ但ﺮ ﺳ例ﺒًﺎ
ﻋ 供例اﻟﻘ何رة اﻟﻬﻴ何روﻟﻴﻜﻴﺔ .ﻳﺮﺟ 供اﻟﺎﺗﺼﺎل 似ﺸﺮﻛﺔ .Wilo
اﻟﻤﺒﻴﻨﺎت اﻟﻀﻮﺋﻴﺔ
)ﻟﻤﺒﺎت اﻟﺪاﻳﻮد(
• ﻣﺒﻴﻦ اﻟﺈﻧﺬار
• ﺗﻀ依ء ﻟﻤﺒﺔ اﻟ何اﻳﻮد 似ﺎﻟ例ﻮن اﻟﺄﺧﻀﺮ أ但ﻨﺎء اﻟﺘﺸﻐﻴﻞ
اﻟﻌﺎدي
• ﺗﻀ依ء/ﺗﻮﻣﺾ ﻟﻤﺒﺔ اﻟ何اﻳﻮد ﻓ低 依ﺎﻟﺔ 何低وث ﺧ例ﻞ
)اﻧﻈﺮ اﻟ使ﺼﻞ (10.1
• 似ﻴﺎن ﻧﻤﻂ اﻟﺘ住ﻜﻢ اﻟﻤ体ﺘﺎر
ﻧﻄﺎق اﻟﺘ住ﻜﻢ ﻓ 依ﺳﺮﻋﺔ اﻟ何وران :ﻣﻨ使体ﺾ ،ﻣﺘﻮﺳﻂ،
ﻣﺮﺗ使ﻊ

• 似ﻴﺎن ﻣﻨ住ﻨ 供اﻟ体ﺼﺎﺋﺺ اﻟﻤ体ﺘﺎر ) (III ،II ،Iﺿﻤﻦ ﻧﻄﺎق
اﻟﺘ住ﻜﻢ ﻣﻨ使体ﺾ ،ﻣﺘﻮﺳﻂ ،ﻣﺮﺗ使ﻊ

• ﻣﺠﻤﻮﻋﺎت 似ﻴﺎن ﻟﻤﺒﺎت اﻟ何اﻳﻮد أ但ﻨﺎء ﻋﻤﻞ وﻇﻴ使ﺔ
ﺗﺼﺮﻳﻒ اﻟﻬﻮاء ،وإﻋﺎدة اﻟﺘﺸﻐﻴﻞ اﻟﻴ何وي واﻟ何住
اﻟﺄﻗﺼ 供ﻣﻦ اﻟﺄداء اﻟﻬﻴ何روﻟﻴﻜ依
دﻟﻴﻞ اﻟﺘﺮﻛﻴﺐ واﻟﺘﺸﻐﻴﻞ Wilo-Para 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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اﻟﺒﻴﺎﻧﺎت اﻟﻔﻨﻴﺔ
 230 ~ 1ﻓﻮﻟﺖ  60/50 ،% 15-/% 10+ﻫﺮﺗﺰ
IP X4D
اﻧﻈﺮ اﻟ例ﻮ低ﺔ اﻟﻮﺻ使ﻴﺔ )(6
° 10م 低ﺘ° 95+ 供م)اﻟﺘﺴ体ﻴﻦ ،ﺟﺴﻢ ﻣﻀ体ﺔ ﻣﻦ 何低ﻳ 何اﻟﺰﻫﺮ اﻟﺮﻣﺎدي(
° 0م 低ﺘ° 95+ 供م
)اﻟﺘﺴ体ﻴﻦ ،ﺟﺴﻢ ﻣﻀ体ﺔ ﻣﻦ اﻟﺒ例ﺎﺳﺘﻴﻚ(
)ﻣﻊ ﺧ例ﻴﻂ ﻣﻨﺎﺳﺐ ﻟ住例ﻤﺎﻳﺔ ﻣﻦ اﻟﺘﺠﻤ(何
似 10ﺎر ،ﻟﺠﺴﻢ اﻟﻤﻀ体ﺔ اﻟﻤﺼﻨﻮع ﻣﻦ 何低ﻳ何
اﻟﺰﻫﺮ اﻟﺮﻣﺎدي
似 6ﺎر ،ﻟﺠﺴﻢ اﻟﻤﻀ体ﺔ اﻟﻤﺼﻨﻮع ﻣﻦ اﻟﺒ例ﺎﺳﺘﻴﻚ
似 0.5ﺎر ) 50ﻛﻴ例ﻮ似ﺎﺳﻜﺎل(

ar

زر اﻟﺘﺤﻜﻢ
اﻟﻀﻐﻂ
• اﺧﺘﻴﺎر ﻧﻤﻂ اﻟﺘ住ﻜﻢ
• اﺧﺘﻴﺎر ﻣﻨ住ﻨ 供اﻟ体ﺼﺎﺋﺺ ) (III ،II ،Iﺿﻤﻦ ﻧﻄﺎق اﻟﺘ住ﻜﻢ
ﻓ 依ﺳﺮﻋﺔ اﻟ何وران
اﻟﻀﻐﻂ ﻟ使ﺘﺮة ﻃﻮﻳ例ﺔ
• ﺗ使ﻌﻴﻞ وﻇﻴ使ﺔ ﺗﺼﺮﻳﻒ اﻟﻬﻮاء )اﻟﻀﻐﻂ ﻟﻤ何ة 但 3ﻮان(
• ﺗ使ﻌﻴﻞ إﻋﺎدة اﻟﺘﺸﻐﻴﻞ اﻟﻴ何وي )اﻟﻀﻐﻂ ﻟﻤ何ة 但 6ﻮان(
• اﻟ 何住اﻟﺄﻗﺼ 供ﻣﻦ اﻟﺄداء اﻟﻬﻴ何روﻟﻴﻜ) 依اﻟﻀﻐﻂ ﻟﻤ何ة
但 9ﻮان(

3.1
ﺳﺮﻋﺔ اﻟﺪوران
اﻟﺜﺎﺑﺘﺔ )(III ،II ،I
III
II
I

H/m

III
II
I
III
II
I

Q/m³/ h

أﻧﻤﺎط اﻟﺘﺤﻜﻢ واﻟﻮﻇﺎﺋﻒ
ﺗﻮﺻﻴﺔ 体似ﺼﻮص اﻟﺄﻧﻈﻤﺔ اﻟﺘ 依ﺗ住ﺘﻮي ﻋ 供例ﻣﻘﺎوﻣﺔ
ﻧﻈﺎﻣﻴﺔ ﻏﻴﺮ ﻣﺘﻐﻴﺮة ﺗﺘﻄ例ﺐ وﺟﻮد ﺗ何ﻓﻖ 低ﺠﻤ但 依ﺎ似ﺖ.
ﺗ何ور اﻟﻤﻀ体ﺔ 似ﻤﺮا低ﻞ ﺳﺮﻋﺔ اﻟ何وران اﻟﺜﺎ似ﺘﺔ اﻟﺜ例ﺎث
اﻟﻤﻘﺮرة ﺿﻤﻦ اﻟـ  3ﻧﻄﺎﻗﺎت ﺗ住ﻜﻢ ﻓ 依ﺳﺮﻋﺔ اﻟ何وران:
ﻧﻄﺎق اﻟﺘﺤﻜﻢ ﻓ 内ﺳﺮﻋﺔ
اﻟﺪوران

اﻟﺈﻋﺪاد/ﻣﻨﺤﻨﻰ اﻟﺨﺼﺎﺋﺺ

ﻣﻨﺨﻔﺾ

III ،II ،I

ﻣﺘﻮﺳﻂ

III ،II ،I

ﻣﺮﺗﻔﻊ

III ،II ،I

إﻧﺬار
وﺿﻊ ﺿﺒﻂ اﻟﻤﺼﻨﻊ:
ﻧﻄﺎق اﻟﺘ住ﻜﻢ ﻓ 依ﺳﺮﻋﺔ اﻟ何وران :ﻣﺘﻮﺳﻂ،
اﻟﻀﺒﻂ/ﻣﻨ住ﻨ 供اﻟ体ﺼﺎﺋﺺ II
ﺗﺼﺮﻳﻒ اﻟﻬﻮا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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ﻳﺘﻢ ﺗ使ﻌﻴﻞ وﻇﻴﻔﺔ ﺗﺼﺮﻳﻒ اﻟﻬﻮاء ﻣﻦ ﺧ例ﺎل اﻟﻀﻐﻂ
ﻟ使ﺘﺮة ﻃﻮﻳ例ﺔ )但 3ﻮان( ﻋ 供例زر اﻟﺘ住ﻜﻢ ،وﻳﺘﻢ ﺗﺼﺮﻳﻒ
اﻟﻬﻮاء ﻣﻦ اﻟﻤﻀ体ﺔ ﺗ例ﻘﺎﺋﻴًﺎ.
ﺟ何ﻳﺮ 似ﺎﻟﺬﻛﺮ ،أﻧﻪ ﻟﻦ ﻳﺘﻢ ﺗﺼﺮﻳﻒ ﻫﻮاء ﻧﻈﺎم اﻟﺘﺴ体ﻴﻦ
ﻋﻨ 何ذﻟﻚ.
WILO SE 11/2021

ﺗﻔﻌﻴﻞ وﺿﻊ ﺿﺒﻂ
اﻟﻤﺼﻨﻊ

ﻳﺘﻢ ﺗ使ﻌﻴﻞ وﺿﻊ ﺿﺒﻂ اﻟﻤﺼﻨﻊ ﻣﻦ ﺧ例ﺎل اﻟﻀﻐﻂ ﻋ 供例زر
اﻟﺘ住ﻜﻢ وإ似ﻘﺎﺋﻪ ﻣﻀﻐﻮﻃًﺎ ﻣﻊ إﻳﻘﺎف ﺗﺸﻐﻴﻞ اﻟﻤﻀ体ﺔ
ﻓ 依اﻟﻮﻗﺖ ﻧ使ﺴﻪ .وﻋﻨ 何اﻟﺘﺸﻐﻴﻞ ﻣﺠ何دًا ﺗ何ور اﻟﻤﻀ体ﺔ
似ﻮﺿﻊ ﺿﺒﻂ اﻟﻤﺼﻨﻊ )اﻟ住ﺎﻟﺔ ﻋﻨ 何اﻟﺘﻮرﻳ.(何

اﻟﺤﺪ اﻟﺄﻗﺼﻰ ﻣﻦ
اﻟﺄداء اﻟﻬﻴﺪروﻟﻴﻜﻲ
ﻟﺘﺤﺪﻳﺪ ﻣﺆﺷﺮ ﻛﻔﺎءة
اﻟﻄﺎﻗﺔ EEI

ﻳﺘﻢ ﺗ使ﻌﻴﻞ اﻟ 何住اﻟﺄﻗﺼ 供ﻣﻦ اﻟﺄداء اﻟﻬﻴ何روﻟﻴﻜ 依ﻟﻘﻴﺎس
ﻣﺆﺷﺮ ﻛ使ﺎءة اﻟﻄﺎﻗﺔ  EEIﻣﻦ ﺧ例ﺎل اﻟﻀﻐﻂ ﻟ使ﺘﺮة ﻃﻮﻳ例ﺔ
)但 9ﻮان( ﻋ 供例زر اﻟﺘ住ﻜﻢ.
ﻟﻤﻐﺎدرة اﻟ 何住اﻟﺄﻗﺼ 供ﻣﻦ اﻟﺄداء اﻟﻬﻴ何روﻟﻴﻜ ،依ا低ﺘ使ﻆ
似ﺰر اﻟﺘ住ﻜﻢ ﻣﻀﻐﻮﻃًﺎ ﻟﻤ何ة 但 9ﻮان ﻣﺠ何دًا.

4
ﻧﻘﺎط ﻋﺎﻣﺔ

اﻟﺎﺳﺘﺨﺪام اﻟﻤﻄﺎﺑﻖ ﻟ关ﺘﻌ关ﻴﻤﺎت
ﻟﺎ ﻳﺘﻢ اﺳﺘ何体ام ﻣﻀ体ﺔ دوارة ذات ﻛ使ﺎءة ﻋﺎﻟﻴﺔ ﻣﻦ
ﺳ例ﺴ例ﺔ ﻃﺮازات  Wilo-Paraإﻟﺎ ﻟﺘ何وﻳﺮ اﻟﺴﻮاﺋﻞ ﻓ依
أﻧﻈﻤﺔ ﺗﺴ体ﻴﻦ اﻟﻤﻴﺎه اﻟ何اﻓﺌﺔ واﻟﺄﻧﻈﻤﺔ اﻟﻤﻤﺎ例但ﺔ
似ﺎﺳﺘ何体ام ﻣﻌ何ﻟﺎت دﻓﻖ ﻣﺘﺒ何ﻟﺔ 似ﺎﺳﺘﻤﺮار.
اﻟﺴﻮاﺋﻞ اﻟﻤﺴﻤﻮح 似ﻬﺎ:
• ﻣﻴﺎه اﻟﺘ何ﻓﺌﺔ 低ﺴﺐ ).VDI 2035 (CH: SWKI BT 102-01
• ﻣ体ﺎﻟﻴﻂ اﻟﺠ例ﻴﻜﻮل واﻟﻤﻴﺎه* 似ﻨﺴﺒﺔ ﺟ例ﻴﻜﻮل ﻗﺼﻮى
ﻗ何رﻫﺎ .%50
* ﺗﺰﻳ 何ﻟﺰوﺟﺔ اﻟﺠ例ﻴﻜﻮل ﻋﻦ ﻟﺰوﺟﺔ اﻟﻤﻴﺎه .ﻋﻨ 何اﺳﺘ何体ام
أﻳﺔ ﻣ体ﺎﻟﻴﻂ ﻣﻦ ﻣﺎدة اﻟﺠ例ﻴﻜﻮل ،ﻳﺠﺐ ﺗﺼ住ﻴ似 位ﻴﺎﻧﺎت
اﻟﻀﺦ ﻟ例ﻤﻀ体ﺔ وﻓﻖ ﻧﺴﺒﺔ اﻟ例体ﻂ.
إﻧﺬار
ﻳﺠﺐ إدﺧﺎل اﻟﻤ体ﺎﻟﻴﻂ اﻟﺠﺎﻫﺰة ﻟ例ﺎﺳﺘ何体ام ﻓﻘﻂ
ﻓ 依اﻟﻨﻈﺎم .ﻟﺎ ﺗﺴﺘ何体م اﻟﻤﻀ体ﺔ ﻟ例体ﻂ اﻟﺴﻮاﺋﻞ
ﻓ 依اﻟﻨﻈﺎم.
ﻳﻨ何رج اﻟﺎﻟﺘﺰام 似ﻬﺬا اﻟ何ﻟﻴﻞ وﻛﺬﻟﻚ اﻟﺒﻴﺎﻧﺎت واﻟﻌ例ﺎﻣﺎت
اﻟﻮاردة ﻋ 供例اﻟﻤﻀ体ﺔ ﺿﻤﻦ اﻟﺎﺳﺘ何体ام اﻟﻤﻮاﻓﻖ
ﻟ例ﺘﻌ例ﻴﻤﺎ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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إﻋﺎدة اﻟﺘﺸﻐﻴﻞ
اﻟﻴﺪوي

ﻳﺘﻢ ﺗ使ﻌﻴﻞ إﻋﺎدة اﻟﺘﺸﻐﻴﻞ اﻟﻴﺪوي ﻣﻦ ﺧ例ﺎل اﻟﻀﻐﻂ
ﻟ使ﺘﺮة ﻃﻮﻳ例ﺔ )但 6ﻮان( ﻋ 供例زر اﻟﺘ住ﻜﻢ ،وﻳﺘﻢ إﻟﻐﺎء ﻗ使ﻞ
اﻟﻤﻀ体ﺔ ﻋﻨ 何اﻟﻀﺮورة )ﻋ 供例ﺳﺒﻴﻞ اﻟﻤﺜﺎل似 ،ﻌ 何اﻟﺘﻮﻗﻒ
ﻟ使ﺘﺮة ﻃﻮﻳ例ﺔ ﻓ 依ﻓﺘﺮة اﻟﺼﻴﻒ(.

ar

إﺳﺎءة اﻟﺎﺳﺘﻌﻤﺎل

ﻛﻞ اﺳﺘ何体ام ﻣ体ﺎﻟﻒ ﻟﺬﻟﻚ ،ﻳﻌﺘﺒﺮ إﺳﺎءة اﺳﺘﻌﻤﺎل
وﻳﺘﺮﺗﺐ ﻋ例ﻴﻪ ﻓﻘ何ان 低ﻘﻮق اﻟﻀﻤﺎن.
ﺗﺤﺬﻳﺮ!
ﺧﻄﺮ اﻟﺈﺻﺎﺑﺔ أو اﻟﺄﺿﺮار اﻟﻤﺎدﻳﺔ ﺑﺴﺒﺐ إﺳﺎءة اﻟﺎﺳﺘﻌﻤﺎل!
• ﻟﺎ ﺗﺴﺘ何体م ﻣﻄ例ﻘًﺎ ﺳﻮاﺋﻞ ﺿﺦ أﺧﺮى.
• ﻟﺎ ﻳُﺴﻤ似 位ﺘﻨ使ﻴﺬ اﻟﺄﻋﻤﺎل ﻏﻴﺮ اﻟﻤﺼﺮح 似ﻬﺎ ﻣﻄ例ﻘًﺎ.
• ﻟﺎ ﺗﻘﻢ أً何似ا 似ﺎﻟﺘﺸﻐﻴﻞ ﺧﺎرج 何低ود اﻟﺎﺳﺘ何体ام
اﻟﻤﻮﺿ住ﺔ.
• ﻟﺎ ﺗﻘﻢ 似ﺈﺟﺮاء ﺗﻌ何ﻳ例ﺎت ﻏﻴﺮ ﻣﺼﺮح 似ﻬﺎ ﻣﻄ例ﻘًﺎ.
• ﻟﺎ ﺗﺴﺘ何体م إﻟﺎ اﻟﻤ住例ﻘﺎت اﻟﺘﻜﻤﻴ例ﻴﺔ اﻟﻤﻌﺘﻤ何ة.
• ﻟﺎ ﺗﻘﻢ 似ﺎﻟﺘﺸﻐﻴﻞ 似ﺎﺳﺘ何体ام ﺟﻬﺎز اﻟﺘ住ﻜﻢ ﻓ 依زاوﻳﺔ
اﻟﻄﻮر.

5

اﻟﻨﻘﻞ واﻟﺘﺨﺰﻳﻦ

اﻟﺘﺠﻬﻴﺰات اﻟﻤﻮردة

• ﻣﻀ体ﺔ دوارة ذات ﻛ使ﺎءة ﻋﺎﻟﻴﺔ
• ﻛﺎ似ﻞ اﻟﺘﻮﺻﻴﻞ 似ﺎﻟﺸﺒﻜﺔ وWilo-Connector
• دﻟﻴﻞ اﻟﺘﺮﻛﻴﺐ واﻟﺘﺸﻐﻴﻞ

اﻟﻤ关ﺤﻘﺎت اﻟﺘﻜﻤﻴ关ﻴﺔ

ﻳﺠﺐ ﻃ例ﺐ اﻟﻤ住例ﻘﺎت اﻟﺘﻜﻤﻴ例ﻴﺔ 似ﺸﻜﻞٍ ﻣﻨ使ﺼﻞ ،ﻟ例ﺈﻃ例ﺎع
ﻋ 供例اﻟﻘﺎﺋﻤﺔ اﻟﻤ使ﺼ例ﺔ واﻟﻮﺻﻒ ،اﻧﻈﺮ اﻟﻜﺘﺎﻟﻮج.
ﻳﻤﻜﻦ اﻟ住ﺼﻮل ﻋ 供例اﻟﻤ住例ﻘﺎت اﻟﺘﻜﻤﻴ例ﻴﺔ اﻟﺘﺎﻟﻴﺔ:
• ﻏﻄﺎء ﻋﺰل 低ﺮاري
• Cooling Shell

ﻓﺤﺺ اﻟﻨﻘﻞ

ﻗﻢ 似ﻌ 何اﻟﺘﻮرﻳ 何ﻣﺒﺎﺷﺮة 似ﺎﻟﺘ住ﻘﻖ ﻣﻦ اﻟﺄﺿﺮار اﻟﻨﺎﺟﻤﺔ
ﻋﻦ اﻟﻨﻘﻞ وﻛﺬﻟﻚ اﻛﺘﻤﺎل اﻟﺠﻬﺎز ،وﺗﻘ何م 似ﺸﻜﻮى ﻋ供例
اﻟ使ﻮر ،ﻋﻨ 何اﻟﻀﺮورة.

ﺷﺮوط اﻟﻨﻘﻞ
واﻟﺘﺨﺰﻳﻦ

ﻳﺠﺐ ﺗﻮﻓﻴﺮ اﻟ住ﻤﺎﻳﺔ ﻣﻦ اﻟﺮﻃﻮ似ﺔ واﻟﺼﻘﻴﻊ واﻟﺄ低ﻤﺎل
اﻟﻤﻴﻜﺎﻧﻴﻜﻴﺔ.
ﻧﻄﺎق درﺟﺔ اﻟ住ﺮارة اﻟﻤﺴﻤﻮح 似ﻬﺎ° 40- :م إﻟ° 85+ 供م
)ﻟﻤ何ة  3ﺷﻬﻮر ﻛ 何住أﻗﺼ(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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اﻟﺘﺮﻛﻴﺐ واﻟﺘﻮﺻﻴﻞ ﺑﺎﻟﻜﻬﺮﺑﺎء
اﻟﺘﺮﻛﻴﺐ
ﻟﺎ ﻳﺘﻢ اﻟﺘﺮﻛﻴﺐ إﻟﺎ ﻣﻦ ﺧ例ﺎل ﻓﻨ 依ﻣﺘ体ﺼﺺ ﻣﺆﻫﻞ ﻟﺬﻟﻚ.
ﺗﺤﺬﻳﺮ!
ﺧﻄﺮ اﻟﺈﺻﺎﺑﺔ ﺑﺤﺮوق ﺑﺴﺒﺐ اﻟﺄﺳﻄﺢ اﻟﺴﺎﺧﻨﺔ!
ﻳﻤﻜﻦ أن ﺗﺮﺗ使ﻊ درﺟﺔ 低ﺮارة ﺟﺴﻢ اﻟﻤﻀ体ﺔ ) (1واﻟﻤ住ﺮك
ذي اﻟﻌﻀﻮ اﻟ何وار اﻟﻤﻐﻤﻮر ) ،(2وﻳﻤﻜﻦ أن ﻳﺘﺴﺒﺐ ذﻟﻚ
ﻓ 依اﻟﺈﺻﺎ似ﺔ 住似ﺮوق ﻋﻨ 何اﻟﻤ例ﺎﻣﺴﺔ.
• ﻋﻨ 何اﻟﺘﺸﻐﻴﻞ ،ﻗﻢ 似ﻤ例ﺎﻣﺴﺔ و何低ة اﻟﺘ住ﻜﻢ ) (5ﻓﻘﻂ.
• ﻳﺠﺐ ﺗﺮك اﻟﻤﻀ体ﺔ ﻟﺘﺒﺮد ﻗﺒﻞ إﺟﺮاء أي أﻋﻤﺎل ﻋ例ﻴﻬﺎ.
ﺗﺤﺬﻳﺮ!
ﺧﻄﺮ اﻟﺎﻛﺘﻮاء ﺑﺴﺒﺐ اﻟﺴﻮاﺋﻞ اﻟﺴﺎﺧﻨﺔ!
ﻳﻤﻜﻦ أن ﺗﺆدي ﺳﻮاﺋﻞ اﻟﻀﺦ اﻟﺴﺎﺧﻨﺔ إﻟ 供اﻟﺈﺻﺎ似ﺔ
似ﺎﻛﺘﻮاءات .ﻗﺒﻞ ﺗﺮﻛﻴﺐ اﻟﻤﻀ体ﺔ أو ﻓﻜﻬﺎ ﻳﺠﺐ ﻣﺮاﻋﺎة ﻣﺎ
ﻳ:依例
• ﻳﺠﺐ ﺗﺮك ﻧﻈﺎم اﻟﺘﺴ体ﻴﻦ ﻟﻴﺒﺮد 似ﺎﻟﻜﺎﻣﻞ.
• ﻗﻢ 似ﺈﻏ例ﺎق ﺻﻤﺎﻣﺎت اﻟﺈﻳﻘﺎف أو إﻓﺮاغ ﻧﻈﺎم اﻟﺘﺴ体ﻴﻦ.

اﻟﺄﻋﻤﺎل اﻟﺘﺤﻀﻴﺮﻳﺔ

اﻟﺘﺮﻛﻴﺐ داﺧﻞ ﻣﺒﻨﻰ:
• ﻗﻢ 似ﺘﺮﻛﻴﺐ اﻟﻤﻀ体ﺔ ﻓ 依ﻣﻜﺎن ﺟﺎف وﺟﻴ 何اﻟﺘﻬﻮﻳﺔ
وﺧﺎل ﻣﻦ اﻟﺼﻘﻴﻊ.
اﻟﺘﺮﻛﻴﺐ ﺧﺎرج اﻟﺒﻨﺎﻳﺎت )اﻟﺘﺮﻛﻴﺐ اﻟﺨﺎرﺟ:(内
• ﻗﻢ 似ﺘﺮﻛﻴﺐ اﻟﻤﻀ体ﺔ ﻓ 依ﻓﺘ住ﺔ ﻣﻊ ﻏﻄﺎء أو ﻓ 依ﺧﺰاﻧﺔ/
ﺻﻨ何وق ﻛ住ﻤﺎﻳﺔ ﻣﻦ ﻋﻮاﻣﻞ اﻟﻄﻘﺲ.
• ﺗﺠﻨﺐ ﺳﻘﻮط أﺷﻌﺔ اﻟﺸﻤﺲ اﻟﻤﺒﺎﺷﺮة ﻋ 供例اﻟﻤﻀ体ﺔ.
• ﻗﻢ 住似ﻤﺎﻳﺔ اﻟﻤﻀ体ﺔ ﻣﻦ اﻟﻤﻄﺮ.
• ﻗﻢ 似ﺘﻬﻮﻳﺔ اﻟﻤ住ﺮك واﻟﺈﻟﻜﺘﺮوﻧﻴﺎت 似ﺎﺳﺘﻤﺮار ﻟﺘﺠﻨﺐ
ﺗﻌﺮﺿﻬﻢ ﻟ例ﺴ体ﻮﻧﺔ اﻟﻤ使ﺮﻃﺔ.
• ا低ﺮص ﻋ 供例ﻋ何م ﺗ体ﻄ 依أو اﻟﻨﺰول ﻋﻦ درﺟﺎت اﻟ住ﺮارة
اﻟﻤ住ﻴﻄﺔ ،ودرﺟﺎت 低ﺮارة اﻟﺴﻮاﺋﻞ اﻟﻤﺴﻤﻮح 似ﻬﺎ.
• اﺧﺘﺮ ﻣﻜﺎن ﺗﺮﻛﻴﺐ ﻳﺴﻬﻞ اﻟﻮﺻﻮل إﻟﻴﻪ ﻗ何ر اﻟﺈﻣﻜﺎن.
• ﻳﺠﺐ ﻣﺮاﻋﺎة وﺿﻌﻴﺔ اﻟﺘﺮﻛﻴﺐ اﻟﻤﺴﻤﻮح 似ﻬﺎ )(Fig. 2
ﻟ例ﻤﻀ体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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ﺗﻨﺒﻴﻪ!
ﻳﻤﻜﻦ أن ﺗﺘﺴﺒﺐ وﺿﻌﻴﺔ اﻟﺘﺮﻛﻴﺐ ﻏﻴﺮ اﻟﺼ住ﻴ住ﺔ ﻓ依
ﺗ例ﻒ اﻟﻤﻀ体ﺔ.
• ﻳﺠﺐ اﺧﺘﻴﺎر ﻣﻜﺎن اﻟﺘﺮﻛﻴﺐ 住似ﻴﺚ ﻳﺘﻨﺎﺳﺐ ﻣﻊ وﺿﻌﻴﺔ
اﻟﺘﺮﻛﻴﺐ ).(Fig. 2
• ﻳﺠﺐ ﺗﺮﻛﻴﺐ اﻟﻤ住ﺮك أﻓﻘﻴًﺎ داﺋﻤًﺎ.
• ﻳﺠﺐ أﻟﺎ ﺗﺘﺠﻪ اﻟﻮﺻ例ﺔ اﻟﻜﻬﺮ似ﺎﺋﻴﺔ إﻟ 供اﻟﺄﻋ 供例ﻣﻄ例ﻘًﺎ.
• ﻳﺠﺐ ﺗﺮﻛﻴﺐ ﺻﻤﺎﻣﺎت إﻳﻘﺎف ﺧ例ﻒ اﻟﻤﻀ体ﺔ وأﻣﺎﻣﻬﺎ
ﻟﺘﺴﻬﻴﻞ اﺳﺘﺒ何ال اﻟﻤﻀ体ﺔ.
ﺗﻨﺒﻴﻪ!
ﻗ 何ﺗﻀﺮ اﻟﻤﻴﺎه اﻟﻤﺘﺴﺮ似ﺔ 似ﻮ何低ة اﻟﺘ住ﻜﻢ.
• ﻗﻢ 似ﻀﺒﻂ ﺻﻤﺎم اﻟﺈﻳﻘﺎف اﻟﻌ例ﻮي 住似ﻴﺚ ﻟﺎ ﺗﺘﻘﺎﻃﺮ
اﻟﻤﻴﺎه اﻟﻤﺘﺴﺮ似ﺔ ﻋ 供例و何低ة اﻟﺘ住ﻜﻢ ).(5
• إذا ﺗﺮاﺷﻖ أي ﺳﺎﺋﻞ ﻋ 供例و何低ة اﻟﺘ住ﻜﻢ ،ﻓﻴﺠﺐ
ﺗﺠ使ﻴﻒ اﻟﺴﻄ 位اﻟ体ﺎرﺟ.依
•
•
•
•
•
ﺗﺮﻛﻴﺐ اﻟﻤﻀﺨﺔ

3
2

ﻗﻢ 似ﻤ住ﺎذاة ﺻﻤﺎم اﻟﺈﻳﻘﺎف اﻟﻌ例ﻮي 似ﺸﻜﻞٍ ﺟﺎﻧﺒ.ٍ依
ﻋﻨ 何اﻟﺘﺮﻛﻴﺐ ﻓ 依اﻟﻮﺻ例ﺔ اﻟﺄﻣﺎﻣﻴﺔ ﻟ例ﺄﻧﻈﻤﺔ اﻟﻤ使ﺘﻮ低ﺔ ﻳﺠﺐ
ﺗ使ﺮﻳﻊ وﺻ例ﺔ اﻟﺄﻣﺎن اﻟﺄﻣﺎﻣﻴﺔ ﻗﺒﻞ اﻟﻤﻀ体ﺔ ).(EN 12828
ﻗﻢ 似ﺈﻧﻬﺎء ﺟﻤﻴﻊ أﻋﻤﺎل اﻟ住例ﺎم واﻟﺴﻤﻜﺮة اﻟﻤﻄ例ﻮ似ﺔ.
ﻗﻢ 似ﺸﻄﻒ ﻧﻈﺎم اﻟﺄﻧﺎ似ﻴﺐ.
ﻟﺎ ﺗُﺴﺘ何体م اﻟﻤﻀ体ﺔ ﻟﺸﻄﻒ أﻧﻈﻤﺔ اﻟﺄﻧﺎ似ﻴﺐ.

ﻋﻨ 何اﻟﺘﺮﻛﻴﺐ ،ﻳﺠﺐ ﻣﺮاﻋﺎة ﻣﺎ ﻳ:依例
• اﻧﺘﺒﻪ إﻟ 供ﺳﻬﻢ اﻟﺎﺗﺠﺎه اﻟﻤﻮﺟﻮد ﻋ 供例ﺟﺴﻢ اﻟﻤﻀ体ﺔ ).(1
• ﻗﻢ 似ﺎﻟﺘﺮﻛﻴﺐ ﻣﻴﻜﺎﻧﻴﻜﻴًﺎ دون وﺟﻮد ﺟﻬ 何ﻛﻬﺮ似ﺎﺋ،依
وﻣﻊ ﻛﻮن اﻟﻤ住ﺮك ذي اﻟﻌﻀﻮ اﻟ何وار اﻟﻤﻐﻤﻮر
ﻣﻮﺿﻮع أﻓﻘﻴًﺎ ).(2
• ﻗﻢ 似ﺈدراج اﻟﺴ何ادات ﻓ 依اﻟﻮﺻ例ﺎت اﻟﻤ例ﻮﻟﺒﺔ.
• ﻗﻢ 使似ﻚ اﻟﻮﺻ例ﺎت اﻟﻤ例ﻮﻟﺒﺔ ﻟ例ﺄﻧﺎ似ﻴﺐ.

1

• ﻳﺠﺐ ﺗﺄﻣﻴﻦ ﻋ何م اﻧ住ﺮاف اﻟﻤﻀ体ﺔ 似ﺎﺳﺘ何体ام ﻣ使ﺘﺎح
ر似ﻂ ﻣ使ﺘﻮح اﻟﻄﺮف ،وﻳﺠﺐ ﻛﺬﻟﻚ إ低ﻜﺎم ر似ﻄﻬﺎ ﻣﻊ
ﺧﻄﻮط اﻟﺄﻧﺎ似ﻴﺐ.
• ﻗﻢ 似ﺘﺜﺒﻴﺖ ﻏﻄﺎء اﻟﻌﺰل اﻟ住ﺮاري ﻣﺮة أﺧﺮى ﻋﻨ 何اﻟﻀﺮور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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ﺗﺤﺬﻳﺮ!
ﺧﻄﺮ ﻋ关ﻰ اﻟﺤﻴﺎة ﺟﺮّاء اﻟﻤﺠﺎل اﻟﻤﻐﻨﺎﻃﻴﺴ!内
ﺧﻄﺮ ﻋ低 供例ﻴﺎة اﻟﺄﺷ体ﺎص اﻟ住ﺎﻣ例ﻴﻦ ﻟﺄﺟﻬﺰة ﻃﺒﻴﺔ ﻣﻦ
ﺟﺮّاء اﻟﻤﻐﻨﺎﻃﻴﺲ اﻟ何اﺋﻢ اﻟﻤﺮﻛﺐ ﻓ 依اﻟﻤﻀ体ﺔ.
• ﻟﺎ ﺗﻘﻢ ﻣﻄ例ﻘًﺎ 使似ﻚ اﻟﻤ住ﺮك.

6.2

اﻟﺘﻮﺻﻴﻞ اﻟﻜﻬﺮﺑﺎﺋ内
ﻟﺎ ﻳﺘﻢ اﻟﺘﻮﺻﻴﻞ 似ﺎﻟﻜﻬﺮ似ﺎء إﻟﺎ ﻣﻦ ﺧ例ﺎل ﻛﻬﺮ似ﺎﺋ 依ﻣﺘ体ﺼﺺ
ﻣﺆﻫﻞ ﻟﺬﻟﻚ.
ﺧﻄﺮ!
ﺧﻄﺮ ﻋ关ﻰ اﻟﺤﻴﺎة ﻧﺘﻴﺠﺔ اﻟﺠﻬﺪ اﻟﻜﻬﺮﺑﺎﺋ!内
ﻋﻨ 何ﻟﻤﺲ اﻟﺄﺟﺰاء اﻟﻤﻮﺻّ例ﺔ ﻟ例ﺠﻬ 何اﻟﻜﻬﺮ似ﺎﺋ 依ﻓﺈﻧﻚ
ﺗﻌﺮّض 低ﻴﺎﺗﻚ ﻟ体例ﻄﺮ 似ﺼﻮرة ﻣﺒﺎﺷﺮة.
• ﻗﺒﻞ إﺟﺮاء أي أﻋﻤﺎل ،ﻳﺠﺐ ﻓﺼﻞ اﻟﺘﻴﺎر اﻟﻜﻬﺮ似ﺎﺋ依
واﻟﺘﺄﻣﻴﻦ ﺿ 何إﻋﺎدة اﻟﺘﺸﻐﻴﻞ.
• ﻟﺎ ﺗﻘﻢ ﻣﻄ例ﻘًﺎ 使似ﺘ 位و何低ة اﻟﺘ住ﻜﻢ ) (5وإزاﻟﺔ ﻋﻨﺎﺻﺮ
اﻟﺘﺸﻐﻴﻞ.
ﺗﻨﺒﻴﻪ!
ﻳﻤﻜﻦ أن ﻳﺘﺴﺒﺐ اﻟﺠﻬ 何اﻟﻜﻬﺮ似ﺎﺋ 依اﻟﻤ何住د ﻟﻮﻗﺖ
ﻣﻌﻴﻦ ﻓ 依أﺿﺮار إﻟﻜﺘﺮوﻧﻴﺔ.
• ﻟﺎ ﺗﻘﻢ ﻣﻄ例ﻘًﺎ 似ﺘﺸﻐﻴﻞ اﻟﻤﻀ体ﺔ 似ﺎﺳﺘ何体ام ﺟﻬﺎز
اﻟﺘ住ﻜﻢ ﻓ 依زاوﻳﺔ اﻟﻄﻮر.
• 似ﺎﻟﻨﺴﺒﺔ ﻟ例ﺎﺳﺘ何体اﻣﺎت اﻟﺘ 依ﻟﺎ ﻳﺘﻀ似 位ﻬﺎ إذا ﻣﺎ ﻛﺎن
ﺳﻴﺘﻢ ﺗﺸﻐﻴﻞ اﻟﻤﻀ体ﺔ 似ﺠﻬ 何ﻣ何住د اﻟﻮﻗﺖ ،ﻳﺠﺐ
اﻟﺘﺄﻛ 何ﻣﻦ ﺟﻬﺔ ﺗﺼﻨﻴﻊ ﺟﻬﺎز اﻟﺘ住ﻜﻢ/اﻟﻨﻈﺎم 似ﺸﺄن
ﺗﺸﻐﻴﻞ اﻟﻤﻀ体ﺔ 似ﺠﻬ 何ﻣﺘﺮدد ﺟﻴﺒ.依
• ﺗ住ﻘﻖ ﻣﻦ ﺗﺸﻐﻴﻞ/إﻳﻘﺎف اﻟﻤﻀ体ﺔ 似ﻮاﺳﻄﺔ أﺟﻬﺰة
اﻟﺘﺮﻳﺎك/اﻟﻤﺮ低ﻞ اﻟﺴﺎﻛ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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ﺗﻨﺒﻴﻪ!
ﻳﺘﺴﺒﺐ اﻟﻨﻘﺺ ﻓ 依ﺗﺼﺮﻳﻒ اﻟﺴ体ﻮﻧﺔ واﻟﻤﻴﺎه اﻟﻤﺘﻜﺜ使ﺔ ﻓ依
إﺗ例ﺎف و何低ة اﻟﺘ住ﻜﻢ واﻟﻤ住ﺮك ذي اﻟﻌﻀﻮ اﻟ何وار اﻟﻤﻐﻤﻮر.
• ﻟﺎ ﺗﻘﻢ 似ﻌﺰل اﻟﻤﺴﺎرع ذي اﻟﻤ例ﻒ اﻟ何وار )低 (2ﺮارﻳًﺎ.
• ﻗﻢ 使似ﺘ 位ﺟﻤﻴﻊ ﻓﺘ住ﺎت ﺗﺼﺮﻳﻒ ﻣﺎء اﻟﺘﻜﺜﻴﻒ ).(3

ar

اﻟﺄﻋﻤﺎل اﻟﺘﺤﻀﻴﺮﻳﺔ

•
•
•
•

•

•
•
•
اﻟﻤﺘﻄ关ﺒﺎت /
اﻟﺨﺼﺎﺋﺺ

ﻳﺠﺐ ﺗﻮاﻓﻖ ﻧﻮع اﻟﺘﻴﺎر واﻟﺠﻬ 何ﻣﻊ اﻟﺒﻴﺎﻧﺎت اﻟﻤﻮﺿ住ﺔ
ﻋ 供例اﻟ例ﻮ低ﺔ اﻟﻮﺻ使ﻴﺔ ).(6
اﻟ 何住اﻟﺄﻗﺼ 供ﻟ例ﻤﺼﻬﺮ 10 :أﻣﺒﻴﺮ ،ﺧﺎﻣﻞ.
ﻟﺎ ﻳﺘﻢ ﺗﺸﻐﻴﻞ اﻟﻤﻀ体ﺔ إﻟﺎ 似ﺠﻬ 何ﻣﺘﺮدد ﺟﻴﺒ.依
ﻛﻤﺎ ﻳﺠﺐ ﻣﺮاﻋﺎة اﻟ 何住اﻟﺄﻗﺼ 供ﻟﺘﻜﺮار اﻟﺘﺸﻐﻴﻞ:
 ﻋﻤ例ﻴﺎت اﻟﺘﺸﻐﻴﻞ/اﻟﺈﻳﻘﺎف ﻣﻦ ﺧ例ﺎل ﺟﻬ 何ﻛﻬﺮ似ﺎﺋ依≥  24/100ﺳﺎﻋﺔ.
 ≥ /20ﺳﺎﻋﺔ ﻋﻨ 何ﺗﺮدد ﺗﺸﻐﻴﻞ ﻟﻤ何ة  1دﻗﻴﻘﺔ 似ﻴﻦﻋﻤ例ﻴﺎت اﻟﺘﺸﻐﻴﻞ/اﻟﺈﻳﻘﺎف ﻣﻦ ﺧ例ﺎل اﻟﺠﻬ何
اﻟﻜﻬﺮ似ﺎﺋ.依
 ﻳﺠﺐ ﺿﻤﺎن ﺗﻮﻓﺮ ﻓﺘﺮات زﻣﻨﻴﺔ ﻓﺎﺻ例ﺔ 似ﻴﻦ ﻋﻤ例ﻴﺎتاﻟﺘﺸﻐﻴﻞ/اﻟﺈﻳﻘﺎف 似ﻤﻘ何ار < 但 10ﻮان.
ﻳﺠﺐ أن ﻳﺘﻢ اﻟﺘﻮﺻﻴﻞ 似ﺎﻟﻜﻬﺮ似ﺎء ﻋﻦ ﻃﺮﻳﻖ ﻛﺎ似ﻞ
ﺗﻮﺻﻴﻞ 但ﺎ似ﺖ وﻣﺰود 似ﺘﺠﻬﻴﺰة ﻗﺎ似ﺴﻴﺔ أو ﻣ使ﺘﺎح 似ﺠﻤﻴﻊ
اﻟﺄﻗﻄﺎب 似ﺎﺗﺴﺎع ﻟ使ﺘ住ﺔ اﻟﺘ例ﺎﻣﺲ ﻣﻘ何اره  3ﻣﻢ ﻋ供例
اﻟﺄﻗﻞ )/VDE 0700اﻟﺠﺰء .(1
ﻟ住例ﻤﺎﻳﺔ ﻣﻦ اﻟﻤﻴﺎه اﻟﻤﺘﺴﺮ似ﺔ وﺗ使体ﻴﻒ اﻟﻀﻐﻂ ﻋﻦ
ﻏ何ة اﻟﻜﺎ似ﻞ ،ﻳﺠﺐ اﺳﺘ何体ام ﻛﺎ似ﻞ ﺗﻮﺻﻴﻞ ﻟﻪ ﻗُﻄﺮ
ﺧﺎرﺟ 依ﻛﺎفِ )ﻋ 供例ﺳﺒﻴﻞ اﻟﻤﺜﺎل .(H05VV-F3G1,5
似ﺎﻟﻨﺴﺒﺔ ﻟ何رﺟﺔ 低ﺮارة اﻟﺴﺎﺋﻞ اﻟﺘ 依ﺗﺰﻳ 何ﻋﻦ ° 90م،
اﺳﺘ何体م ﻛﺎ似ﻞ ﺗﻮﺻﻴﻞ ﻣﻘﺎوم ﻟ住例ﺮارة.
ﻳﺠﺐ اﻟﺘﺄﻛ 何ﻣﻦ ﻋ何م ﻣ例ﺎﻣﺴﺔ ﻛﺎ似ﻞ اﻟﺘﻮﺻﻴﻞ ﻟ体ﻄﻮط
اﻟﺄﻧﺎ似ﻴﺐ أو اﻟﻤﻀ体ﺔ.

• ﻳﺘﻌﻴﻦ اﺳﺘ何体ام ﻫﺬه اﻟﻤﻀ体ﺔ 似ﺠﻬ 何ﻛﻬﺮ似ﺎﺋ 依ﻟ例ﺸﺒﻜﺔ ﻓ依
何低ود ﻗﻴﻢ اﻟﺠﻬ 何اﻟﻜﻬﺮ似ﺎﺋ 230 依ﻓﻮﻟﺖ .٪15 - / ٪10 +
ﻳﻤﻜﻦ ﺗﺸﻐﻴﻞ ﻣﻀ体ﺔ  ECﻫﺬه ﻟ使ﺘﺮة ﻗﺼﻴﺮة ﻓ何低 依ود
اﻟﺠﻬ 何اﻟﻜﻬﺮ似ﺎﺋ 170 依ﻓﻮﻟﺖ  263 -ﻓﻮﻟﺖ低 ،ﻴﺚ ﻗ 何ﻳﺆدي
ذﻟﻚ إﻟ 供ﺗﺄ但ﻴﺮات ﺳ例ﺒﻴﺔ ﻋ 供例اﻟﺄداء.
• 似ﻌ 何اﻟﺘﺸﻐﻴﻞ ،ﻳﺒ例ﻎ وﻗﺖ اﻟﺎﺳﺘﺠﺎ似ﺔ 但 2.5ﺎﻧﻴﺔ ﻋﻨ٪80 何
ﻣﻦ ﺳﺮﻋﺔ اﻟ何وران اﻟﻘﺼﻮى.
ﺗﻨﺒﻴﻪ!
• ﻟ住例ﻤﺎﻳﺔ ﻣﻦ زﻳﺎدة اﻟﺠﻬ 何اﻟﻜﻬﺮ似ﺎﺋ ،依ﺗﻢ ﺗﺠﻬﻴﺰ اﻟﻤﻀ体ﺔ
似ﻤﻘﺎوم ﻣﺘﻐﻴﺮ ﻣﻊ  何低ﻟ例ﺠﻬ 何اﻟﻜﻬﺮ似ﺎﺋ 依ﻣﻘ何اره
 275ﻓﻮﻟﺖ .ﺗﺄﻛ 何ﻣﻦ ﻋ何م ﺗﺠﺎوز ﻫﺬا اﻟ 何住ﻟ使ﺘﺮة ﻃﻮﻳ例ﺔ.
• ﻟﺎ ﻳُﺴﻤ似 位ﺎﻟﺘ住ﻜﻢ ﻓ 依اﻟﻘ何رة ﻋﻦ ﻃﺮﻳﻖ أﺟﻬﺰة اﻟﺘﺮﻳﺎك.
• ﻳﺒ例ﻎ ﺗﻴﺎر ﺗﺸﻐﻴﻞ اﻟﻤﻀ体ﺔ ≥  3أﻣﺒﻴ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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ﺗﻮﺻﻴﻞ
Wilo-Connector

ﺗﺮﻛﻴﺐ Wilo-Connector
• اﻓﺼﻞ ﻛﺎ似ﻞ اﻟﺘﻮﺻﻴﻞ ﻣﻦ اﻟﻜﻬﺮ似ﺎء.
• ﻳﺠﺐ ﻣﺮاﻋﺎة وﺿﻌﻴﺔ أﻃﺮاف اﻟﺘﻮﺻﻴﻞ ) ; ).(L ،N ،(PE
• ﻗﻢ 似ﺘﻮﺻﻴﻞ  Wilo-Connectorوﺗﺮﻛﻴﺒﻪ ) Fig. 5aإﻟ.(5e 供
ﺗﻮﺻﻴﻞ اﻟﻤﻀ体ﺔ
• ﻗﻢ 似ﺘﺄرﻳﺾ اﻟﻤﻀ体ﺔ.
• ﻗﻢ 似ﺘﻮﺻﻴﻞ 似 Wilo-Connectorﻜﺎ似ﻞ اﻟﺘﻮﺻﻴﻞ ،إﻟ 供أن
ﺗﺜﺒﺖ ).(Fig. 5f
ﻓﻚ وﺻ例ﺔ Wilo-Connector
• اﻓﺼﻞ ﻛﺎ似ﻞ اﻟﺘﻮﺻﻴﻞ ﻣﻦ اﻟﻜﻬﺮ似ﺎء.
• ﻗﻢ 使似ﻚ 似 Wilo-Connectorﺎﺳﺘ何体ام ﻣ使ﻚ 似ﺮاﻏ依
ﻣﻨﺎﺳﺐ ).(Fig. 6

اﻟﺘﻮﺻﻴﻞ ﺑﺠﻬﺎز
ﻣﻮﺟﻮد

ﻳﻤﻜﻦ ﺗﻮﺻﻴﻞ اﻟﻤﻀ体ﺔ ﻓ低 依ﺎﻟﺔ اﻟﺎﺳﺘﺒ何ال ﻣﺒﺎﺷﺮة
似ﻜﺎ似ﻞ ﻣﻀ体ﺔ ﻣﻮﺟﻮد ﻣﺰود 似ﻘﺎ似ﺲ 例但ﺎ 依但اﻟﺄﻗﻄﺎب
)ﻣﺜً例ﺎ ،ﻣﻮﺻﻞ ) (Molexاﻟﻤﻮﺿﻊ أ .(Fig. 3 -
• اﻓﺼﻞ ﻛﺎ似ﻞ اﻟﺘﻮﺻﻴﻞ ﻣﻦ اﻟﻜﻬﺮ似ﺎء.
• اﺿﻐﻂ زر ﺗﺜﺒﻴﺖ اﻟﻘﺎ似ﺲ اﻟﻤﺮﻛﺐ ﻟﺄﺳ使ﻞ واﺧ例ﻊ
اﻟﻘﺎ似ﺲ ﻣﻦ و何低ة اﻟﺘ住ﻜ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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ﺗﻮﺻﻴﻞ ﻛﺎﺑﻞ
اﻟﻜﻬﺮﺑﺎء

ﺗﺮﻛﻴﺐ ﻛﺎ似ﻞ اﻟﺘﻮﺻﻴﻞ 似ﺎﻟﻜﻬﺮ似ﺎء ):(Fig. 3
 .1اﻟﻤﻌﻴﺎر :ﻛﺎ似ﻞ ﻣﻘﻮﻟﺐ 例但ﺎ 依但اﻟﺄﺳ例ﺎك ﻣﺰود
例住似ﻘﺎت ﻃﺮﻓﻴﺔ ﻧ住ﺎﺳﻴﺔ ﻟ例ﺄﺳ例ﺎك
 .2اﺧﺘﻴﺎرﻳًﺎ :ﻛﺎ似ﻞ ﻛﻬﺮ似ﺎﺋ 依ﻣﺰود 似ﻘﺎ似ﺲ ﺗﻮﺻﻴﻞ 例但ﺎ依但
اﻟﺄﻗﻄﺎب
 .3اﺧﺘﻴﺎرﻳًﺎ :ﻛﺎ似ﻞ ) Wilo-Connectorاﻟﻤﻮﺿﻊ ب(Fig. 3 ،
• ﺗ体ﺼﻴﺺ اﻟﻜﺎ似ﻞ:
 1أﺻ使ﺮ/أﺧﻀﺮ(;) PE :
 2أزرقN :
似 3ﻨL :依
• اﺿﻐﻂ ﻋ 供例زر ﺗﺜﺒﻴﺖ ﻗﺎ似ﺲ اﻟﻤﻀ体ﺔ 例但ﺎ 依但اﻟﺄﻗﻄﺎب
ﻟﺄﺳ使ﻞ ،وﻗﻢ 似ﺘﻮﺻﻴﻞ اﻟﻘﺎ似ﺲ 似ﺎﻟﻮﺻ例ﺔ
اﻟﻘﺎ似ﺴﻴﺔ ) (11ﻟﻮ何低ة اﻟﺘ住ﻜﻢ ،إﻟ 供أن ﻳﺜﺒﺖ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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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ﻳﺠﺐ ﻣﺮاﻋﺎة وﺿﻌﻴﺔ أﻃﺮاف اﻟﺘﻮﺻﻴﻞ ).(L, N, PE
• ﻗﻢ 似ﺘﻮﺻﻴﻞ اﻟﻘﺎ似ﺲ اﻟﻤﻮﺟﻮد ﻟ例ﺠﻬﺎز 似ﺎﻟﻮﺻ例ﺔ
اﻟﻘﺎ似ﺴﻴﺔ ) (11ﻟﻮ何低ة اﻟﺘ住ﻜﻢ.

 7ﺑﺪء اﻟﺘﺸﻐﻴﻞ
ﻟﺎ ﻳﺘﻢ 何似ء اﻟﺘﺸﻐﻴﻞ إﻟﺎ ﻣﻦ ﻗﺒﻞ ﻓﻨ 依ﻣﺘ体ﺼﺺ ﻣﺆﻫﻞ
ﻟﺬﻟﻚ.

7.1

3 sec

ﺗﺼﺮﻳﻒ اﻟﻬﻮاء
• ﻳﻨﺒﻐ 依ﻣﻞء اﻟﻨﻈﺎم وﺗﻬﻮﻳﺘﻪ 似ﺸﻜﻞ ﺻ住ﻴ.位
ﻓ低 依ﺎﻟﺔ ﻋ何م ﺗﺼﺮﻳﻒ ﻫﻮاء اﻟﻤﻀ体ﺔ ﺗ例ﻘﺎﺋﻴًﺎ:
• ﻗﻢ 似ﺘ使ﻌﻴﻞ وﻇﻴ使ﺔ ﺗﺼﺮﻳﻒ اﻟﻬﻮاء ﻋﻦ ﻃﺮﻳﻖ زر
اﻟﺘ住ﻜﻢ ،اﺿﻐﻂ ﻋ例ﻴﻪ ﻟﻤ何ة 但 3ﻮان 但ﻢ اﺗﺮﻛﻪ.
 ﺗﺒ何أ وﻇﻴ使ﺔ ﺗﺼﺮﻳﻒ اﻟﻬﻮاء ،وﺗﻌﻤﻞ ﻟﻤ何ة  10دﻗﺎﺋﻖ.
 ﺗﻮﻣﺾ ﻣﺠﻤﻮﻋﺎت ﻟﻤﺒﺎت اﻟ何اﻳﻮد اﻟﻌ例ﻮﻳﺔ واﻟﺴ例使ﻴﺔ
似ﺎﻟﺘﻨﺎوب ﻋ 供例ﻓﺘﺮات ﻣﻘ何ارﻫﺎ 但 1ﺎﻧﻴﺔ.
• ﻟ例ﺈﻟﻐﺎء ،اﺿﻐﻂ ﻋ 供例زر اﻟﺘ住ﻜﻢ ﻟﻤ何ة 但 3ﻮانِ.
إﻧﺬار
似ﻌ 何ﺗﺼﺮﻳﻒ اﻟﻬﻮاء ،ﻳﺸﻴﺮ ﻣﺒﻴﻦ اﻟ何اﻳﻮد إﻟ 供ﻗﻴﻢ
اﻟﻤﻀ体ﺔ اﻟﻤﻀﺒﻮﻃﺔ ﺳﺎ似ﻘًﺎ.

1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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ﻋﺮض اﻟﺈﻋ何ادات اﻟﻤﺘﺎ低ﺔ ﻓﻴﻤﺎ ﻳ) 依例ﻋ 供例ﺳﺒﻴﻞ اﻟﻤﺜﺎل:
ﻧﻄﺎق اﻟﺘ住ﻜﻢ ﻓ 依ﺳﺮﻋﺔ اﻟ何وران :ﻣﺮﺗ使ﻊ ،اﻟﺈﻋ何اد /
ﻣﻨ住ﻨ 供اﻟ体ﺼﺎﺋﺺ :(II
ﻧﻤﻂ اﻟﺘﺤﻜﻢ

اﻟﺈﻋﺪاد/ﻣﻨﺤﻨﻰ
اﻟﺨﺼﺎﺋﺺ

ﻣﺒﻴﻦ اﻟﺪاﻳﻮد
.1

ﻧﻄﺎق اﻟﺘ住ﻜﻢ ﻓ 依ﺳﺮﻋﺔ
اﻟ何وران :ﻣﺮﺗ使ﻊ

I

.2

ﻧﻄﺎق اﻟﺘ住ﻜﻢ ﻓ 依ﺳﺮﻋﺔ
اﻟ何وران :ﻣﻨ使体ﺾ

III

.3

ﻧﻄﺎق اﻟﺘ住ﻜﻢ ﻓ 依ﺳﺮﻋﺔ
اﻟ何وران :ﻣﻨ使体ﺾ

II

.4

ﻧﻄﺎق اﻟﺘ住ﻜﻢ ﻓ 依ﺳﺮﻋﺔ
اﻟ何وران :ﻣﻨ使体ﺾ

I

.5

ﻧﻄﺎق اﻟﺘ住ﻜﻢ ﻓ 依ﺳﺮﻋﺔ
اﻟ何وران :ﻣﺘﻮﺳﻂ

III

.6

ﻧﻄﺎق اﻟﺘ住ﻜﻢ ﻓ 依ﺳﺮﻋﺔ
اﻟ何وران :ﻣﺘﻮﺳﻂ

II

دﻟﻴﻞ اﻟﺘﺮﻛﻴﺐ واﻟﺘﺸﻐﻴﻞ Wilo-Para 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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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اﺧﺘﻴﺎر ﻧﻤﻂ اﻟﺘﺤﻜﻢ

ﺿﺒﻂ ﻧﻤﻂ اﻟﺘﺤﻜﻢ
اﺧﺘﻴﺎر ﻣﺒﻴﻦ داﻳﻮد أﻧﻤﺎط اﻟﺘ住ﻜﻢ وﻣﻨ住ﻨﻴﺎت اﻟ体ﺼﺎﺋﺺ
ذات اﻟﺼ例ﺔ ﻳﺘﻢ ﻓ 依اﺗﺠﺎه 低ﺮﻛﺔ ﻋﻘﺎرب اﻟﺴﺎﻋﺔ.
• اﺿﻐﻂ ﻟﻮﻫ例ﺔ ﻗﺼﻴﺮة ﻋ 供例زر اﻟﺘ住ﻜﻢ )低ﻮاﻟ但 1 依ﺎﻧﻴﺔ(.
 ﺗﺸﻴﺮ ﻟﻤﺒﺎت اﻟ何اﻳﻮد إﻟ 供ﻧﻤﻂ اﻟﺘ住ﻜﻢ اﻟﻤﻀﺒﻮط
اﻟﻤﻌﻨ 依وﻣﻨ住ﻨ 供اﻟ体ﺼﺎﺋﺺ.

ﻣﺒﻴﻦ اﻟﺪاﻳﻮد
.7

ﻧﻄﺎق اﻟﺘ住ﻜﻢ ﻓ 依ﺳﺮﻋﺔ
اﻟ何وران :ﻣﺘﻮﺳﻂ

I

.8

ﻧﻄﺎق اﻟﺘ住ﻜﻢ ﻓ 依ﺳﺮﻋﺔ
اﻟ何وران :ﻣﺮﺗ使ﻊ

III

.9

ﻧﻄﺎق اﻟﺘ住ﻜﻢ ﻓ 依ﺳﺮﻋﺔ
اﻟ何وران :ﻣﺮﺗ使ﻊ

II

ar

ﻧﻤﻂ اﻟﺘﺤﻜﻢ

اﻟﺈﻋﺪاد/ﻣﻨﺤﻨﻰ
اﻟﺨﺼﺎﺋﺺ

• ﻣﻦ ﺧ例ﺎل ﺿﻐﻄﺔ اﻟﺰر اﻟﺘﺎﺳﻌﺔ ﻳﺘﻢ اﻟﻮﺻﻮل ﻣﺮة أﺧﺮى
إﻟ 供اﻟﺈﻋ何اد اﻟﺄﺳﺎﺳ) 依ﻧﻄﺎق اﻟﺘ住ﻜﻢ ﻓ 依ﺳﺮﻋﺔ
اﻟ何وران :ﻣﺮﺗ使ﻊ ،اﻟﺈﻋ何اد  /ﻣﻨ住ﻨ 供اﻟ体ﺼﺎﺋﺺ .(II
ﺗﻔﻌﻴﻞ وﺿﻊ ﺿﺒﻂ
اﻟﻤﺼﻨﻊ

ﻗﻢ 似ﺘ使ﻌﻴﻞ وﺿﻊ ﺿﺒﻂ اﻟﻤﺼﻨﻊ ﻣﻦ ﺧ例ﺎل اﻟﻀﻐﻂ ﻋ 供例زر
اﻟﺘ住ﻜﻢ وإ似ﻘﺎﺋﻪ ﻣﻀﻐﻮﻃًﺎ ﻣﻊ إﻳﻘﺎف اﻟﻤﻀ体ﺔ ﻓ 依اﻟﻮﻗﺖ
ﻧ使ﺴﻪ.
• أ似ﻘ 依زر اﻟﺘ住ﻜﻢ ﻣﻀﻐﻮﻃًﺎ ﻟﻤ何ة 但 4ﻮان ﻋ 供例اﻟﺄﻗﻞ.
 ﺗﻮﻣﺾ ﺟﻤﻴﻊ ﻟﻤﺒﺎت اﻟ何اﻳﻮد ﻟﻤ何ة 但 1ﺎﻧﻴﺔ.
 ﺗﻮﻣﺾ ﻟﻤﺒﺎت داﻳﻮد اﻟﻀﺒﻂ اﻟﺄﺧﻴﺮ ﻟﻤ何ة 但 1ﺎﻧﻴﺔ.
وﻋﻨ 何اﻟﺘﺸﻐﻴﻞ ﻣﺠ何دًا ﺗ何ور اﻟﻤﻀ体ﺔ 似ﻮﺿﻊ ﺿﺒﻂ
اﻟﻤﺼﻨﻊ )اﻟ住ﺎﻟﺔ ﻋﻨ 何اﻟﺘﻮرﻳ.(何
إﻧﺬار
ﻋﻨ 何اﻧﻘﻄﺎع اﻟﺘﻴﺎر اﻟﻜﻬﺮ似ﺎﺋ ،依ﺗﻈﻞ ﺟﻤﻴﻊ
اﻟﺈﻋ何ادات/اﻟﻤﺒﻴﻨﺎت ﻣ体ﺰﻧﺔ.

 8إﻳﻘﺎف اﻟﺘﺸﻐﻴﻞ
إﻳﻘﺎف اﻟﻤﻀﺨ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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ﻋﻨ 何ﺗﻀﺮر ﻛﺎ似ﻞ اﻟﺘﻮﺻﻴﻞ أو اﻟﻤﻜﻮﻧﺎت اﻟﻜﻬﺮ似ﺎﺋﻴﺔ
اﻟﺄﺧﺮى ،أوﻗِﻒ اﻟﻤﻀ体ﺔ ﻋ 供例اﻟ使ﻮر.
• اﻓﺼﻞ اﻟﻤﻀ体ﺔ ﻣﻦ اﻟﻜﻬﺮ似ﺎء.
• ﻗﻢ 似ﺎﻟﺎﺗﺼﺎل 何体似ﻣﺔ ﻋﻤ例ﺎء  Wiloأو ﻓﻨ 依ﻣﺘ体ﺼ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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اﻟﺘﻨﻈﻴﻒ

10
اﻟﺤﺪ اﻟﺄﻗﺼﻰ ﻣﻦ
اﻟﺄداء اﻟﻬﻴﺪروﻟﻴﻜﻲ
ﻟﺘﺤﺪﻳﺪ ﻣﺆﺷﺮ ﻛﻔﺎءة
اﻟﻄﺎﻗﺔ E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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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اﻟﺼﻴﺎﻧﺔ
• ﻗﻢ 似ﺘﻨﻈﻴﻒ اﻟﻤﻀ体ﺔ ﻣﻦ اﻟﺎﺗﺴﺎﺧﺎت 似ﺼ使ﺔ دورﻳﺔ
و住似ﺮص 似ﺎﺳﺘ何体ام ﻗﻤﺎش ﺗﻨﻈﻴﻒ ﺟﺎف.
• ﻟﺎ ﺗﺴﺘ何体م اﻟﺴﻮاﺋﻞ أو ﻣﻮاد اﻟﺘﻨﻈﻴﻒ اﻟﻌ何واﻧﻴﺔ
ﻣﻄ例ﻘًﺎ.

ﻣﺆﺷﺮ ﻛﻔﺎءة اﻟﻄﺎﻗﺔ )(EEI
• ﻟﻐﺮض ﺗ使ﻌﻴﻞ اﻟ 何住اﻟﺄﻗﺼ 供ﻣﻦ اﻟﺄداء اﻟﻬﻴ何روﻟﻴﻜ依
ﻟﻘﻴﺎس وﺿﻊ ﻣﺆﺷﺮ ﻛ使ﺎءة اﻟﻄﺎﻗﺔ  EEIﻋﻦ ﻃﺮﻳﻖ زر
اﻟﺘ住ﻜﻢ ،اﺿﻐﻂ ﻋ例ﻴﻪ ﻟﻤ何ة 但 9ﻮان但 ،ﻢ اﺗﺮﻛﻪ.
 ﺗﻀ依ء ﻣﺠﻤﻮﻋﺔ ﻟﻤﺒﺎت اﻟ何اﻳﻮد اﻟﻌ例ﻮﻳﺔ 似ﺸﻜﻞ ﻣﺴﺘﻤﺮ.
 وﺗﻮﻣﺾ ﻟﻤﺒﺎت اﻟ何اﻳﻮد اﻟﺴ例使ﻴﺔ وا何低ة ﺗ例ﻮ اﻟﺄﺧﺮى
ﻣﻦ اﻟﻴﺴﺎر إﻟ 供اﻟﻴﻤﻴﻦ 使似ﺎﺻﻞ زﻣﻨ 依ﻣﻘ何اره 但ﺎﻧﻴﺔ
وا何低ة.
ﻟﻤﻐﺎدرة اﻟ 何住اﻟﺄﻗﺼ 供ﻣﻦ اﻟﺄداء اﻟﻬﻴ何روﻟﻴﻜ ،依اﺿﻐﻂ
ﻋ 供例زر اﻟﺘ住ﻜﻢ ﻟﻤ何ة 但 9ﻮان ﻣﺠ何دًا.

9 sec

إﻧﺬار
似ﻤﻘ何ور اﻟﻤﻀ体ﺔ ﻋﺎﻟﻴﺔ اﻟﻜ使ﺎءة اﻟﺘ住ﻜﻢ ذاﺗﻴًﺎ ﻓ依
ﺳﺮﻋﺔ دوران اﻟﻤ住ﺮك .ﻳﺠﺐ إﺟﺮاء ﻗﻴﺎس  EEIﻋ供例
ﻣﻀ体ﺔ ذات ﺟﺴﻢ ﻣﻀ体ﺔ ﻣﻦ 何低ﻳ 何اﻟﺰﻫﺮ
اﻟﺮﻣﺎدي低 .ﻴﺚ إﻧﻬﺎ ﺗﺘﻴ 位ﺗﺄﻛﻴ 何ﻣﻄﺎ似ﻘﺔ EEI
ﻟ例ﻤﻀ体ﺔ .ﻋﻨ 何اﻟ例ﺰوم ،ﻳﺮﺟ 供اﻟﺘﻮﺟﻪ إﻟ 供ﻣﺴﺆول
اﺗﺼﺎل  Wiloاﻟﺬي ﺗﺘﻌﺎﻣﻞ ﻣﻌ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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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اﻟﺎﺧﺘ关ﺎﻟﺎت ،أﺳﺒﺎﺑﻬﺎ وﻛﻴﻔﺔ اﻟﺘﻐ关ﺐ ﻋ关ﻴﻬﺎ
ﻟﺎ ﻳﺘﻢ إﺻ例ﺎح اﻟﺎﺧﺘ例ﺎﻟﺎت إﻟﺎ ﻣﻦ ﻗﺒﻞ ﻛﻬﺮ似ﺎﺋ 依ﻣﺘ体ﺼﺺ
ﻣﺆﻫﻞ ﻟﺬﻟﻚ ،ﻛﻤﺎ ﻟﺎ ﻳﺘﻢ إﺟﺮاء أﻋﻤﺎل اﻟﺘﻮﺻﻴﻞ اﻟﻜﻬﺮ似ﺎﺋ依
إﻟﺎ 似ﻤﻌﺮﻓﺔ ﻛﻬﺮ似ﺎﺋ 依ﻣﺘ体ﺼﺺ ﻣﺆﻫﻞ.

اﻟﺎﺧﺘ关ﺎﻟﺎت

ﻛﻴﻔﻴﺔ اﻟﺘﻐ关ﺐ ﻋ关ﻰ اﻟﺨ关ﻞ

اﻟﺄﺳﺒﺎب

اﻟﻤﻀ体ﺔ ﻟﺎ ﺗﻌﻤﻞ ﺗ例ﻒ اﻟﻤﺼﻬﺮ
似ﺮﻏﻢ ﺗﺸﻐﻴﻞ
اﻟﻜﻬﺮ似ﺎﺋ依
اﻟﺘﻴﺎر اﻟﻜﻬﺮ似ﺎﺋ 依اﻧﻌ何ام اﻟﺠﻬ似 何ﺎﻟﻤﻀ体ﺔ إﺻ例ﺎح اﻧﻘﻄﺎع اﻟﺘﻴﺎر اﻟﻜﻬﺮ似ﺎﺋ依
ﺗ住ﻘﻖ ﻣﻦ اﻟﻤﺼﺎﻫﺮ

ﺻ何ور ﺿﺠﻴﺞ ﻋﻦ أﺻﻮات اﻟﺘﻜﻬﻒ
ﺻﺎدرة ﻋﻦ ﺿﻐﻂ
اﻟﻤﻀ体ﺔ
اﻟ何ﻓﻊ ﻏﻴﺮ اﻟﻜﺎﻓ依

اﻧ使体ﺎض اﻟﻘ何رة
اﻟﺘﺴ体ﻴﻨﻴﺔ ﻟﺄﺳﻄ位
اﻟﺘﺴ体ﻴﻦ 似ﺸﻜﻞٍ ﻛﺒﻴﺮٍ

اﻟﻤﺒﻨ 供ﻟﻴﺲ
داﻓﺌًﺎ

11.1

زﻳﺎدة ﺿﻐﻂ اﻟﻨﻈﺎم ﺿﻤﻦ اﻟﻨﻄﺎق
اﻟﻤﺴﻤﻮح 似ﻪ
اﻟﺘ住ﻘﻖ ﻣﻦ ﺿﺒﻂ ارﺗ使ﺎع اﻟ何ﻓﻖ،
وﺿﺒﻂ ارﺗ使ﺎع أﻗﻞ ﻋﻨ 何اﻟ例ﺰوم،
ﻣﻦ ﺧ例ﺎل ﺗﻘ例ﻴﻞ ﺳﺮﻋﺔ اﻟ何وران
زﻳﺎدة اﻟﻘﻴﻤﺔ اﻟﻤﺮﺟﻌﻴﺔ

ﺑ关ﺎﻏﺎت اﻟﺨ关ﻞ
• ﻟﻤﺒﺔ داﻳﻮد اﻟﺈ例似ﺎغ ﻋﻦ اﻟ例体ﻞ ﺗﺸﻴﺮ إﻟ 供وﺟﻮد ﺧ例ﻞ.
• ﺗﻮﻗ使ﺖ اﻟﻤﻀ体ﺔ ﻋﻦ اﻟﻌﻤﻞ )ارﺗﺒﺎﻃًﺎ 似ﺎﻟ例体ﻞ( وﺗ住ﺎول
إﻋﺎدة اﻟﺘﺸﻐﻴﻞ ﻋ 供例ﻓﺘﺮات.

ﻟﻤﺒﺔ
اﻟﺪاﻳﻮد

اﻟﺎﺧﺘ关ﺎﻟﺎت

اﻟﺄﺳﺒﺎب

ﻛﻴﻔﻴﺔ اﻟﺘﻐ关ﺐ ﻋ关ﻰ
اﻟﺨ关ﻞ

ﻳﻀ依ء
似ﺎﻟ例ﻮن
اﻟﺄ低ﻤﺮ

إﻋﺎﻗﺔ

ﻳﻮﺟ 何ﻋﺎﺋﻖ 似ﺎﻟﻤ例ﻒ
اﻟ何وار

ﻗﻢ 似ﺘ使ﻌﻴﻞ إﻋﺎدة
اﻟﺘﺸﻐﻴﻞ اﻟﻴ何وي أو
اﺗﺼﻞ 何体似ﻣﺔ اﻟﻌﻤ例ﺎء

ﻳﻮﻣﺾ
似ﺎﻟ例ﻮن
اﻟﺄ低ﻤ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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اﻟﺘﻮﺻﻴﻞ/اﻟﻤ例ﻒ

ﻋﻄﻞ 似ﺎﻟﻤ例ﻒ

ﺟﻬ 何ﻛﻬﺮ似ﺎﺋ依
ﻣﻨ使体ﺾ/ﻣﺮﺗ使ﻊ

اﻟﺈﻣ何اد 似ﺠﻬ 何اﻟﺸﺒﻜﺔ
اﻟﻜﻬﺮ似ﺎﺋﻴﺔ ﺷ何ﻳ何
اﻟﺎﻧ使体ﺎض/اﻟﺎرﺗ使ﺎع

درﺟﺔ 低ﺮارة
اﻟﻮ何低ة ﻣﺮﺗ使ﻌﺔ

اﻟ住ﻴﺰ اﻟ何اﺧ 依例ﻟ例ﻮ何低ة
ﺳﺎﺧﻦ ﻟ例ﻐﺎﻳﺔ

ﻗ例使ﺔ ﻛﻬﺮ似ﺎﺋﻴﺔ

ﺗﻴﺎر اﻟﻤ住ﺮك ﻣﺮﺗ使ﻊ ﻟ例ﻐﺎﻳﺔ

اﻓ住ﺺ ﺟﻬ 何اﻟﺸﺒﻜﺔ
اﻟﻜﻬﺮ似ﺎﺋﻴﺔ وﺷﺮوط
اﻟﺎﺳﺘ何体ام ،واﻃ例ﺐ
ﺧ何ﻣﺔ اﻟﻌﻤ例ﺎ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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ﻳﻮﻣﺾ
似ﺎﻟ例ﻮن
اﻟﺄ低ﻤﺮ/
اﻟﺄﺧﻀﺮ

اﻟﺎﺧﺘ关ﺎﻟﺎت

اﻟﺄﺳﺒﺎب

ﺗﺸﻐﻴﻞ اﻟﻤﻮﻟِّ何

ﻳﺘﻢ اﻟ何ﻓﻖ ﻋﺒﺮ اﻟﻨﻈﺎم
اﻟﻬﻴ何روﻟﻴﻜ 依ﻟ例ﻤﻀ体ﺔ،
ﻟﻜﻦ اﻟﻤﻀ体ﺔ ﻟﺎ ﻳﺴﺮي
似ﻬﺎ أي ﺟﻬ 何ﻛﻬﺮ似ﺎﺋ依

اﻟﺘﺸﻐﻴﻞ ﻋ供例
اﻟﺠﺎف

ﻫﻮاء ﻓ 依اﻟﻤﻀ体ﺔ
اﻓ住ﺺ اﻟﺠﻬ何
اﻟﻜﻬﺮ似ﺎﺋ ،依ﻛﻤﻴﺔ
ﻳﻌﻤﻞ ﻣ住ﺮك اﻟﻤﻀ体ﺔ 似ﺒﻂء اﻟﻤﺎء/ﺿﻐﻂ اﻟﻤﺎء
例体似ﺎف ﻣﺎ ﻫﻮ ﻣ何住د ﻓ 依واﻟﻈﺮوف اﻟﻤ住ﻴﻄﺔ
اﻟﻤﻮاﺻ使ﺎت )ﻋ 供例ﺳﺒﻴﻞ
اﻟﻤﺜﺎل ارﺗ使ﺎع درﺟﺔ 低ﺮارة
اﻟﻮ何低ة( .ﺳﺮﻋﺔ اﻟ何وران
أﻗﻞ ﻣﻦ اﻟﺴﺮﻋﺔ ﺧ例ﺎل
اﻟﺘﺸﻐﻴﻞ اﻟﻄﺒﻴﻌ.依

ﻓﺮط اﻟﺘ住ﻤﻴﻞ

إﻋﺎدة اﻟﺘﺸﻐﻴﻞ
اﻟﻴﺪوي

6 sec

• ﺗ住ﺎول اﻟﻤﻀ体ﺔ إﻋﺎدة اﻟﺘﺸﻐﻴﻞ ﺗ例ﻘﺎﺋﻴًﺎ ﻓ低 依ﺎﻟﺔ
اﻛﺘﺸﺎف وﺟﻮد إﻋﺎﻗﺔ.
ﻓ低 依ﺎﻟﺔ ﻋ何م إﻋﺎدة ﺗﺸﻐﻴﻞ اﻟﻤﻀ体ﺔ ﺗ例ﻘﺎﺋﻴًﺎ:
• ﻗﻢ 似ﺘ使ﻌﻴﻞ إﻋﺎدة اﻟﺘﺸﻐﻴﻞ اﻟﻴ何وي ﻋﻦ ﻃﺮﻳﻖ زر
اﻟﺘ住ﻜﻢ ،اﺿﻐﻂ ﻋ例ﻴﻪ ﻟﻤ何ة 但 5ﻮان但 ،ﻢ اﺗﺮﻛﻪ.
 ﻳﺘﻢ ﺗﺸﻐﻴﻞ وﻇﻴ使ﺔ إﻋﺎدة اﻟﺘﺸﻐﻴﻞ ،وﺗﺴﺘﻤﺮ ﻟﻤ何ة
 10دﻗﺎﺋﻖ ﻛ 何住أﻗﺼ.供
 ﺗﻮﻣﺾ ﻟﻤﺒﺎت اﻟ何اﻳﻮد اﻟﻮا何低ة ﺗ例ﻮ اﻟﺄﺧﺮى ﻓ 依اﺗﺠﺎه
低ﺮﻛﺔ ﻋﻘﺎرب اﻟﺴﺎﻋﺔ.
• ﻟ例ﺈﻟﻐﺎء ،اﺿﻐﻂ ﻋ 供例زر اﻟﺘ住ﻜﻢ ﻟﻤ何ة 但 5ﻮانِ.
إﻧﺬار
似ﻌ 何إﻋﺎدة اﻟﺘﺸﻐﻴﻞ ،ﻳﺸﻴﺮ ﻣﺒﻴﻦ اﻟ何اﻳﻮد إﻟ供
ﻗﻴﻢ اﻟﻤﻀ体ﺔ اﻟﻤﻀﺒﻮﻃﺔ ﺳﺎ似ﻘًﺎ.

10min

ﻓ 内ﺣﺎﻟﺔ ﺗﻌﺬر إﺻ关ﺎح ﺧ关ﻞ ﻣﺎ ،اﺗﺼﻞ ﺑﻔﻨ 内ﻣﺘﺨﺼﺺ أو
ﺧﺪﻣﺔ ﻋﻤ关ﺎء .Wilo

دﻟﻴﻞ اﻟﺘﺮﻛﻴﺐ واﻟﺘﺸﻐﻴﻞ Wilo-Para 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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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ﻟﻤﺒﺔ
اﻟﺪاﻳﻮد

ﻛﻴﻔﻴﺔ اﻟﺘﻐ关ﺐ ﻋ关ﻰ
اﻟﺨ关ﻞ

ar

 12اﻟﺘﺨ关ﺺ ﻣﻦ اﻟﻤﻨﺘﺞ
ﻣﻌ关ﻮﻣﺎت ﺣﻮل ﺗﺠﻤﻴﻊ اﻟﻤﻨﺘﺠﺎت اﻟﻜﻬﺮﺑﺎﺋﻴﺔ
واﻟﺈﻟﻜﺘﺮوﻧﻴﺔ اﻟﻤﺴﺘﻌﻤ关ﺔ
اﻟﺘ例体ﺺ ﻣﻦ ﻫﺬا اﻟﻤﻨﺘﺞ ﻛﻤﺎ ﻳﻨﺒﻐ 依وإﻋﺎدة ﺗ何وﻳﺮه
似ﺎﻟﺸﻜﻞ اﻟﻤﻨﺎﺳﺐ ﻳﻌﻤﻞ ﻋ 供例ﺗﺠﻨﺐ إﻟ住ﺎق أﺿﺮار 似ﺎﻟﺒﻴﺌﺔ
واﻟﺘﺴﺒﺐ ﻓ 依ﻣ体ﺎﻃﺮ ﺻ住ﻴﺔ ﻟ例ﺄﺷ体ﺎص.
إﻧﺬار
ﻳُﺤﻈﺮ اﻟﺘﺨ关ﺺ ﻣﻦ اﻟﻤﻨﺘﺠﺎت ﻓ 内اﻟﻘﻤﺎﻣﺔ اﻟﻤﻨﺰﻟﻴﺔ!
ﻓ 依دول اﻟﺎﺗ住ﺎد اﻟﺄورو ،依似ﻗ 何ﻳﻮﺟ 何ﻫﺬا
اﻟﺮﻣﺰ ﻋ 供例اﻟﻤﻨﺘﺞ ،أو ﻋ 供例اﻟﻌﺒﻮة ،أو ﻋ供例
اﻟﺄوراق اﻟﻤﺮﻓﻘﺔ .وﻫﻮ ﻳﻌﻨ 依أﻧﻪ ﻟﺎ ﻳُﺴﻤ位
似ﺎﻟﺘ例体ﺺ ﻣﻦ اﻟﻤﻨﺘﺠﺎت اﻟﻜﻬﺮ似ﺎﺋﻴﺔ واﻟﺈﻟﻜﺘﺮوﻧﻴﺔ
اﻟﻤﻌﻨﻴﺔ ﻣﻊ اﻟﻘﻤﺎﻣﺔ اﻟﻤﻨﺰﻟﻴﺔ.
ﻟﻤﻌﺎﻟﺠﺔ اﻟﻤﻨﺘﺠﺎت اﻟﻘ何ﻳﻤﺔ اﻟﻤﻌﻨﻴﺔ وإﻋﺎدة ﺗ何وﻳﺮﻫﺎ
واﻟﺘ例体ﺺ ﻣﻨﻬﺎ ﻛﻤﺎ ﻳﻨﺒﻐ ،依ﻳﺠﺐ ﻣﺮاﻋﺎة اﻟﻨﻘﺎط اﻟﺘﺎﻟﻴﺔ:
• ﻳﺠﺐ ﺗﺮك اﻟﻤﻨﺘﺞ ﻫﺬا ﻟ何ى ﻣﺮاﻛﺰ اﻟﺘﺠﻤﻴﻊ اﻟﻤ体ﺼﺼﺔ
واﻟﻤﻌﺘﻤ何ة ﻓﻘﻂ.
• ﻳﺠﺐ ﻣﺮاﻋﺎة اﻟﺄ低ﻜﺎم اﻟﺴﺎرﻳﺔ ﻣ例住ﻴًﺎ!
ﻳﻤﻜﻨﻜﻢ ﻃ例ﺐ اﻟ住ﺼﻮل ﻋ 供例ﻣﻌ例ﻮﻣﺎت 低ﻮل اﻟﺘ例体ﺺ
ﻣﻦ اﻟﻤﻨﺘﺞ ﻛﻤﺎ ﻳﻨﺒﻐ 依ﻣﻦ اﻟﺒ何例ﻳﺎت اﻟﻤ例住ﻴّﺔ ،أو ﻣﻦ أﻗﺮب
ﻣﺮﻛﺰ ﻟ例ﺘ例体ﺺ ﻣﻦ اﻟﻨ使ﺎﻳﺎت ،أو ﻣﻦ اﻟﺘﺎﺟﺮ اﻟﺬي ﻗﻤﺘﻢ
似ﺸﺮاء اﻟﻤﻨﺘﺞ ﻣﻨﻪ .اﻟﻤﺰﻳ 何ﻣﻦ اﻟﻤﻌ例ﻮﻣﺎت 低ﻮل إﻋﺎدة
اﻟﺘ何وﻳﺮ ﻋ 供例اﻟﻤﻮﻗﻊ www.wilo-recycling.com

ﻧﺤﺘﻔﻆ ﺑﺤﻖ إدﺧﺎل ﺗﻌﺪﻳ关ﺎت ﻓﻨﻴ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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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contact at
www.wilo.com/contact

Pioneering for You

WILO SE
Wilopark 1
D-44263 Dortmund
Germany
T +49(0)231 4102-0
F +49(0)231 4102-7363
wilo@wilo.com
www.wil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