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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효성굿스프링스(주)의 횡형 다단터빈 펌프를 사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당사

에서는 이 펌프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였습니다. 그러
나, 취급을 잘못하면 충분한 성능발휘를 못할 뿐만 아니라 생각치 못한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취급설명서는 설치, 운전, 보수에 관한 올바른 취급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으
므로, 본 취급설명서에 따라 취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때에 항상 볼 수 있도록 이 취급설명서는 일정
한 장소에 소중하게 보관해 주십시오. 

본 취급설명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도 이용해 주십시오. 
(1) 외형도, 단면도 
(2) 성능곡선도 
(3) 기타 당사 제출 도면 

 경고 

펌프를 취급하기 전에 반드시 이 취급설명서를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취급설명서에 따르지 않고 펌프를 취급 • 운전 • 보수한 경우 또는 독자적
으로 개선이나 지정한 이외의 부품 등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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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주의 
본 취급설명서에는 이 제품을 취급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 [경고]나 [주의]의 경고 

표시를 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고 표시는 다음에 표시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로 된 부분에 

관해서도 경고 표시와 동일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 
취급을 잘못한 경우에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위험한 상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주의 

취급을 잘못한 경우에 경상을 입거나 물적 손해 등이 발생하는 위험한 상태가 예상되는 
경우. 

 
 

주 기 
 

제품을 바르게 취급하기 위해 주의해 두거나 알고 있어야 할 때에 사용합니다. 
 
펌프를 안심하고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은 이 취급설명서의 본문 중에서 설명합

니다만, 중요한 주의 사항을 다음에 정리해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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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 펌프를 매달아 올릴 때에는, 매달아 올릴 중량에 맞는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및 와이
어로프를 선택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와
이어를 거는 위치와 와이어와의 당기는 힘을 조사하여 신중한 주의를 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선정을 잘못했거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하면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
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반드시 카프링카바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중대한 인명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 펌프의 운전 중에는 펌프의 회전부에 손, 손가락, 머리카락 및 공구류 등이 닿거나 근

접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중대한 인명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 펌프가 정지해 있을 때에는 잘못 원동기를 시동시키지 않도록 전원스위치를 끊어 주십

시오. 
 
● 전동기의 전원 설비나 배선공사 등은 전동기의 취급설명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내

선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에 의한 불완전한 배선공
사, 접지(Earth) 등은 법률위반 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합니다. 

 
● 옥외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누전 브

레이크(차단기)의 설치가 법률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 토출밸브를 닫은채 펌프를 1분이상 운전하지 마십시오. 
   펌프내압이 상승하여 케이싱과 플러그가 회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 펌프를 분해 할 때에는 제3자가 잘못해서 원동기를 작동시키지 않도록 그 취지를 표시

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중대한 인명사
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흡입.토출밸브를 닫고 케이싱 드레인을 배수한뒤 펌프의 이상압력 또는 부하상승이 
   없도록하여 분해.점검을 해 주십시오. 이 작업이 불완전하면 펌프의 이상운전으로 
   케이싱이 파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 주위에 인화하기 쉬운 물건이나 폭발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화기를 사용하지 말아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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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50Hz 사양의 펌프를 60Hz로 운전하지 마십시오. 과부하로 전동기가 소손합니다. 
   60Hz 사양의 펌프를 50Hz로 운전하시 마십시오. 펌프의 성능이 저하합니다. 
 
● 식품관련 액수송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중요설비(컴퓨터 냉각설비. 냉동고 냉각설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예비기를 반드시 
   준비해 주십시오. 펌프 고장으로 단수의 염려가 있습니다. 
 
● 펌프 제조시의 절삭유. 고무 이형제. 이물 등이 양액에 혼입하므로 설비에 따라서  
   충분한 플러싱을 하여 이물이 없는가를 확인후 사용 하십시오. 
 
● 바닥면이 방수처리. 배유처리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누수가 생긴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 삼상전동기의 경우 전동기 단자3개가 1개라도 풀어지거나 벗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전동기가 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 양수중에 공기가 혼입하여 배출되지 않으면 베어링, 축봉등이 파손하거나 양수 

불능이 될 염려가 있으므로 피해 주십시오. 
 
● 취급액이 온수인 경우는 펌프를 만지지 마십시오 

고온이므로 화상의 원인이 됩니다. 
 
● 전동기를 만지지 마십시오. 고온이므로 화상의 원인이 됩니다. 
    
● 전동기에 모포나 천등을 덮지 마십시오. 과열하여 발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 작동하지 않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는 사고 방지를 위해 바로 전원스위치를 끄고 

주문처 혹은 당사에 반드시 점검, 수리를 위뢰하십시오. 
 
● 겨울철에 펌프 정지중 내부 물이 동결되면 펌프와 배관이 손상을 입을 경우가 발생하

므로 반드시 물을 빼내 주십시오. 
 
● 전동기의 분해는 행해서는 안됩니다. 전동기의 분해가 필요할 때는 당사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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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문 

 주의 

펌프의 관리책임자를 결정, 관리책임자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펌프의 취급
을 해 주십시오. 관리책임자는 부주의에 의한 오작동 • 오사용을 피하기 위해 관
계자 이외의 사람이 실내에 들어오거나, 펌프를 만지지 않도록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펌프 인수시의 주의 

펌프가 인도 되었다면 곧 아래의 내용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명판 기재사항 중의 제조번호(No.) • 기기명(Type) • 토출량(Cap.) • 회전속도

(Speed) 등이 주문사양으로 되어 있는가. 
(2) 운송중의 취급시 파손되지 않았는가. 볼트 • 너트가 느슨해지지 않았는가. 
(3) 대수 및 부속품, 예비품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출하 List, 예비품 List로 확인

하여 주십시오. 만일 맞지않는 부분이 있다면 당사 영업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1.2 짐 내릴 때 운반상의 주의 

 경고 

펌프를 매달아 올릴 때에는, 매달아 올릴 중량에 맞는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및 
와이어로프를 선택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
도록 와이어를 거는 위치와 와이어와의 당기는 힘을 조사하여 신중한 주의를 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선정을 잘못했거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하면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1) 와이어가 닿는 부분은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물건을 대어 주십시
오. 또, 와이어가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확인 후 매달아 올려 주십시오. 

(2) 펌프 본체에 취부되어 있는 소배관, 밸브, 계기류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취급해 주
십시오. 

(3) 펌프의 포장을 푼 후 보관하는 경우에는 깨끗하고 건조하며, 온도 변화가 적은 실              
내에 보관해 주십시오. 통상 펌프는 출하할 때 카플링, 플랜지, 주축 등의 외부 가
공면에 방청유를, 펌프 내부 가공면에는 용제희석형 방청제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 출하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보관의 경우는 보관요령을 제출 받
으실 수 있으므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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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 양 
펌프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펌프는 귀 사양서, 제 승인도서에 의거하여 귀 펌

프장용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용도, 다른 사양에 있어서의 운전과 타 펌프
장에 설치해서의 운전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필요시는 반드시 당사와 협의해 주십시오. 

 
(1)  토출량      m3/Hr          (3) 회전속도          rpm 
(2)  전양정      m              (4) 원동기 출력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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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여기에서는 펌프의 설치위치 • 배관상의 주의 •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펌프의 설치가 적절하고, 주의나 손질이 철저하면 펌프는 장기간에 걸쳐 안정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에 충분히 주의해서 설치, 배관을 해 주십시오. 
 
3.1 펌프 설치 위치 

(1) 펌프의 설치 위치는 보수 • 점검용의 공간이 있는 장소를 선택해 주십시오. 
(2)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펌프에 가까이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실시해 주십시오. 
(3) 펌프는 가능한 한 수원에 가까이 설치해 주십시오. 
(4) 흡입측의 수면은 되도록 펌프 중심보다 높은 위치로 해 주십시오. 흡입측의 수면이 

펌프 중심보다 낮을 경우는, 펌프 시동을 위해 프라이밍(Priming) 장치가 필요합니
다. 

 

주 기 
 

흡입 압력이 낮으면(흡상 높이가 높다) 진동,소음,양수 불능 등의 원인이 됩니다. 
 
(5) 액온이 높은 경우는 흡입압력을 변경해서 높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펌프의 필요 

흡입수두(Re.NPSH)를 참조하여 유효흡입수두(Av.NPSH)가 필요흡입수두보다 크게 
되도록 설치 합니다.) 

(6) 홍수시에도 전동기와 배선 설비가 침수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7) 배전반 기타 전기품을 두는 전기실은 누수의 우려가 없고, 건조한 장소로 해 주십

시오. 통상 지반면보다 높게 합니다. 
 
3.2 배관 

(1) 취급액이 소방법의 위험물에 해당할 때는 배관에 대해서 방식처리 외의 각종 규칙
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2) 펌프의 흡입배관, 토출배관, 밸브 등의 중량, 또는 압력에 의한 하중이 걸리면 원동
기 직결의 축심 불일치, 펌프 파손 등의 원인이 되므로 충분한 배관 지지를 해 주
십시오. 

(3) 펌프의 흡입, 토출관 전후에 신축이음을 이용할 경우, 유체에 의한 흡입, 토출 반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신축이음 및 스테이볼트 등을 사용해 주십시오. 
즉, 스테이볼트로 체결한 경우에는 펌프 플랜지 구멍에 과대한 외력이 걸리지 않도
록 체결방법 및 방향에 주의해 주십시오. 

(4) 토출 배관이 긴 경우, 실양정이 높은 경우에는 압력 탱크로의 송수 또는 2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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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펌프를 병렬운전 하는 경우는, 역류방지를 위해 반드시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해 
주십시오. 역류방지밸브는 펌프 본체와 게이트밸브 사이에 부착합니다. 

(5) 수충격(Water Hammer)이 일어 날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토출
측에 급폐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실시해 주십시오. 

(6) 배관 중에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이음 등은 정성을 들여 취부해 주십시오. 
(7) 공사 시공 후에는 배관내의 청소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3.2.1 흡입배관 

(1) 흡입배관이 굽은 경우는 펌프 내부에서 편류가 발생하므로, 가능한 한 완만하게 하
며, 배관의 굽힘 수를 적게 함과 동시에 펌프 입구부 가까이에 설치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2) 이경관을 사용할 때는 공기 모임이 생기지 않는 편심형의 것을 이용해 주십시오. 
(3) 흡입관은 공기가 모일 수 있는 요철부를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흡상인 경우의 흡입배관------------------------ 
(1) 흡입배관의 끝은 관경의 2배 이상 깊게, 벽 및 바닥에서 1.5D 이상 사이를 두어 설

치해 주십시오. 
(2) 흡입배관은 공기 모임이 생기지 않도록 펌프쪽으로 상향구배(1/100이상)가 되도록 

배관해 주십시오.(그림 3.1참조) 
 
 
 
 
 
 
 
 
 
 
 
 
 

그림 3.1 
 

(3) 흡입측에 게이트밸브를 설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게이트밸브의 축관통부로부터 공
기가 새어들어올 우려가 있습니다. 

(4) 흡입배관 끝은 이물질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트레이너가 부착된 푸트밸브를 설
치해 주십시오. 

구배 1/100 이상 
되도록 짧게 
단, 2D 이상 게이트밸브 

역류방지밸브 

배관 지지 

푸트 밸브 

1.5D 정도 
L.W.L 최저수위 

2D 이상 

3D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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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흡입수조는 입구에 스크린을 설치하여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 주십시오. 
이물질의 혼입은 회전차를 손상시킨다든지 양수를 방해 한다든지 합니다. 

 
----------------------유입, 압입시의 흡입배관-------------------------- 

(1) 탱크와 펌프 사이의 흡입관에 그림3.2에 표시한 것처럼 게이트밸브를 설치합니다. 
이 게이트밸브는 공기모임이 생기지 않도록 핸들을 옆으로 향하게 취부하여 주십
시오. 

(2) 옆에서 보아 그림3.5에 표시한 것처럼 탱크로부터 펌프를 향해 1/100 이상의 구배
로 내려가도록 배관하여 주십시오. 

 
 
 
 
 
 
 
 

 
그림 3.2 

3.2.2 토출배관 
(1) 펌프의 토출측에 역류방지밸브가 없는 경우, 펌프가 수차작용을 일으킬 경우가 있

습니다. 역류방지를 위해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해 주십시오. 역류방지밸브는 펌프
본체와 게이트밸브 사이에 취부합니다. 

(2) 수평방향의 토출배관이 매우 긴 경우에는 도중에 공기빼기 방법을 강구하여 주십
시오. 

(3) 토출배관내의 물이 동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토출배관의 물을 배수시키기 위
한 드레인을 설치해 주십시오. 

 

 

 

 

 

 

 

 

 

역류방지밸브 

게이트밸브 

구배 1/100 이상 

배관 지지 게이트밸브 

되도록 짧게 
단, 2D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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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설치 
펌프 설치 시 API RP686에 따라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펌프를 매달아 올릴 때에는, 매달아 올릴 중량에 맞는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및 와이어
로프를 선택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와이어
를 거는 위치와 와이어와의 당기는 힘을 조사하여 신중한 주의를 해서 올리시기 바랍니
다. 선정을 잘못했거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하면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
려가 있습니다. 

 경고 
펌프의 설치시 펌프 본체, 모터에 취부되어 있는 소배관, 밸브, 계기류가 파손되지 않도
록 취급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배관, 밸브, 계기류를 밟고 올라서시 마십
시요.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3.3.1 기기의 설치 

(1) 펌프와 모타를 베드에서 분리한다. 
(2) 단단한 기초 위에 베드를 놓는다. 
(3) 완전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기초볼크의 양쪽에 라이너를 넣어 수평을 유지 

하며 기초볼트 구멍사이의 길이가 800mm가 초과할 경우에는 중앙에도 라이너를 
넣는다. 

(4) 베드의 수평 가공면을 기준으로 하여 수준기로 재어서 수평도를 1m에 대해 
0.1mm 이내로 유지해 주십시오. 

(5) 필요하다면 틈새 게이지를 사용하여 카플링의 정렬을 점검합니다. 
(6) 기초볼트를 그라우팅(Grouting)하여 굳어진 후 너트를 채워 수평으로 단단히 고정 

합니다. 
(7) 펌프의 배관에는 어떠한 응력이나 전단력이 작용치 않도록 해야하며 운전온도가 

높을 경우 열팽창에 의해 열응력이 작용되므로 신축 이음관을 사용해서 배관해야 
합니다. 

(8) 배관을 고정시킨 후 카플링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9) 상자 빼기 식 기초볼트의 고정 

1) 콘크리트 준비 

기초볼트 구멍에 유입하는 콘크리트 배합은 다음의 중량 비 정도로 하고, 상세한 사항은 이

용하는 업체의 지정에 따릅니다. 

보통시멘트 : 1,    모래 : 2,    물 : 0.5~0.6 

2) 기초볼트 매입 

(a) 콘크리트 충진은 외기온도 약 10이상일 때 시행해 주십시오. 동결하면 콘크리트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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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이 일어납니다. 

(b) 기초볼트 구멍에 콘크리트를 유입하여 기초볼트를 고정합니다. 이때 유입하는 콘크리트의 

높이는 다음에 기술하는 패드 높이를 고려하여 기초면보다 50~80mm 낮게 해 둡니다. 

(c) 콘크리트 주입은 가능한 한 한 방향에서 시행하고, 공기 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

다. 한 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 주입은 이것을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때 기초볼트가 기울어 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d) 기초볼트 구멍에 콘크리트를 주입한 후에는 콘크리트가 완전히 경화하고 난 후,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10)  펌프 설치시 베드 하부에 Level 조정용 Pad가 베드의 전 방향에 정확히 

접촉되도록 정확히 클램핑을 실시 바랍니다.  

(Level 조정용 Pad는 시공사 공급 범위임.) 

(11)  평행라이너의 위치는 레벨로 기준 수평면으로부터 설정 높이로 맞춤과 동시에 

수준 기로 라이너의 각 방향의 수평 도를 냅니다. 이때의 정도는 설정높이의 ±

0.5mm 이내 수평 도를 1m에 대하여 0.1mm이내로 합니다. 

(12)  상세 작업은 10.1~2 펌프 설치 및 베드 레벨링 절차서 적용바랍니다. 

 
3.3.2  1차 축심조정 

펌프, 모타를 베드위에 안착 시킵니다. 

펌프와 원동기의 축심이 어긋난 상태로 운전 할 경우 정상운전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의 수순에 따라 중심조정 작업을 해 주십시오. 

(1) 카플링 외경의 도장 또는 방청유를 제거합니다. 

(2) 카플링 면 사이 틈의 차이를 틈새게이지로 측정하여 상하좌우의 틈새의 차이를 

0.05mm 이내로 합니다. 

 

 

 

 

 

 

 

 

 

 

 

 

 

그림 3.9 

 

축심의 어긋남 

틈새의 차이 

카플링볼트를 1~2개 넣어서
양쪽방향의 카플링을 동시에
회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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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심의 어긋남을 측정하기 위해 카플링 한쪽의 바깥면에 다이얼게이지를 취부하여 

다른쪽의 바깥면의 흔들림을 읽도록 합니다. 카플링볼트를 1~2개 넣어서 양쪽의 
카플링을 동시에 회전시킵니다. 다이얼게이지의 차이를 10/100mm 이내로 조정합
니다.(축심의 어긋남은 다이얼게이지로 읽은 값의 1/2입니다. 카플링에서 손을 떼
고 읽습니다.) 이때, 다이얼게이지의 자중에 의한 다이얼게이지 완력이 포함되므
로 그 값 만큼 다이얼게이지를 읽을 때 보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펌프 양수액의 온도가 상온과 크게 다를(고온 • 저온) 경우는 중심 높이의 열팽창
을 고려해 넣고, 운전중 고온으로 되는 쪽의 중심을 미리 내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치는 배관의 영향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양수액의 온도가 

80℃ 이상일 경우에는 시운전시 액체의 온도와 실내온도의 차가 사양 온도차의 

70%에 도달한 때 한번 정지해서 축심의 어긋남을 조사합니다. 
 

주 기 
 
베드의 형상에 따라서 무수축 몰타르를 베드 안쪽으로 흘려 넣기 어려운 경우가 있
습니다. 기기를 떼내어서 충진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며칠간 그대로 두어, 무수축 몰타르가 충분히 경화된 것을 확인한 후에 
배관 작업을 실시해 주십시오. 

 
 
3.3.3 배관연결 
펌프의 흡입 • 토출배관을 연결해 주십시오. 

주 기 
 
어긋나 있는 배관과 펌프 플랜지를 힘주어 볼트로 체결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
오. 펌프의 축심이 어긋나 케이싱이 변형되든지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펌프에 과대한 힘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관 끝부분, 펌프 양쪽방향에서 배관하여 

조정 개소를 임시로 붙입니다. 배관의 연결로 카플링 축심 어긋남이 5/100mm 이상 생기
면 연결을 풀고, 배관 지지의 조정을 실시해 주십시오. 이 조정을 반복하면 올바른 배관이 
가능합니다. 

 
3.3.4 제2차 축심정렬 

올바르게 배관작업을 마쳤다면, 최종적으로 펌프 • 원동 • 카플링의 축심의 어긋남을 1

차 축심정렬의 경우에 표시한 값 이하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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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면, 원동기와 베드자리 사이에 심(박판)을 넣어서 조정해 주십시오. 또 펌프와 

원동기의 회전체를 손으로 돌려 원활하게 회전하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3.4 전기배선 

 경고 

전동기의 전원 설비나 배선공사 등은 전동기의 취급설명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에 의한 불완전한 
배선공사, 접지(Earth) 등은 법률위반 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합니다. 

 경고 

옥외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법
률에 의해 누전 브레이크(차단기)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전동기의 과부하 등에 의한 소손을 방지하기 위해 전동기 보호장치를 붙여 주십시오. 
 
3.5 설치후의 점검 • 보수 

설치 후 바로 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점검과 보수를 하여 주십시오. 6개월
을 초과하는 장기보관의 경우에는 보관요령을 별도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 카플링, 플랜지, 주축 등의 외부 가공면에 방청유(NOX-RUST#366)를 도포하고 있
습니다. 펌프 내부에는 건조제(실리카겔) 또는 방청제를 넣어 밀봉합니다. 

(2) 공기빼기가 붙어있는 구멍에서 베어링하우징 내로 정해진 방청유(MIL-P-10과 동
등품)를 넣습니다. 

(3) 먼지, 오물 및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펌프에 카바를 덮습니다. 
(4) 3개월마다 펌프 표면을 점검합니다. 

녹이 발생된 부분에는 녹을 제거한 후 NOX-RUST#366(MIL-P-19와 동등품)을 재
도장합니다. 
 

4. 운전 
여기서는 펌프 운전의 기본적인 조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본 펌프장의 상세 조작방

법은 운전조작반 설명서 등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 주십시오. 
 
4.1 시동하기 전에 

(1) 베어링 윤활제의 점검 및 공급을 실시해 주십시오. 
베어링하우징에 적정량의 그리스가 들어 있으므로 운전전에 그리스 보급은 불필
요합니다.(오일 윤활일 경우 오일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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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 당초에 이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펌프 흡입측 전단에 임시 스
트레이너를 설치해 주십시오. 스트레이너의 막힘에 의한 압력강하의 변화를 보기
위해 스트레이너의 전후에 압력계를 설치, 흡입압력을 점검합니다. 
또한, 압력 강하 발생 즉시 흡입 스트레이너에 이물질을 제거해 주십시요. 

(3) 펌프를 손으로 돌려서 가볍게 회전하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거나 고르지 못할 때는 내부의 틈새부분이 닿아 있거나 이
물질이 끼어있거나 패킹이 과도하게 조였거나 하는 등의 원인이므로 펌프를 분해
하여 라이너링 및 회전차 등의 회전부품을 점검해 주십시오. 

(4) 원동기를 단독으로 2~3초간 운전하여 회전방향을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 후 카플
링을 직결합니다. 

 

 경고 

반드시 카프링카바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중대한 인명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5) 펌프의 프라이밍(Priming)을 실시해 주십시오. 
(6) 진동계가 펌프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 초기 기동시 유체력, Back Pressure, 

Min.Flow 운전, 정지 마찰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고진동 발생으로 Time Dlay 

Setting을 두고 기동하여야 합니다. 

 
 

주   기 
 
프라이밍(Priming) 작업 없이 펌프를 운전하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7) 흡입측 밸브를 전개하여 펌프 케이싱 내에 양수액을 가득 채우도록 합니다. 이때, 
펌프 본체 또는 배관 도중에 설치된 공기빼기 밸브를 열고, 양수액을 가득 채웠다
면 회전체를 손으로 돌려 회전차내의 공기 기타 기체를 완전히 빼고, 펌프 내부가 
양수액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확인합니다. 
프라이밍(Priming)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공기빼기 밸브를 모두 닫아주십시오. 

(8) 소배관계통(축봉수배관, 드레인배관 등)의 밸브가 올바른 상태로 되어있는지 확인
해 주십시오. 

4.2 시동, 운전, 정지 
(1) 기계적, 전기적 및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펌프를 시

동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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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n. Flow용 바이패스 배관이 있는 경우는 이 배관의 밸브를 전개해 주십시오. 
(3) 시동 스위치를 한번 넣고 끊어(순간적으로) 펌프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에 

연속운전을 해 주십시오. 
 

 주의 

체절운전은 극히 단시간(약 1분)으로 해 주십시오. 펌프 내부의 액체온도상승 및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켜 펌프가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최고효율점 유량의 50% 이하의 소유량 영역에서 소음과 진동이 다음으로 크
게 되므로 소유량 영역에서의 장시간 운전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성능곡선도에 명시된 사양 점에 맞추어 반드시 밸브 개도를 조절하여 운전 하시
기 바랍니다. 각각 사양 점이 다른 펌프의 병렬 운전시 Min.Flow 이하에서 운전
되지 않도록주의 바랍니다. 운전시 발생되는 M/Seal 누수의 경우 이물질 유입 또
는 파손에 대한 누수는 당사 귀책 사항이 아닙니다. 제품 출하 시 M/Seal이 
Locking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Lock을 해체 후 운전 하십시오. 

 
(4) 토출밸브 전폐 시동의 경우, 운전 개시 후 토출밸브를 서서히 열어 정해진 운전점

으로 설정합니다. 
(5) 펌프 시동 후, 토출압력이 정상상태로 상승하지 않고 저하한다든지 불안정한 상태

가 계속될 때는 회전차 내에 공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일단 펌프를 정지
시키고 충분한 공기빼기를 실시한 후 다시 운전을 개시합니다. 

(6) 소음, 진동에 이상이 없는가를 조사합니다. 소음, 진동이 규정치보다 높은 경우에
는 즉시 펌프를 정지시킨 후 점검을 실시합니다. 

(7) 펌프 각 부분 및 원동기 각 부분의 운전상태를 점검합니다. 
시동시에는 전류, 전압, 각 부분의 윤활상태, 토출압력, 흡입압력 등에 이상이 없
는가를 감시해 주십시오. 

(8) 운전개시시에 펌프 직전의 스트레이너에 의한 압력저하를 감시합니다. 스트레이너
가 막혀있으면 압력저하가 크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펌프를 정지시켜 스트
레이너를 청소해 주십시오. 

 

주 기 
 
펌프의 흡입능력에 비해 흡입압력이 부족하면 펌프가 소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또, 압력저하는 어느 부분까지 일어나면 그 이후는 비교적 급격히 커지므로 스트
레이너의 청소는 한계압력에 이르기 전에 조속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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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너는 배관중의 이물질이 사라질 때 까지 제거하지 말아 주십시오. 
(9) 시동하고부터 30~60분 후에 다시 운전상태를 점검하고, 베어링 온도를 확인해 주

십시오. 베어링 온도는 베어링하우징에 손을 댈 수 있을 정도라면 괜찮지만, 손을 
댈 수 없을 경우에는 온도계를 취부하여 측정해 주십시오. 
리튬계 구름베어링용 그리스를 사용한 경우의 베어링 표면에 걸리는 허용최고온
도를 그림 4.1에 나타냅니다. 

표 4.1 
허용온도상승 

(주위온도 40℃이하의 경우) 허용최고온도 

55℃ 90℃ 
 

(10) 운전에 들어갔다면, 운전상태를 다시한번 자세히 조사합니다. 운전일지 등(5.1 보
수 참조)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11) 운전을 정지할 때는 토출밸브를 서서히 닫고나서 운전을 정지해 주십시오. 
 
4.3 정전, 비상정지 

(1) 정전으로 펌프가 정지한 경우는 반드시 전원 차단기를 내리고 토출밸브를 닫아 
주십시오. 

(2) 비상정지시는 우선 전원 차단기를 내리고 난 후 토출밸브를 닫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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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 
펌프를 양호한 상태로 잘 사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대해서 보수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경고 

펌프의 운전중에는 펌프의 회전부에 손, 손가락, 머리카락 및 공구류가 닿거나 
근접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중대한 인명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경고 

펌프가 정지해 있을 때에는 잘못 원동기를 시동시키지 않도록 전원스위치를 끊
어 주십시오. 

 

 주의 

동절기 등 펌프가 정지해 있을 때, 내부의 물이 동결되면 펌프와 배관이 손상을 
입을 경우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물을 빼내 주십시오. 

 
5.1 일상점검 
압력 • 전류 • 진동 • 소음 등이 평상시와 비교하여 많은 차이가 날 경우 사고가 날 위험
이 있으므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운전일지를 비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1.1 흡입, 토출압력, 전류치 및 그 흔들림 

주 기 
 
압력계 • 연성계 등의 밸브는 측정할 때에만 열도록 해 주십시오. 열어두면 동
압, 기타 원인에 의해 계기가 파손되기 쉽습니다. 

(1) 흡입 • 토출 압력계의 값, 전류계의 값 및 그 흔들림을 점검합니다. 

(2) 특히 흡입측의 압력에 주의를 요합니다. 만약 흡입측에 스트레이너가 있는 경우에
는 스트레이너 전후의 압력계 바늘의 움직임에 주의합니다. 

 

5.1.2 베어링 온도 
베어링 온도는 베어링 하우징에 손을 댈 수 있을 정도라면 괜찮지만, 손을 댈 수 없을 
경우에는 온도계를 취부하여 측정해 주십시오. 
리튬계 구름베어링용 그리스를 사용한 경우의 베어링 표면에 걸리는 허용최고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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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에 나타냅니다. 
표 5.1 

허용온도상승 
(주위온도 40℃이하의 경우) 허용최고온도 

55℃ 90℃ 
 

5.1.3 진동 
설치 • 배관공사가 바르게 시공되어 있는 경우의 진동 기준치를 그림 5.1에 나타냅니다. 

진동이 큰 경우는 직결의 어긋남, 배관의 응력과다, 기초볼트의 느슨해짐 등이 원인이
므로 점검해 주십시오. 

 

 

 

 

 

 

 

 

 

 

 

 

 

그림 5.1 진동 허용치 

5.1.4 축봉부의 점검 (메카니칼 씰 장착의 경우 별첨 메카니칼 씰 취급설명서 참조) 
(1) 패킹누르개부의 누설량 점검 

패킹누르개부의 누설량은 다음 그림과 같이 조정해 주십시오. 너무 많이 누설될 경우
에는 패킹누르개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죄지 않도록 서서히 체결합니다. 또, 온도가 비
정상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패킹누르개를 풀어 누설량을 늘려서 운전시 축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해 주십시오. 

패킹누르개부의 누설량은 아래 그림과 같으면 양호합니다. 

 

 

 

 

 

 

늘어지듯 흘러내림            물방울로 떨어짐 

 (1/100mm) 

진동기준치 

회전속도(min-1) 

최 
대 
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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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가 많아지고 패킹누르개를 죄어도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패킹을 교환하십시오. 패
킹의 장착이 나쁘면 누수가 멈추지 않는다든지 슬리브가 편마모 되므로 주의해서 작
업해 주십시오. 

(2) 패킹의 교환방법 

(a) 펌프를 정지합니다. 

(b) 패킹누르개 볼트의 너트를 빼고 

패킹누르개를 빼냅니다. 

(c) 오래된 패킹을 전부 빼내서 청소
합니다. 패킹을 빼낼 수 있는 공
구를 이용하여 축보호슬리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 가면
서 작업해 주십시오. 

(d) 축보호슬리브의 마모와 손상을 

점검하여 필요하다면 교환합니
다.(5.2 소모품란 참조) 

(e) 패킹박스 내면에 윤활제를 바릅
니다. 패킹의 잘린 부분이 90˚
~180˚씩 돌려 겹치지 않도록 장
착합니다. 두개로 분할된 부시(목
재) 또는 짧으면서 두개로 분할
된 금속링을 준비하여 한링씩 패
킹누르개를 사용해서 장착합니다.  

 

(f) 패킹누르개를 취부, 패킹누르개 

볼트의 너트를 상호 대칭으로 조
으면서 체결합니다. 

 

5.1.5 소배관 계통 

펌프 주위의 소배관 계통의 밸브류가 정상적인 상태인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소배관 계통에 사용되고 있는 밸브류는 품질관리가 확인된 외주품을 구입, 세밀한 체크를 

한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취부 후 밸브로 인한 트러블로 봉수불
능 등의 문제 때문에 패킹부가 발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하므로 밸브 열림 정
도를 조정해 주십시오.  

 

5.2 정기점검 
5.2.1 베어링 윤활제의 보급 및 교환 
베어링 윤활제의 보급은 운전 개시 후 표5.2의 보급간격 및 보급량을 다음의 수순에 따라 
보급해 주십시오. 상세 내용은 승인용으로 제출한 Lubricant Lis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패킹박스 

패킹의 빼기 방법 

올바른 빼기법 나쁜 빼기법 

패킹누르개 

2개로 분할된 
부시 

부시링을 이용해서의 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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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윤활일 경우 ------------------------ 
(1) 펌프를 정지한 상태에서 베어링 하부의 그리스 배출구를 엽니다. 
(2) 상부 그리스니플을 이용하여 표5.2의 그리스를 그림 5.2와 같이 1개소당 보급합니

다. 
(3) 그리스 윤활 베어링은 운송전에 당사에서 그리스를 채워줍니다. 이 최초 주입으로 

통상 2,000시간의 운전을 유지시켜줍니다. 
 

주 기 
 
그리스는 너무 많이 넣으면 베어링 온도가 상승하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4) 2년마다 베어링의 오버홀(Over Haul)을 실시, 오래된 그리스를 제거하고 새로운 
그리스로 교환해 주십시오. 이 경우 표5.2의 그리스를 1개소당 그림5.2와 같이 베
어링의 볼 부분에 충진하여 주십시오. 

사용 그리스는 표5.2의 추천사양 또는 동등 사양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표 5.2 

개소 내  용 주 기 추천사양 

2 그리스 윤활 2 / 년 

•SHELL-ALVANT2 
•GULF-GULF CROWN No.3 
•CALTEX-MOBILUX2 

 
 
 
 
 
 
 
 
 
 
 
 

그림 5.2 
 
 

베어링하우징 
볼베어링 

그리스 

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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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5.2.2 소모품의 교환 
표5.3과 같은 상태로 될 때는 부품을 교환해 주십시오. 
 

표 5.3 
소모부품 교환시의 기준 일반적인 교환시기 

패킹 꽉 죄여도 물(액) 누설이 멈추지않을 때 1년에 한번 

카프링 고무 
고무가 노화되었을 때 
고무가 마모되었을 때 
고무가 편마모 되었을 때 

2년에 한번 

베어링 소음이 나거나 이상음이 발생할 때 2~3년에 한번 
가스켓 분해점검시 마다  

축보호슬리브 슬리브 표면이 마모되었을 때 
(마모가 직경으로 1~2mm 이상 되었을 때) 2년에 한번 

오일씰 윤활제의 누설이 있을 때 2년에 한번 
라이너링 라이너링 표면이 마모되었을 때 2년에 한번 

상기 교환시기는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을 때의 표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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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예비펌프의 정기 보수 
예비펌프를 운전대기 상태로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실행해 주십시오. 

(1) 예비펌프의 흡입밸브는 전부 열고, 펌프내에 액체를 가득 채우고, 흡입압력이 걸
린 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재시동을 위해 토출밸브를 열어둔 채로 할 경우는 역류
를 역류방지밸브만으로 방지합니다. 

(2) 패킹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정지중에 펌프의 패킹부로부터의 누설을 막기 위해 
패킹누르개 볼트를 꽉 죄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운전을 다시 시작할 
때 패킹부가 발열하여 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주위온도로 결빙되는 액체를 취급할 때, 예비펌프는 운전중의 펌프 토출측으로부
터 어느 정도의 역류(약 1m3/h)를 반드시 유지시켜 주십시오. 

(4) 월 1회 펌프를 운전하여 펌프가 이상 없이 운전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펌프를 운전하기 전에 회전체를 손으로 돌려 원활하게 회전하는지를 확인해 주십
시오. 
운전 대기상태의 예비펌프 보수 주기는 운전중인 펌프와 같습니다. 

(5) 동결될 우려가 있을 때는 반드시 드레인밸브, 공기빼기 밸브류를 모두 열어서 펌
프 케이싱 내의 액을 빼내어 동결로 인한 파손을 방지해 주십시오. 
베어링 등이 수냉인 경우는, 수냉실 및 배관의 냉각수도 같이 빼내어 주십시오. 

(6) 장기간에 걸쳐 운전을 하지않기 위해 펌프 케이싱내의 액을 뺀 경우는 케이싱 내
면과 펌프 외부 표면에 방청유를 도포하여 주십시오. 

(7) 월 1회 회전체를 손으로 돌려 원활하게 회전하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6. 분해 • 조립 

여기에서는 펌프의 분해 및 조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주의 

조립단면도를 참조하여 구조를 이해하고, 방법 • 순서가 틀리지 않도록 해 주십
시오. 

 

6.1 분해 • 조립 준비 

(1) 분해한 부품을 정렬하여 놓을 충분한 공간을 준비해 주십시오. 

(2) 펌프 분해시 펌프에 취부된 각종 계기를 취외합니다. 

(3) 얇은 종이 또는 나무판을 준비, 부품을 분해하면 그 위에 정리하여 정렬하도록 합
니다. 상부케이싱 등의 중량물은 콘크리트 바닥에 각재 등을 놓고 그 위에 놓도록 

해 주십시오. 

(4) 케이싱 가스켓, 슬리브용 O-Ring, 패킹 등은 분해하면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주십시오. 
(5) 방청유(축과 베어링하우징 등의 사상면용), 세정유(베어링 등의 세정용), 인양용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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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액체패킹, 윤활제 및 분해공구 등을 준비해 주십시오. 
6.2 분해시의 주의사항 

 

 경고 
분해 • 조립에는, 매달아 올릴 중량에 맞는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및 와이어로
프를 선택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와이어를 거는 위치와 와이어와의 당기는 힘을 조사하여 신중한 주의를 해서 올
리시기 바랍니다. 선정을 잘못했거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하면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경고 
펌프를 분해 할 때에는 제3자가 잘못해서 원동기를 시동시키지 않도록 그 취지
를 표시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중
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주 기 
 
분해하기 전에는 전동기의 스위치를 내리고, 토출밸브를 닫고, 그 다음 흡입밸
브가 있는 경우는 흡입밸브를 닫고 케이싱의 드레인을 열어 완전히 액체를 빼내
어 주십시오. 

 
(1) 펌프를 손상없이 분해하기 위해서는 케이싱 및 회전부품의 정밀사상된 면에 특별

히 주의해 주십시오. 
(2) 끼워맞춤부와 접합면의 분해는 분해용 볼트와 플라스틱망치를 이용하고, 정과 드

라이버 등으로 무리하게 작업하지 말아 주십시오. 
(3) 케이싱으로 부터 회전체를 분해할 경우에는 신중히 취급하고, 습동면과 가공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베어링부의 습동면에는 절대로 손상이 가
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4) 주축으로부터 회전부품을 분해할 때는 회전방지장치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무리
가 가지 않도록 빼내어 주십시오. 장기간 운전한 후에는 각 부분이 주축에 꽉 붙
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프링, 회전차 및 슬리브가 빼기 어려울 때는 망치로 
강하게 치면 그 부분이 변형되거나 또는 축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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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됩니다. 그래도 빼기 어려울 때는 그 부분을 매우 주의 깊게 동일하게 
블로우램프나 버너로 가열합니다.  주축에 열을 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가열한 부품을 취급할 때에는 내열장갑을 착용해 주십시오. 

(5) 주축 등이 가늘고 긴 것은 굽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6) 펌프는 뿔뿔이 흩어서 운송해서는 안됩니다. 펌프가 분해되어 급히 당사로 반송할 

필요가 발생했을 때는 가조립하여 조립한 채로 운송해 주십시오. 
 
6.3 분해 및 조립 
아래의 순서에 따라 분해 및 조립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의 
그라인더 작업을 할 때에는 적정한 그라인더를 선정하고, 작업중에는 반드시 승
인을 받은 보호안경을 착용해 주십시오. 

 
6.3.1 HTM 32-65 펌프의 분해순서 

HTM펌프의 분해는 항상 토출측으로부터 시작하여 중간케이싱[108]부는 분해를 진행
하기 전에 베어링하우징[350]이 제거될 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버팀대를 대어
야 합니다. 
(1) 펌프 주위의 소배관류를 분해합니다. 
(2) 베드로부터 펌프를 분리합니다. 
(3) 카프링의 볼트, 너트를 분해합니다. 
(4) 베어링카바[361]를 분해합니다. 
(5) 스톱링[932.2] 
(6) 스페셔링[504.1] 
(7) 베어링[321] 및 베어링하우징[350] 
(8) 물막음링[507.1] 
(9) 패킹누르개[452] 

(10) 스폐셔 링[504.1] 

(11) 스톱링[932.1] 

(12) 스폐셔 링[504.2] 

(13) 패킹[461] 

(14) 축보호슬리브[524]와 O링[412.2] 

(15) 너트[920.3]와 볼트[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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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토출케이싱[107]과 안내케이싱[171] 

(17) 회전차[230] 

(18) 중간케이싱[108] 

(19) O링[421.1] 

각 단들은 위와 같이 분해합니다. 

 

 ● 메카니칼 씰의 분해 

(1) 씰카바[471]를 분리합니다. 

(2) 씰부품은 축이나 씰링카바로 부터 제각기 분해합니다. 

 

6.3.2 조립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지만, 각 부품은 충분히 세정유를 이용하여 씻고, 녹 • 손상 등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난 후 조립을 해 주십시오. 즉, 아래의 점에 특히 주의해 주십시오. 

(1) 부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조립전에 치수를 확인합니다. 

(2) 패킹은 신품으로 교환하고, 잘린 부분을 90~180˚씩 겹치지않도록 하고, 마지막 하
나는 잘린 면이 아래로 가도록 주의하여 삽입해 주십시오. 

(3) 볼트는 한쪽으로 치우쳐 죄지 않도록 대칭으로 조금식 체결 해 주십시오. 

(4) 나사부, 주축과 슬리브 및 회전차 등의 끼워맞춤 부분에 긁힘 방지를 위해 윤활제
를 도포합니다. 

(5) 베어링은 80℃ 가까이 가열하여 열박음 합니다. 

 주의 

가열한 부품을 취급할 때에는 내열장갑을 착용해 주십시오. 
 

● 메카니칼 씰의 조립 

메카니칼 씰을 조립할 때는 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카니칼 씰을 취급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깨끗한 맨손으로
작업을 행해 주십시오. 

씰 접촉면의 보호 카바는 조립 바로 직전에 벗겨내야 합니다. 

접촉면과 O링 가스켓드[400.3]를 손상치 않도록 조심하고, 조립하는 동안 축보호 

슬리브[523][524]는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름을 칠해 놓아야 합니다. 

조립을 쉽게하기 위하여 그리세린이나 물이 접촉매체로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씰의 고정링은 공구를 사용치 않고 손으로 씰카바에 끼워 넣어야 합니다. 

       

● 온수형 스타핑박스 
   6.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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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HTM 80-150 펌프의 분해순서 
(1) 베어링 카바[361] 

(2) 가스켓드[400.3] 

(3) 축너트[923] 

(4) 베어링 브라켓드[350]와 베어링[320], 스폐셔링, 스톱링 

(5) 물막음링[507] 

(6) 패킹누르개[452] 

(7) 스폐셔링[504], 스톱링[932.2], 스폐셔링, 스폐셔 스리브[524], O링[412.2], 축보호 

스리브[524.2], O링[412.2], 토출케이싱[107]을 분리할 때 중간케이싱[108]이 떨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케이싱에는 버팀대를 대어 놓아야 한다.  

(8) 스터드 볼트와 너트[905][920] 

(9) 토출케이싱[107]과 O링, 최종단 안내케이싱[171.2] 

(10) 회전차[230], 중간케이싱[108], 안내케이싱[171.1], 가스켓트[400.1], 스폐셔 스리브 

[521] 각 중간단은 위 순서대로 분해된다. 

 

● 온수형 스타핑박스의 분해 
온수형은 베어링하우징[350]과 흡입, 토출케이싱[106][107] 사이에 냉각카바[165]가 

들어 있고, 이 냉각카바는 스터핑하우징안의 O링[423.3]과 함께 분해된다. 

 

6.3.4 조립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지만, 각 부품은 충분히 세정유를 이용하여 씻고, 녹 • 손상 등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난 후 조립을 해 주십시오. 즉, 아래의 점에 특히 주의해 주십시오. 

(6) 부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조립전에 치수를 확인합니다. 

(7) 패킹은 신품으로 교환하고, 잘린 부분을 90~180˚씩 겹치지않도록 하고, 마지막 하
나는 잘린 면이 아래로 가도록 주의하여 삽입해 주십시오. 

(8) 볼트는 한쪽으로 치우쳐 죄지 않도록 대칭으로 조금씩 체결 해 주십시오. 

(9) 나사부, 주축과 슬리브 및 회전차 등의 끼워맞춤 부분에 긁힘 방지를 위해 윤활제
를 도포합니다. 

(10) 베어링은 80℃ 가까이 가열하여 열박음 합니다. 

 주의 

가열한 부품을 취급할 때에는 내열장갑을 착용해 주십시오. 
 

● 온수형 스터핑박스의 조립 

온수형 스터핑박스의 조립시에는 베어링하우징[350]과 흡입, 토출케이싱[106][107] 

사이에 냉각카바[165]를 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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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니칼 씰의 조립 

메카니칼 씰을 조립할 때는 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카니칼 씰을 취급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깨끗한 맨손으로
작업을 행해 주십시오. 

씰 접촉면의 보호 카바는 조립 바로 직전에 벗겨내야 합니다. 

접촉면과 O링 가스켓드[400.3]를 손상치 않도록 조심하고, 조립하는 동안 축보호 

슬리브[523][524]는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름을 칠해 놓아야 합니다. 

조립을 쉽게하기 위하여 그리세린이나 물이 접촉매체로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씰의 고정링은 공구를 사용치 않고 손으로 씰카바에 끼워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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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장의 원인과 대책 

펌프의 사용에 있어서, 만일 고장이 일어난 경우는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고장진단의 방법으로서 고장의 원인과 대책을 대표적으로 

정리하였으므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잘 조사한 뒤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당사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현    상 원       인 대     책 

원동기가 회전하지 

않는다. 

원동기가 웅웅거리
며 움직이지 않는다. 

원동기가 고장나 있다. 원동기를 수리한다. 

전원관계에 이상이 있다. 점검, 수리한다. 

회전부분이 접촉되어 있다. 

녹이 붙어있다. 

눌어붙어 있다. 

손으로 돌린다. 

제거한다. 

전문 공장에서 수리한다. 

습동부에 이물질이 들어있다. 이물질을 제거한다. 

회전하지만 물이 나
오지 않는다. 

프라이밍(Priming)이 되어있지 않다. 프라이밍(Priming)을 실시한다. 

토출밸브가 막혀있다. 반쯤 열려있다. 밸브를 연다. 

실양정이 펌프 전양정보다 크다. 계획을 재검토한다. 

흡상높이가 펌프에 있어서 너무 높다. 계획을 재검토한다. 

규정 토출량이 나오
지 않는다. 

회전방향이 반대이다. 

 

화살표 방향을 점검, 결선을 바
르게 한다. 

회전속도가 낮다. 회전속도계로 조사한다. 

푸트밸브 • 스트레이너가 막혀있다. 이물질을 제거한다. 

회전차가 막혀있다. 이물질을 제거한다. 

배관이 막혀있다. 이물질을 제거한다. 

공기를 흡입하고있다. 흡입관 • 축봉부를 점검 • 수리
한다. 

토출배관에 누수가 있다. 점검 • 수리한다. 

회전차가 부식되어 있다. 액질을 조사, 재질을 바꾼다. 

회전차가 마모되어 있다. 회전차를 교환한다. 

라이너링이 마모되어 있다. 라이너링을 교환한다. 

배관의 손실이 크다. 계획을 재검토한다. 

실양정이 펌프 전양정보다 크다. 계획을 재검토한다. 

흡상높이가 펌프에 있어서 너무 높다. 계획을 재검토한다. 

과부하가 걸린다. 회전속도가 높다. 회전속도계로 조사한다. 

전압의 저하 및 각상의 언바란스가 크다. 전원을 조사한다. 

양정이 낮다. 유량이 너무 많이 흐른다. 토출밸브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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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내에 이물질이 들어있다. 이물질을 제거한다. 

베어링이 손상되어 있다. 베어링을 교환한다. 

회전부분이 닿아있다. 축이 굽어있다. 전문공장에서 수리한다. 

현    상 원       인 대     책 

베어링이 뜨겁게 된
다. 

그리스가 부족하다. 그리스를 보급한다. 

그리스가 너무 많다. 그리스를 빼낸다. 

그리스의 종류가 맞지 않다. 적당한 것으로 교환한다. 

그리스가 노화되어 있다. 새것으로 교환한다. 

그리스가 오염되어 있다. 새것으로 교환한다. 

축심 불량. 축심을 바르게 조정한다. 

베어링이 손상되어 있다. 베어링을 교환한다. 

펌프가 진동이 심하
다. 

운전음이 크다. 

기초가 불완전하다. 기초를 바르게 한다. 

취부, 축심이 불량하다. 취부, 축심 상태를 점검한다. 

베어링이 손상되어 있다. 베어링을 교환한다. 

토출량이 너무 많다. 토출밸브를 조절한다. 

토출량이 너무 적다. 규정유량에서 운전한다. 

회전차가 막혀있다. 이물질을 제거한다. 

역회전하고 있다. 

 

화살표 방향을 점검, 결선을 바
르게 한다. 

회전부분이 닿아있다. 축이 굽어있다. 전문공장에서 수리한다.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와 상담한다. 

배관이 공진하고 있다. 배관을 개량한다. 

축봉부의 누수가 심
하다. 

패킹의 취부 불량. 바르게 취부한다. 

패킹이 손상되어 있다. 패킹을 교환한다. 

축 또는 슬리브가 마모되어 있다. 신품으로 교환한다. 

흡입압력이 너무 높다. 계획을 재검토한다. 

축이 굽어있다. 전문공장에서 수리한다. 

축봉수 압력이 너무 높다. 적정압력으로 조정한다. 

축봉부가 발열한다. 패킹누르개를 너무 심하게 죄었다. 바르게 고친다. 

패킹누르개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죄었다. 바르게 고친다. 

축봉수 압력이 적정하지 않다. 바른 압력으로 한다. 

카프링 고무의 가루
가 날린다. 

취부, 축심이 불량하다. 

 

취부, 축심 상태를 점검하여 수
정한다. 

카프링 고무가 손상되어 있다. 카프링 고무를 신품으로 교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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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리와 보증 

구입하신 펌프의 수리와 보수는 당사 • 당사 지정점에 의뢰하여 주십시오. 이 펌프는 

다음의 무상수리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단, 본 기기의 보증은 한국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합니다. 

(1) 이 제품의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2) 보증기간중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설계 • 제작 등의 잘못에 의해 고
장 • 파손이 발생한 경우는 고장파손개소를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리부품대 및 수리를 위한 기술자의 제비용을 부담합니다만, 기
타 비용 부담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3) 보증기간 중에 있어서도 이하의 고장 • 파손의 수리 및 소모품※은 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a) 비정상적인 사용 또는 비정상적인 보관중의 고장 • 파손 

(b) 화재 • 천재지변 등의 재해 및 불가항력에 의한 고장 • 파손 
(c) 당사 지정품 이외의 부품을 사용한 경우의 고장 • 파손 
(d) 당사 • 당사 지정점 이외의 수리 • 개조에 의한 고장 • 파손 

※ 소모품으로는 윤활유, 카프링고무, 패킹 등 당초보다 소모가 예상되는 부품
입니다. 

(4) 이 제품의 고장 • 파손등에 기인하는 각종 출장비, 2차 재해, 기타 손해의 보상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 이상을 감지한 때는 바로 운전을 정지하고, 고장이 없는지 점검해 주
십시오.(고장의 원인과 대책 참조) 

고장의 경우는 신속히 연락해 주십시오. 연락하실 때는 명판 기록사항과 고장(이상)의 

상황을 알려 주십시오. 

기타 구입하신 제품에 대해서 불명확한 점이 있으시다면 당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연락처 
의문사항이나 예비품의 주문등이 있는경우는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고 아래에 표시된 
당사의 품질경영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펌프의 제조번호 
    2)펌프의 형식 
 

연락처 : 효성굿스프링스㈜ 창원공장 품질경영팀 
         (www.hsgoodsprings.com) 

      주소 : (641-290)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303 
      전화 : 055-279-7725 

팩스 : 055-279-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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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별첨 
10.1 펌프 설치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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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베드 레벨링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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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볼트 체결 TORQUE TABLE 

볼트의 체결작업 기준 

1. 볼트 재질별 적정 체결 토크(Torque) 

토크

(Torgue)값 

볼트의 강도구분 및 윤활제의 유무에 따른 적정 Torgue 값(Kgf-m) 

윤활제 유무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는경우(Kgf-m) 윤활제를 사용할 경우(Kgf-m) 

강도구분 3.6 4.6 5.8 6.8 10.9 3.6 4.6 5.8 6.8 10.9 

SIZE[mm] 

STS304 

SRS316 

SS400 SM25C SM45C SCM435 

STS304 

SRS316 

SS400 SM25C SM45C SCM435 

M6 0.4 0.5 0.64 0.9 1.3 0.3 0.3 0.3 0.6 1.2 

M8 0.9 1.1 1.52 2.2 4.2 0.6 0.8 1.04 1.5 2.9 

M10 1.9 2.2 2.96 4.4 3.3 1.3 1.5 2.00 3 5.7 

M12 3.2 3.9 5.12 7.7 14.3 2.2 2.5 3.52 5.3 9.9 

M16 7.9 9.3 12.64 18.9 35.5 5.4 6.4 8.56 12.9 24.1 

M20 13.4 18.3 24.64 37 69.3 10.5 12.5 16.72 25.1 47.1 

M22 20.9 25 33.36 50 93.9 14.1 16.9 22.56 33.8 63.5 

M24 25.6 31.9 42.56 63.9 120 18.1 21.7 28.88 43.4 81.3 

M30 52.6 63.2 84.00 136 237 35.6 42.8 57.04 85.5 180 

M36 91.7 110 146.40 220 413 62 74.3 99.20 149 279 

M42 164.0 176 234.40 352 660 98.8 119 158.40 237 445 

M48 220.0 254 351.20 527 988 148 177 236.40 355 666 

2. 체결 Torque의 허용치: -5%~+5% 

Torque Clearance 

3. 적용 윤활제 

적용 볼트재질 적용 윤활제 

Austenite(오스테나이트)계 스텐레스강 

(STS304,STS316) 

네버씨즈(NAVER-SEEZ)[Ni Base]-NAVER-SEEZ COMPOUND사 

상기 이외의 재질 네버씨즈(NAVER-SEEZ)[Ni Base]-NAVER-SEEZ COMPOUND사  

Grease(그리스), 광명단 

Austenite(오스테나이트)계 스텐레스강의 경우 눌러붙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사부와 자리면에 윤활제를 도포함 

(윤활제: 네버씨즈(NAVER-SEEZ) 

4.볼트의 수가 여러 개의 경우에는 원주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연속적으로 볼트를 체결하면 균등하개 조여지지 

않으므로 대각방향(마주보는 항향)의 볼트를 체결하고, 각도를 돌려 가면서 대각방향의 볼트를 균등하게 체결하

도록 함(체결 Torque를 단계적으로 높여 가면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5.관련규격 번호: HQE-0640-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