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배수 시스템(HDS 시리즈)
사용설명서

■ 제품사용전에안전을위해반드시

사용설명서및 주의사항을읽고사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제품사용중 불편한사항은

전문엔지니어가 상시서비스 지원을합니다.

고객지원팀

☎ 031-942-1288

효성아쿠아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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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의 일반사항

오배수 시스템 사용설명서

[응용방법 및 장점]

수중용 오배수 펌프와의 조합으로 다가구 건물 또는 빌딩지하, 아파트
등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 생활환경에서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소형 경량화을 실현하였습니다.



1.제품의 일반사항

오배수 시스템 사용설명서

HDS --

오배수 시스템

(Hyosung Drainage System)

750 V 6 1.5

Tank용량(Liter)

750, 1000, 1400

고객요구사양 제작가능

Type:Vortex

Grinder

주파수:60(Hz)

출력: 1.5kW(2HP)

2.2kW(3HP)

3.7kW(5HP)

5.5kW(7.5HP)

기타부품들 (8)  고무패킹(Gasket),   (9) 테이프 가스켓
(10) SUS 유니온
(11) 설치용 볼트 & 너트류 & 플랜지(Φ32,50,65,80,100)           

(1)펌프 (2)FRP TANK (3)제어판넬

(STS304)

(4)F/Switchx3

(5)체크&볼 밸브 x 각2EA (6)압력계(1MPa) (7)SUS파이프x2EA

[ 모델명 ]

[ 제품사양(구성) ]



2.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오배수 시스템 사용설명서

[ 안전 지침 ]

안전사항 미 준수 시 위험사항
본 사용설명서에 명기된 내용을 무시하여 발생된 다음과 같은 재해 및
손실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자격자의 분해,보수 및 적정 운전 조건을 벗어나 발생되는 펌프의
기능 손상 및 수리불능 상태의 펌프 파손

- 전기적, 기계적 및 화학적 요인에 의한 인적 피해
- 위험한 취급용액의 누출에 의한 환경오염

운전자 안전 지침
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자 안전 관련 법규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점검 시 안전 지침
모든 작업은 본 사용설명서를 숙지한 이후에 공인된 작업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작업 시작 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하여야 합니다.

임의개조 및 비규격품 사용
부품 교체시 반드시 제조자가 지정한 곳에서 정품을 구입하여 작업하여
야하며, 사용자의 임의로 개조를 금합니다. 임의 개조시 발생된 재해 및
손실에 관해서는 당사에서 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사용
본 설명서에 기재된 용도 및 운전조건 외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운반 및 보관
운반 시 제품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각 부품은 개별로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3.제품설치

오배수 시스템 사용설명서

[ 설치방법 ]

▶맨 하단의 수위센서는 케이싱 상단 부위에서 최소 200mm 
이상의 높이에 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타의 냉각지연에 따른 펌프의 수명 및 내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펌프측에 공기가 유입되어 배수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PANEL 전면에 탱크내부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LED 등 부착.
[ LOW-LOW  : 녹색등 ]   [ LOW  : 황색 ]   [ HI : 적색 ]



3.제품설치

오배수 시스템 사용설명서

(1) 제품포장을 해체한 후,펌프 토출구에 SUS 소켓을 연결하고 파이프을 적당
한 길이로 잘라 연결합니다.

(2) 토출 배관은 FRP탱크 하단에서 플랜지로 마감하여 펌프의 유지보수가 용
이하게 한다.(펌프 인양 시 토출 배관과 같이 인양됨)

(3) 수위 높이 센서 설치를 위한 상부덮개에 구멍을 내고 센서를 고정합니다.
센서는 3개를 개별로 설치하여 센서간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니다.

(4)      오배수 탱크 안에 펌프를 넣고 전선을 밖으로 꺼낸 후 탱크 개폐구을 닫고
고정합니다. 

(5)      환기구 파이프를 상부에 함께 설치합니다.(50mm 통기관)
환기구 파이프의 끝은 오수 유입구보다 위쪽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6)      체크밸브와 볼 밸브를 설치합니다.
(7)      각 부품의 연결케이블을 제어 판넬에 설치하고 배관을 사용환경에

맞게 설치합니다.
(8)    배관의 하중이 오배수 시스템에 작용하지 않도록 행거 or 브라켓 등을

이용해 배관을 고정합니다.
▶ 펌프케이블 및 수위센서 케이블의 플렉시블 작업 시 탱크 내부의 냄새가

외부(판넬)로 누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몰딩 작업을 한다.

< 수위 높이 센서 설치법>
(1) ①저수위 센서 : 펌프운전정지

펌프운전 정지 센서는 펌프 토출구에서 최소 200mm 이상 높게 설치합
니다. 

(2) ②중수위 센서 : 펌프운전시작
펌프의 성능 및 탱크의 깊이, 용량에 따라 운전시간을 고려하여 설치하
여야하며 ①번 센서보다 높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3) ③고수위 센서 : 펌프 2대 운전시작[위험수위경보작동 & HI LED 점등]
오수 유입량이 많아 펌프2대 동시 운전되며, 오수 유입구보다
하단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수위센서 위치는 인입되는(Φ100) 오수 및 토출배관에 간섭이

생겨 오작동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4.조작 판넬의 구성

오배수 시스템 사용설명서

PCB 컨트롤러 및 파워트랜스

• MAIN CPU ATMEGA16(8bit) Board  및
파워트랜스

• 디지털입력단자 8점, 출력단자 8점, 
• 리셋단자, 24V 출력단자

판넬 전면부

판넬 측면부
• 벽 취부 시 결로방지용 브라켓 부착

[판넬(제어박스) 외부]



4.조작 판넬의 구성

오배수 시스템 사용설명서

[ 판넬(제어박스) 내부 ]

펌프"A" 단자대

펌프"B" 단자대

3상(R,S,T) 380V 

MAIN 단자대

“B" 전자식과부하

릴레이_EOCR

"A" 마그네트_MC

"B" 마그네트_MC

"A" 차단기 ELCB

"B" 차단기 ELCB

조작전원 차단기

PCB

CONTROLLER

TR1

380V→220V

"A" 전자식과부하

릴레이_EOCR

LEVEL SWITCH 단자대

∥COM∥LS1∥LS2

∥LS3∥LS4

상태접점 단자대 (무전원) 

∥COM∥MC1∥MC2

∥RUN∥ERR



4.조작 판넬의 구성

오배수 시스템 사용설명서

상한 고수위
HI점등

중수위
LOW 점등

저수위
LOW-LOW 점등

펌프동작상태

OFF OFF OFF ON 대기

OFF OFF ON ON 펌프1 ON

OFF ON ON ON 펌프1 ON, 펌프2 ON 
[고수위경보발생]

OFF OFF ON ON 펌프1 ON, 펌프2 ON
[고수위경보자동해제]

OFF OFF OFF ON 펌프1 ON, 펌프2 OFF

OFF OFF OFF OFF 펌프1 OFF, 펌프2 OFF

ON X X X 경보, 알람

자동 / 수동선택스위치

펌프동작시 ON

과부하발생시 ON

탱크내부수위확인

HI ( 적색)

LOW (황색)

LOW-LOW (녹색)



4.조작 판넬의 구성

오배수 시스템 사용설명서

■ 펌프 자동 교번운전
• 펌프A 운전시 – 펌프A 기동 -> 펌프A 정지 -> 펌프B 기동
• 펌프B 운전시 – 펌프B 기동 -> 펌프B 정지 -> 펌프A 기동
• 펌프A,B운전시 – 펌프A 기동 -> 펌프B 기동 -> 펌프B정지 -> 

펌프A 정지 -> 펌프B 기동 -> 펌프A기동 -> ……

■ 경보 및 알람
• 레벨 센서 오류 - ERR 출력 (Alarm 점멸), 자동운전 가능
• 펌프 과부하 - ERR 출력 (Alarm 점등)
• 알람 해제 방법 - EOCR 리셋 버튼 누름

판넬 전면 알람 해제 버튼 누름

수위레벨에 관계 없이 펌프 운전 됨. LAMP ON

■ 수동운전방식

과부하 전류 조정 버튼

트립 버튼

리셋 버튼

선택 스위치 수동 ON



4.조작 판넬의 구성

오배수 시스템 사용설명서

항시 ON 램프

상한수위

고수위

중수위

저수위

펌프 2 과부하

펌프 1 과부하

펌프 2 자동

펌프 1 자동

항시 ON 램프

콘트롤러 정상램프(점멸)

펌프1 과부하 램프

펌프2 과부하 램프

Spare

부저 출력 램프

상태접점 런 램프

상태접점 알람 램프

Spare

펌프 1 기동 램프

펌프 2 기동 램프

Spare

중수위 램프

고수위 램프

상한수위 램프

Spare

전체 알람 램프

저수위 램프

수위램프 과부하램프 출력 상태 출력

스위치, 과부하, 수위 입력



5. 고장 발생시의 조치방법

오배수 시스템 사용설명서

[펌프 이상]
펌프에 전원이 투입되어도 해당 펌프가 운전되지 않을 경우 해당 펌프의 작동을
정지시키고, 제어박스에서 고장신호를 출력합니다.

※이상 펌프는 정상 펌프로 대체 작동됩니다. (자동운전 모드시)
※수동모드 운전시 대체 운전(안전운전) 기능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과부하]
펌프의 이물질에 의한 회전차 고착으로 인한 과부하(전류), 
결상운전으로 인한 과부하(전류)등으로 과전류 보호기(EOCR) 작동 및
펌프 내부의 과전류 차단장치(Auto-cut) 작동되어 고장신호를 출력합니다.
(Auto-cut 작동시 고장신호 출력없이 펌프 정지)

※이상 펌프는 정상 펌프로 대체 작동됩니다. (자동운전 모드시)
※ Auto-cut 작동시 고장원인 제거 후 일정시간 지연 이후에 작동바랍니다.

아래 고장시 조치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표지 하단부의
고객지원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031-942-1288)

고장표시 해당펌프 고장램프 작동

원인 펌프결선 불량, 전원케이블 단락, 전동기 이상, 
과전류자동차단[PUMP 자체 Auto-cut 또는 EOCR작동]

대책 인입 전원 확인, 배선점검, 펌프(전동기) 점검,계장품 점검

상태해제 고장원인 제거 또는 조치 후 “알람 해제” 버튼 누름

고장표시 해당펌프 고장 램프 점멸, 경보작동

원인 이물질로 인한 펌프 작동방해(과부하), 전동기 고장, 
인입전원 결상

대책 이물질 제거, 전동기 점검, 판넬 계장품 점검

상태해제 고장원인 제거 또는 교체 후 “알람 해제” 버튼 누름



오배수 시스템 사용설명서

[위험 수위]
수위의 증가로 위험 수위센서가 ON 되는 경우,경고를 출력함
(펌프는 그대로 2대 동시에 운전 상태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배수처리 함)

고장표시 알람 부저 작동 및 HI LED 점등

원인 탱크 수위 증가
펌프 역방향 회전으로 인한 배수 능력 저하로 수위 상승

대책 배수 작동으로 신속히 수위 조정(자동 모드)
해당 펌프 정방향 회전으로 변경 (펌프전원 터미널 위치교환)

상태해제 위험 수위 센서 OFF 되면 자동해제
“알람 해제” 버튼 누름 (위험수위 경고상태에서는 경고음만 해제)

6. 기타 확인 사항

[운전하기 전]

제품을 가동 하시기 전에 본 사용설명서와
펌프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제품은 수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운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동모드 운전시에 사용자는 운전을 따로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필요에 의해 수동으로 운전을 할 경우에는
본 사용설명서와 펌프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지 보수]

정기 정검은 최소 6개월마다 1회로 하며, 지정된 관리자 또는
엔지니어를 통해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위 센서]
수위센서 고장으로 인한 경고(알람)음 발생

고장표시 알람 부저 작동

원인 수위 센서 고장

대책 수위 센서 교체

상태해제 “알람 해제” 버튼 누름 및 수위 센서 교체

5. 고장 발생시의 조치방법



6. 기타확인사항

오배수 시스템 사용설명서

[설치를 위한 상세도]



6.기타확인사항

오배수 시스템 사용설명서

[시공시 유의 사항]



[MEMO]

오베수패키지시스템

오배수 시스템 사용설명서



파주공장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232-2

TEL : 031-942-1288  FAX :031-941-1289

효성아쿠아텍 주식회사
HYOSUNG  AQUATECH  CO., LTD.

※ 본 MANUAL은 2015년 4월 기준이며 구조개선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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