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제작 시방서는 오배수용 패키지 시스템의 설계,제작,시험 및 운반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기동방식

2대의 수중오수펌프가 오수유입량에 따라 1대씩 번갈아 순차작동 또는 과다오수 유입 시에는

(경보음 발생) 2대가 함께 동시운전 되는 시스템이고, 또한 1대가 고장시에는 경고 알람

발생과 함께 나머지 1대가 운전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장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다.

2. 구성 

오배수용 패키지시스템의 기본구성은 디지털 & 아날로그  입,출력 및 경보발생기능이 내장된

메인 콘트롤제어판넬(Microprocessor Chip)과 미려한 외관의 FRP탱크, 오.배수에 

적합한 우수한 성능의 VORTEX & GRINDER 펌프, LEVEL S/W로 구성되어진다.

1) 구성부품 내역

VORTEX & GRINDER PUMP

오배수탱크

레벨스위치

체크밸브

볼밸브

펌프용입상배관(STS304)

제어판넬

누전차단기

조작전원용 배선차단기

380V → 220V 변압기

전자접촉기(마그네트)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EOCR)

접지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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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시방 

1) 펌프

①수중 오수형으로 밀폐식 구조이어야 하고 모타의 축은 오일 순환의 이중씰의

축봉장치로 되어있어야 한다.

②전동기의 보호를 위하여 전동기 상부에 과부하 및 결상으로 인한 모타 소손을 방지하기

위해 과전류 차단장치인 오토컷(AUTO-CUT)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모타온도가 한계치인 120℃에서 전원차단하여 모타 소손을 사전에 방지하며,

모타온도가 안전온도인 60℃로 냉각되면 정상작동되게 제작한다.

③임펠라는 내구성에 강한 주물 재질을 사용하며, 이물질을 이송할 수 있는 

Vortex & Grinder type의 회전차를 사용하여 이물질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제작하며, 동적으로 바란싱이 되어야 한다,

④펌프 토출 구경별 고형물 이송능력

2) 오수탱크

①오수탱크는 FRP재질의 구조로 약 750ℓ, 1000ℓ,1400ℓ 를 표준으로 하며, 상판은 6mm, 

몸통은 5mm 두께의 견고한 구조로 지하에 매립 또는 지상노출 시공에 적합하여야한다.

②내부의 이물질(냄새,가스)이 외부로 누설이 없는 밀페식 구조이어야 하며, 만족하는

사양의 재질과 기술 수준으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③상판의 점검구는 스텐재질의 볼트로 조립하며, 내산가스켓으로  조립한다.

④오수의 인입구는 상판에 설치되며 Ø100 소켓타입으로 시공되는 오수PVC

파이프와 본드 접착방식이어야 한다.

⑤상판에 설치되는 1개 1개의 통기관 Ø50(75)과 2개의 토출관 Ø50(65)이

설치되며, 주위에는 FRP를 사용하여 밀폐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⑥외관은 원형으로 제작되며, 고객의 사양에 따른 맞춤식으로 제작가능하여야 한다.

⑦상판은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해 좌우2개로 분리되는 구조로 제작한다(탱크외형도 참조)

⑧FRP TANK의 오수 인입구는 상판으로 하여 탱크 설치공간의 활용도 극대화 및 

탱크의 체적에 있어 오수를 최대한 확보하여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설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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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물(Solids) 최대 외경 32mm 65mm

토출구경 (동력)
Ø50 Ø65

0.75kW , 1.5kW 2.2kW , 3.7kW

섬유질(Fibers) 최대 외경 150~250mm 245~350mm

HYOSUNG  AQUATECH CO., LTD.



3) 제어판넬기능[STS304]

3-1) 기능

①저수위, 고수위, 위험수위 등 3개의 수위제어 플로트 S/W 작동에 따라 2대의 수중오수

펌프가 오수유입량에 따라 1대씩 번갈아 순차작동 또는 과다 오수유입 시에는 2대가 

함께 동시운전되는 시스템이다, 

②또한 판넬 전면에 FRP오수탱크 내부의 수위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LED 램프를 수위센서 수량만큼 부착한다.

③운전 중 1대가 고장발생시에는 경보음 발생과 함께 나머지 1대가 운전되며, 돌발적인

고장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성이 있는 PCB 콘트롤러로 작동되어야 한다. 

④과대한 장애물 유입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임펠라 구속 시 전자식 과전류 차단기(EOCR)의

동작으로 경보발생과 함께 펌프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펌프내부의 과전류차단장치(AUTO-CUT) 취부 및  판넬 내부에 EOCR을 설치하여 

2중의 안정장치로 작동 기기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제작한다.

⑤내구성에 강한 스테인레스 재질의 외함으로 제작한다.

⑥마이크로 칩이 내장된 PCB콘트롤러가 펌프의 기동을 제어한다.

⑦펌프1대당 부착되는 개폐기는 누전차단기(ELB)를 설치한다. 

⑧펌프 기동時 전기를 입력시키는 전자접촉기(Magnetic Switch)는

펌프 1대당 1개씩 부착하여야 한다.

⑨과전류, 결상, 쇼트, 전압 불평형, 역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동기 용량에 맞는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EOCR)를 설치한다.

⑩판넬에 연결되어있는 전동기의 보호를 위하여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하며,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⑪중앙제어반에서 현장에 운전되는 펌프의 상태를 확인가능한 외부입력단자가 설치되어

사용에 편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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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구조

①외관이 미려하고 부식 및 내구성에 강한 스테인레스 재질의 외함으로 제작한다 .

②엄격한 품질검사(방수,방진,동작시험)를 통하여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마이크로 칩이 내장된 PCB콘트롤러가 펌프의 기동을 제어한다.

④펌프1대당 부착되는 개페기는 누전차단기(ELB)를 설치한다. 

⑤펌프 기동時 전기를 입력시키는 전자접촉기(Magnetic Switch)는 펌프 1대당 1개씩 

부착하여야 하며, 펌프에 과부하 방지하기 위하여 전동기 용량에 맞는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EOCR)를 설치한다.

⑥제어판넬 내부에 부착되는 전기부품은 KS 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며, 차단기(ELB),릴레이는 CE 승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4) 배관류 [STS304] - Φ50(1HP, 2HP적용) 또는 Φ65(3HP, 5HP적용)

①배관은 충격에 약한 PVC보다는 외관이 미려하고,

부식및 외부 충격에 강한 STS304로 제작한다.

②엄격한 품질검사를 통하여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수위센서 - F/SWITCH (3EA/Set)

①우수한 성능의 수입품(Flygt)의 제품을 사용하여 수위센서로 인한 하자를 최소화 한다.

- FLYGT(Made in Sweden)

②F/SWITCH는 FRP 탱크 상판에 부착하되, 서로 간섭되지 않게 개별로 설치하여

스위치간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제작(설치)한다.

③F/SWITCH는 FRP 탱크 상판의 오수 인입배관(Ø100)의 오수 및 펌프의 토출배관에

간섭에 의한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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